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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에서 움직임 검출과 장면 변환과 같은 이벤트를 압축된H.261

정보인 움직임벡터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알고리즘은 압축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성능 향상은 물론 움직임 검출 움직임 기간 검출 프, , I

레임 검출 등의 다양한 이벤트의 실시간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제 장 서론1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사용하는 압축기

술은 데이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

나 압축기술의 사용은 데이터의 압축과 복원과정에,

서 오는 시간적 지연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지연,

은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있어서

압축된 데이터가 갖는 장점보다 더 큰 문제점을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한가지 해결방법으.

로 복원된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압축된 영

상에서 얻는 방법을 통해 영상의 복원과정에서 오는

시간적 지연은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압축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압

축된 영상에서 압축정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의미정보의 검출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

다.

제 장 관련 연구2

이벤트 의 정의2.1 (Event)

동영상 압축 부호화의 표준인 이나H.261 MPEG

에서는 동영상의 시공간적인 정보의 중복성을 제거

하여 고압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움직임 추정 및 보

상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

술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움직임벡터는 압축된 동영

상에서 의미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벡터와 같은.

압축정보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는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의 의미정보를 이벤트 라 정의하고 정(Event)

의된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비디오에서 의미정보 추출 연구2.2

영역 분할을 통한 움직임 검출2.2.1

분할된 영역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 방법은 전체 프

레임을 비교하는 방법에 비해 빠르고 효율적인 성능

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영상에서 서로 다른 특징.

을 분할하기 위해 다음의 것을 이용한 영역분할 방

법들이 주로 사용된다.

밝기 값의 분포▸ 칼라 정보▸
윤곽▸ 혼합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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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
영역 분할이 이루지면 이동영역에서 추출된 차이

값들에 의해 이동물체를 추출하게 된다 비교 방법.

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차영상 분석에 의한 방법▸
광류 측정 및 분석에 의한 방법(Optical Flow)▸
블록 정합 알고리즘(Block Matching Algorithm)▸

이들 기법들은 동영상의 영역을 분할하는 효율적인

방법들이지만 밝기 칼라 윤곽 등의 정보는 압축되, ,

지 않은 비디오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압축되어 전송되어온 데이터는 복원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불필요한 시간적 지.

연은 멀티미디어의 큰 이슈인 실시간성을 구현할 수

없게 한다.

장면 검출2.2.2

복원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장면전환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화소 단위 비교법과 유사율 측정법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은 연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

이 있으나 비디오 데이터들 사이에 섬광이나 선명한

조명이 있을 경우 오류를 발생하는 단점과 저장공간

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2.3

기존 연구의 문제점2.3.1

압축된 데이터를 앞에서 언급한 비디오에서 이벤트

를 추출하는 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복

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하는 방법과 이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압축된 데

이터 속에서 이벤트를 검출하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압축된 영상에서 이벤트 검출 시 문제점2.3.2

움직임검출과 같은 이벤트에 있어서 단순히 동영상

에서 움직임만을 검출하는 방법은 움직임벡터를 이

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고 압축된 비디오영역의 분

할과 분할된 영역을 대표하는 움직임벡터를 추출하

여 수행시간을 줄임으로 향상된 움직임검출도 가능

하다 이벤트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영상에는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잡음은 움직임벡터나 계수에 영향을 미. DCT

치게 된다.

제 장 의 비디오에서 압축정보 추출 오토마타3 H.261

의 구조3.1 H.261 Data

은 다음과 같은 개의 계층 을 갖는다H.261 4 (layer) .

픽쳐 헤더와 들로 구성Picture: (Picture) GOB .▸
헤더와 들Group Of Block(GOB): GOB MB▸

헤더와 블럭 개의Macroblock(MB): MB (4▸
과 개의 들luminance block 2 color difference blocks)

실제 데이터를 갖는 계층Block:▸
움직임벡터 추출 오토마타3.2

Picture
Layer

GOB
Layer

MB
Layer

1 2 3

5

4

7

6

그림 움직임 벡터 추출 오토마타[ 3-1 ]

그림 은 움직임벡터 추출을 위한 과정을 간략[ 3-1]

히 오토마타로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상태는 자신의

계층 헤더를 처리하고 전이 가 일어난다(transition) .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를 찾은 경우Picture Start Code(PSC) Picture①

계층으로 전이가 일어난다.

를 찾은 경우 계층GOB Start Code(GBSC) GOB②

으로 전이가 일어난다.

를 찾은 경우 계층으로MB address(MBA) MB③

전이가 일어난다.

모션 데이터를 찾은 경우 마지막 상태로(Motion)④

전이가 일어난다.

다음 를 수행하기 위해 계층으로 전이가MB MB⑤

일어난다.

모션 데이터가 없는 일 경우 다음 가 수MB MB⑥

행되기 위해 계층 전이가 일어난다MB .

의 수행이 완료되면 다음 가 수행되기MB GOB⑦

위해 계층으로 전이가 일어난다GOB .

픽쳐 계층3.2.1

TR PTYPE
Source
Format
Check

CIF

QCIF

PEI PSPARE
ENDOF
PSPARE

20 bit 5 bit 3 bit

0

1

2 bit

0

01 1

1

그림 계층 오토마타[ 3-2 ]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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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지 않은 픽쳐수TR(Temporal reference):▸
픽쳐 종류에 대한 정보PTYPE:▸

PEI: Extra insertion information▸
PSPARE: Spare information▸

픽쳐 계층의 초기조건은 이며 의 값이PSC GBSC

나오면 계층으로 종료한다 픽쳐 계층에서Picture .

사용되는 거의 모든 헤더 값은 사용되지 않으며 단

지 소스의 형식만을 조사하여 와 의 개수를GOB MB

결정한다.

계층3.2.2 GOB

위치GN(Group Number): GOB▸
GQUANT: Quantizer information▸
GEI: Extra insertion information▸

계층의 초기조건은 며 가GOB GBSC MB Address

나오면 종료한다 의 모든 헤더는 사용되지 않. GOB

는다.

GN GQUANT
16 bit 4 bit 5 bit

GEI GSPARE
ENDOF
GSPARE

0

01 1

1

그림 계층 오토마타[ 3-3 ] GOB

매크로블럭 계층3.2.3 (macroblock)

MTYPE MQUANT MVD
VLC VLC 5 bits VLC

VLC

VLC

for MBA for MTYPE

for MTYPE

for MTYPE

for MTYPE

그림 계층 오토마타[ 3-4 ] Macroblock

에 대한 정보MTYPE: Type information. MB▸
MQUANT: Quantizer information▸
MVD(Motion Vector Data): MC(Motion▸

를 포함하는 모든 에 포함Compensation) MB

에 해당하는 값을 조사하여 해MB Address Table

당되는 코드값을 초기조건으로 가지며 움직임 벡터

를 찾으면 종료한다 의 을 나타내는. MB type

에 의해 움직임 벡터의 유무가 결정된다MTYPE .

제 장 움직임 검출4

영역 분할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4.1

인접 매크로블럭의 상관관계 이용 영역분할4.1.1

동영상의 인접한 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으므MB

로 비슷한 물체의 경계를 제외한 인접한 들은MB

비슷한 압축정보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들을. MB

일정한 수로 그룹을 지어 그 그룹을 대표하는 움직

임 값을 추출할 수 있다면 움직임을 추출하는 횟수

는 그룹의 수만큼만 수행하면 되므로 수행 횟수를

줄일 수 있다.

(a)

(b) (c)

그림 상관성에 의한 영역분할 예[ 4-1 ]

비디오의 한 프레임(a)

의 그룹(b)Macroblock

그룹을 대표하는(c) Macroblock

움직임벡터가 그룹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

한 개수의 를 결정하는 것이 이 방법에서 가장MB

중요하며 실험을 통하여 그 값을 구한다.

가중치에 의한 영역 분할4.1.2

or

(a)

(b)

(c)

(d)

그림 공간적 특성에 의해 가중치를[ 4-2 ]

부여한 영역분할 예

동영상은 중앙과 테두리 부분에 움직임이 많이 발

생하므로 각 부분에 가중치를 두어 영역을 설정하면

움직임벡터 추출 횟수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동영상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의 개수가 다른MB

그룹을 결정하고 각 그룹의 대표 움직임 벡터만을

추출함으로써 움직임벡터 추출횟수를 줄일 수 있다.

영역분할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4.1.3

먼저 동영상의 한 프레임이 전송되면 그 프레임의

움직임벡터를 추출하고 기존에 정해진 임계값과 비

교한다 움직임이 검출되면 이전 프레임에서 움직임.

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움직임이 없었을 경우만 움직

임의 시작을 알리고 이전 프레임에서 움직임이 있었

을 경우는 다른 처리를 하지 않는다 현재 프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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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으면 이전 프레임에서 움직

임이 있을 경우만 조사하여 움직임의 끝을 알리게

된다 이 방법은 구현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동 물체의 속도가 느리거나 움직임의 정지

가 자주 발생하면 이벤트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움직임 영역 추출을 통한 움직임 검출4.2

움직임 영역 결정4.2.1

동영상의 프레임에서 움직임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움직임벡터 추출(Motion Vector Data)①

움직임벡터의 잡음 제거②

움직임 영역 결정③

움직임 시작
Event Notify

움직임 검출Yes

움직임 발생
Flag == 1

No

영역 분할을 통한
움직임 벡터 추출

Yes

움직임 끝
Event Notify

No

움직임 발생
Flag = 0

움직임 발생
Flag = 1

No

Yes
움직임 발생
Flag == 1

그림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 4-3 ]

그림 의 와 같이 먼저 한 프레임 내에 존재[ 4-4] ⒜

하는 모든 움직임벡터를 추출한다 움직임벡터의 잡.

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추출된 움직임벡터의 평

균값을 결정하고 이 값의 일정 영역에 해당하는 벡

터만을 필요한 값으로 취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움직

임 영역을 축소한다 잡음을 제거하고 얻어진 움직.

임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영역을 결정한다.

움직임 영역 비교4.2.2

연속된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에서 움직임 영역이

결정된 경우 현재 프레임의 움직임을 비교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은 두 방법이 있다.

현재프레임에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 현재프레임:⑴

에서 움직이던 물체가 존재하고 물체의 움직임이 없

으면 결정된 움직임 영역과 같은 위치의 현재프레임

영역의 들은 움직임벡터가 없는 로 부호화MB Inter

되므로 현재프레임의 비교영역이 인지를 확인Intra

하여 움직임을 결정 할 수 있다.

현재프레임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현재프레임:⑵

에서 움직임이 검출되면 현재프레임에서 비교영역을

결정하고 비교하여 이전 프레임 물체의 지속적인 움

직임인지 새로운 물체의 움직임인지를 판단 할 수

있다.

(a) (b)

(c)

움직임 영역

그림 움직임 영역 추출의 예[ 4-4 ]

움직임벡터 추출⒜

움직임벡터 잡음 제거⒝

움직임 영역 결정⒞

움직임 영역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4.2.3

움직임 시작
Event Notify

움직임 검출

Yes

움직임 발생
Flag = 1

YesNo

No

영역 검출

영역 비교

움직임 벡터를 이용
한 이동 영역 추출

이동 영역 저장

Yes

움직임 끝
Event Notify

No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
Event Notify

움직임 발생
Flag = 1

이동 영역 저장

움직임 검출

No

움직임 끝
Event Notify

움직임 발생
Flag = 0

Yes

그림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 4-5 ]

이전에 움직임이 진행 중인지를 조사하여 움직임이

없었을 경우는 현재 프레임에서 움직임을 판단하게

된다 현재 프레임에서 움직임 있다면 현재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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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움직임 영역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움직임 영역은 다음 프레임.

과 비교되기 위하여 저장된다 이전에 움직임이 진.

행 중이었다면 현재 프레임에서 움직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없으면 움직임의 끝을 알리고 움직임이 있

으면 움직임 영역을 결정하고 움직임을 비교하여 같

은 물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같은 물체로 결정되.

면 이 영역을 저장하고 다른 물체로 결정되면 움직

임의 끝과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제 장 장면 검출 알고리즘5

장면 변화에 관한 검출은 자료구조에서H.261 MB

계층의 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 수 있다 비MTYPE .

디오에서 영상이 변화되면 변화된 블럭은 이전 프레

임 값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압축시 변화.

된 블럭은 로 부호화되며 이 정보로 장면의 변Intra

화를 추측할 수 있다 장면 변화의 정의는 두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프레임I▸ 새로운 물체의 등장▸
프레임검출은 그림 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I [ 5-1]

추출할 수 있다 프레임검출과정에서 프레임이 입. I

력으로 들어오면 움직임벡터 추출오토마타를 적용하

여 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 인지 검MTYPE MB Intra

사할 수 있으며 모든 가 이면 프레임을 검MB Intra I

출한 것이다.

I-Frame 검출
Event Notify

I-Frame 검출

Yes

No

한프레임의
Intra block 조사

그림 프레임검출 알고리즘[ 5-1 ] I

제 장 구현 및 결과6

영역분할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6.1

영역 분할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를 일정 수의MB

그룹으로 묶고 그 그룹을 대표하는 움직임벡터MB

를 추출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방법은 그림[ 6-1]

의 그림과 같이 잡음 적은 깨끗한 영상에서는 그룹

의 수만큼의 속도 향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림[ 6-1 ] Intra-Frame

그림 첫 번째 프레임과 그 움직임벡터[ 6-2 ]

그림 두 번째 프레임과 그 움직임 벡터[ 6-3 ]

그러나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일반영상

에서는 많은 양의 잡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잡음이

대표 움직임벡터로 결정되는 문제로 인해 움직임을

검출하는 성능은 모든 움직임벡터를 조사하여 결정

하는 것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영역 분.

할 방법으로 한 프레임을 영역으로 나누고 가중치를

두어 움직임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제 조건으로 카메

라의 움직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험 데이터로 사.

용된 깨끗한 영상에 대해서는 낮은 성능을 볼 수 있

었다.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a) (b)

그림 잡음 후의 움직임 벡터[ 6-4 ]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a) (b)

그림 움직임 영역 결정[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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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영역 추출을 통한 움직임 검출6.2

움직임 영역을 추출해서 비교하는 방법에 전제 조

건은 움직임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과 움직임은 평행

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실험 데이터로 사용한 그림. [

은 사람의 손과 탁구공 개의 움직임이 있으나6-1] 2

탁구공과 같은 작은 움직임은 잡음의 제거 과정이나

움직임 영역 결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잡음의.

제거 과정으로 중간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

은 연속된 프레임에서 발생할 수 없는 큰 움직임 벡

터와 아주 미세한 움직임 벡터를 잡음으로 결정하고

움직임 영역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

을 사용해서 그림 와 그림 의 잡음을 제거[ 6-2] [ 6-3]

하면 그림 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림[ 6-4] . [ 6-4]

의 의 경우는 움직임벡터가 군집해 있지만 의⒜ ⒝

경우는 아직도 분산된 움직임벡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벡터들은 잡음이 아닌 실제로 움직임이 있.

는 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분산된 벡터들은 움MB

직임 영역 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잡음 제거되면 움직임 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구현된 움직임 영역 결정은 그 이전 프레

임에서 결정된 움직임 영역의 위치부터 같은 크기의

움직임 영역을 현재 프레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의 각각의 프레임에서 결정된 움직임 영[ 6-4]

역은 그림 와 같다 그림 와 같이 영역이[ 6-5] . [ 3-5]

결정되면 이 영역이 물체의 계속적인 움직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된 움직임영역으로 물체의 이동.

방향을 계산하면 축으로 만큼 축으로 만큼X 0 Y -1

이동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두 번째 프레임에서

결정된 움직임벡터의 평균값은 는 는 이X 0.02, Y -1

다 따라서 이 두 움직임영역은 같은 움직임을 물체.

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결정 할 수 있다 움직임의.

영역을 결정해서 움직임을 결정하는 방법은 정확한

움직임 물체를 추출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움직임

물체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으며 움직임의 시종을

결정하는 이벤트추출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블럭

만 계산하므로 이벤트추출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지는 전제조건으.

로 인하여 카메라에서 전송되어 오는 일반적인 데이

터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제 장 결론7

이 논문에서는 압축된 동영상을 복원과정을 거치지

않고 압축정보인 움직임벡터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벤트.

의 하나인 프레임 검출은 간단하게 움직임벡터의I

유무를 조사하여 검출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하는 알고리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

든 움직임벡터를 조사하는 방법을 단순히 움직임을

검출에 이용하면 간단하고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얻

을 수 있으나 움직임 기간의 판단과 같은 다른 이벤

트 검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움직임 영역을 결정하여 이벤트를 검출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구현하여 가능성을 증명하

였다 움직임벡터는 압축된 영상의 복원을 위한 필.

수 정보로 사용된다 따라서 압축된 영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움직임벡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여

러 물체의 이동 검출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검출을

위해서는 움직임벡터와 다른 압축정보의 더 깊은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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