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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일 임 내에서 인 한 매크로 블록 간의 움직임의 유사도를 이용한 개선된 PDE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불필요한 후보 블록을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하여 인 한 매크로블록간의 유사도를 고려하여 인  4개의 매크로블록 가운데 서  블록간 최  복

잡도를 가지는 서 블록의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와 개선된 매칭스캔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 으로 계산량을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화질의 하 없이 기존의 PDE 알고리즘에 비해 55% 

이상의 계산량을 으며, MPEG-2  MPEG-4 AVC를 이용하는 비디오 압축 응용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은 가운데 가장 표 인 

블록매칭 알고리즘인 역 탐색 방법은 최 의 성능을 보이

지만 매우 많은 계산량을 가지는 단 이 있다. 이러한 특징

이 실시간 비디오 코딩에서 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고속 움직임 추정 알고

리즘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PDE알고리즘은 

역 탐색 방법에 비해 측화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산량의 감소가 다른 고속 알고리즘에 비해 작은 단 을 

가지고 있다[1-2]. 이러한 PDE의 계산량을 보다 많이 이

기 하여 NPDS(normalize partial distortion search)[3] 기

반으로 인  매크로블록들 가운데 최소 SAD값과 서 블록

의 비율(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CDF)[4]을 고

려하여 최소SAD값에 용하여 보다 빠르게 후보블록을 

제거하는 고속 PDE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제안한 알고리즘

 기존의 NPDS 방법은 PDE방법에 비해 보다 많은 계산량 

감소를 가지지만 서 블록별 비교를 통한 측화질의 손실

이 발생한다.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측화질의 손실을 막

고 계산량 감소를 이루기 해서 인 한 매크로 블록 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그림 1과 재 매크로블록의 인  4개

의 매크로블록을 참조블록(UpperLeft, Upper, UpperRight, 

Left)로 구성하고 각 참조블록의 복잡도를 참조하여 재 

후보블록을 응 으로 제거한다. 그림 1에서 재 매크로 

블록의 이웃한 4개의 매크로 블록은 식 (1)와 같이 네 개

의 참조 매크로블록의 CDF값 가운데 서 블록별 최 값

을 구하여 후보블록의 서 블록별로 값과 CDF값

의 곱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빠르게 후보블록을 제거할 

수 있다.

Upper
Left Upper Upper

Right

Left Current
MB

(그림 1) 참조 블록과 CDF를 용할 매크로 블록

    _ 
 
_ 
 

(1)

 기존의 서 블록 매칭방법은 하나의 서 블록에 복잡도

가 집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복잡도의 집 은 

NPDS 기반 방법에서의 측화질 손실의 원인이 된다. 제

안한 방법은 이러한 복잡도가 서 블록별로 고르게 분포

하도록 하기 하여 기존의 normalized 스캔방법을 개선하

여 normalized 스캔방법을 기반으로 그림2와 같이 서 블

록별 4×4 디더링 스캔 순서를 용하여 서  블록 매칭 

시 CDF값이 기 매칭에 모여 원하지 않는 후보 벡터가 

제거 되지 않도록 매칭순서를 정하 다. 서 블록의 매칭

순서는 값의 서 블록별 복잡도 순서 로 지정하

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의 경우도 모든 경우의 후보블록

에 용되지는 못한다. 최  매칭되는 서 블록의 경우 복

잡도가 큰 값을 가지는 부분 SAD가 존재할 수 있다. 따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146 -



라서 부분 값에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계수 값을 

곱하거나 더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각 서 블

록의 크기의 반인 1/32을 보정 값으로 더하 다. 제안한 

방법은 식(2)과 같이 구할 수 있다.

__(a)매칭 순서     (b)첫 번째 매칭 

(그림 2) 디더링 매칭 스캔 방법

    
    

     (2)

4.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100 임의 

QCIF 테스트 비디오 시 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 다. 매칭 

블록의 크기는 16×16이며, 탐색 역의 범 는 ±7 화소이

다. 실험 결과는 계산된 평균 행의 수와 PSNR차이로 나타

내었다. 계산된 평균 행의 수는 하나의 스캔 블록에서 계산 

되는 수치이다. 표 1은 30fps에서 모든 상 시 스의 서  

블록에 해 역탐색방법, 순차 인 PDE 방법과 복잡도 

기반의 PDE방법[2], 하다마드 행렬을 사용한 방법[4], 제안

한 방법의 계산된 평균 행의 수를 보여 다. 모든 수치는 

부가 인 계산을 고려한 값이다. 표 1에서 30fps의 경우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PDE알고리즘보다 33∼63%의 

계산량 감소를 보 다. 

 

Seqs.
Foreman Car

 phone Trevor Claire Akio Grand
maAlgs.

Original FS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PDE(sequential) 4.03 4.21 3.13 3.88 1.63 4.12

PDE(complexity) 3.13 3.06 2.21 3.24 1.24 3.48

PDE(hadamard) 3.79 3.66 2.90 3.78 1.89 3.75 

proposed 1.64 1.84 1.35 1.45 1.09 2.01 

<표 1> 30fps 상 시 스에서 서  블록에 해 

다양한 매칭 스캔의 계산된 평균 행의 수.

Seqs.
Foreman Car

 phone Trevor Claire Akio Grand
maFreq

30 fps 0.0005 0.0004 0.0006 0.0026 0.0001 0.0001

<표 2> 상 시 스에서 FS와 제안한 방법의 PSNR차.

 

표 2는 30fps에서의 기존의 역탐색방법과 제안한 방법

의 PSNR 차이다. 제안한 방법은 역탐색 방법과 비교하

여 상의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계산의 복잡도를 제거하기 하여 참조 서 블록과 

재 서 블록간의 값과의 CDF를 이용하여 블록

별로 응  임계치를 구하여 화질의 감소 없이 우수한 

계산량의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DE알고리즘의 계산량을 이고 

동시에 동일한 측화질을 얻기 해, 개선된 서 블록 매

칭스캔을 통한 고속 PDE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기존의 

PDE 방법보다 불필요한 계수를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하여 인  매크로 블록간의 유사도를 고려하여 인  매크

로블록들의 서 블록과 최소 SAD의 CDF값을 사용하여 

후보블록을 서 블록단 로 효율 으로 제거함으로써 

역 탐색방법과 거의 유사한 PSNR을 유지하면서 효율 으

로 불필요한 계산량을 다. 제안한 방법은 측 화질의 

하 없이 기존의 PDE방법보다 55%이상의 계산량을 

으며, 기존의 다른 고속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에 용하

면 보다 많은 계산량 감소가 기 된다. 한 MPEG-2  

MPEG-4 AVC를 이용하는 비디오 압축 응용분야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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