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오늘날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

이터는 매우 커다란 저장용량과 고속의 전송속도를

요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영상 압축이다 동영상 압축은 많은 시간.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간의 시간적 중복

성을 제거하는 움직임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움직임 예측에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식인 블록 정

합 알고리즘 이(block matching algorithm; BMA)[1]

주로 사용된다 블록 정합 알고리즘은 한 블록 내의.

모든 화소들이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블록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적은.

수의 움직임 벡터를 전송해야 하지만 예측 에러값은

그에 반해 커지게 된다.

블록 정합은 이전 프레임의 탐색 영역 안에서 현

재 프레임의 현재 블록과 가장 유사한 후보 블록을

찾는 과정이다 전역 탐색 블록 정합 알고리즘. (full

은 탐색search block matching algorithm; FSBMA)

영역 안의 모든 위치를 전부 검사하는 방식으로 최

적의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많은 계산적 부담은.

탐색 탐색 알고리즘 과 같은three-step [2], Cross [3]

탐색속도 개선측면의 블록 정합 알고리즘들의 동기

가 되어왔다 그리고 블록의 크기가 고정일 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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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변환을 기반으로 한 고속의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한One-bit

다 제안된 방법은 블록 내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로 변환한 후 움직임 예측을 수행. 8bit 1bit

한다 변환을 통한 영상의 단순화는 움직임 추정의 계산적 부담을 감소시켜 빠른 탐색을 가능. One-bit

하게 한다 그리고 블록 내의 움직임 정도를 미리 판별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적응적 탐색이 불필요한.

탐색을 제거하고 움직임이 큰 블록에서는 정합과정을 심화시켜 보다 정확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다.

본 제안된 방식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한 프레임당 적은 수의 블록으로 고정된 크기의 블록을 가진

전역 탐색 블록 정합 알고리즘 보다 예측 에러를 적게(full search block matching algorithm; FSBMA)

발생시켜 평균적으로 정도의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움직임이 많은 영상에서 뛰어난 효0.5dB PSNR . ,

과를 나타냈다.



의 국부적인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반영

하기 어렵고 낮은 전송률에서 블록화 현상 등의 화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변 블록

크기 모델도 연구되어 왔다(variable block size) [4].

이 방식은 전역 탐색 블록 정합 알고리즘 보다 더

적은 예측 에러값을 발생시키지만 계산적 부담이 따

른다.

본 논문에서의 블록 정합 알고리즘은 블록 내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로 변환한 후8bit 1bit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도록 한다 변환을 통. One-bit

한 영상의 단순화는 움직임 추정의 계산적 부담을

감소시켜 빠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블록.

내의 움직임 정도를 미리 판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적응적 탐색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탐색을 제거하

고 움직임이 큰 블록에서는 정합과정을 심화시켜 보

다 정확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장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2 , 3

즘에 대해 설명하고 장에서는 성능을 평가하며, 4 ,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블록 정합 알고리즘2.

블록 정합 알고리즘은 먼저 현재 프레임을 N×N

의 겹쳐지지 않는 블록으로 분할한 후 그림 처럼1

분할된 각각의 블록에 대해 이전 프레임에서의 그

블록과 가장 비슷한 블록을 찾는 방법이다.

(N+2w)×(N+2w)는 두 프레임사이의 블록이 움직

일 수 있는 최대 변위가 w인 탐색 영역의 크기를

의미한다 각각의 탐색 지점에서. MAD(mean

를 사용하여 식 과 같은 두absolute difference) (1)

블록 사이의 차분인 DBD(displaced block

를 계산한다difference) .

DBD(x,y)

=
1
N×N ∑

N-1

i=0
∑
N-1

j=0
|Fn(i,j)-Fn-1(i+x,j+y)|

x,y ∈ [-ω,-ω+1,...,ω-1,ω]

(1)

여기서 N은 블록의 너비와 높이를, Fn과 Fn-1은

각각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을 나타낸다. (x,y)

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움직임 벡터이다.

변환2.1 One-bit

변환은 정합과정에서의 계산량을 줄이기One-bit

위해 해당 블록과 탐색영역의 화소값을 의1bit

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 블록과Bit-plane .

탐색 영역의 은 식 를 통해서 얻어진다Bit-plane (2) .

B(i,j)=( )1, if x(i,j)≥M
0, otherwise

(2)

여기서 x(i,j)는 (i,j)번째 화소값을 의미하고, M은

그 블록의 평균 화소값을 의미한다 은 각. Bit-plane

각의 블록에 대해서 직관적인 블록의 정보를 나타낸

다 즉 탐색 블록의 이 탐색 영역 안에. , Bit-plane

있는 블록의 과 매우 다르다면 그 두 블록Bit-plane

은 유사한 이미지의 특징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블록 정합은 의. FSBMA

의 계산량 절감 효과가 있다 얻어진92 95% [4].～

을 통한 정합 과정은 다음과 같다Bit-plane .

단계 현재 블록과 그 블록에 대한 탐색영역1 :∙

의 을 생성Bit-plane .

단계 현재 블록의 과 탐색영역내의2 : Bit-plane∙

각각의 후보 블록들의 과의 비교Bit-plane .

단계 가장 많은 수의 가 일치된 상위3 : Bit∙ m개

의 후보 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를 저장.

단계 저장된 후보 블록들에 대한 를 계4 : DBD∙

산하여 최소의 값을 가진 블록을 정합된 블록DBD

으로 결정.

여기서 m값의 선택에 따라 계산량과 예측 에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에서는 정. 2 Bit-plane

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전역 탐색 방법.



블록내의 움직임 정보에 따른 적응적 정합3.

각각의 블록에 대해 일관된 움직임 예측을 하는

것은 정합의 속도면에서나 예측의 정확도 면에서나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움직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내의 움직임 정보

를 이용한 적응적 예측 방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

서는 정합 과정의 계산 속도 측면의 효율성과 예측

에러 감소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해 블록 내의 움직

임 정보에 따라 여러 가지 적응적 탐색 기법을 적용

한다.

움직임이 없는 블록 결정3.1

식 은 현재의 블록과 그 위치에 해당하는 과거(3)

프레임에서의 블록과의 를 계산하여 특정 문턱DBD

값보다 작으면 움직임이 없는 블록으로 간주하여 움

직임 벡터를 으로 주고 정합과정을 제외시킨다(0,0)

이는 움직임이 없는 블록에 대한 불필요한 정합[6].

과정의 계산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움직임이 있는.

블록에 대해서는 움직임 추정을 통해서 정합된 블록

과의 를 계산하여 블록 분할 및 적응적 탐색이DBD

이루어진다.

DBD(0,0)=
1

N2
∑
N-1

i=0
∑
N-1

j=0
|Fn(i,j)-Fn-1(i,j)|

if, DBD(0,0) ≤ THno-motion (3)

then, No motion searching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추정3.2

정합된 블록과의 값이 특정 문턱값 보다 클DBD

경우 식 와 같이 블록의 분할이 발생한다 분할된(4) .

블록의 탐색 후 값이 다시 문턱값 보다 클 때DBD

는 재분할이 발생한다 (BS0 ,BS1,BS2,BS3) 이러한 분.

할 방식은 상당한 예측에러의 감소를 가져온다.

if DBD(i,j) ≥ THsplit, Splitted
otherwise, Unsplitted

(4)

그림 은 블록 내의 움직임 정보에 따라 블록이 나3

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소 탐색 영역 크기 탐색 시3.3 subsampling, ,

작 위치 설정

화소의 비율과 탐색 영역 설정도 블subsampling

록내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 설정한다 화소.

비율은 계산량 절감에 직접적인 역할subsampling

을 한다 블록의 크기가 작으면 작아질 수록 움직임.

의 정도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의 단순화를bit

막기 위해서 식 에서와 같이 화소(5), (6)

율은 낮추고 탐색영역의 크기subsampling (wS0 ,

wS1 , wS2 , wS3 는 크게 설정한다 반대로 움직임) . ,

이 작은 큰 블록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BS0 - 4 : 1 pixel-subsampling

BS1 - 2 : 1 pixel-subsampling

(5)

그림 정합의 예2. Bit-plane

그림 번 프레임에 대한 블록 분할3. Claire 4



BS2, BS3 - No pixel-subsampling

wS0≤ wS1≤ wS2≤ wS3 (6)

탐색영역의 시작위치는 가장 상위 단계의 블록인

경우 영상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이용한 인접 블록들

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고 하위 단계의 블록인 경,

우 상위 단계에서 얻어진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다.

실험 결과 및 고찰4.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영상은 의CIF(352×288)

영상 번부터 번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제Claire 1 100 .

안된 알고리즘의 기본 블록 크기는 로 하였32×32

고 크기까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탐색, 4×4 .

영역의 크기 는 블록의 분할이 진행될수록 움직임ω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작은 블록으로 갈수록

탐색영역의 크기(wS0 =1, wS1 =2, wS2 =3, wS3 =4 )

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가장 큰 움직임 벡터의 크기.

는 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10 .

표 과 그림 는 제안 알고리즘과 블록의 크기가1 4

탐색 영역의 크기가 인 전역 탐색 알16 × 16, ±7

고리즘 과 비교를 나타낸다 의 도(FSBMA) . Bit-plane

입으로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안 알고리즘은

에 비해 적은 개수의 블록을 가지고 약FSBMA

정도의 개선을 볼 수 있다0.5dB PSNR .

결론5.

본 논문에서는 가변 블록 크기 및 적응Bit-plane,

적 정합 방식을 이용하여 한 프레임당 적은 블록수

를 가지고 적은 예측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고속의 움직임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

을 기반으로 블록 내의 움직임 정보에 따Bit-plane

라 적응적으로 탐색하여 효율적인 정합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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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FSBMA Proposed

PSNR 41.22 41.73

MSE/pixel 5.24 4.55

블럭수/Frame 396 213

표 2 영상에 대한 성능비교. Claire

그림 4 프레임별 평균 의 비교. M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