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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영역의 중요도에 따라 적응적인 탐색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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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ice activity detection is very important process that voice activity separated form noisy speech signal

for speech enhance. Over the past few years, many studies have been made on voice activity detection,

but it has poor performance in low signal to noise ratio environment or fickle noise such as car noise.

In this paper, it proposed new voice activity detection algorithm using ensemble variance based on wavelet

band entropy and soft thresholding method. We conduct a survey in a lot of signal to noise ratio

environment of car noise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and confirme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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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디오 압축에서 움직임 예측 모듈은 비디오 압축

에서 그 성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는 방대한 계산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움직임 예측 방법

에서 블록매칭(block matching)방법은 좋은 예측 성

능,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량, 그리고 적은 움직임 부

가정보 인하여 비디오 표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블록기반의 움직임 예측에서 

전영역 탐색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

고 있는데, 이는 많은 계산량을 차지한다. 이의 계산

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속 알고리즘들이 연구 되어

져 왔는데, 이들 고속 알고리즘들은 크게 두 그룹으

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손실 움직임 예측 기법으로서 전영역 탐색 

방식의 예측 화질과 비교해 볼 때 예측 화질의 차이

를 갖는 기법이다. 다른 하나는 무손실 예측 기법으

로서 전영역 탐색 방식의 예측 화질과 비교해 볼 때 

예측 화질의 손실차를 갖지 않는 방식이다[1-3]. 전

자는 다음의 세부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질 수 있다.

단일모달에러표면(unimodal error surface) 기법, 계

층적 탐색, 낮은 비트 해상도, 가변 탐색법, 문턱치에 

의한 중간 멈춤기법, 간소화된 에러 비교 방법 등이 

이에 포함 된다[2]. 그리고 후자의 무손실 움직임 예

측 기법에는 기준 블록과 후보 블록의 블록합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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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 제거 알고리즘(SEA: Successive Elimina-

tion Algorithm) 및 그 응용 방법들[4-8], 그리고 부

분 매칭 에러값을 이용한 후보 제거(PDE: Partial

Distortion Elimination) 알고리즘 및 그 응용 방법 

등이 있다[9-14]. 비교해 볼 때 예측화질의 차이는 

전혀 없으면서 불필요한 계산만 줄인 것이다. 그러나 

손실 움직임 예측 방법들이 계산량 감축은 많지만 

예측 화질이 영상에 따라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응용분야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무손실 예측 방법을 여전

히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무손실 움직임 예측 

방법은 예측 화질이 전영역 탐색방법과 같지만 계산

량의 감축이 손실 예측 방법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움직임 예측방법들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움직임 벡터의 분포가 탐색 영역에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라 탐색영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색 

영역에 따라 움직임벡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영역은 많은 계산량을 사용하는 매칭 기준(matching

criterion)을 사용할 필요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화질은 무손실 예측 방법과 거

의 같으면서 방대한 계산량을 현저히 줄이는  움직임 

예측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움직임벡터

의 분포를 이용하여 탐색영역을 나누고, 각 탐색 영

역의 중요도에 따라 각각 다른 매칭기준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계산을 없애고 불가능한 후보를 가능한 빨

리 제거한다. 특히 움직임벡터의 분포 특성을 이용하

여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예측화질을 유지하면서 소

요되는 계산량을 효율적으로 줄인다. 또한, 각 영역

에 따라 매칭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때 예측화질의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매칭기준을 다르게 제시하고,

최종단계에서 복수개의 후보에 대하여 정밀한 매칭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측화질의 저하를 최소화 한

다. 그리고, 최소의 블록매칭에러(block matching

error)의 지점을 가능한 빨리 검출하기 위하여 중간

에 최소에러를 추정하여 적응적으로 최소의 블록매

칭에러의 위치를 검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이

러한 특징들이 많은 계산 감축과 함께 예측화질을 

우수하게 유지하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 방법

의 이유, 절차, 논리적 타당성을 기술하고, 3장에서 실

험 환경 및 결과를 제시하며, 4장에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제안한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전영역 탐색(full search)

방법과 비교하여 예측화질은 똑같으면서 화질저하

가 발생하지 않는 무손실 방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이 

부분 매칭 에러값을 이용한 후보 제거(PDE) 방법이

다[9-11]. 식 (1)에서 보듯이, 부분 매칭 에러값을 이

용한 후보 제거(PDE) 방법에서는 매칭 블록에서 k행

까지의 누적된 매칭에러의 중간합()이 그때

까지 결정된 최소 에러(min )보다 크다면 나머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where    ⋯  

(1)

  ≤min where    ⋯  
(2)

식 (1)과 식 (2)는 일반적인 부분 매칭 에러값을 

이용한 후보 제거 (PDE) 에서 사용되는 절대에러합 

(sum of absolute difference)의 각 행별 부분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식 (1)에서,  는 t 시간의 매칭블

록의 위치 (i, j)에서 화소값을 나타내고,

     는 t-1 시간의 (i+x, j+y) 위치에서 화

소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매칭블록에서 k

행까지의 누적된 부분블록매칭에러 (partial block

matching error)이다. min은 탐색영역에서 해당 

후보지점 탐색까지 결정된 최소의 블록매칭에러를 

의미한다.

본 논문의 제안 알고리즘은 예측화질에 있어서는 

무손실 움직임 예측방법과 거의 같으면서 계산량 감

축은 손실 예측방법과 비슷한 성능을 얻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한 개의 용어를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무손실 움직임 예측방법에 비하여 0.1dB 이하의 예

측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 방법을 유사 무손실 움직임 

예측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의 핵심은 움직임 

벡터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탐색 영역을 네 개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후보점 탐색 패턴을 다르게 하여 

효율적인 계산량 감축을 하며, 움직임 벡터의 확률 

분포 및 주변 후보점의 에러 크기에 따라 블록매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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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gional classification for adaptive search.

러의 기준을 다르게 하여 예측화질을 높임과 동시에 

계산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보통의 비디오영상에서

는 움직임벡터의 분포가 탐색영역의 중심을 기준으

로 라플라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다[12]. 이를 바탕으

로 탐색 영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 거리에 따라 탐

색영역의 중요도를 구분짓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벡터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Fig. 1에서처럼 (가)～(라)까지 네 개의 영

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매칭에러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Fig. 1은 탐색영역을 나타내며, 내부의 각 

격자는 화소를 나타낸다.

우선 움직임 벡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영역

은 PD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블록매칭에러를 계산

한다. (가)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움직임벡터 발

생 확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며, (가)영역 부분 탐색 영역을 PSR1이라 할 때 PSR1

내의 모든 후보점에 대해서는 완전 무손실 예측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가장 정밀하게 탐색을 한다. 본 논

문에서는 (가)영역의 무손실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

할 때, H.264의 고속 무손실 예측 알고리즘으로 사용

되는 PD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나)영역은 (가) 영역에 비하여 움직임 발생 확률

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이며, (가)영

역처럼 모든 탐색점의 블록매칭에러를 구하지만 

(가) 영역의 매칭 기준과는 다르게 식 (3)을 이용하여 

매칭에러를 계산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매칭에러기

준은 다음 식 (3)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min where    ⋯  
(3)

여기에서 min은 현재 후보지점까지의 최소 블

록매칭에러이며, 는 스케일 상수이다. 블록매칭에

러가 균일하다면, 의 매칭에러는 min
과 비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상에서는 블록

매칭에러의 분포는 균일하지 않고 그 분포를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만큼의 스케일 변수를 두어 블록매칭에러의 

불균일한 분포에 대비해야 한다.  변수를 두지 않는

다면 계산량 감축은 더 얻을 수 있지만, 실제 매칭에

러의 불균일한 분포로 인하여 중간에 블록매칭에러 

계산을 멈추지 말아야 할 후보지점에 대해 계산을 

멈추고 이로 인하여 실제 최소에러를 갖는 움직임 

벡터를 찾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다. 값을 키울수

록 움직임 벡터를 정확하게 찾고, 반면 소요되는 계

산량은 더 많아진다. (가)영역과 (나)영역에서 매칭

에러를 계산할 때 두 영역에 대하여 동시에 진행된

다. 값이 증가 되면서 (가)영역은 식 (1)의 무손실 

매칭기준을 사용하고, (나)영역은 식 (3)의 매칭기준

을 사용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min은 해당 에서 

식 (1)의 최소의 에 대하여 의 값을 곱하

여 산출하며, 이는 최소점에 대한 에러값을 조기에 

검출하고, 중간에 최소에러값이 변경된다면 신속히 

그 변경값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만약, (가)영역과 (나)영역에서 최소에러 지점이 

(가)영역의 변두리거나, 또는 (나)영역에서 검출된다

면 그 주변 지점들은 중요한 영역으로서 최소에러지

점을 중심으로 인접 8방향에 대하여 식 (3)을 이용하

여 다시 검사한다. 이때 최소점 하나만 설정할 경우,

전체적인 예측 화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에서 제거되지 않은 후보 지점에 대하여 복수개

의 지점을 중심으로 위의 과정을 수행한다.

(가)영역과 (나)영역의 최소 지점과 무관한 (라)영

역의 후보들은 그 중요성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이의 후보들은 다음 탐색과정에서 무시하고 버려지

게 된다. 이미 앞 단계에서 최소에러지점으로 가능성

이 있는 후보 지점들은 매칭에러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역 후보지점들은 무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는 것이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

교하기 위해, “foreman”, “car phone”, “trevor”, “a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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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Computational reduction of algorithms for each image sequence [%] 

　 foreman carphone trevor akio grandma claire

FS 100 100 100 100 100 100

PDE H.264 20.1 19.5 15.1 8.6 19.5 19.3

PDE Comp. 15.8 16.2 12.8 7.3 16.5 16.2

PDE HD 15.9 16.3 12.9 7.7 17.2 16.4

MSEA 19.9 19.4 14.8 8.4 19.3 19.1

MRME 7.0 7.0 7.0 7.0 7.0 7.0

HEXBS 6.5 6.9 6.9 6.6 6.9 6.6

Proposed 3.2 3.3 2.7 2.8 3.1 3.0

Table 2  Results of prediction quality of algorithms for each image sequence [dB]

　 foreman carphone trevor akio grandma claire

FS 32.58 34.05 34.07 44.14 43.45 42.98

PDE 32.58 34.05 34.07 44.14 43.45 42.98

PDE Comp. 32.58 34.05 34.07 44.14 43.45 42.98

PDE HD 32.58 34.05 34.07 44.14 43.45 42.98

MSEA 32.58 34.05 34.07 44.14 43.45 42.98

MRME 31.47 33.67 33.84 44.14 43.44 42.75

HEXBS 31.48 33.32 33.25 44.04 43.35 42.46

Proposed 32.54 34.02 34.04 44.14 43.44 42.97

“grandmother”, “claire”의 비디오 시퀀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foreman”과 “car phone” 시퀀스는 

비교적 많은 움직임을 가진 영상이며, “trevor”는 중

간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며, “akio”, “grand-

mother”, “claire” 시퀀스는 적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

는 영상이다. 매칭 블록의 크기는 16×16화소이며, 탐

색 영역의 범위는 ±15 화소로 설정하였다. 프레임의 

크기는 176×144 화소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계

산량 감축률을 위하여 평균 연산량과 예측화질평가

를 위하여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로 나

타내었으며, 계산량 감축은 기존의 전영역 탐색방법

의 계산량을 100%로 설정하고 이의 상대적 비율로 

나타내었다. Fig. 1에서 (가)영역의 탐색영역인 PSR1

은  +-1로 설정하였으며, (나), (다)영역에서 식(3)에 

사용될 스케일 상수 는 각각 2.5, 3.5로 설정하였다.

에서 복수개의 후보 개수는 3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이 되는 전영역 알고리즘 (FS), H.264에서 사

용되는 PDE 알고리즘 (PDE H.264) [10], 복잡도 기

반의 고속 PDE 방법 (PDE Complex) [9], 하다마드 

변환을 이용한 고속 PDE 방법 (PDE HD) [11], MSEA

(Multilevel SEA) [8], 다해상도 기법 (MRME) [2],

육각형기반 탐색방법 (HEXBA) [13] 방법들과 제안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다해상도 계

층은 두 계층으로 나누었다.

Table 1과 Table 2는 각 방법에 대하여 각 비디오 

시퀀스별로 평균 연산량 감축과 예측화질 결과를 정

량적으로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Table 1의 

“car phone” 영상 시퀀스에서 제안된 3.3%이하를 차

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양의 계산량 감축을 얻

었음을 볼 수 있다. “trevor”와 “akio”시퀀스의 경우 

이의 계산량이 3% 미만임을 볼 수 있다. Table 1의 

계산량에서 보듯이, 전영역 탐색방법과 다해상도 기

법 (MRME)은 고정된 계산량을 가지지만, 나머지 기

법들은 모두 비디오 시퀀스마다 가변적인 계산량을 

가짐을 볼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제안 방법

은 전영역 탐색 방식에 비하여 2.7～3.3%의 계산량

만을 차지한다. H.264의 참조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중인 PDE 방법과 비교하면 이를 기준으로 20%～

30%의 계산량을 차지한다. Table 2를 본다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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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예측화질은 거의 전영역 

탐색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0.5

dB 이하이면 시각적 차이를 무시할 수 있는데, Table

2에서 보면 전영역 탐색 대비 예측화질의 최대 차이

가 0.04dB이하이다. Table 2에서 보듯이 “akio”같은 

움직임이 적은 비디오는 화질의 차이가 적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원점을 중심으로 +-1 화소 이내에 대부

분의 움직임 벡터가 분포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존의 무손실 고속 알고리즘들과 제안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계산량 감축이 3～6배에 이르고 

화질차이는 0～0.04dB에 그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안 알고리즘이 연산량 감축 대비 뛰어난 

화질을 얻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예측화질은 기존의 전영역 탐색방

식인 무손실 움직임예측방법과 비교하여 예측화질

은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지면서 계산량은 손실 움직임

예측 방법과 견줄 수 있는 유사 무손실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탐색영역

의 중요도에 따라 매칭기준을 달리하고, 그 안에서 

탐색 시에도 최소에러의 지점을 가능한 빨리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영역 탐색 방법의 연산량과 비

교할 때 2.7～3.3% 정도의 계산량만을 사용하여 거

의 30배의 계산량 감축을 얻었다. 또한 기존의 고속 

무손실 방법과 비교하여 3～6배의 계산량 감축을 얻

었으며, 예측화질의 차이는 0.04dB 이내로서 화질차

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압축 표준인 MPEG-2/4, 및 차세대 표준인 

H.265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는 실시간 

비디오 압축 응용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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