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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264/AVC 는 다중 참조영상을 사용하여 움직임 예측/보상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호화 효율을 얻을 

수 있지만 다중 참조영상에 대한 움직임 예측으로 인하여 부호화 복잡도 증가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상관성을 이용하여 참조영상 수를 제한함으로써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줄이는 고속 참조영상 결정 기법을 

제안한다. 즉, 주변 블록의 부호화 정보와 현재 부호화하는 매크로블록의 16x16 화면간 예측 결과를 적응적으로 

이용하여 참조영상 후보의 수를 줄인다. 모의실험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JM17.2`에 비해 0.67%의 평균 비트율 

증가의 미미한 부호화 효율 감소에 평균 47% 정도의 부호화 시간을 감소하였으며, 기존의 고속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1. 서론 
 

H.264/AVC[1][2]는 우수한 부호화 효율을 위하여 기존의 

부호화 표준들과는 다른 새로운 부호화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

다. 화면간 부호화를 위한 움직임 예측/보상에서는 가변 블록 

크기, 화소 보간법을 통한 1/2, 1/4 화소 해상도, 그리고 다중 

참조영상을 허용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높인다. 특히, 다중 참

조영상 움직임 예측/보상은 하나 이상의 복수개의 참조영상을 

이용함으로써 가려진 사물이나 배경 그리고 밝기 변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함으로써 높은 부호화 효율

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최적의 참조영상을 선택하기 위한 복

수개의 참조영상에서의 움직임 추정으로 인하여 복잡도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정적이거나 평탄한 영역에서의 

다중 참조영상 움직임 예측/보상은 부호화 효율을 기대하기 어

렵고 복잡도 증가만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기존에 다수의 고속 참조영상 결정 기법이 제시되었으며 

[1]에서는 8x8 크기 블록의 초기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참조영상을 선택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과 달리 공간적 상관성에 기반한 것으로 

주변블록의 부호화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블록 참조영상 후보의 

수를 줄인다. 제안 기법은 주변블록의 부호화 정보를 이용하여 

참조영상의 후보 수의 제한이 전파되어 후보 수가 계속해서 

감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16x16 화면간 예측에서는 공간적 상관성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기법을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16x16 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는 블록의 화면간 예측에서는 앞서 설명한 공간적 

상관성과 16x16 화면간 예측 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참조영상 

수를 제한함으로써 성능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복잡도를 

감소하도록 한다. 

 

2. 고속 참조영상 결정 방법 
 

H.264/AVC 에서는 현재 MB 의 움직임 벡터 부호화를 위

하여 예측 움직임 벡터(PMV: Predictive Motion Vector)를 유

도할 때, 이미 부호화된 주변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다. 

이는 현재 블록과 이에 인접한 블록들은 움직임 정보에 대한 

높은 상관성을 가정한 것으로, 주변블록의 참조영상이 모두 같

으면 현재 MB 도 주변과 동일한 참조영상을 사용할 확률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변블록의 움직임 정

보를 보고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MB 의 참조영상 후보의 수

를 줄이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제안방법은 블록 크기(16x16, 16x16 미만)에 따라 두 

가지 참조영상 제한 기법을 적용한다. 이는 주변블록의 정보를 

이용하여 참조영상 수를 제한하는 동일한 기법으로 참조영상 

후보 수가 계속 감소하여 과도한 부호화 효율 감소를 막기 위

함이다.  

먼저, 16x16 화면간 예측에서 참조영상의 후보의 수를 줄

이는 알고리즘은 그림 1 과 같다. 움직임 예측의 전반적인 과

정은 H.264/AVC 와 유사하며, 0 의 색인 값(refIdx = 0)을 

가지는 참조영상부터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면서 가장 좋은 움

직임 예측 비용(Best_MEcost)을 저장한다. (refIdx > 0)인 

참조영상에 대한 움직임 예측 후 현재 움직임 예측 비용의 α

(0~1)배에 해당하는 값이 Best_MEcost 보다 작으면, 계속하

여 다음 참조영상에 대해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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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f reference picture : n;
2. reference index : i=0;

3. Best_MEcost = Double_MAX

i<n

1.Perform ME with reference index i;

i!=0 && 
Best_MEcost < α*MEcost[i]

Start

End

Y

Y

N

i++;

Best_MEcost > 
MEcost[i]

N Best_MEcost = MEcost[i]Y

N

Figure 3
16x16_best_refidx

 

그림 1. 16x16 화면간 예측에서 참조영상 후보 제한 

 

다음으로 16x16 보다 작은 크기 블록의 화면간 예측에 대

한 기법은 그림 2 와 같다. 본 제안 기법에서는 주변블록으로 

현재 MB 주변의 이미 부호화된 6 개의 8x8 블록들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다. 부호화된 주변 6 개의 8x8 블록들에서 사용

된 최대 참조영상 색인 값을 구하고 이를 이전 16x16 화면간 

예측에서 선택된 색인 값과 비교하여 최대 색인 값을 결정한다. 

1. Examine the reference indices of the adjacent six 8x8 
blocks to find the largest index value: imax;

2. reference index : i=0;

imax<16x16_best_refidx

1.Perform ME with reference index i;
2. i++;

Start

End

ifinal =  imax+1
ifinal  = 

16x16_best_refidx+1

i < ifinal  

Y

N Y

N

 

그림 2. 16x16 미만 크기 블록의 참조영상 후보 제한 

 
3. 실험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JM17.2[2]에 구현하였다. 실험환경

은 표 1 과 같으며, 복잡도 성능은 다음 식의 백분율로 나타내었

고, 부호화 성능은 BD-Rate 과 BD-PSNR[3]을 사용하였다. 

식에서 여기서 TJM 과 TProp 는 각각 JM17.2 과 제안 기법의 

부호화 소요시간을 나타낸다.  

   % 100JM Prop JMT T T T     

표 1. 실험환경 

Profile High Profile 

Coding Structure IPPP 

Number of Frame 100 or 150 

QP(I Slice) 32, 36, 40, 44 

Search Mode Fast Full Search 

Search Range ±16 

Number of Reference Frame 5 

   

표 2. 실험결과 (α=0.9) 

Method Proposal Kuo 

Performance BDPSNR BDBR TET BDPSNR BDBR TET 

Container (QCIF) -0.04 0.5 47 -0.01 0.4 35 

Foreman (QCIF) 0.01 -0.1 48 -0.04 0.9 21 

News (QCIF) -0.02 0.4 46 -0.03 0.5 35 

Silent (QCIF) 0.00 0.1 46 -0.14 1.9 34 

Paris (CIF) -0.04 0.8 47 -0.04 0.9 33 

Mobile (CIF) -0.10 2.4 45 -0.04 2.2 17 

Tempete (CIF) -0.02 0.5 49 -0.04 1.3 21 

Average (%) -0.03 0.67 47 -0.05 1.14 29 

 

표 2 의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제안 기법은 JM 대비 평균 

0.67%의 비트율 증가의 미미한 성능감소에서 47%의 속도 감

소를 얻음으로써 기존의 기법[1]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H.264/AVC 의 화면간 부호화에 있어 주변블록

들의 움직임 정보와 현재 부호화하는 MB 의 16x16 화면간 예

측결과를 적응적으로 이용하여 참조영상 후보의 수를 줄이는 

고속 참조영상 결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미미한 성능 

저하만으로 47%의 복잡도 감소를 얻었으며, 기존의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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