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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PSNR 을 높이도록 최적화된 HEVC 의 율-왜곡 최적화(RDO)를 MS-SSIM 를 높이도록 

하여 RDO 를 수행 하도록 한다. 구현 방법으로는 MS-SSIM 도출 방법과 비슷하도록 원본과 4 단계의 저역 

통과 필터(LPF)를 통과한 결과에 대한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를 수행하고 그 AC 계수의 비율로 

lagrange multiplier(λ)를 수정하는 방식이다. AC 계수 비율과 MS-SSIM 에서 도출 된 가중치, LPF 특성 등에 

따라 새롭게 각 스케일의 가중치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λ 가중치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RDO 를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의 방법과 HEVC reference software 의 BD-rate 계산 결과 7%의 PNSR, -

13.2%의 MS-SSIM 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주관적 화질을 개선했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율-왜곡 최적화(RDO)란 압축을 통하여 저하된 영상의 

화질 왜곡 (distortion)과 이때 소요되는 압축된 영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rate)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대한 비트량을 줄이면서도 최적의 화질을 얻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를 포함한 통상의 

영상압축의 RDO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왜곡 측정치는 

SSE(Sum of Squared Error) 인데, 이는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을 상승시키는데 적합한 왜곡 측정 

방법이다. 하지만 PSNR 은 사람이 판단하는 주관적 화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SSE 측면에서 원본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치중한다. 주관적 화질의 객관적 판단의 척도로 사람은 영상을 

판단 할 때 영상의 구조에 민감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SIM (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MS-

SSIM (Multi Scale SSIM)이 개발되어 [1, 2] 학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논문의 선행 기술 [3]는 RDO 를 위한 

왜곡의 척도로 MS-SSIM 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한 이미지 

안에서 블록 화질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MS-

SSIM 은 상승하였으나 PNSR 이 크게 감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안에서 블록 화질의 편차를 줄이고, 

PSNR 감소는 적으면서도 높은 MS-SSIM 증가를 이끌어내는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이용한 율-왜곡 

최적화를 제안한다. 

 

2. DCT 를 이용한 율-왜곡 최적화 
 

2.1 DCT 에 따른 대표 AC 계수 결정 

  본 연구는 분산을 MS-SSIM 율-왜곡 최적화를 위해 

사용하였던 것처럼 DCT 계수를 율-왜곡 최적화에 사용한다면 

MS-SSIM 의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DC 계수는 영상의 평균값과 동일하여 분산과 상관 

없지만, AC 계수들은 주파수 영역에서 분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에 착안하여 AC 계수들을 MS-SSIM 에 적용하여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RDO 를 수행한다. AC 계수는 64x64 

block 의 경우 4095 개, 32x32 의 경우 1023 개로 많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그림 1 과 같이 저주파 영역(좌측 상단, 

파란블록)의 계수들을 대표값으로 스케일 별 더해진 값을 이후 

AC 간의 비율 계산에서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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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S-SSIM 을 위한 DCT AC 계수 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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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CT 기반 λ 가중치  

   연구 [3]에서는 왜곡의 척도를 SSE(Sum of Squared 

Error)에서 MS-SSIM 으로 바꾸어 RDO 를 진행하였다. 

[3]에서의 λ가중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변수는 전체 

이미지와 해당 블록의 스케일 별 분산의 비율과 각 스케일 별 

가중치 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λ가중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분산의 비율 대신 각 스케일 별 AC 수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_ mcurrent blockAC , _ mFrame AverageAC 은 각각 현재 

블록, 이미지 전체의 스케일 m 에 대한 AC 계수 대표값의 

평균을 의미 할 때 각 스케일 별 λ가중치는 그 비율로 

나타낸다.  

MS-SSIM 의 연구 결과 도출 된 스케일 별 가중치는 LPF 

특성을 고려하여 m ={0.0448, 0.2856, 0.3001, 0.2363, 

0.1333}으로 정해 졌다. 하지만 AC 계수 간 비율에서는 

스케일 간 LPF 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한 

새로운 스케일 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미지에 따라 

스케일 별 중요도가 달라지므로 각 스케일 간 분산의 비율로 

이를 고려 하였다. 이를 표현한 λ 가중치를 아래의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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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ale 은 MS-SSIM 가중치 m , LPF 의 효과, 스케일 간 

중요도를 조합하여 형성된 스케일 별 가중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성된 weight  는 이미지 전체와 현재 블록간 AC 

비율이 분산을 기반으로 생성된 λ가중치 보다 적어 이미지 내 

화질 편차를 줄인다. 

 

3. 실험 결과 
실험은 HM16.6 을 이용하여 2 개의 Class A, 5 개의 

Class B, 3 개의 Class C 영상데이터를 중 처음 30 프레임을 

LD(low delay)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또한, 성능비교를 위하여 

수정하지 않은 HM 을 Anchor 로 하여 제안방법의 성능을 표 

1 과 같이 측정한 결과, PSNR 은 7% 낮아졌지만 MS-SSIM 이 

13.2% 상승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2 에 따르면 전체적인 

영상화질은 제안방법과 Anchor 가 비슷해 보이지만, 특별히 

빨간 사각형 안의 구간을 보면 어떤 접근으로 블록간 화질이 

조절되는 지 알 수 있다. 그림 3 의 농구공은 선명한 에지 

성분이 많아 DCT 를 통한 계수가 저주파 영역에 많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λ가중치가 크게 정해지는 것을 2.1 절의 

수식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화질 저하가 발생된다. 

반면 마루 바닥의 경우에는 DCT 를 통한 계수가 적어 해당 

영역의 λ가중치가 적어지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졌다. 

표 1. 제안 방법의 HM 대비 BD-rate 

BD-rate(PSNR) BD-rate(MS-SSIM)

Class A 5.9% -14.9%

Class B 9.7% -15.2%

Class C 3.2% -8.8%

Average 7.0% -13.2%  

 

그림 2. 부호화 결과 (a) 제안방법 (b) Anchor 

 

그림 3. 그림 2 의 주요 부분 확대 

(a) 원본 (b) 제안 (c) Anchor 

4. 결론 
본 논문 에서는 DCT 를 통해 구해진 각 스케일 별 AC 

계수 대표값의 비율에 각 스케일 간 가중치를 LPF 와 분산에 

의해 도출 된 이미지 내에서 스케일 레벨 중요도를 거듭제곱 

한 형태로 weight 를 도출하여 MS-SSIM 을 상승 시키는 

RDO 를 연구 하였다.  실험결과 제안 방법을 통해 PSNR 감소 

폭 보다 큰 MS-SSIM 상승을 통해 객관적, 주관적 화질 

향상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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