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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크로블록의 양자화계수 값을 이용한 

매크로블록 마다 가변 인 양자화계수 탐색방법

A Variable Quantization Coefficient Scanning for Macroblock Considering 

the Histogram Value of Previous Macroblock's Quantization Coefficient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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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variable quantization coefficient scanning for macroblock considering the histogram value of 
previous macroblock's quantization coefficient is proposed. In order to scan a quantization coefficient, the proposed 
method makes 4×4 histograms for various prediction modes(16×16, 16×8, 8×16, 8×8) by adding 1 if the value of 
quantization coefficient is not 0. After a final mode decision procedure, the 4×4 histogram of the final mode will 
be sorted. Then, quantization coefficients in corresponding macroblock of the next frame are scanned using the 
sorted order.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reduces the total bits by approximately 0.01 
～2.25% with similar PSNR performance compared with the previous method.

Keywords : Zig-zag Scanning(지그재그 탐색), Quantization Coefficient Scanning(양자화 계수 탐색)

1. 서 론

  H.264/AVC는 ITU-T의 Video Coding Expert Group 
(VCEG)과 ISO/IEC의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G)이 공동으로 표 화를 진행하고 있는 압축 표

으로써 부호화  상화질 개선에 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상의 용도에 따라 비트율의 동

상 송, 고화질의 HD 상 부호화 등에 응 으로 

이용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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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64/AVC는 기존의 비디오 부호화 표 인 MPEG-4
와 H.263 등에 비해 높은 부호화 효율을 제공하는데, 
이는 가변 블록 움직임 보상, 복수의 참조 상들, 1/4 
화소 단 의 부화소 움직임 측, 디블록킹 필터 과

정, 정수 변환, 문맥 기반 응  가변 길이 부호화

(CAVLC : Context-based 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문맥 기반 응  이진 산술 부호화(CABAC 
: 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3].

  H.264/AVC 압축코덱에서는 4×4 블록단 로 이산 

여  변환(DCT : Discrete Cosine Transform)과 양자화

(Quantization)를 수행하고, 이때에 발생하는 양자화 계

수를 엔트로피 코딩을 이용하여 부호화 한다. 이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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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계수는 지그재그 계수 탐색 방법(Zig-zag Scanning)
에 의해 1차원 정렬되는데, 이 탐색 방법은 부호화되

는 블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순서로 계수 

탐색을 하므로 부호화에 효율 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그재그 계수 탐색방법의 비

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양자화 계수 탐색순서를 매크로

블록 별로 가변화하여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이  임의 매크로블록에 사용된 탐색 순

서를 재 임의 양자화 계수 탐색순서로 사용하

는 방법으로써, 이  매크로블록 최  움직임 측 모

드의 양자화 계수 치  그 값을 이용하여 

된 크기순으로 양자화 탐색을 한다.
  뿐만 아니라 복호화 시에도 부호화기와 동일하게 

양자화 계수 정보를 , 정렬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첫 번째 P 임은 기존의 지그재그 탐색 방식을 사

용하여 복호화 하고, 지그재그 재배열 된 양자화 계수 

정보를 두 번째 P 임의 양자화 계수 탐색정보로 

사용한다. 이 때, 복호화되는 정보를 계속 으로 , 
정렬하여 양자화 탐색 순서를 갱신하여 나간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추가 정보 없이 복

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실험결과  분석에 

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과 향후 과제에 해 서술한다.

2.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양자화 계수 탐색방법에 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양자화 계수 탐색방

법에서는 상을 부호화 할 때에 고정된 순서로 지그

재그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블록 별로 양자화 계수 탐색 순서를 다르게 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가. 기존 지그재그 탐색의 문제

  CAVLC 부호화 사용 시 1차원 정렬 된 양자화 계

수를 부호화 할 때, 0이 아닌 양자화 계수 값(Level), 
0인 계수의 연속 개수(Run)  기타 정보를 함께 부

호화 하는데, 0이 아닌 계수가 상 으로 1차원 정

렬의 앞쪽에 배열되면 부호화되는 비트수를 일 수 

있다. 이는 Level과 Level사이의 부호화 되는 0의 개

수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H.264/AVC에 구

되어 있는 지그재그 계수 탐색 방법은 Fig. 1과 같

이 0에서 15의 순서로 양자화 계수를 탐색하는데, 기

본 으로 DCT를 수행했을 때 주  역(블록의 좌

측상단)에 에 지가 집 되는 특성을 부호화에 이용

한 것이다.

0 1 5 6

2 4 7 12

3 8 11 13

9 10 14 15

Fig. 1. 기존 지그재그 계수 탐색 순서

   하지만 비트율-왜곡 최 화(RDO : Rate Distortion 
Optimization) 값을 기 으로 최종 모드를 결정하기 때

문에 최종 결정되는 모드에 따라 발생되는 양자화 계

수의 치에 따른 패턴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Fig. 2에서 확인가능하다. Fig. 2는 FOOTBALL 
상을 24의 QP 값으로 부호화 했을 경우 발생되는 0

이 아닌 양자화 계수 값의 확률 값을 보여 다. Fig. 
2(a)는 15번째 임의 265번째 매크로블록을 표하

는 4×4블록의 확률 값을 보여주며, Fig. 2(b)는 15번째 

임의 266번째 매크로블록을 표하는 4×4블록의 

확률 값을 보여 다. 확률 값에서 알 수 있듯이, 인

하는 매크로블록 사이에도 0이 아닌 양자화 계수의 

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임에 

Fig. 1과 같은 고정된 지그재그 탐색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상압축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11.2 2.2 6.7 0.9

4.5 5.4 5.4 0.0

8.9 4.9 3.6 0.0

1.8 0.4 0.0 0.0

(a)
   

16.5 0.4 12.5 0.0

8.9 4.0 1.3 0.0

7.6 4.9 2.2 0.0

1.8 0.0 0.0 0.0

(b)

Fig. 2. 양자화 계수 확률분포(단  : %)

나. 매크로블록별 양자화 계수 탐색

  비디오 상은 시간 인 복성 때문에 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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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번째 매크로블록과 재 임의 N번째 매크로

블록의 상 도가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매크로블

록과 재 매크로블록 사이의 양자화 계수 패턴이 비

슷하게 나올 가능성 한 크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

에서는 기존의 탐색방법을 매크로블록 별 양자화 계

수 탐색에 용하 다
[4]. 매크로블록 별로 양자화 계

수 탐색을 가변 으로 하기 하여, 먼  수식 (1)과 

수식 (2)와 같은 4×4행렬을 정의한다.

  
 ≤  ≤ 

 ∼  (1)

  ×  ∼

   
  ≤  ≤ 

(2)
 

  수식 (1)은 16×16 크기의 매크로블록 안에 있는 16
개의 4×4행렬을 나타내며, 각 모드별(1∼4)로 화면간 

측을 수행한 후 발생한 양자화 계수를 장한다. 이

때, 양자화 계수가 0이 아닐 경우 수식 (1)의 해당 요

소에 1을 더한다. 이처럼 각 모드의 양자화 계수 정보

를 장하는 이유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최 모드가 

결정 을 때에 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다음

임의 같은 치에 있는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계수 

탐색순서로 사용하기 해서이다.
  수식 (2)는 상 임 안의 n번째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계수를 장하기 한 4×4행렬이다. 비트율-왜
곡 최 화에 의하여 최  모드가 m으로 결정된 이후

에는 재 임의 n번째 매크로블록을 표하는 

4×4행렬  에 수식 (1)에서 장하고 있던 값을 옮

긴다. 이 값은 최  모드로 선정된 매크로블록 안에 

있는 16개 4×4행렬()의 각 요소 끼리를 더한 값

이다. 이는 수식 (3)과 같이 표 된다. ⊗는 동일한 

치의 요소끼리 더하는 연산자로 정의한다.

   
 ⊗





 ⊗




 
 (3)

  최종 으로 수식 (3)의 값은 다음 임의 같은 

치에 있는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계수 탐색순서 결정

에 사용된다. 이를 하여  의 각 요소 값을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게 되고, 이 게 정렬된 순서 로 양

자화 탐색을 하는 것이다. 매 상 임마다 양자화 

계수 탐색순서를 갱신하기 하여 첫 번째 P 임의 

n번째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계수 정보부터 재 

임의 n번째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계수 정보까지를 

 에 하여 다음 임의 n번째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계수 탐색 정보로 사용한다.
  매크로블록 별로 가변 탐색된 양자화 계수를 복호

화하기 해서는 복호화기에 양자화 탐색 순서정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호화기 부분에서도 부호화기와 

동일하게 양자화 계수 정보를 , 정렬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복호화시에 첫 번째 P
임은 기존 지그재그 탐색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

하여 압축 비트스트림에서 첫 번째 P 임을 복호할 

수 있다. 이 때 지그재그 재배열 된 양자화 계수 정보

를 수식 (3)에 장하고, 이를 두 번째 P 임의 양

자화 계수 탐색정보로 사용한다. 한, 복호화되는 값

을 계속 으로 수식 (3)에 , 정렬하여 양자화 탐

색순서를 갱신한다. 이로써 본 방식은 추가정보 없이 

복호 가능한 방식이다.

3. 실험결과  분석

  제안 방법의 성능 확인을 해 H.264/AVC의 참조 

소 트웨어인 JM(Joint Model) 11.0을 사용하 다
[5]. 실

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실험조건

설정변수 값

상크기 CIF(352×288)

로 일 Baseline

GOP구조 IPPP

체 임 수 100

참조 상 수 5

Search Range 32

움직임 측 방법 EPZS

엔트로피 부호방법 CAV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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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상 QP
JM11.0 제안 방법 △PSNR

(dB)

△총비트

(%)

△총비트

표 편차PSNR(dB) 총비트(Kbits) PSNR(dB) 총비트(Kbits)

FOREMAN

12 48.21    16248.73 48.21    15883.91 0.00 -2.25

0.97
16 45.08     9070.41 45.12     8923.75 0.04 -1.62

20 41.98     4342.34 42.03     4317.12 0.05 -0.58

24 39.25     2280.73 39.28     2278.41 0.03 -0.10

NEWS

12 48.62     6828.20 48.64     6768.91 0.02 -0.86

0.18
16 45.71     3500.60 45.72     3484.45 0.01 -0.46

20 43.22     1954.18 43.23     1943.84 0.01 -0.53

24 40.73     1173.96 40.75     1167.63 0.02 -0.54

MOTHER
AND

DAUGHTER

12 48.88     9322.37 48.89     9244.99 0.01 -0.83

0.30
16 46.15     3500.75 46.16     3493.18 0.01 -0.22

20 43.75     1519.00 43.76     1516.22 0.01 -0.18

24 41.29      811.91 41.31      809.48 0.02 -0.30

STEFAN

12 48.06    25762.65 48.06    25529.23 0.00 -0.91

0.12
16 44.98    17424.13 44.98    17245.52 0.00 -1.03

20 41.79    10998.18 41.79    10865.48 0.00 -1.21

24 38.65     6576.14 38.65     6502.83 0.00 -1.11

FOOTBALL

12 47.86    28865.80 47.86    28788.56 0.00 -0.27

0.07
16 44.57    20423.99 44.58    20374.28 0.01 -0.24

20 40.97    13266.07 40.99    13243.78 0.02 -0.17

24 37.59     8582.17 37.61     8573.94 0.02 -0.01

Table 2. H.264/AVC JM11.0과 제안방법 결과비교

  Table 2는 각 실험 상(FOREMAN, NEWS,  MOTHER 
AND DAUGHTER, STEFAN, FOOTBALL)에 한 제안 

방법과 JM11.0의 성능 비교를 해 실험한 결과를 나

타낸다. Table 2에 사용된 PSNR 증가(△PSNR)와 비트

율 차이(△총비트)는 각각 수식 (4)와 수식 (5)로 계산

하 다.

∆   (4)

∆총비트총비트
총비트 총비트

×  (5)

  여기서 △PSNR이 양수이고 △총비트가 음수일 때 

화질  압축률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able 1의 실험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각 상에서 

부호화에 사용된 비트가 최고 2.25%까지 약되었고, 
화질은 0.05dB까지 향상된 것을 확인하 다. Fig. 3은 

FOREMAN과 STEFAN 상의 비트율-왜곡 곡선을 나

타낸다.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 방법은 JM11.0에 

비해 화질 차이가 없거나 향상되었고, 사용된 총비트

에서는 비트 감 효과를 얻었다. 이는 매크로블록별 

가변 인 양자화 계수 탐색방법의 사용으로, 가변길이 

부호화 시에 양자화 계수 사이의 0의 개수를 임으

로 인해 길이가 짧은 코드워드를 선택한 것을 의미한

다. 한, 제안하는 방법은 은 비트를 사용함에도 

동일한 화질의 상의 부호화가 가능하여 압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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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EMAN

  

(b) STEFAN

Fig. 3. 비트율-왜곡 곡선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QP 값과 총비트 감소량 사이

의 계를 분석하기 해 이상 인 양자화 계수 탐색 

방법을 사용하 다. Table 3은 이상 인 양자화 계수 

탐색방법의 결과를 보여 다. 이상 인 양자화 계수 

탐색방법은 재 부호화 하고 있는 4×4블록의 양자화 

계수를 크기순으로 탐색하여 부호화하는 방법으로써 

압축률은 제안 방법보다 월등히 좋지만 복호화기에서 

복호는 할 수 없는 방법이다.
  FOREMAN처럼 고정된 카메라 구조는 아니지만 움직

임이 은 상과 NEWS, MOTHER AND DAUGHTER
와 같이 고정된 카메라구조에서 은 비교  움직임이 

은 상의 경우, 총비트 감소량 결과들 사이의 표

편차는 각각 7.89, 2.76, 5.52이다. 반면에 STEFAN, 
FOOTBALL 상처럼 움직임이 많은 경우의 표 편차

는 각각 0.80, 1.79로 움직임이 은 상들의 결과값 

보다 상 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 방법

의 실험 결과에서도 움직임이 은 상의 경우, 총비

트 감소량 사이의 표 편차는 각각 0.97, 0.18, 0.30으
로 움직임이 많은 상의 표 편차 각각 0.12, 0.07 보

다 상 으로 작았다. 이와 같이 제안 알고리즘의 결

과가 이상 인 방법의 결과와 비슷하다는 것은 제안 

알고리즘이 신뢰성 있게 양자화 계수를 탐색하는 것

을 의미한고 볼 수 있다.
  Fig. 4는 이상 인 방법과 JM11.0  제안하는 방법

의 총비트 감소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제안하는 방법과 

이상 인 방법의 그래 를 보면 움직임이 은 상은 

비교  QP 값과 총비트 감소량 사이에 선형 계가 있

음을 알 수 있고, 움직임이 많은 상은 작은 QP 값이 

총비트 감소량에 큰 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이상 인 양자화 계수 탐색결과

실험
상

QP
PS
NR
(dB)

총비트
(Kbits)

△PS
NR
(dB)

△총
비트
(%)

△총
비트
표
편차

FOREMAN

12 48.25 12623.64 0.04 -22.31

7.89
16 45.32 7485.76 0.24 -17.47

20 42.37 3920.65 0.39 -9.71

24 39.64 2175.33 0.39 -4.62

NEWS

12 48.80 5813.85 0.18 -14.86

2.76
16 46.01 3173.87 0.30 -9.33

20 43.46 1741.75 0.24 -10.87

24 40.96 1071.58 0.23 -8.72

MOTHER
AND

DAUGHTER

12 49.03 7914.17 0.15 -15.11

5.52
16 46.45 3266.06 0.30 -6.70

20 44.04 1451.52 0.29 -4.44

24 41.54 790.61 0.25 -2.62

STEFAN

12 48.12 21765.78 0.06 -15.51

0.80
16 45.05 14563.06 0.07 -16.42

20 41.87 9082.77 0.08 -17.41

24 38.81 5518.93 0.16 -16.08

FOOTBALL

12 47.88 24161.34 0.02 -16.30

1.79
16 44.65 17143.83 0.08 -16.06

20 41.19 11378.3 0.22 -14.23

24 37.87 7513.41 0.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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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EMAN

          

(b) NEWS

(c) MOTHER AND DAUGHTER

(d) STEFAN

          

(e) FOOTBALL

Fig. 4. 이상 인 방법, JM11.0  제안하는 방법의 총비트 감소량 비교

  NEWS 상의 경우 QP 값이 16일때보다 20일 때 

총비트 감소량이 었고, STEFAN 상의 경우 실험 

QP 값 에서 QP 값이 20일 때 총비트 감소량이 가

장 었다. 이는 작은 QP 값이 총비트 감소량에 향

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 알고

리즘은 양자화 계수 사이의 0의 계수를 여 길이가 

짧은 코드워드를 선택하는데 이 맞춰졌지만, 실제

으로 QP 값이 작아질 경우 양자화 계수의 크기가 

커질 수 있어서 계수 값을 부호화하는데 더 많은 비

트가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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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는 Fig. 1의 6∼15와 같은 고주  역에서 

0이 아닌 계수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작은 QP 값

으로 압축을 하거나, 움직임이 많은 상은 고주  

역에서 양자화 계수가 발생할 확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움직임이 은 상은 고주  역에서 0이 아

닌 양자화 계수가 발생할 확률평균이 움직임이 많은 

상보다 작지만, QP 값에 따라 고주  역에 0이 아

닌 양자화 계수가 발생할 확률은 QP 값이 12일 때가 

QP 값이 24일 때보다 각각 17.42, 12.79, 108배 크다. 
따라서 움직임이 은 상은 QP 값을 작게 하여 부

호화하는 것이 압축률을 크게 하는 방법이 된다.

Table 4. 고주 역의 0이 아닌 계수 발생확률

실험 상 QP 확률(%) 확률평균(%)

FOREMAN

12 9.93

4.14
16 4.45

20 1.60

24 0.57

NEWS

12 2.43

1.06
16 1.13

20 0.48

24 0.19

MOTHER
AND

DAUGHTER

12 2.15

0.70
16 0.53

20 0.11

24 0.02

STEFAN

12 14.58

7.45
16 8.91

20 4.45

24 1.87

FOOTBALL

12 14.93

7.45
16 8.78

20 4.27

24 1.81

  반면에 움직임이 많은 상의 경우에는 고주  

역에서 0이 아닌 양자화 계수가 발생할 확률평균이 

움직임이 은 상보다 크지만 고주  역에서 0이 

아닌 양자화 계수가 발생할 확률은 QP 값이 12일 때

가 QP 값이 24일 때보다 각각 7.8, 8.25배로 움직임이 

은 상보다 작다. 이는 움직임이 많은 상은 움직

임 측  보상 후에도 잔차오차(Residual Error)가 많

이 발생하고, QP 값이 증가해도 양자화 수행 후 0이 

아닌 양자화 계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움직임이 은 상을 고화질로 부호화하

는 곳에 용하여 압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한, 움직임이 많은 상에 용할 경

우 다양한 QP 값에서 일정한 압축효율을 내는 것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매크로블록 별로 가변 인 양자화계

수 탐색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방법에서는 먼 , 매

크로블록의 각 모드별로 0이 아닌 양자화 계수의 빈

도를 4×4블록에 하고, 그 다음 비트율-왜곡 최

값을 구하여 최종모드를 결정하면 최종모드에 해당하

는 4×4블록의 값을 크기순으로 정렬한다. 이 게 정렬

된 값의 순서는 다음 임의 같은 치에 있는 매

크로블록의 양자화 탐색순서로 사용되었다. 제안된 매

크로블록별 가변 양자화계수 탐색방법을 사용하여 기

존 지그재그 탐색방법보다 부호화에 사용된 비트가 

최고 2.25%까지 약되었으며, 화질은 최고 0.05dB까

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고해상도 상이

나 움직임이 많은 상 등 다양한 상에 본 알고리

즘을 용하여 알고리즘의 범용성  신뢰성을 확인

할 정이고, 이상 인 양자화 계수 탐색방법 순서를 

측하여 압축률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의 고안도 검

토해 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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