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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264 표준화 기구인 Joint Video Team(JVT) 권고안의 정수 단위 화소 움직임 예
측을 위한 Unsymmetrical-cross Multi-Hexagon-grid Search(UMHexagonS) 알고리즘에서 Uneven Multi-
Hexagon-grid Search(UMHGS) 부분을 개선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전 프
레임의 동일위치 또는 상위 모드에서 이미 선택된 움직임 벡터(MV: Motion Vector)를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 비(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 및 평균 비트 율(Average Bitrates)을 유지하면서, 
현재 매크로블록의 검색영역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은 Full Search 
Block Matching Algorithm(FSBMA) 및 UMHexagonS 알고리즘의 integer pel 에 대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연산횟수로 비교평가 하였다. 그 결과, FSBMA 에 비하여 평균 97.64%, 
UMHexagonS 에 비하여는 평균 17.48%의 연산횟수를 감소시키는 우수함을 보였다. 

 

1. 서론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미디어에 저장하기 위한 필
요성으로 인해 영상압축기술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H.261, MPEG-1, MPEG-2, H.263, MPEG-4 그리고 
H.264 는 익히 잘 알려진 영상압축 알고리즘에 대한 
표준들로서, Hybrid block-based MC(Motion 
Compensation)/DCT(Discrete Cosine Transform)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1]. 이중 H.264 는 최신의 영
상압축 표준으로서 국내에서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표준 영상

압축 알고리즘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H.264 는 이전의 압축 알고리즘들과 동일하

게 비디오 통신분야에 대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높은 압축효율을 얻기 위해 기존의 압축표준들과 
달리 움직임 예측(ME: Motion Estimation)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추가 되었는데, 가변블록 움직임 보상

(MC), 1/4 화소 정확도를 갖는 MV, 그리고 복수참조 
영상과 같은 방법들이 이에 해당한다[2]. 

일반적으로 Hybrid block-based MC/DCT 부호화 방
법에서는 움직임 보상을 위한 ME 가 압축수행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H.264 의 경우에는 기
존의 압축표준들과 달리 위에서 설명한 추가적인 
ME 방법들로 인해, ME 가 전체 압축수행시간의 
60~80% 이상을 차지한다[3]. 그러므로 H.264 를 실시

간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ME 의 수행속도 향상

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고속 움직임 예측

(FME: Fast Motion Estimation) 알고리즘이 제안되고 있
다[4][5][6][7][8]. 

UMHexagonS 알고리즘은 위에서 언급했던 FME 
알고리즘들 중의 하나로 H.264 표준화 기구인 JVT
의 권고안으로 채택되었다. UMHexagonS 알고리즘 에
서는 인코딩시간을 줄이기 위해 MV 예측, 예측된 
SAD 값을 이용한 early termination, 그리고 3 단계로 
이루어진 검색패턴을 이용한 검색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UMHGS 부분에서는 성

능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MHexagonS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이전 프레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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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치 또는 상위 모드에서 이미 선택된 MV 를 
이용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의 검색영역을 줄이는 FME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FSBMA 및 UMHexagonS 알고리즘과 비교하

여 PSNR 과 평균 비트 율을 유지하면서, FSBMA 에 
비하여 평균 97.64%, UMHexagonS 에 비하여는 평균 
17.48%의 SAD 연산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UMHexagonS 알고리즘의 주
요부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3 장에서 UMHGS 알
고리즘과 이를 개선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수행절차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FSBMA 
및 UMHexagonS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
능을 PSNR 및 평균 비트 율과 정수 단위 화소 검색

에 대한 SAD 연산회수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5 장

에서 결론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2. Unsymmetrical-cross Multi-Hexagon-grid Search 

2.1 UMHexagonS 알고리즘 

UMHexagonS 알고리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움직임의 처리를 위해 예
측된 MV 에 의해 결정된 검색 시작점들에서 
Diamond Shape Search(DSS) 형태의 4 점의 위치에서 
검색을 수행하고, 두 번째는 비정형적인 움직임의 처
리를 위해 3 단계로 나뉘어 UMHGS, Extended 
Hexagon-base search(EHS) 그리고 DSS 를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 선택된 MV 는 다음 단계의 검색 시작점으

로 이용된다. (그림 1)은 UMHexagonS 알고리즘의 순
서도이다. 
 

 

(그림 1) UMHexagonS 

전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동안 이전 프레임과 상위

모드의 SAD 값 그리고 median 연산된 SAD 값을 이용

하여 두 번의 early termination 을 수행한다[7][9]. 
 
 

2.2 검색 시작점 예측 

UMHexagonS 알고리즘은 최소의 검색시간으로 최적

의 MV 를 구하기 위해 2.1 절에서 언급한 첫 번째 
부분에서 사용되는 검색 시작점 예측을 다음과 같은 
4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Median prediction 은 현재 블록과 주변 블록 사이의 
공간적 연관성을 이용하여, 이미 인코딩된 현재블록 
주변에 위치한 블록들의 중간 값을 갖는 MV 를 선
택하게 된다. 

▪ MVpred = median(MVa, MVb, MVc) 

Up-Layer prediction 은 매크로블록의 크기로 구분되

는 7 가지 모드 사이의 연관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크기가 작은 하위모드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상위 모드의 
MV 를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 Mode2,3 - Mode1 사용 ▪ Mode4 - Mode2 사용 
▪ Mode5,6 - Mode4 사용 ▪ Mode7 - Mode5 사용 

 
 (그림 2) (a) Up-Layer (b) Neighboring Ref-frame 

Corresponding-block prediction 은 참조프레임의 동일

한 위치에 존재하는 매크로블록의 MV 를 현재 프레

임의 매크로블록 인코딩의 검색 시작점으로 선택한

다. 
▪ MVpred(t) = MVt-1 

Neighboring Ref-frame prediction 은 연속적인 프레임

들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참
조프레임들 사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매크로

블록의 MV 에 대해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예측한

다. 

▪ MVpred(t) = MVt'+1
1'
'
−−

−
×

tt
tt

 

2.3 Uneven Multi-Hexagon-Grid Search (UMHGS) 

2.1 절에서 언급한 두 번째 부분인, UMHGS 의 기본

적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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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MHGS (검색영역 w = 16) 

UMHGS 는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검색 시작점으로

부터 검색을 시작하며,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수
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로방향의 길이가 세로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비대칭적 십(十)자 모양의 검
색을 수행하고(1),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영역이 2
인 전역 검색(Full Search)를 수행한다(2). 세 번째 단
계에서는 (그림 3)의 (3)과 같은 Uneven Hexagon 
Pattern(UHP)의 16 개 점에 대한 검색을 수행한다. 이
때 hexagon 의 크기가 1 에서부터 w/4 까지의 비율로 
확장되면서 반복적인 검색을 수행하게 되고, 검색한 
점들 중 minimum SAD 값을 갖는 위치를 UMHGS 의 
다음 단계인 EHS 의 검색 시작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UMHGS 에서는 ( 4162516 w×++ ) 의 정
수 단위 화소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3.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UMHexagonS 알고리즘 가운데 
UMHGS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PSNR 과 평균 비트 율
은 유지하면서 integer pel 에 대한 연산 량을 줄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이전 프레

임의 이미 선택된 동일 위치의 매크로블록 또는 상위

모드의 MV 를 이용하여 UMHGS 의 UHP 의 검색영역

을 줄이는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매크로

블록은 이전 프레임의 동일한 위치 또는 상위 모드에

서 선택된 MV 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연관성을 이용하여 검색영역을 줄이는 것
이 가능하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4) Fast UMHGS 

최초 검색영역의 결정에 사용될 predicted 
MV(pMV_x, pMV_y)를 선택한다. 현재의 매크로블록

이 16x16 인 경우, 상위 모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매크로블록과 동일한 위치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MV 를 선택하고, 그 외의 모드인 
경우 이전 프레임에서 상위모드의 매크로블록에 대
한 MV 를 선택한다. 선택된 MV 를 이용하여 검색할 
영역에 대한 사분면을 결정하고, 검색영역의 확장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검색영역이 결정되면 minimum 
SAD 값을 찾아내기 위해 최소 ( 45 w× )에서 최대 

( 49 w× ) 크기의 정수 단위 화소에 대한 검색을 수
행하게 된다. 

 
3.2 검색영역의 결정 및 확장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ME 의 수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색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5)
는 검색영역의 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특
별히 (그림 5)⒝의 경우, 연속적인 두 개의 참조 프
레임에서의 MV 의 크기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검
색 영역을 결정 한다. 

 

 
(그림 5) Extend search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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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 Size Tot. frm.  PSNR Bitrate PSNR Bitrate PSNR Bitrate 
carphone 381 39.06 150.83  39.04 151.18 39.02 150.95 
container 299 38.96 37.41  38.96 37.42 38.98 37.30 
foreman 399 38.20 133.97  38.19 133.85 38.19 134.33 

news 299 38.96 73.39  38.92 73.45 38.94 73.55 
silent 

QCIF 

299 38.03 82.86  37.99 83.43 38.01 83.33 
mobile 299 35.07 1487.42 35.06 1484.30 35.06 1484.65 
paris 299 37.61 472.58  37.60 473.75 37.59 4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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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1127.71 

(그림 7) 실험 결과(QP = 28, Freq. = 30Hz) 

검색할 사분면의 결정을 위해 선택된 pMV(pMV_x, 
pMV_y)의 x/y 성분의 부호에 따라 (그림 5)⒜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사분면을 결정한다. 
사분면이 결정되면, 검색영역의 확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pMV 의 x/y 성분에 대한 절대값 |pMV_x|와 
|pMV_y|를 구하여 이들의 차이 값을 이용해 (그림 5)
⒝⒞⒟⒠와 같이 종/횡으로의 확장을 검토한 후, 결정

된 검색영역에 대해 minimum SAD 값을 구하기 위한 
검색을 수행한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JVT 에서 참고 소프트웨어로 공개한 
JM 10.1 을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벤치마크로는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 개의 QCIF 및 3 개의 CIF test 
sequence 들을 사용하였다. 
 

 

(그림 6) 실험 결과(SAD 연산 횟수) 

 (그림 6)은 각 벤치마크에 대해 UMHexagonS 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경우의 SAD 연산 횟
수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FSBMA 에 
비해 평균 97.60%, UMHGS 알고리즘에 비해 16.14%
만큼의 SAD 연산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각 벤치마크에 대해 FSBMA, 
UMHexagonS, 그리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경우의 PSNR 과 평균 비트 율을 나타내는데, 평균적

으로 FSBMA 에 비하여 -0.2dB/+0.13kbit/s, 
UMHexagonS 에 비하여는 0.0dB/+0.10kbit/s 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이미 선택된 동일 위치

의 매크로블럭 또는 상위모드의 MV 를 이용하여, 
UMHGS 에서의 검색영역에 대한 형태를 결정하고, 
현재 매크로블록의 검색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정수 
단위 화소에 대한 SAD 연산횟수를 줄이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PSNR 및 평균 비트 율은 유
지하면서, FSBMA 에 비해 97.64% UMHexagonS 알고

리즘에 비해 17.48%의 연산횟수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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