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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블록크기의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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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Motion Estimation Method Using Variable Block-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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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변 블록크기를 적용하면 영상의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신축 움직임 추정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변 블록크기로 신축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깊이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깊이 정보로부터 영

상의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고, 객체에 대해서만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축을 적용하며, 배경은 신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객체

영역에는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와 발생되는 움직임 벡터를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가변블록 크기 모드가 선택된다. 모의실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방법의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와 움직임 벡터수를 측정하였으며, 기존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에 비하여 동일한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임 벡터의 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motion estimation for a video by applying a variable block size. However, it has 
limits in the zoom motion esti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estimating the zoom motion with variable block 
size. The proposed method separates the background within the object picture by depth information obtained from a depth camera, 
and only the object regions are applied to zoom scale, but the background is not applied. In addition, the object regions select 
efficiently variable block size mode in consideration of the generated motion vectors and the accuracy of motion estimation at the 
same tim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accuracy of the motion estimation and the number of motion vectors for the proposed 
method. It 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reduce the number of motion while maintaining the similar accuracy of motion 
estimation than the conventional motion estimation methods.

 Keyword : Zoom Motion, Variable Block-size, Depth Information, Motion Estimation

Ⅰ. 서론

움직임 추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가변블록 움직임 추정방법은 움직임 추

정의 블록 크기를 고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누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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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영상의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하여 정확한 움직임

벡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전송해야 하는

움직임 벡터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영상 데이터

의 압축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H.264[1]
에서는 16x16, 

16x8, 8x16, 8x8, 8x4, 4x8, 4x4화소 크기의 7가지 다양한

움직임 추정 블록 모드를 지원하고,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2]

에서는 4X8/8x4에서부터 64X64까지 다양

한 움직임 추정 블록 모드를 지원한다. 
최적의 분할 모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트리

구조를 이용한 단계별 가변 블록 탐색을 수행한다. 상위 분

할 모드들에 대해서 블록 탐색을 수행하고 오류값과 움직

임 벡터를 결정한다. 만일 큰 블록의 분할 모드가 선택이

되면 움직임 추정은 종료되고, 작은 블록의 분할 모드가 선

택된다면, 또 다시 하위 분할 모드의 블록 탐색을 수행한다. 
만일 모두 하위 분할 모드로 수행된다면 상위 분할 모드가

선택되는 경우 보다 4배 이상의 복잡도가 소요되므로 이를

최소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의가변 블록에 대한 논문들은 분할 모드 선택 과정에

서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므로 블록 크기 결정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3][4]. 16x16블록 크기, 8x8블록 크기, 

4x4블록 크기의 차신호를 비교하여, 적응적으로 선택함으로

써 가변 블록 결정에 소요되는 계산량을 감소시킨 고속 모드

결정 및 H.264를 위한 움직임 추정 방법
[5], 가변 블록 결정

초기 단계에서 16x16블록 크기에 대한 차신호를 계산하고, 
SKIP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SKIP조건을 만족하면 다

른 모드 계산 과정을 제거하는 조기 SKIP모드를 제안한 고

속 움직임 추정과 빠른 모드 결정 방법
[6]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움직임 추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축

움직임 추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신축 움

직임은 영상의 확대/축소 등에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추정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현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중 참조 화면을 이용한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
[7], 블록기반의 고속 스케일링을 이

용한 확대 및 축소 움직임 추정 방법
[8] 등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색상 카메라와 깊

이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여 신축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

법
[9]
에서 객체와 배경 부분으로 분리하고, 객체 부분에 대

해서 가변 블록으로 신축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객체 부분에는 탐색 블록을 신축 비율에 따라 신축

적용하여 상위 블록크기에 대한 차신호를 계산하고, 하위

블록크기에 대한 차신호와 비교한다. 상위 블록크기에 대

한 차신호가 하위 블록크기의 차신호에 비하여 많이 크지

않다면, 상위 블록크기 모드로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
위 블록크기를 더 세분화하고 과정을 반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는 2장에서 제안하는 가변 블록크기

의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 모

의실험으로 구현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가변 블록크기의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

1.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참조 블록 신축

깊이 정보를 이용한 움직임 추정 방법
[9]
에서 깊이 카메라

로부터 깊이 정보와 색상 정보를 얻고, 참조 화면내 참조

블록에 대한 깊이 정보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현재 블록과

참조 블록에 대한 거리 정보의 평균값으로부터 신축 비율

을 결정하는 다음 식을 제안하였다.

 







 






(1)

여기서, 는 현재 화면의 블록의 평균 거리정보, 는

참조 화면의 블록의 평균 거리정보이고, β는 상수값이다.
식(1)에서구한신축비율은현재 블록과참조블록의 거리

비율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이면, S>1로 되어 참

조 블록은 확대되고, 이면, S<1로 되어 참조 블록은

축소된다. 이렇게구해진 신축 비율을이용참조블록에적용

하여 확대 또는 축소하여 움직임 추정 차신 호를 얻는다. 

2.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의 분리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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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방법의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이전에 제안한 방식
[10]

을 적용한다. 깊이 정보는 화면내에

서 화소별로 구성되며, 화면내 같은 객체는 비슷한 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웃한 거리의 화소들을 그룹화하고, 라
벨링을 수행한다. 라벨링된 화면은 배경영역에는 ‘0’, 첫 번

째 객체영역에는 ‘1’, 두 번째 객체영역에는 ‘2’ 등으로 객

체 수만큼의 크기 값으로 화소값이 저장된다. 이러한 라벨

링 화면에 근거하여 움직임 추정에 필요한 두 개의 블록, 
즉, 현재 라벨링화면의 움직임추정 블록과 참조 라벨링화

면의 움직임탐색 블록으로부터 배경, 객체 부분을 판단한

다. 배경영역은 라벨링 화면내 블록의 화소값이 모두 ‘0’으
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블록과 참조 블록내 화소값을 모

두 더하여 ‘0’이 되면 배경영역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

면, 객체 영역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된 배경영역에 대

해서는 움직임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가변 블록 크기의 신축 움직임 추정

Fig.1은 제안하는 가변 블록 크기의 신축 움직임 추정 방

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배경 영역의 경우에는 가장 큰 블록 크기(16X16)로 고정

하여 차신호를 구한다. 
객체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된 현재 블록을 16X16블록

크기를 적용하여 참조 블록 신축하여 움직임추정 척도값

MSE(mse16 표기)을 구한다. 선택된 현재 블록을 쪼개어

8X8블록 4개를 각각 참조 블록을 신축하여 MSE(mse8 표
기) 값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MSE값들을 비교하고,

≤




    이면 16X16 블록 크기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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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x8과 4x4 블록크기 사이의 MSE 비교
Fig 3. Comparison of MSE between 8X8 and 4X4 block sizes

그림 2. 16x16과 8x8 블록크기 사이의 MSE 비교
Fig 2. Comparison of MSE between 16X16 and 8X8 block sizes

다. 반대로, 




   이면 8x8 블록 크기

모드를 적용한다. 여기서, T값은 움직임 벡터를 고려한 값

이다. 블록 크기를 줄여 현재 블록의 수가 증가한다면 그만

큼 움직임 벡터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T값을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T값을 40으로 정하였다. 
4개의 쪼개진 현재 블록(8X8)들의 MSE값과 움직임 벡

터를 고려한 T값을 더하여 현재 블록(16X16)의 MSE 비교

하여 현재 블록의 값이 작다면 현재 블록 크기의 값을 적용

하고, 쪼개진 블록 크기와 T값의 합이 작다면 쪼개진 블록

(8X8)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앞의 쪼개진 4개의 블록 (8X8)을 각각 현재 블록으로 정

하고 한 개의 현재 블록을 4개의 쪼개진 (4X4)들의 MSE값
(mse4 표기) 움직임 벡터를 고려한 T값을 더하여 현재 블

록(8X8)의 MSE값을 비교하며, ≤




  을

만족하면 8x8 모드로 적용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로서   






 을 만족하면, 4x4 모드로 적용한다. 

Ⅲ. 모의실험 및 결과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가변 블록크기의 신축 움직

임 추정 방법에 대한 성능을 살펴본다. 실험 영상으로는 한

개의 객체와 배경으로 구성된 영상에 대해 수행하였다. 영
상 내 화면은 수평 방향으로 640화소, 수직 방향으로 480화
소로 구성되어있으며, IBBP구조를 고려하여 3화면씩 건너

뛰어서 P화면만으로 총 17화면을 모의실험에 사용하였다. 
움직임 추정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화면과 움직

임 보상된 화면 사이의 평균 제곱 차이(MSE)값을 사용하

였다. 움직임 추정 블록 크기는 객체의 경우 수평 및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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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st picture (b) 3rd picture (c) 7th picture (d) 10th picture

그림 4. 모의실험에 사용된 화면들
Fig 4. Pictures used in simulation

그림 5. 화면들의 깊이 정보
Fig 5. Depth information of pictures

방향으로 16화소, 8화소, 4화소의 고정블록 크기와 16화소, 
8화소, 4화소의 가변 블록 크기를 적용하였다. 탐색영역의

크기는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100화소로서, 부화소 움직임

추정을 적용하였다. 
Fig. 6은 기존의 움직임 추정 방법들(미신축 : 신축을 적

용하지 방법, 신축 : 고정 블록크기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축을 적용하는 이전 제안 방법
[9])과 제안하는 가변 블록

크기의 신축 적용 방법(가변 신축)에 대한 움직임 추정 척

도 값을 비교한다. 신축을 적용하면 미신축 보다 MSE 값이

많이 줄어듬을 알 수 있고, 고정 신축과 가변 신축은 최소

블록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MSE 값이 거의 동일함을알수

있다.
 Fig. 7은 움직임 추정 과정에서 선택된 예측 블록들을

표시한 그림이다. 블록크기는 8x8이며, 신축을 적용하지 않

은 움직임 추정 과정에서예측 블록(미신축)과 제안하는 방

법의 움직임예측 과정에서예측 블록(가변 신축) 비교한다. 
그림에서 얼굴과 가슴 부분의 마크를 살펴보면 제안한 방

법이 그렇지 않는 방법에 비하여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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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8) mode

(b) (16,8,4) mode

그림 6. 움직임 추정 MSE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motion estimation MSE

(a) No Zoom (8x8 blocks)

  

(b) Adaptive Zoom (16,8 mode)
  그림 7. 움직임 추정 예측 화면들
  Fig 7. Motion estimated prediction pictures

을알 수 있다. 즉, 신축을 적용하면 더좋은 차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은 기존의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으로 구해진 신

축 MSE와 제안하는 방법의 MSE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점은 기존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

의 8x8블록 크기의 MSE와 제안하는 방법의 가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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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order

16,8 mode 16,8,4 mode

8x8 
block 
size

variable block size
reduction 

ratio
4x4 

block 
size

variable block size
reduction 

ratio16x16
(A)

8x8
(B) (A)+(B) 16x16

(C)
8x8
(D)

4x4
(E)

(C)+(D)+
(E)

1 548 39 392 431 21% 2192 39 144 992 1175 46%
2 512 34 376 410 19% 2048 34 140 944 1118 45%
3 428 27 320 347 18% 1712 27 134 744 905 47%
4 520 35 380 415 20% 2080 35 143 948 1126 45%
5 596 44 420 464 22% 2384 44 153 1068 1265 46%
6 568 42 400 442 22% 2272 42 150 1160 1152 44%
7 556 39 400 439 21% 2224 39 143 1028 1210 45%
8 480 31 356 387 19% 1920 31 138 872 1041 45%
9 526 34 390 424 19% 2096 34 140 1000 1174 43%
10 544 34 410 444 18% 2176 34 142 1072 1248 42%
11 528 33 396 429 18% 2112 33 140 1024 1197 43%
12 520 30 400 430 17% 2080 30 138 1048 1216 41%
13 556 40 396 436 21% 2224 40 144 1008 1192 46%
14 552 40 392 432 21% 2208 40 140 1008 1188 46%
15 430 27 322 349 19% 1720 27 134 752 913 46%
16 440 29 324 353 19% 1760 29 137 748 914 48%
17 432 28 320 348 19% 1728 28 137 732 897 48%

avg. 513 32 325 410 20% 2090 34 141 949 1113 46%

표 2. 움직임 벡터 개수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for number of motion vector 

picture order Conventional Zoom
16x16 MSE

Conventional Zoom 
8x8 MSE (A)

Conventional Zoom 
4x4 MSE (B)

Adaptive Zoom
(16.8)

MSE (C)

Adaptive Zoom
(16,8,4)
MSE (D)

(C) - (A) (D) - (B)

1 125.2 54.0 15.9 54.4 16.4 0.4 0.5
2 114 42.1 9.2 42.4 9.6 0.3 0.4
3 92.8 33.5 8.5 34.0 9.2 0.5 0.7
4 125.6 43.3 10.9 44.0 11.6 0.7 0.7
5 141.2 45.5 11.5 46.0 12.0 0.5 0.5
6 135.2 39.2 10.3 39.6 10.8 0.4 0.5
7 120.4 27.8 10.9 28.4 11.2 0.4 0.3
8 99.6 38.4 10.2 38.8 10.8 0.4 0.6
9 116.8 44.2 11.1 44.8 11.6 0.6 0.4
10 114 41.5 10.9 42.0 11.2 0.5 0.3
11 108.8 41.1 10.7 41.5 11.0 0.4 0.3
12 94.4 36.1 8.0 36.4 8.4 0.3 0.4
13 102.8 45.1 12.1 45.6 12.4 0.5 0.3
14 112 48.7 12.4 49.2 12.8 0.5 0.4
15 89.6 37.2 10.0 37.6 10.4 0.4 0.4
16 97.6 52.0 13.2 52.4 13.6 0.6 0.4
17 99.6 44.6 10.2 44.8 10.4 0.2 0.2

avg. 111.1 42.0 10.9 42.4 11.3 0.4 0.4

표 1. 움직임 추정 MSE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motion estimation MSE

16,8모드를 적용한 MSE 값 비교와, 기존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의 4x4블록 크기의 MSE와 제안하는 방법의 가변 블록

16,8,4모드를 적용한 MSE 값 비교이다. 이 값들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움직임 벡터의 차이는 크다. Table 2에

서는 움직임 벡터의 수를 비교한다. 
Table 2는 기존의 고정 블록크기에 비하여 제안하는 가

변 블록크기를 적용하면, 발생되는 움직임 벡터수가 감소

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16, 8 두 가지 블록크기를 가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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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ious picture (b) Current picture

  

(c) (16,8) mode (d) (16,8,4) mode     

      그림 8. 신축 움직임 추정 예측에서 선택된 가변블록 종류
      Fig 8. Variable block type selected for zoom motion estimated prediction

으로 적용하고, 블록 크기별 움직임 벡터 수와 전체 움직임

벡터 수를 나타내고, 또한, 16, 8, 4의 가변 블록크기로 적용

한 경우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움직임 벡터의 변수 값

이 (0,0)이 아닌값들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

(가변 블록 (16,8)모드, 가변 블록 (16,8,4)모드)이 기존 신

축 움직임 추정 방법의 고정 블록 MSE와 차이는 거의없으

나 움직임 벡터 수가 많이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움직임 추정 예측 화면의 선택된 블록을 비교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의 (a),(b)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참조 화면)이고, 그림 (c)는 가변 블록의 크기를 16과 8로
정하여(16,8 모드) 적용한 결과이다. 16블록 크기가 선택될

경우 블록 안의 화소값을 모두 0으로 변화하여 표시하고, 
8블록 크기의 경우에는 움직임 추정예측 화면을 표시한다. 
그림 (d)는 가변 블록의 크기를 16,8,4로 정하여(16,8,4 모

드) 적용한 결과이다. 16블록 크기와 8블록 크기는 (16,8)모
드와 같게 표시하고 4블록 크기는 화소값을 모드 255로 변

화하여 표시하였다.

Ⅳ. 결 론

영상의 신축 움직임은 현재 화면이 참조 화면에서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카메

라의 색상 정보만을 사용하거나 고정 블록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축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것에 어려움

에 있고, 추정의 복잡도를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

에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변 블록크기와 깊이 카메

라를 동시에 이용하여 효율적인 신축 움직임을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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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깊이 정보를 이용한 움직임 추정 방

법에서 고정 블록크기와 비교하여 비슷한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움직임 벡터수를 많이 줄

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16, 8, 4의
블록크기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지만, 비대칭 등의 다양한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

를 이용하여 거리가 비슷한 객체에 대해 같은 번호를 지정

하는 라벨링 기법을 사용하고, 거리가 가장먼부분을 배경

으로 처리하여 객체를 분리한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환경

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객체추출 방법을 고려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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