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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표준 동영상 부호기의 산술적 연산 복잡도 및 대역폭을 낮추기 위하여 양자화된 두 

영상에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고속 영상 부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에 제안된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은 표적 영상과 참조 영상의 각 매크로 블록 단위로 가우시안 양자화를 적용한 뒤,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블록 단위의 아티팩트로 인한 탐색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참조 영상의 

탐색 영역에 대해 하나의 양자화기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예측한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이 

하나의 가우시안 양자화기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제안 알고리즘은 데이터 특성 파악에 따른 다양한 확률 모델을 

가정한 뒤 각 모델에 적합한 최적의 양자화기를 적용함으로써 블록 매칭 오류를 낮춘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알고리즘이 기존의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에 비해 보다 정확한 움직임 벡터를 예측함을 보인다.  

 

1. 서론 
최근 정보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캠코더, 감시 카메라와 같이 하드웨어 제안 조건을 갖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부호화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 지고 있다. 

그러나 H.264/AVC [1]와 같은 표준 동영상 압축기는 매우 

복잡한 부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전력 소모 및 처리 속도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하드웨어 조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고속 영상 부호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움직임 예측 기법은 H.264/AVC 부호기 복잡도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는 기법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2-4]. 대부분의 고속 영상 부호화 기법은 영상 

정보를 표본화 함으로써 탐색할 포인트 개수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고정된 영상 표본화는 움직임 예측 성능의 한계가 

분명하며, 조건부 탐색 기법은 실제적인 하드웨어 구현 및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적용이 힘들다 [2]. 표본화 

이외의 방법으로는 영상을 양자화함으로써 적은 메모리 내에서 

효율적인 고속 탐색을 수행하는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 [3,4] 이 있다. 적응적 양자화는 픽셀의 정보를 

8 비트에서 2 비트로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블록 특성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효율적인 움직임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기존에 제안된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 [3,4]은 표적 영상과 참조 영상의 각 매크로 블록 

단위로 가우시안 양자화를 적용한 뒤,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블록 단위의 아티팩트로 인한 탐색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영상의 매크로 블록 픽셀 값에 대하여 

하나의 가우시안 모델을 가정하는 것은 표적 영상의 매크로 

블록의 다양한 확률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블록 매칭 

에러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효율적인 

움직임 예측이 가능한 고속 영상 부호화기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참조 영상의 탐색 영역에 대해 표적 영상의 

양자화기를 전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예측한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이 하나의 가우시안 양자화기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제안 알고리즘은 표적 영상의 매크로 블록 

데이터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확률 모델을 가정한 뒤 각 모델에 

적합한 최적의 양자화기를 적용함으로써 블록 매칭 에러를 

낮춘다. 

2. 제안 알고리즘 
그림 1은 움직임 예측을 위한 양자화 기법을 나타낸다. 

 

그림 1. 움직임 예측을 위한 프레임 양자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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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는 기존에 제안된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의 양자화 기법을 보여준다. 표적 영상과 참조 영상에 

대하여 매크로 블록의 5 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윈도우를 설정한 

뒤, 해당 영역의 평균(μ)과 표준편차(σ)를 이용하여 가우시안 

양자화기 [μ-σ, μ, μ+σ]를 설계한다. 그러나 매크로 

블록단위로 양자화된 표적 영상과 참조 영상은 윈도우를 

아무리 크게 잡는다 하더라도 블록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2 비트로 양자화된 참조 

영상에서 움직임 탐색을 하게 되면 블록 매칭 에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b)와 같이 

표적 영상의 매크로 블록에서 설계된 양자화기를 참조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블록 경계에서 생기는 아티팩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움직임 예측 기법의 목적은 양자화 에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블록 매칭 에러를 낮추는 것이므로, 표적 영상의 

매크로 블록 특성에 맞는 양자화기를 참조 영상의 탐색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움직임 벡터 예측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2. 다양한 확률 모델: (a) 균일 분포, (b) 레일리 분

포, (c) 가우시안 분포 

 

그림 2 는 제안하는 양자화 기법의 다양한 확률 분포 

모델을 보여준다. 기존에 제안된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은 매크로 블록의 5 배에 해당하는 넓은 영역의 

윈도우에 대하여 양자화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픽셀 분포가 

가우시안에 가깝다. 그러나 제안 알고리즘은 표적 영상의 

매크로 블록의 픽셀 분포로 양자화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확률 모델을 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해당 영역의 최대값(ⅹmax)과 최소값(ⅹmin)의 차이 △가 100 

이상인 경우, 그림 2(a)와 같은 균일 분포를 가정하였으며, 

평균이 전체 구간의 20% 이내로 최대값과 최소값에 가까운 

경우 그림 2(b)의 레일리 분포를 가정하였다. 나머지 경우는 

기존 기법과 동일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였다. 각 확률 분포 

모델에 대한 최적의 양자화기는 균일 양자화 [ⅹmin+0.25△, 

ⅹmin+0.5△, ⅹmin+0.75△], 레일리 양자화 [ⅹmin+0.164△, 

ⅹmin+0.284△, ⅹmin+0.425△] 또는 [ⅹmin+0.575△, 

ⅹmin+0.716△, ⅹmin+0.836△] 으로 결정된다. 

 

그림 3. 제안 알고리즘의 확률 모델 분포 비율. 

 

3. 실험 결과 

그림 3 은 [352x288] 크기의 9 종류의 실험 영상에서 

다양한 확률 분포 모델에 대한 양자화기 선택 비율을 나타낸다. 

비균일 분포에 대한 레일리 양자화기가 적용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으나,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Foreman 영상의 

경우 기존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기법보다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4. 제안 알고리즘의 움직임 예측 성능 비교. 

 

그림 4 는 제안 알고리즘의 움직임 예측 성능을 보여준다. 

기존의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예측 기법과 비교 했으며, 표준 

동영상 압축 H.264/AVC 의 8 비트 움직임 예측 기법과도 

비교하였다. 블록 매칭 연산은 [3]과 동일한 NNMP(number 

of non-matching point)를 사용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기존 

기법에 비해 평균 0.2dB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표준 

동영상 압축 기법에도 0.4dB 이내의 움직임 예측 성능을 

보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표준 동영상 부호기의 산술적 연산 

복잡도 및 대역폭을 낮추기 위하여 양자화된 두 영상에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고속 영상 부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표적 영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하여 다양한 확률 분포에 따른 

양자화기를 설계하고 이를 참조 영상의 탐색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제안 알고리즘이 기존의 이진 변환 

기반 움직임 탐색 알고리즘에 비해 보다 정확한 움직임 벡터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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