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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rate-distortion optimization 

that is considered sequence statistics(complexity) to 

choose the best macroblock mode decision in H.264.  

  In previous work, Lagrange multiplier is derived 

by the function of constant value 0.85 and QP so 

that is not the proper Lagrange multilplier for any 

image sequence. The proposed algorithm solves the 

problem by changing constant value 0.85 into 

adaptive value which is influenced by image 

complexity, and by reducing the encoder complexity 

to estimate the image statistics with the 

multiplication of transformed, quantized rate and 

distortion. Proposed algorithm is achieved the 

bit-rate saving up to 5% better than previous 

method. 

I. 서론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 으로 고화질 서비스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응용 분

야에 맞추어 여러 가지 압축 표 안들이 제안, 규격화 

되고 최근에는 새로운 압축 표 안인 H.264(MPEG-4 

part 10/Advanced Video Coding)가 기존 압축 표 안

들의 안으로 부각되었다[1].  

  H.264는 인트라 측, 움직임 보상을 한 다양한 

블록 크기, 다  참조 화면, 비트 율-왜곡 최 화 기법 

등을 사용하여 40% 정도의 비약 인 압축 효율을 보

지만, 기존의 압축 표 안들에 비해 많은 모드들  

최 의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H.264 부호화기의 성능

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라그랑지 승수를 이

용한 비트 율-왜곡 최 화 기법이 제안되었다[2][3].

  본 논문에서는 비트 율-왜곡 최 화 기법에 사용되

는 라그랑지 승수를 매크로블록의 통계 인 특성에 따

라 변화시켜 보다 효율 인 모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II. 본론

2.1 기존의 라그랑지 승수 결정 방법

  기존의 비트 율-왜곡 최 화 기법에서 사용되는 라

그랑지 승수는 비트 율과 왜곡에 한 가 치를 의미

하는 상수이기 때문에 라그랑지 승수에 따라 비트 율-

왜곡 비용 함수의 값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최  모드

를 다르게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라그랑

지 승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부호화기에 들어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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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으로 얻어진 이론

인 비트 율-왜곡 함수를 이용하여 라그랑지 승수를 

×
 으로 결정하 다[3]. 하지만 움직임이 은 

상에 해서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 이 있다. 한 

0.85 라는 상수로 라그랑지 승수를 결정하 기 때문에 

하나의 비디오 시 스 내에도 서로 다른 통계 인 특

성을 갖는 장면들이 생기는 경우 응 으로 라그랑지 

승수를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4].

 2.2 제안하는 라그랑지 승수 결정 방법

  실제 움직임이 많거나 복잡한 상에서는 비트 율과 

왜곡이 높게 나타나고 움직임이 거나 평탄한 상에

서는 비교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의 통계  특

성  상의 복잡도(Variance,)를 고려하여 실제 

상에 의해 얻어지는 비트 율-왜곡 함수에서 라그랑지 

승수를 와 의 함수로 도출하여 실제 매크로블록

의 특성에 맞는 라그랑지 승수를 결정하 다. 식(1)은 

를 매번 연산하는 부담을 이기 해 을 반 한

다[5][6].

  ×                     (1) 

  ×   ×      (2)

 

그림 1. 와 의 계

  따라서 최종 인 라그랑지 승수는 그림 1과 같이 

linear regression 방법을 통해 식 (2)를 통해서 구한다.

Ⅲ.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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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트 율-왜곡 그래 (news 상)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그림 2를 통해 기존에 고정된 

상수를 사용하는 라그랑지 승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보다 좋은 비트 율-왜곡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H.264에서 매크로블록의 복잡도(Var-

iance:)를 고려한 최 의 매크로블록 모드 결정 기법

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비트 율-왜

곡 최 화 이론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상수 값 0.85를 

상의 복잡도에 따라 응 으로 변화시켜 재 매크

로블록을 부호화하면서 라그랑지 승수를 결정하게 하

여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비트 율을 최  5 % 감소시

켰다. 하지만 모드를 결정하기 한 라그랑지 승수는 

비트 율과 왜곡 간의 가 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라그

랑지 승수의 결정으로 비트 율을 조 할 수 있기 때문

에 비트 율 할당 기법(Rate Control)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는 본 논문의 정확한 복잡도 

측 방법 개선과 라그랑지 승수의 변화를 통한 비트 

율 할당 기법을 목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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