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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송 TV, VOD 등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디오 콘텐츠를 부호화하는 과정

에서 고정된 비트율을 이용한 화질과 비교하여 주관적 화질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비트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예측 구조

는 먼저 프레임에서 비트와 연관성이 있는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프레임의 복잡도를 계산한 후, 비트가 많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레임을 찾아 후보 프레임으로 추출하며, 추출된 후보 프레임들에 대해 실제 부호화하는 과정으로써 목표 화질을 기준으로 수학적 모

델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송될 비트율을 예측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실험 결과, 고정 비트율에 비해 저복잡도 영상에서 평균 43%
의 비트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영상의 비트 감소율이 있음에도 주관적 화질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비디오 콘텐츠별 적절한

비트율을 찾기 위해 기존 구조에서는 다수의 부호화를 통해 결과물들의 주관적 화질 검증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반면, 제안하는 구조는

사람이 관여하여 주관적 화질 검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일부 프레임만을 부호화하여 비트율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프레임 중 평균 4% 프레임을 부호화하여 자동적으로 비트율을 찾을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model-based video bit rate estimation scheme for reducing the bit rate while maintaining a subjective 
quality in many video streaming services limited by network bandwidth, such as IPTV services. First, we extract major parameters 
which serve as an indirect measurement of frame’s bits. Using those parameters, the proposed bit rate estimation scheme can 
extract candidate frames. Finally, the bit rate of each segment is estimated by statistical analysis and a mathematical model based 
on a given target quality. In experimental results, we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reduce the bit rate on average by 43% 
in low-complexity video while maintaining the subjective quality. To find the appropriate bit rate based on video contents, the 
proposed schemes can estimate the bit rate with neither the repeated full encoding nor subjective quality test. On average, the bit 
rate can be automatically estimated by encoding the candidate frames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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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통융합 서비스의 개요
Fig. 1. A conventional scheme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s

Ⅰ. 서 론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던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 산업의 가

치사슬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확산과 광대역 IP 네트워크

의 발전 및 디지털 요소기술의 진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방송통신융합방통(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독립된 가치 영역이 상호작용하여 뉴미디어 컨버

전스 서비스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특히,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는 TV와 PC의 장점을 부각시

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능동적인 미디어 소비를 통해 감성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용자의 참여 문화를 담아 채널, VOD(Video 
On Demand),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통융

합 서비스이다
[1].

그림 1은 국내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방통융합 서비스

인 IPTV 서비스 구조를 보여준다. 우선, 방송에서 제작된

비디오 콘텐츠는 MPEG-2로 압축된 비트스트림으로 콘텐

츠 서버에 저장된다. 이를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에 전송

하기 위해 비디오 콘텐츠를 MPEG-4 AVC/H.264 형식으로

트랜스코딩하는 것이 필요하다
[2-5]. 트랜스코딩된 비디오

콘텐츠는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되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

라서 스트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

를 원래의 동영상으로 복원해서 고화질의 TV 서비스를 보

여준다.
비디오 콘텐츠는 H.264/AVC를 이용하여 압축하며 고정

된 비트율(Constant Bit Rate, CBR) 채널로 전송하게 된다. 
전송되는 비디오 콘텐츠는 낮은 복잡도의 콘텐츠에서부터

높은 복잡도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하
나의 고정된 비트율로 압축하는 것은 콘텐츠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압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D급 해상도의

비디오 콘텐츠가 낮은 복잡도로 이루어진 콘텐츠라면 주관

적 화질의 저하 없이 고정된 비트율보다 더 낮은 비트율로

압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해

비디오 콘텐츠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는 일률적으로 고정

된 비트율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저장

장치의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해 비디

오 콘텐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최상위의 고정된 비트율

에서부터 비트율의 차이를 두어 부호화를 하며, 각각의 부

호화한 영상을 사람이 관여하여 주관적 화질 검증 단계를

통해 화질이 유지되는 적절한 비트율을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방법은 반복되는 비트율 부호화 과정과 주관

적 화질 검증 단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트율을 찾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콘텐츠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일

부 프레임만을 이용하여 비디오 콘텐츠의 복잡도에 따라

자동으로 적합한 비트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PTV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고정된 비트율 부호화에서 적

합한 비트율을 찾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화질 검

증 단계 없이도 주관적 화질을 유지하면서 비디오 콘텐츠

에 적합한 비트율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영상의 주관적

화질에 대해분석한다. 3장에서는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비

트율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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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관적 화질 측정 결과
Fig. 2. Result of subjective quality evaluation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논문

의 결론을 맺는다.

Ⅱ. 비트율에 따른 비디오 콘텐츠의 화질
분석

본 논문에서는 IPTV에 실제 서비스되는 강의 영상을 대

상으로 DSCQS(Double 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method) 방법으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원

본 영상과 처리 영상을 두 번 반복해서 보여준 후 평가자에

게 화질의좋고 나쁨을 묻는 방법으로써 매우 정확한 주관

적 평가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6]. SD급 해상도의 실험 영상

을 2.5Mbps로 H.264/AVC를 통해 부호화 하여 원본 영상

을 구성하고 1.0Mbps 부터 2.4Mbps까지 비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낮은 품질에서부터 높은 품질의 영상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처리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들 원본 영상과 처

리 영상을 합해총 10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DSCQS 방식의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모니터 사이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LCD 모니터에서 시간차를

두어 진행하였다. 평가에 참가한 5명의 평가자들은 이분야

의 비전문가인 일반 사용자이다.
각 동영상의 화질 점수는 MOS(Mean Opinion Score)라는

수치로 환산된다. 이는 각 동영상에 대해 평가자가 부여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취한 것으로서 동영상의 절대적 화질을

나타내는 수치가 된다. 또 다른화질 수치로서 원본 영상과

처리 영상의 상대적 화질측정에 사용되는 DMOS (Differ- 
ence Mean Opinion Score)가 있다. 이는 평가자들의 부여한

동영상에 대한 점수들의 차이(Difference)값의 평균을 의미

한다. 즉 원본 영상의 MOS, 과 처리 영상의 MOS, 

의 차이가 가 된다. 원본 영상과 처리 영상

사이에 화질차이가 거의 없다면 는 0에 가까운값을

갖게 되고, 화질 차이가 커질수록 도 커지게 된다.

   (1)

그림 2는 낮은 복잡도 영상에 대해서 모든 평가자들의

  결과에 대해 평균을 취한 것이다. 평가자들은 평균

적으로 1.4Mbps부터 그 이하의 비트율로 부호화된 처리 영

상에서 화질의 차이를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2.5Mbps로 부호화 된 원본 영상부터 1.5Mbps로 부

호화 된 처리 영상까지는 주관적 화질의 차이를 느끼지못

하였다.

Ⅲ. 모델 기반의 비트율 예측 방법

제안하는 비트율 예측 구조는 방통융합 서비스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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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트율 예측 구조
Fig. 3. The scheme of bit rate estimation

되는 비디오 콘텐츠 처리과정에서 H.264/AVC 부호화의

전처리 과정으로 비트율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기가 추가된

형태로 그림 3과 같다.
입력영상이 주어지면, 먼저 사용자가 비디오 콘텐츠를

서비스 할 때 원하는 목표화질을 설정해 놓는다. 그리고

단일 비트율 예측 구조의 첫 번째 단계로써 프레임 단위

로 비트량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파라미터를 픽셀 도메인

상에서 계산하여 복잡도를 측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비

트가 많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레임을 찾아 후보

프레임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는 비트율을 결정할 때

GOP(Group of Picture) 단위로 비트 할당이 많은 프레임

을 기준으로 전체 비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

째 단계에서 추출된 후보 프레임들에 대해 실제 부호화

하는 과정으로써 목표 화질을 기준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송될 비트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최
종적으로 예측된 비트율을 가지고 H.264/AVC 부호화를

거쳐 육안검사를 통해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되며 저장된

비디오 콘텐츠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비트율 예측을 위한 단계별 세부적인 설명은 각

절에서 알아본다.

1. 인트라 프레임의 비트 예측을 위한 프레임복잡도
측정

콘텐츠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지 영상에서 변화

도, 에지, 그라디언트 기반의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7]. 이러한 방법은 부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잡

도의 측정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인트라 프레임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라디언트 기반의 방법이 제안되었다[8]. 콘
텐츠 복잡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휘도와 색상의 화소 값들

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그라디언트의 정보와 함께 이용할

때 더 유용하다.
임의의 번째실험 영상인 Q s가 있을 때, Q s는 다수의

GOP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GOP는 하나의 인트라 프레임과 다수의 인터 프레임들로

구성된다.

Qs  ⋯ ⋯ ⋯
  (2)

식 (2)에서 은 GOP의 총 개수를 의미하며 은 하나

의 GOP에서 프레임의 개수를 의미한다.  
 는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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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_    log_    log_   

(3)

GOP의 번째 프레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번째

GOP에서 인트라 프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Q s에 대한

비트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트라 프레

임에 대해 복잡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프레임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Zhou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복잡도를 측정한다.  
 ∈Q s를 만족하는 프레임 복잡

도,   는 다음 식 (3)와 같이 계산된다
[9].

식 (3)에서 
와  

는 각각 번째 인트라 프레

임에서의 그라디언트 정보와 히스토그램의 통계치를 의미

한다.  
  는 화소 위치의휘도값이며 

와 


는 각각 색차 값들을 의미한다. ×  , ×  , 

× 은 Y-, U-, V- 프레임들의 가로와세로의 크기이다. 

_   는휘도 성분의 화소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의

통계치를 나타낸것이며, _   와 _   은 
색차 성분의 화소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의 통계치이다.
식 (3)에서 정의한 프레임 복잡도와 실제 부호화되어 나

온 비트량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고정

된 QP(Quantization Parameter) 22를 사용하여 인트라 부호

화하여 나온 결과를 그림 4에서 도시한다.
각각의 점은 하나의 인트라 프레임을 의미하며 측정된

복잡도를 가로 축에 표기하고 실제 부호화를 통해 나온비

트량을세로 축에 표기한다. 또한 그림 4에 나타낸 실선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나온결과를 도시한 것이며 이 선을

기준으로 상관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프레임의 복잡도

와 비트와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의 결과를 나

타낸다
[10]. 실험 영상에 대해 상관계수는 평균 0.934로서 이

그림 4. 프레임 복잡도와 부호화된 비트에 관한 점 그래프
Fig. 4. Scatter plots of the number of encoded bits versus frame com-
plexity

는 부호화시 소요되는 비트량과 프레임 복잡도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트라 프레임의

비트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식 (3)의 프레임의 복잡도를 이

용할 수 있다.

2. 후보 프레임 추출 방법

프레임 복잡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실험 영상에서 인트라

부호화의 경우에 높은 비트율을 차지하는 후보 프레임을

추출한다. 이는 실험 영상에 따라 서로 다른선형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선형적 모델로 나타낼 수 없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프레임 복잡도가 가장 높은 프레임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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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대 비트과 최대 프레임 복잡도와의 관계
Fig. 5. The relationship of the maximum number of encoded bits and the maximum frame complexity

Ts 
    and   i f ≥where  ≤ ≤≤ and≤ ≤ (4)

최대 비트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 복잡도

가 가장 높은 프레임만을 추출하여 콘텐츠의 할당될 비트

율을 예측하는 것은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복잡도에 임계치를 적용하

여 비트가 많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프레임집합

을 Q s로부터 추출한다. 후보 프레임집합 Ts는총 개의

인트라 프레임을 포함하며 후보 프레임 집합 안에 각각의

요소는 부호화된 비트가 많이 할당될 하나의 프레임이 되

며 식 (4)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후보 프레임집합에포함

된다.

식 (4)에서  
 는 후보 인트라 프레임을 의미하며

⋅는총 개의 인트라 프레임으로부터 추출하는 감소

하지 않은 정합 함수이다. 만약  
 가 콘텐츠마다

적응적인 임계치 보다큰값이라면 그 번째인트라 프레

임인  
 는 후보 프레임  

 으로 추출된다. 적응적 임계

치는 가우시안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디오 콘텐츠

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는 번째비디오 콘텐츠에서 프

레임 복잡도의 평균이고, 는 프레임 복잡도들의 표준편

차를 의미한다. 는 통계적 분석을 이용해 선택된 임계치

를 조절하는 상수이다. 통계적인 분석을 이용해 를 결정

하기 위해서 프레임 복잡도 들에 대한분포를 먼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한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다.
프레임 복잡도의 분포는 식 (5)와 같이 가우시안(Gau 

ssian)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 가정을 이론적 분포와 실제 프레임

복잡도의 데이터 분포 적합성 검정을 통해 가우시안 분포

임을 검증하였다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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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우시안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두 모수 평균

와 표준편차 
 에 의해 결정된다. 임계치 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Hypothesis Testing) 기반의 통

계적 방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의귀무가설 는 실제

최대 비트량을 출력한 인트라 프레임이 후보 프레임 집합

T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대립가설 은 Ts에
최대 비트량을 가지는 인트라 프레임이 후보 프레임 중 하

나일 때를 가정한다. 실제 부호화하여 최대 비트량을 가지

는 프레임이 번째라고 할 때, 라고 표기하고 위에서 설

명된 가설을 식 (6)과 같이 수식으로 정의한다.

   
 ∉Ts

   
 ∈Ts (6)

     
식 (4)에서 영상별로 프레임 복잡도에 대한 와 가

주어지면,  
    의 조건을 만족하는 

를 계산할 수 있다. 식 (6)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영상들을 대상으로 를 0부터 3.0까지의값을 조정하며귀

무가설 을 기각하는 를 찾는다. 영상별로 는 다양

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 영상이 대체

적으로 높은값의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나온 값들 중, 식 (6)의귀무

가설 를 모두 기각하는 값들의 범위는  ≥ 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는 가장 작은 값

에 해당하는 1.2로 결정한다.

3. 모델 기반의 비트율 예측 방법

추출된 후보 프레임의 집합 Ts는 모두 인트라 프레임을

포함하는데, 비트율은 GOP 단위로 예측하기 때문에 추출

된 해당 인트라 프레임을포함한 인터 프레임들을 함께 구

성하여 비트율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추출된

GOP들 중에서 첫 번째 인트라 프레임에 대해서 부호화를

진행한다. 인트라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GOP내에서 가장

높은 비트량을 차지한다. 또한 인터 프레임들은 이 인트라

프레임으로부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여 인터 프레임을 예

측하게 된다. 비트율은 양자화기(Quantizer)와 관련이 있고, 
동시에 화질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트라 프레임의 비

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H.264/AVC의 양자화 과정으로부터

화질과 양자화 파라미터 간의 모델을 수식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H.264/AVC에서 양자화 파라미터와 양자화 단계와의 관

계를 식 (7)과 같이 정의한다
[12].


×

(7)

여기서 와 는 각각 H.264/AVC 표준에서 사용하

는 Post scaling Factor와 Multiplication Factor 이며 

는    으로 정의된다.
객관적 왜곡 척도인 평균제곱오차를 이용하여, H.264/ 

AVC의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균일 양자화로

가정하고 식 (8)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8)

식 (7)과 (8)을 통하여 PSNR과 양자화 파라미터의 관계

를 정리하면 식 (9)와 같이 선형 모델로 유도된다.

  ⋅  (9)

여기서 와 는 모델 파라미터가 되며, 선형 방정식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는항상 1.003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

난다.
본 논문에서는 목표 PSNR을 사용자가 제공해주고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계산된 모델 파라미터도 계산되기 때문

에 양자화 파라미터를 식 (10)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예측된 양자화 파라미터이며, 는

사용자로부터 미리 정의된 목표 화질이다. 또한 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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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회귀분석을 통해얻어진 상수이다. 이러한 회귀분석

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잘나타낼수

있는 수식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10].

식 (10)의 예측된 양자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먼저 인트

라 프레임에 대한 비트 예측이 가능하다. 인트라 프레임의

비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간단하면서효율적인 비트율과 양

자화(Rate-Quantization, R-Q)에 관한 모델을 이용한다. 
Zhou 방법에서는 양자화 파라미터와 실제 부호화되는 비

트량과의 관계가 지수(Exponential) 관계로 모델링 되었다. 
인트라 프레임 모델은 식 (11)과 같다

[9].

  ×
  ×   (11)

여기서  은 예측된 양자화 파라미터 를

이용한 번째후보 인트라 프레임의 비트를 의미한다. 와
는 각각 모델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인터 프레임은 인트라 프레임에 비해 고려할 사항이 많

다. 특히 H.264/AVC는 인터 프레임을 부호화하기 위해움

직임 정보에 대한 기법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이는

인트라 프레임보다 인터 프레임이 상당수의 적은 비트량으

로 할당됨으로써 비트 절감 측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 프레임은 인트라 프

레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코딩 환경에서 비트율을 변환하

는 방법을 제안한 Tang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 프레임

의 비트율을 예측하고자 한다. 인터 프레임의 비트 예측, 
   는 식 (12)와 같다[13].

 ×
 ,

≤ ≤
(12)

는 인터 프레임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인

트라 프레임에서 예측된 양자화 파라미터를 이용한 것으로

써  이다. 이것은 H.264/AVC 비트율 제어기법에

서 인트라 프레임에서  을 활용하여 인터 프레임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참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식 (12)에서 번째 GOP의   번째 인터 프레임의 비

트를    라고 표기한다. 은 GOP의 크기를

의미한다. 트랜스코딩을 위해서는 참조를 위한 부호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하나의 GOP내의 모든인

터 프레임들을 를 26으로 설정하여 부호화하며

   로 표기한다. 이러한 양자화 파라미터 대역

은 H.264/AVC에서 사용하는 전체 양자화 파라미터들의

중간 값에 해당한다.
식 (11)과 식 (12)를 이용하여 인트라 프레임과 인터 프레

임들의 비트를 예측하여 각 GOP의 비트량을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후보 인트라 프레임을포함하는 각 GOP의 비트

량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3)

후보 인트라 프레임 개수 만큼 주어지는 GOP에서 식

(13)을 통해 예측된 비트량 중 가장 높은 비트를 차지하는

GOP의 비트량으로 비디오 콘텐츠의 단일 비트율을 예측한

다. 식 (14)는 비디오 콘텐츠의 단일 비트율(Bits Per 
Second, BPS)을 계산하는 최종식이 된다.

 ×

argmax ≤ ≤
(14)

여기서 FPS는 초당 프레임수(Frames Per Second, FPS)
이며 은 GOP의 크기, 는 추출된 후보 인트라 프레임

개수이다.

4. 비트율 예측을 위한 속도 향상 방법

비트율을 예측하는 구조는 부호화 이전에 일종의 전처리

기로써 동작한다. 따라서 기존의 부호화기 시스템 전체적

으로 보면 예측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방
대한 양의 콘텐츠를 빠른 시간 내에 부호화를 해야만 하므

로 전체 시스템측에서는 빠른 처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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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트율을 예측하는데 처리시간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은 후보 프레임의 집합, Ts이다. 의 임계치를 적용하여

추출된 후보 프레임의개수가 많으면 비트율을 예측하는데

부호화하는 프레임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트율 예측을

위한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추출된

후보 GOP들의 시간적 특징을 분석하여 그 중복성을 제거

함으로써 처리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식 (4)에서 정의된 후보 인트라 프레임의집합에서 해

당 인트라 프레임을포함된 GOP들의 집합, Ts로 다시 정

의한다.

Ts   ≤ ≤ ≤ ≤ (15)

식 (15)에서  
 는 번째 GOP내의 인트라또는 인터 프

레임을 의미하며 은 각 GOP의 프레임개수가 된다. 는

GOP의 개수를 의미한다.
Ts내에 GOP들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프레임

을 순위 프레임으로 변형하여 순위 정합 방법을 이용한다
[14]. 우선 동영상의휘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6(a)와 같

이 비디오의 프레임을  ×로 나눈다. 이는 프레임이

나뉘어진 모든영역(블록)이 영상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동

등하게받게 하면서 계산을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의

크기로 프레임을 나눈다. 그림 6(b)와 같이 ×로 나누어

진 각 블록은 평균휘도값을 계산하고 이것을 기준으로큰

그림 6. 순위정보에관한예: (a)동일한블록 Bx× By으로분할된영상, (b)블
록들의 평균 값, (c)(b)의 순위 정보
Fig. 6. An example of ordinal signature: (a) Image is partitioned into 
Bx× By equal-sized blocks (2×2 in this example), (b) Average values 
of blocks, (c) Ordinal signature of (b)

값을 가지는 블록일수록 높은 순위를 갖도록 순위값을 그

림 6(c)와 같이 할당한다. 이와 같이 영상의 각 프레임, 

 
 ∈Ts에 대해서 순위 프레임을     로 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순위 프레임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pearman의 순위 상관 계수(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RCC)를 이용한다

[15].

      

 ×  

×       (16)

⋅는 두 비교 요소인 순위 프레임 내에블록순

위 일치도를 의미한다. 는블록의총개수로 4의값을갖

는다.
식 (16)을 이용하여 GOP 내에서 프레임간이 모두 유사

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번째 GOP 내의순위 상관 계

수의 평균을 계산한다.


 

 




  

  (17)

그림 7과 같이 가 1인 경우는 GOP내의 이웃하는 프레

임 간의 상관 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인 영역

은 각 GOP에 할당 되는 비트량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두 영역에 동일한 를

가져도 두 GOP의 비트가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GOP내의 순위 상관 계수의 평균이 동일하지만 실제 GOP 
내의 순위 프레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GOP 내의 순위 프레임이 모두 {1, 2, 3, 4}라고 가정

하면 는 1이 되고 두 번째 GOP 내의순위 프레임이 모두

{2, 4, 3, 1}의 순위를 가진다면 역시   또한 1이 된다.

두 GOP는 동일한 순위 상관 계수의 평균을 가지지만, 
GOP 내의 순위 프레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GOP 간의

비트량이 유사하게 예측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순위 상관 계수 평균을 두개의 GOP 간의값이쌍

으로 동일한지를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식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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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순위 상관 계수의 평균과 실제 비트량과의 관계
Fig. 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number of encoded bits and average of RCC

  i f  and 
 

 
 else

(18)

와  은 각각 번째 GOP와  번째 GOP의 순

위 상관 계수 평균을 의미하며     와      는

번째 GOP와  번째 GOP 각각의첫번째프레임들에

대한순위 프레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1을 가지는 의

미는 두 GOP 간의 유사한 비트 를 예측될 것이고, 반면

가 0이면 서로 다른 비트 를 예측할 것이다. 임의의

연속적인 구간에서 유사한 비트 가 예측된다는 것을 

의값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간의 모든 GOP들
을 부호화하는 대신 대표 GOP 하나만을 이용하여 비트량

을 예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표 GOP를 key-GOP라고

정의하며 key-GOP로 선택되는 기준은 그 구간에서 가장

큰값의 프레임 복잡도를 가지는 GOP를 선택한다. 또한 

가 0인 구간은 의 예측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모든 GOP

를 부호화를 통해 비트를 예측한다. 식 (18)을 통해 앞서

설명된 선택 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key-GOP 집합(H s )
을 구성하며 이는 식 (15)의 Ts의개수보다 일반적으로 작

거나 같기 때문에 계산적인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단일 비트율 예측 구조에 관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

용된 영상은 강의, 종교, 다큐멘터리,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스포츠 등의 다양한 장르를 대상으로 실험하

분류 장르 실험 영상 (s) 실행 시간

(h:m:s)

저복잡도 영상 강의

A01 (00:22:26)
A02 (00:23:54)
A03 (00:28:03)
A04 (00:29:48)
A05 (00:30:54)
A06 (00:30:37)
A07 (00:23:41)
A08 (00:27:07)
A09 (00:23:01)
A10 (00:26:46)
A11 (00:27:22)
A12 (00:25:54)
A13 (00:34:04)
A14 (00:35:40)
A15 (00:30:40)

고복잡도 영상

종교 &
다큐멘터리

B01 (00:26:17)
B02 (00:54;24)
B03 (00:00:15)
B04 (00:56:56)
B05 (00:23:59)
B06 (00:25:21)

드라마 &
애니메이션

C01 (00:23:10)
C02 (01:20:29)
C03 (01:01:18)
C04 (00:14:09)

뮤직비디오 &
스포츠

D01 (00:25:02)
D02 (00:04:13)
D03 (00:09:49)
D04 (00:32:43)
D05 (00:23:26)

표 1. 실험 영상
Table 1. Test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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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s와 Ts의 후보프레임 개수의 비율(k =1.2) : (a) 저복잡도 영상, (b) 고복잡도 영상

Fig. 8. The percentage the number of candidate frames in Ts  and Ts  when (k =1.2) : (a)Low-complexity 
video, (b)High-complexity video

였다. 또한, 높은 복잡도의 영상과 낮은 복잡도의 영상에

대한 분류는 실제 주관적 인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SD급

해상도로 이루어진 총 30개의 영상에 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모든 실험은 Windows XP 운영체제에서 수행하였으며

Intel Core™ i7 950CPU 3.07GHz와 2GB RAM의 실험 PC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트랜스코더에서 MPEG-2 복호화기

는 오픈 소스인 libmpeg2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H.264/AVC 부호화기는 x264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실
험의 GOP 크기는 15로써 IPPP 구조 형식이다. 사용자가

미리 정할 수 있는 목표 화질은 42dB로 설정하였다.
SD급 비디오 콘텐츠의 고정 비트율은 2.5Mbps로 설정하

였으며, 2.5Mbps로 부호화된 실험 영상과 비교하여 단일

비트율 예측을 통해 나온 예측 비트율과의 비트 감소율과

화질 측면에서 비교를 수행한다. 비트 감소율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 (19)를 정의한다.

×


(19)

여기서 는 2.5Mbps의 고정된 비트율이며, 는 제

안하는 단일 비트 예측 구조에 의해 예측된 비트율이다.
하나의 비디오 콘텐츠에 대해서 비트율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레임들을 부호화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전
체 프레임들을 이용하는 대신에 후보 프레임들을 이용하여

부호화하여 비트율을 예측하기 때문에 후보 프레임의개수

가 처리속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보 프레임의개수는

후보 GOP 추출방법 Ts로써 결정된다. 그림 8은 후보 프레

임의집합 Ts와 Ts의 요소개수를 도시한 결과이다. 비트

율 예측을 위한 속도 향상 방법이 적용된 Ts은 저복잡도

영상에서 전체 프레임 중 평균 2.7%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비트율 예측이 가능하며, 고복잡도 영상에서는 5.7%의 프

레임을 이용하여 비트율 예측이 가능하다.
표 2는 저복잡도 영상에서 예측된 비트율에 따른 비트

감소율을 도시한다. 표에서 보면 저복잡도 영상에서는 고

정된 비트율보다 더 낮은 비트율이 예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복잡도 영상에서는 가장 높은 비트율인 고정된 비

트율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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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실험 영상

(s)

Ts Ts
   

강의

A01 1678 34.5 1438 43.8
A02 1532 40.2 1532 40.2
A03 1469 42.6 1469 42.6
A04 1632 36.3 1011 60.5
A05 1329 48.1 1329 48.1
A06 1334 47.9 1213 52.6
A07 1084 57.7 775 69.7
A08 1466 42.7 1229 52.0
A09 1545 39.6 1097 57.1
A10 1501 41.4 1501 41.4
A11 1972 23.0 1972 23.0
A12 1328 48.1 1328 48.1
A13 2139 16.4 2139 16.4
A14 1810 29.3 1810 29.3
A15 1852 27.7 1795 29.9

표 2. 저복잡도 영상에서 예측된 비트율 ( )
Table 2. The estimated bit rate when   in low-complexity video

표 3은 표 2의 고정된 비트율과 예측된 비트율을 이용하

여 각각 부호화한 PSNR 결과이다. 고정된 비트율과 비교

하여 PSNR의 감소가 평균적으로 0.79dB 발생하였으나 예

측된 비트율로 부호화된 PSNR의 결과가 모두 40dB 이상

이다. 일반적으로 PSNR이 40dB가 넘으면 사람의 눈으로

실험

영상

(s)

PSNR (dB) 실험

영상

(s)

PSNR (dB)

   

A01 45.97 44.63 B01 42.39 42.39
A02 46.24 44.95 B02 43.54 43.54
A03 46.95 45.57 B03 43.62 43.62
A04 47.16 45.21 B04 40.2 40.2
A05 46.71 45.19 B05 41.84 41.84
A06 49.64 45.39 B06 41.35 41.35
A07 47.13 44.62 C01 46.05 46.05
A08 46.57 44.62 C02 39.93 39.93
A09 46.87 44.96 C03 44.8 44.8
A10 46.37 45.05 C04 42.23 42.23
A11 46.2 45.63 D01 42.71 42.71
A12 46.1 44.64 D02 45.6 45.6
A13 45.65 45.23 D03 45.39 45.39
A14 43.99 42.98 D04 43.97 43.97
A15 46.5 45.57 D05 44.32 44.32

평균 PSNR 손실 -0.79

표 3. PSNR의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for PSNR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림 9는 주관적 화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a)는 단일 비

트율 예측 구조를 통해 예측된 비트율로 부호화한 결과이

며 (b)는 기존의 고정된 비트율로 부호화한 결과이다. 두
영상간의 주관적 화질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 단일 비트율 예측 구조의 주관적 화질 비교 : (a) 예측 비트율, (b) 
고정 비트율

Fig. 9. Comparison of subjective quality in single bit rate estimation 
scheme : (a)Estimated bit rate, (b)Fixed bit rat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비트율 기반의 주관적 화질을 유지

하면서 비디오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트율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여 비디오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때 저장매체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안하는 비트율 예측 구조에서는 하나의 비디오 콘텐츠

에서 비트의 양이 가장 많이 할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GOP
를 분석하여 단일 비트율을 예측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

용하면 다수의 부호화를 통해 육안으로 주관적 화질 검증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일부 프레임만을 부호화하여

도 시청자가 주관적 손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비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안한 예측 구조는 하나의 후보 프레임 집합을 추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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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저복잡도 영상의 후보 프레임 집합에 시간적 중복성이

강한 특성을 고려하여 후보 프레임 개수를줄여서속도 향

상을얻는 단일 비트율 예측 구조이다. 제안한 구조를 실제

IPTV와 같은 방통융합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대상

으로 성능을 실험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프레임의 약

4% 후보 프레임들만을 부호화하여 비트율을 예측할 수 있

었고, 비트율 측면에서는 고정 비트율에 비해 저복잡도 영

상에서 평균 43%의 비트 감소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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