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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 비디오 부호화(Distributed Video Coding: DVC)는 계산 성능 및 전력이 제한된 환경에 적합한 초경량 비디오 부호화 기법으

로 주목 받고 있으며, 부호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VC의 부호화 성능 개선을 위한 율-
왜곡(Rate-Distortion) 기반의 영역별 선택적 블록 부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복호기에서 보조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얻어지

는 움직임 벡터가 부호기로 피드백 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 신호를 구하고 율-왜곡 기반으로 블록 단위로 선택적

블록 부호화를 수행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움직임 정보 피드백을 이용한 율-왜곡 기반의 선택적 블록 부호화 기

법이 기존의 DVC 부호화 기법에 비해 시퀀스에 따라 최대 약 2.2 dB의 PSNR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율-왜곡을 고려하여 일

부 영역만 부호화함으로써 기존 방식에 비해 부호화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Recently, DVC (Distributed Video Coding)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s one of the low complexity video encoding techniques 
suitable for various applications with computation-limited and/or power-limited environment, and is being actively studied for 
improving the coding efficiency. This paper proposes a rate-distortion based selective block encoding scheme. First, the motion 
information is obtained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side information at decoder and received through the feedback channel, and 
the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 proposed method performs a selective block encoding based on rate-distortion optimiz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reaches up to 2.2 dB PSNR gain over the existing scheme. 
Moreover, it is shown that the complexity can be reduced by encoding parts of region considering rate-distortion cost.

Keywords : DVC, Selective Encoding, Wyner-Ziv

I. 서 론

MPEG-1/2, H.264/AVC 등은 움직임 추정 예측 부호화

를 수행하는 부호화의 복잡도가 복호화의 복잡도에 비해 5 
~ 10배 이상의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고복잡

도 부호화와 저복잡도 복호화'의 비대칭 구조의 기존 코덱

은 방송 또는 VoD 등과 같은 하향링크(downlink) 응용에

적합하다. 하지만, 계산 성능 및 전력이 제한되는 환경의

무선 저전력 감시 카메라, 카메라 센서 네트워크 등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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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uplink) 응용에서는 복호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복잡도

가 수용 가능한 반면 부호기의 복잡도는 최소화하여야 하

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코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저복잡도의 부호화가 가능한 초경량 비디오 부호

화로 분산 비디오 부호화(DVC)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DVC는 Slepian-Wolf[1]
와 Wyner-Ziv[2]

의 정보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Slepian-Wolf 이론
[1]
은 기존의 부호화 기

법과 같이 부호기와 복호기에서 예측참조 영상, 즉 보조정

보(Side Information: SI)를 이용하여 부호화하거나, 또는

부호기는 독립적으로 부호화하고 복호기에서만 예측참조

영상을 이용하여 복호화를 하더라도 원 영상 정보에 대한

최소의 정보량은 변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Wyner-Ziv 
이론

[2]
은 무손실 압축을 가정한 Slepian-Wolf 이론을 손실

압축의 경우로 확장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두 이론은 기존

의 부호기에서 구현된 움직임 예측/보상 과정을 복호기에

서 처리하도록 하여 낮은 복잡도의 부호기를 구현할 수 있

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DVC에서 보조정보는 송신 측에서 제공하는 WZ(Wyner 

-Ziv) 프레임과 매우 유사한 신호 성분으로 구성되지만 동

일하지 않으며, 이러한 WZ 프레임과 보조정보의 차이 성

분은 전송 중에 발생한 잡음으로 가정하고 이를 가상채널

(virtual channel) 잡음으로 모델링 한다. 그러나, WZ 복호

기에서 원 영상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으므로 가상 채널

잡음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은 매우 어려우며, 가상 채널에

서 삽입된 잡음의 양과 잡음이 발생된 위치를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

가상채널 잡음에 의한 왜곡을 복구하기 위해, 송신 측에서

는 WZ 프레임을 채널 부호화하고 그 패리티(parity)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수신된 패리티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채널 잡음으로 왜곡된 신호를 효과적으로 복구하는 방

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3]-[5].

그러나 DVC는 부호기의 연산량 제한 등으로 인해 기존

의 압축 방법에 비해 부호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DVC의 부호화 효율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많은 기법이 제안되었다. J. Kim[6]
은 부호기에서

코드변환과 그레이코드 변환과 같이 간단한 연산을 통해

부호화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S. Park[7]
은 생성

된 보조정보를 구성하는 블록들의 움직임 정합 척도와 주

위 블록간의 상관성에 기초한 비용을 측정하여, 높은 비용

을 갖는 블록에 대해서만 패리티 정보를 요구하도록 함으

로써 전송 비트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움직임 정보 피드

백을 이용한 기법이 제안되었다. K. Min[8]
는 보조정보 생성

시에 얻는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하여 부호기에서 적응적인

양자화를 적용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J. Kim[9]
은 [7], 

[8]에서 사용된 기법을 개선하여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블

록에 대해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 시키고, 송신 측에서는 움

직임 보상 예측오차 신호에 대해서 [6]에서 사용된 코드변

환을 이용해 패리티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7]과 [9]에서 사용한 비용은 보조정보 생성에

있어서,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정합이 잘 되어 있는지를 나

타내는 척도이며, 복호기에서는 WZ 프레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의된 비용이 실제 WZ 프레임과 보조정보 사이

의 오차의 양을 근사화하기 어렵다. 또한 [7]과 [9]에서는

비용에 대한 임계값을 두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비율만큼

비용이 높은 블록에 대한 패리티를 전송하기 때문에 선택

적 부호화 방식이 영상 특성에 적응적이지 못하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7]과 [9]에서 사용된 기법을 개선하여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율-왜곡 기반의

선택적 부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즉, 제안하는 부호화 기법

은 [8], [9]에서 사용된 움직임 정보 피드백 방식을 적용하

여, 부호기에서 기 저장된 키 프레임과 피드백된 움직임 정

보를 이용하여 복원한 보조정보와 WZ 프레임 간의 비트

플레인 별 비트 오류율(Bit Error Rate: BER)을 이용하여

블록 별로 전송될 패리티 정보의 양을 예측한다. 또한 WZ 
프레임과 복호기의 복호화된 프레임 사이의 왜곡을 이용한

블록 단위의 율-왜곡 비용을 정의하고, 이를바탕으로 패리

티 정보를 보낼 영역을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움직임 보상

오차 신호를 [6]에서 사용한 코드변환과 그레이코드로 변

환하여 부호화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II 장에서는 기존

의 기본적인 화소영역 Wyner-Ziv(Pixel Domain 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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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WZ) 코덱을 개선한 기존의 선택적 부호화 기법[9]을살
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9]에서 사용된 기법의 부호화 성능

을 개선하기 위한 율-왜곡 기반 선택적 부호화 기법을 제안

한다. 제 IV 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율-왜곡 기반 선택적 부호화 기법의 부호화 효율 및

복잡도에 대하여 기존의 기법과 비교 분석한다. 끝으로 제

V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기존의 선택적 부호화 기법

1. PDWZ 코덱 구조

PDWZ 코덱은 단순히 화소값을 부호화하거나 참조영상

과의 예측오차 값을 부호화함으로써, 주파수영역 Wyner- 
Ziv(Transform Domain WZ: TDWZ) 코덱

[10]
에 비해 간단

한 구조로 계산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은 기본적인 PDWZ 코덱 구조의 예를 나타낸다. 
홀수 프레임은 키 프레임으로 기존의 H.264/AVC 화면 내

부호화 방식으로 부호화되어 전송된다. 짝수 프레임은 WZ 
프레임으로서 스칼러 양자화를 적용하여 정보량을 줄이고, 
각비트플레인 단위로 채널 부호화한후에 패리티정보만을

복호기로 전송한다. 복호기에서는홀수 프레임으로 수신되

는 키 프레임을 복호하고, 복호된 영상은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한다.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키 프레임의 정보를 이

용하여 WZ 프레임의 예측신호인 보조정보를 생성한다. 생
성된 보조정보는 부호기의 원 WZ 프레임과 매우 유사하도

록 생성되며, 이 정보는 부호기와 동일하게 양자화되고 각

비트플레인 단위로 수신되는 패리티 정보에 대한 유료부하

(payload)로 사용되어, LDPCA(Low-Density Parity-Check 
Accumulate) 복호를 수행하고, 복호된 신호는 역양자화되

어 WZ 프레임에 대한 복원된 영상을 얻게 된다.

2. 움직임 정보 피드백을 이용한 PDWZ 코덱

그림 2는 [9]에서 제안한 PDWZ 코덱의 구조를 나타낸

다. [9]에서 제안한 방식은 [7]에서 제안한 식 (1)과 같이

움직임 벡터 추정을 위한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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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DWZ Codec structure with motion information feedback

크기순으로 정렬하고 비용이 큰영역에 대해서 움직임 정

보를 피드백 한다. 부호기에서는 복호기로부터 전송된 움

직임 백터를 이용하여 해당 블록에 대해서만 움직임 보상

오차 신호를 구하고 그값을 [6]의 코드변환과 그레이 부호

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부호화한다. 이때, 움직임 정보가 수

신되지 않는 블록은 부호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호화 성

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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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양방향비용(bilateral cost) bilateralC 은 보조정

보 생성시에 이전 키 프레임( 12 -kI )과 이후키 프레임( 12 +kI )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움직임을 가정하여 양방향 정합되

는 블록의 차이를 구한다. 여기서, M 은 보조정보 생성시

에 사용되는 주어진 블록이고, p는 그 블록에속하는 화소

위치를 나타내며, v는 보조정보 생성시 얻은 움직임 벡터

를 나타낸다. 또한 이웃정합 비용(side matching cost) sideC

에서 B는 생성된 보조정보의 주어진 블록 경계에 있는 화

소 그룹이고, p는 그 그룹에 속하는 화소 위치를 나타내

며, )( pk 는 p와 인접한 화소를 나타낸다. 끝으로총비용

C는 두 비용에 대한 가중합산으로 구해진다.
그러나 위와 같이 [7], [9]에서 제안한 방식에서 사용한

비용은 보조정보 생성에 있어서,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정

합이 잘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복호기에서 WZ 
프레임을 알 수없기 때문에 정의된 비용이 실제 WZ 프레

임과 보조정보 사이의 오차의 양을 근사화하기 어렵다. 또
한 [7]과 [9]에서는 비용에 대한 임계값을 두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비율의 비용이 높은 블록에 대한 패리티를 전송

하기 때문에 선택적 부호화 방식이 영상 특성에 적응적이

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III. 율-왜곡 기반 선택적 부호화 기법

1. 율-왜곡 비용 함수

본 논문에서는 식 (2)와 같이 율-왜곡 비용[11]을 정의하

고 이를 바탕으로 블록 별로 선택적으로 WZ 프레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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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요 비트량의 실험 데이터 및 모델( K =3168)
Fig. 3. Experimental data and modeling for the requested bits

호화한다.

iii RDJ ×+= l (2)

iD 와 iR 는 i번째블록에 대한 왜곡과 전송률예측값를

의미하며, l는 가중치 값인 라그랑지안 계수(Lagrangian 

multiplier)이다. 식 (2)에서 iD 는 패리티가 전송되는 비트

플레인의 비트 오류는 모두 완벽하게 정정된다는 가정 하

에 식 (3)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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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b는 전송될 패리티의 비트 플레인의 인덱스이고, 
b
iBer 은 WZ 프레임의 i  번째블록과 보조정보의 동일 위치

의 블록 간의 b  번째비트플레인에서의 오류비트 수이다. 

한편, 식 (2)의 비용함수에서 iR 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LDPCA 프레임 크기 K에 대해서 그림 3과 같이 실험적으

로 모델을찾을 수 있다. 이는 K에 발생한 비트 오류수에

대해서 모든 에러를 정정하기 위해 전송이 요구되는 비트

수를 실험데이터로부터 모델링 한 것으로 식 (4)로 근사화

된다. 

300)(    ,    800)(3)(
300)(    ,         )(100)(

³+×=

<=

KBerKBerKR
KBerKBerKR

(4)

이 때, )(KR 는 K  크기의 LDPCA 프레임에 대한 예측

소요 비트량이며, )(KBer 는 K  크기의 LDPCA 프레임에

발생된 오류비트 수이다. 따라서 i  번째블록에 대한 예측

소요 비트량은 식 (4)에서 구한 하나의 LDPCA 프레임 크

기에 대한 예측 소요 비트량을 이용하여 하나의 블록 크기

에 대하여 식 (5)와 같이 근사화한다.

nKRRi /)(= (5)

이때, n은 K  크기의 LDPCA 블록을 구성하는 블록의

수이며, 모든 블록의 예측되는 소요 비트량은 동일하게 근

사화된다.



128 방송공학회논문지 2011년 제16권 제1호

양자
화기

코드
변환기

그레이
부호기

LDPCA
부호기

버퍼
LDPCA
복호기

그레이
복호기

코드
역변환기

역양자
화기

프레임
메모리

H.264
화면내부호화

그레이
부호기

코드
변환기

양자
화기

보조정보생성기
(Interpolation/
Extrapolation)

프레임
메모리

H.264
화면내복호

Parity정보
전송

Bitplane
추출

Side
information

+

PDWZ 부호기 PDWZ 복호기

Slepian-Wolf Codec

Y

W

I I’

W’
WZ 프레임

Key 프레임

+
전송율
제어기

움직임 백터 전송

블록 별패리티 전송 여부에 대한 시그널링 정보

그림 4. 제안하는 PDWZ 코덱
Fig. 4. Proposed PDWZ Codec

또한 식 (2)에서 l는 식 (6)과 같이 구해진다[9].

)(DdR
dD

-=l (6)

식 (6)은 비용함수의값이 최소가 될 때의 l  값이며, 식
(3) ~ (5)를 이용하여 패리티를 전송할 경우와 전송하지 않

을 경우에 대한 율, 왜곡을 추정하고, 패리티를 전송할 경우

에는 해당블록에 대한 전송될 비트량은 많지만 왜곡은 줄

어들고, 패리티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블록에 대

한 패리티 전송 여부 정보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비트

량은 적지만, 보조정보의 왜곡은 그대로 존재하는 트레이

드오프(Trade-off) 관계를 이용하여, 식 (2)에 정의한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블록 단위로 패리티를 전송할 경우와 전

송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여, 패리티를 전송

할 경우의 비용이 작은 경우에는 해당블록의 패리티를 전

송하도록 결정하고, 패리티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

이 작은 경우에는 해당 블록의 패리티를 전송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또한 블록 별 패리티 전송 여부에 대한 시그널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한다. 

2. 제안하는 PDWZ 코덱

본 논문에서는 3.1절에서 설명한 율-왜곡 함수를 이용한

선택적 부호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은 [9]에서 제안

한 방식에 비해 수신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블록 별

율-왜곡을 고려하여 영상 특성에 따라 패리티 정보를 송신

하는 영역을 적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DWZ 코덱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PDWZ 코덱은 복호기에서 보조정보

생성시에 발생되는 움직임정보를 피드백하여 부호기에서

보조정보를 복원하고, 복원된 보조정보와 WZ 프레임을 이

용하여 전송율 제어기에서 3.1절에서설명한 율-왜곡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블록 별 패리티 전송 여부를 결정하고, 블
록 별 패리티 전송 여부에 대한 시그널링을 전송한다. 수신

측에서는 블록 별 패리티 전송 여부에 대한 시그널링을 이

용하여 패리티가 전송되도록 결정된 블록에 대해서만 양자

화기, 코드 변환 및 그레이 부호기를 거쳐 LDPCA 복호기

에 입력하며, 율-왜곡을 고려하여 패리티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결정된 블록에 대해서는 보조정보를 그대로 복호

영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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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택적 부호화 방식의 부호화 성능 비교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encoding 

IV. 실험결과 및 분석

1. PDWZ 코덱의 부호화 성능 분석

모의실험을 위해 QCIF, 30Hz의 Foreman, Salesman, 
Coastguard, Soccer 시퀀스를 사용하였으며, 모든시퀀스는

291 프레임을 부호화하였다. 먼저, 홀수 프레임은 키 프레

임으로 설정하고 H.264/AVC의 화면내 부호화 방식을 이

용하여 양자화 파라미터(QP)를 고정시킨후에 가변 비트율

로 부호화하였다. 그리고, 키 프레임 사이에 위치하는 WZ 
프레임은 그림 4에 나타낸 PDWZ 구조로 부호화하였다. 제
안된 PDWZ 구조에 사용된 움직임 벡터의 피드백 전송에

의한 선택적 부호화 기법의 부호화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

하여 분석하기 위해 LDPCA를각비트플레인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12], 비트율 측정에는 블록 별 패리티 전송 여

부에 대한 시그널링 정보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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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택적 부호화 방식의 부호화 속도 비교
Fig. 6. Comparison of selective encoding time consumption

그림 5는 Foreman, Salesman, Coastguard, Soccer 시퀀스

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oreman 시퀀스

는 공간적인 복잡도보다 시간적인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높

은 시퀀스이며, DISCOVER 코덱[13]의 경우에는 영역별

보조정보의 화질, 소요 비트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영역의 패리티를 전송한다. 또한 S. Park[7]의 경우에는

수신 측에서 보조정보 생성시에 발생되는 블록 별 비용

을 측정하여 비용이 큰 50% 블록에 대해서만 위치정보를

피드백하며, 송신 측에서는 블록에 대한 화소 밝기 값을

LDPCA 부호화하여 패리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J. 
Kim[9]의 경우에는 [7]의 방식을 개선하여 비용이 큰

50% 블록에 대해서만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 전송하는 방

식이다. 제안하는 방식은 프레임에 따라 패리티 정보를

전송하는 블록의 수를 적응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제안한 방식이 DISCOVER 코덱에 비해 최대 약 1 dB 
정도, [7]의 방식에 비해 최대 1.8 dB 정도, [9]의 방식에

비해 0.5 dB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한편, Foreman 시퀀스와 달리 Salesman 시퀀스는 상대

적으로 공간적인 복잡도는 높고 움직임은 매우 적은 시퀀

스이다. 따라서 홀수 프레임과짝수 프레임 모두 동일하게

H.264/AVC 화면내 부호화한 방식(I I I I …)과 모든 분산

비디오 부호화 방식의 키 프레임의 화면내 부호화에 대한

성능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Salesman 시퀀스의특성에 따라서 패리티를 전송하지 않는

블록의 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적 중복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DISCOVER 코덱보다 최

대 약 2.2 dB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7], [9]의
방식에 비해 약 0.3 dB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제안한 방식의 성능이 H.264/AVC 화면간 부호화 방식(I P 
I P …)에 근접하거나 일부 낮은 비트율의범위에서는미미

하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Coastguard 시퀀스의 경우 공간 복잡도가 낮고, 객
체의 움직임이 선형적으로 근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비트율범위에 따라 H.264/AVC 화
면간 부호화 방식에 비해 미미하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Soccer 시퀀스와 같이 움직임이 매

우 큰 경우에는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의 모든 방식이

H.264/AVC 화면 내 부호화 기법보다 열등한 성능을 보이

고 있으며, 제안한 방식은 DISCOVER 코덱보다도 열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움직임이 많은 시

퀀스에 비해, 움직임이 적거나 움직임이 선형적으로 근사

화가 가능한 시퀀스에 대해서 더 많은 성능 향상을 보이며, 
H.264/AVC 화면간 부호화 방식에 근접하거나 일부 비트

율의 범위에서는 미미하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2. PDWZ 코덱의 복잡도 비교 분석

본 모의실험은 Foreman 시퀀스 291 프레임 중에짝수번

째프레임에 해당하는 WZ 프레임에 대해각방식 간의 부

호기의 부호화 소요시간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림 6은 키

프레임의 QP가 32 일 때의 각 방식 간의 부호기의 부호화

시간에 대해서, [14]의 PDWZ 방식에서 Slepian-Wolf 코덱

으로 LDPCA를 사용하고, 보조정보 생성방식은 [9]의 방식

을 사용하는 PDWZ 방식의 코덱의 부호화 시간에 대하여

정규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S. Park[7]의 경우에는 수신

측에서 보조정보 생성시에 발생되는 블록 별 비용을 측정

하여 비용이 큰 50% 블록에 대해서만 위치정보를 피드백

하며, 송신 측에서는 해당 블록에 대한 화소 밝기값을

LDPCA 부호화하여 패리티를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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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도의 시간 절감이 있다. J. Kim[9]의 경우에는 [7]의
방식을 개선하여 비용이 큰 50% 블록에 대해서만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 전송하는 방식이며, 코드 변환과 같이 간단

한 연산의 추가적인 복잡도를 도입하였으므로 [7]의 방식

에 비해 부호화 시간이미미하게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한 방식은 패리티 정보가 전송되는 블록의 수가 프레

임 별로 적응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7]의 방식에 비해

약 38%, [9]의 방식에 비해 약 45% 정도의 시간 절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다른방식

에 비해 율-왜곡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과 동시에 부

호기 복잡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DWZ 코덱의 부호화 효율을 개선하기 위

해 복호기에서 보조정보 생성시에 발생되는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하여 보조정보와 WZ 프레임 간의 율-왜곡 최적화를

통해 선택적으로 부호화하는 분산 비디오 부호화 방식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부호기에서 영상특성에 적응적으

로 블록의 수를 정하여, 움직임 보상 오차 신호를 부호화함

으로써 기존의 방식에 비해 시퀀스에 따라 최대 약 2.2 dB의
부호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율-왜곡 측면에서 부호

화되는 블록 수를 적응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부호화 시간이

기존 방식에 비해 45% 정도 절감되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DWZ 코덱 구조는 피드백 채널이

가능한 환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
으로 복호기로부터 피드백된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부
호기에서 블록 별 R-D 모델링에 대한 복잡도를 줄이기 위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코덱의 화면간 부호화

의 부호화 성능에 근접하기 위한 지속적인 부호화 방식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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