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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블록 정합 기법(block matching algorithm, BMA)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3 단계 탐색(three-step search, 3SS) 알

고리즘은 큰 움직임 추정에 적합하지만 고정된 탐색 점

으로 인하여 작은 움직임 추정에는 계산 면에서 낭비가 

심하고 탐색이 잘못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효율적

인 3 단계 탐색(efficient three-step search, E3SS)은 중앙-편

중된 움직임 추정을 작은 다이아몬드 탐색(small 

diamond search, SDS) 알고리즘으로 보완하여 예측성과 

탐색 속도를 향상시킨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탐

색 초기 단계에서 탐색 점을 최적 배치하고 E3SS 의 

SDS 알고리즘을 변형시킨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탐색 알고리즘이 E3SS 와 비교하여 

평균 22% 정도 계산량을 감소시키면서도 MSE(Mean 

Square Error)의 성능 저하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I. 서론 
 
디지털 동영상은 시간 축 방향으로 많은 중복성

(temporal redundancy)이 존재한다. 이것의 효과적인 제거 

방법에는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 ME) 기법이 대

표적이다. ME 는 비디오 인코더 내에서 가장 많은 처리

시간을 요구하므로 ME 알고리즘의 최적화 정도는 동영

상 압축 기술의 가장 큰 관건이다. 최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현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 정

합 기법(block matching algorithm, BMA)은 우수한 예측 

효율성과 추정의 정확도, 계산상의 복잡도 그리고 구현

의 단순성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ME 

기법으로서 ITU-T H.261, H.263, MPEG-1, MPEG-2, 

MPEG-4 [1]와 같은 국제 표준 비디오 압축 기술에 적용

된다. 전 탐색(full search, FS) 알고리즘은 탐색 윈도우

(search window) 내부의 모든 참조 블록들을 전부 탐색

함으로써 움직임 추정의 가장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한

다. 하지만 이 BMA 는 매우 높은 계산 복잡도를 요구

하기 때문에 실시간 소프트웨어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에

서 사용하기 어렵다. FS 의 이러한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2-D 대수 탐색(2-logarithmic search, 

LOGS) [2], 3 단계 탐색(three-step search, 3SS) [3], 십자형 

탐색(cross search, CS) [4], 새로운 3 단계 탐색(new three-

step search, N3SS) [5], 4 단계 탐색(four-step search, 4SS) [6], 

블록 기반 경사 하강 탐색(block-based gradient descent 

search, BBGDS) [7], 다이아몬드 탐색(diamond search, DS) 

[8], [9] 등 다수의 고속 BMA 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고속 BMA 들은 FS 알고리즘보다 탐색 점(search points)

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각기 다른 탐색 패턴과 탐색 전

략을 사용하여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BMA 가 가져야 할 요건들과 

관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3SS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하는 유연성이 있는 3 단계 탐색(flexible three-step 

search, F3S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블록 기반 움직임 추정을 위한 유연한 탐색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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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찰 
 

실세계 영상들은 움직임 벡터들의 분포가 대부분 중

앙에 편중되어있다 [5]. 또한 움직이는 개체 뒤의 배경

은 주로 제로 움직임(zero motion) 형태를 취한다. 이것

은 알고리즘의 탐색 초기 단계에서 중앙의 탐색 점들에 

대한 배치가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성능에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SS 알고리즘은 큰 움직임 추정

에 적합한 성능을 보이지만 탐색 초기 단계에 탐색 윈

도우의 중앙으로부터 단 하나의 탐색 점만 배치시킴으

로써 작은 움직임 추정에는 지역적 최소 BDM(local 

minimum Block Distortion Measure)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BBGDS 는 3×3 크기를 가진 작은 사각형 패턴을 고정

적으로 탐색하는 기법으로서 지나치게 중앙-편중된 탐

색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BMA 의 특징인 비제한적 

탐색 단계(unrestricted search step)에도 불구하고 큰 움직

임을 보이는 영상에서는 지역적 최소화로 쉽게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지역적 최소 BDM 점이 큰 움

직임 개체를 담고 있는 이미지 영상들에게서 일반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탐색하

려는 점이 전역적 최소 BDM 점(global minimum BDM 

point)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BDM 이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고속 BMA 들의 기본 가정 [2]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세계 영상들의 최적 블록 위치가 

어느 방향에서나 존재한다는 것과 움직임 크기의 다양

화를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중앙-편중된 ME 알고리즘을 

일반적인 영상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원하는 성능

을 낼 수 없다. 한편, N3SS 는 3SS 의 큰 사각형 탐색 

패턴과 중앙-편중된 움직임을 고려한 3×3 크기의 작은 

사각형 탐색 패턴을 사용하여 비교적 안정된 탐색 성능

을 제공한다. 하지만 N3SS 는 중앙 탐색에서 수행되는 

절반 탐색-중단 기법(halfway-stop technique)이 5×5 영역

을 둘러싸고 있는 전역적 최소 BDM 점을 간과함으로

써 발생하는 탐색 정확도 감소의 문제가 있으며 [10], 

탐색 윈도우 크기 15×15(W=7)에서, 9×9 크기의 탐색 

패턴 위에 8 개와 중앙에 9 개, 전체 17 개의 탐색 점을 

탐색 초기 단계부터 필연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탐색을 수행하더라도 한 블록당 탐색 점은 17 개 

미만이 될 수 없다. N3SS 의 중앙 부근에 탐색 문제와 

탐색 초기 단계에서의 많은 탐색 점 수는 효율적인 3 

단계 탐색(efficient three-step search, E3SS) [10]의 탐색 전

략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다. E3SS 는 탐색 초기 단계에

서 중앙-편중된 영상을 위한 작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사용하고 중앙으로부터 탐색 시 비제한적인 탐색 단계

를 거침으로써 탐색 점 수의 감소와 더불어 탐색 정확

도를 향상시킨다. 결과적으로 중앙 탐색에서의 유연성

이 3SS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성능을 끌어올린 것이다. 

 

III. 유연성이 있는 3 단계 탐색 알고리즘 
 

 
탐색 윈도우 크기가 W=7 이라고 할 때, 제안된 F3SS 

알고리즘은 탐색 초기 단계에서 3SS 처럼 9×9 사각형 

패턴 위에 8 개의 탐색 점을 배치하는 대신 상하좌우로 

4 개의 탐색 점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대부

분의 실세계 영상들이 주로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움

직이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는 점 [9]에 착안한 것

이다. 그리고 실세계 영상들의 중앙-편중된 움직임 벡터 

분포를 고려하여 작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중앙에 위치

시킨다. 그림 1 은 F3SS 의 탐색 초기 단계에서 사용된 

9 개의 탐색 점을 보여준다. 만약 제로 움직임 벡터라고 

추정되면, 9 개의 점만을 탐색하고 탐색이 중단된다. 최

소 BDM 점이 9×9 패턴의 상하좌우 4 개 점들 중에 하

나라면, 다음 단계에는 9×9 패턴의 모서리 부분에 해

당하는 나머지 4 개의 점들을 탐색한다. 그리고 선택된 

최소 BDM 점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다이아몬드-엑스 

탐색(small diamond-X search, SDXS)을 수행한다. 여기에

서 3SS, N3SS, E3SS 와의 차이점은 작은 다이아몬드-엑

스 탐색을 수행하기 전에 9×9 탐색 패턴의 크기를 각 

단계마다 절반으로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다

만, W=15(탐색 윈도우 크기 31×31)일 경우에는 탐색 

초기 단계의 큰 사각형 패턴이 17×17 크기이므로 이것

의 절반인 9×9 까지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3SS 의 탐

 

 

 

 

 

 

 

 

 

 

그림 1.  F3SS 의 초기 탐색 단계에서 사용된 탐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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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단계에 따른 큰 사각형 패턴 크기의 대수적 감소

(logarithmic decreasing)를 제한하는 이유는 작은 다이아

몬드-엑스 탐색 기법에 기인한다. F3SS 의 작은 다이아

몬드-엑스 탐색 방식은 E3SS 의 작은 다이아몬드 탐색

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패턴의 중앙으로부터 최소 

BDM 점이 발견된다면 3×3 크기를 가진 작은 엑스

(small X) 형태의 추가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작은 다이

아몬드 탐색의 작은 엑스 패턴의 추가는 BBGDS 보다 

더 적은 탐색 수로 비슷한 탐색 정확도를 내기 위한 탐

색 전략의 일환이다. 그림 2 는 F3SS 에서 사용된 작은 

다이아몬드-엑스 탐색의 예들을 보여준다. 제안된 F3SS 

알고리즘은 W=7 에서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1 단계) 9×9 사각형 패턴 위에 상하좌우로 4 개의 탐색 점
과 중앙의 1 개 그리고 작은 다이아몬드 패턴 위에 4 개의 탐
색 점을 배치한다. 만약 최소 BDM 점이 탐색 윈도우의 중앙
이라면, 탐색을 중단한다. 그렇지 않다면, 2 단계를 진행한다. 

2 단계) 만약 1 단계의 최소 BDM 점이 9×9 사각형 패턴 
위에 상하좌우 4 개의 점들 중 하나라면, 사각형 패턴의 모서
리 부분에 해당하는 4 개의 탐색 점을 추가로 탐색하고 3 단계
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5 단계를 진행한다. 

3 단계) 사각형 탐색 패턴의 크기가 9×9 라면, 4 단계를 진
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각형 패턴의 크기를 절반으로 감소
시키고 그 패턴의 중앙을 이전 단계의 최소 BDM 점에 놓은 
다음 축소된 사각형 패턴 위에 8 개의 점을 탐색한다. 그리고 
다시 3 단계로 간다. 참고로 3 단계의 과정은 W=15 이상일 경
우에만 수행된다. 

4 단계) 이전 단계의 최소 BDM 점을 중앙으로 하는 탐색 
점 4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배치한다. 만약 작은 다이
아몬드 패턴의 중앙이 최소 BDM 점이라면, 6 단계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5 단계를 진행한다. 

5 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견된 BDM 점이 작은 다이아몬드
의 중앙이 되도록 하고 작은 다이아몬드 패턴의 나머지 점들
을 탐색한다. 만약 최소 BDM 점이 작은 다이아몬드의 중앙에
서 발견되면, 6 단계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작은 다이아
몬드가 탐색 윈도우의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5 단계의 과정을 
반복한다. 탐색 윈도우의 경계에 도달하면 탐색은 중단된다. 

6 단계) 이전 단계의 BDM 점이 3×3 크기를 가진 작은 엑
스 패턴의 중앙이 되도록 하고 작은 엑스 패턴의 나머지 점들
을 탐색한다. 만약 최소 BDM 점이 작은 엑스의 중앙에서 발
견되면, 탐색을 중단한다. 그렇지 않다면, 5 단계로 간다. 
 

W=7 일 때, 제안된 탐색 알고리즘은 큰 움직임 벡터

의 추정에서 대체로 9+4+4+4=21 개 이상의 탐색 점이 

필요하며 작은 움직임 추정에는 9+3+2=14 개 이상이 요

구된다. 반면, E3SS 는 최소 13 개의 탐색 점을 필요로 

하며 작은 움직임의 추정에 16 개 이상, 최악의 경우에 

9+4+8+8=29 개를 탐색한다. F3SS 의 작은 다이아몬드-엑

스 탐색은 E3SS 의 작은 다이아몬드 탐색보다 최소 

BDM 점을 확정하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지역적 최소화

에 더 잘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제안된 F3SS 알고리즘

의 핵심적인 탐색 전략은 제로 움직임은 빨리 찾아내고 

큰 움직임의 추정에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

한 실험은 예측된 프레임과 원본 프레임 사이의 MSE, 

블록당 평균 탐색 점 개수(search points, SPT), FS 대비 

탐색 속도 상승 비율(speedup ratio, SUP) 등 3 가지의 평

가 항목들을 기준으로 수행된다. 실험에서 사용된 시퀀

스들은 “Garden”(CCIR601 720×486, 98 프레임), 

“Salesman”(CIF 360×288, 299 프레임), “Football”(CIF 360

×240, 100 프레임) 등 3 개이다. BDM 으로는 MAD(Mean 

Absolute Difference) 왜곡 측정(distortion measurement) 알

고리즘이 사용된다. 블록 크기는 16×16 을 기본으로 하

며 탐색 윈도우 크기는 W=7 과 W=15 가 각각 사용된다. 

표 I-III 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F3SS 알고리즘과 FS, 

3SS, 4SS, N3SS, DS, E3SS 등 BMA 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Garden” 시퀀

스에 대한 표 I 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

즘들에 비해 MSE 수치가 가장 낮으면서도 평균 탐색 

점 수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탐

색 윈도우가 W=15 일 때 더 뛰어난 효율을 보여준다. 

“Salesman”과 같은 중앙-편중된 영상에서는 제안된 알고

리즘의 탐색 기법이 다른 비교 대상의 알고리즘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표 II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크

고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는 영상에 대한 표 III 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3SS, 4SS, N3SS, DS, E3SS 에 비해 계

산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MSE 수치의 향상이 있

음을 나타낸다. W=15 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E3SS 와 

비교하여 MSE 의 증가 없이 평균 22%가 더 빠른 탐색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3 개의 탐색 점을 더 적

게 탐색한다. 그림 3 은 W=15 에서 “Football” 시퀀스를 

소스로 하는 고속 BMA 들의 MSE 성능과 블록당 평균 

탐색 수를 프레임 별로 비교한 도표이다. 

 

 

 

 

 

 

 

그림 2.  SDXS 의 비제한적인 탐색 경로 예.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8
Step 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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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GARDEN” CCIR601 시퀀스에 대한 성능 비교 

Window Size W=7 Window Size W=15 BMA 
MSE SPT SUP MSE SPT SUP 

FS 131.89 225.00 1.00 99.39 961.00 1.00 
3SS 161.35 25.00 9.00 195.08 33.00 29.12 
4SS 171.48 21.66 10.39 137.30 30.96 31.04 

N3SS 151.52 27.48 8.19 234.23 27.51 34.93 
DS 174.05 21.71 10.36 154.95 22.30 43.09 

E3SS 150.85 24.49 9.19 131.03 26.14 36.76 
F3SS 149.58 21.02 10.70 123.52 22.82 42.11 

 

표 II 
“SALESMAN” CIF 시퀀스에 대한 성능 비교 

Window Size W=7 Window Size W=15 BMA 
MSE SPT SUP MSE SPT SUP 

FS 18.55 225.00 1.00 18.49 961.00 1.00 
3SS 19.46 25.00 9.00 19.65 33.00 29.12 
4SS 19.23 17.38 12.95 19.42 25.46 37.75 

N3SS 18.67 18.13 12.41 18.87 18.10 53.09 
DS 19.14 13.81 16.29 19.13 13.81 69.59 

E3SS 18.72 14.16 15.89 18.74 14.16 67.87 
F3SS 18.69 10.92 20.60 18.69 10.94 87.84 

 

표 III 
“FOOTBALL” CIF 시퀀스에 대한 성능 비교 

Window Size W=7 Window Size W=15 BMA 
MSE SPT SUP MSE SPT SUP 

FS 204.40 225.00 1.00 183.30 961.00 1.00 
3SS 226.51 25.00 9.00 233.26 33.00 29.12 
4SS 223.98 18.91 11.90 211.77 27.36 35.12 

N3SS 217.66 20.89 10.77 227.47 21.25 45.22 
DS 225.65 16.50 13.64 213.83 16.89 56.90 

E3SS 218.47 17.26 13.04 217.34 18.06 53.21 
F3SS 218.26 13.94 16.14 211.90 14.63 65.69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E3SS 를 향상시킨 유연성이 있는 3 단

계 탐색(F3S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F3SS 알고

리즘은 일반적인 영상의 특성에 근거하여 초기 탐색 점

을 최소화하고 큰 사각형 패턴의 단계적인 축소를 제한

하며 탐색 마지막에 비제한적인 탐색 단계를 수행하는 

작은 다이아몬드-엑스 탐색 기법을 사용한다. 실험 결과

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일정한 움직임을 갖는 영상과 작

거나 큰 움직임을 포함하는 영상 모두에 적합하다는 것

을 나타내며 작은 탐색 윈도우는 물론이고 큰 탐색 윈

도우에서도 3SS, 4SS, N3SS, DS, E3SS 보다 성능과 효율

성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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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15 일 때, “Football” 시퀀스에 대한 프레임당 비교.
(a) MSE per frame. (b) Average search points pe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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