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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추정을 한 탐색 역내의 스캔 방법을 움직임 벡터가 나올 확률에 근거하여 

가변 으로 용하여 불필요한 후보 블록을 제거하는 PDE(patial distortion elimination) 기반의 고속 블

록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불필요한 계수를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하여 탐색 역 안에서 움직임 벡터가 존재 할 확률이 가장 높은 역은 역 탐색을 용하고, 
움직임 벡터가 존재할 확률이 낮은 역은 한 픽셀 건  뛰어서 블록 정합하여 계산 비용을 효율 으

로 감소시켯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극히 낮은 화질 하를 가지며, 기존의 H.264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 탐색 알고리즘에 비해 P 임의 경우 85% 이상의 계산 비용 감소가 있어 H.264를 이용하는 비

디오 압축 응용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동 상의 경우 

방 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 부호화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0년 에 들어오

면서 비트 고효율을 지향하는 압축 표 들  가장 최

근의 동 상 압축표 으로 H.264가 표 이다. H.264 동

상 표  부호화 방식은 기존의 동 상 부호화 방식인 

MPEG4 Part 2 방식보다 압축 효율을 50% 향상 시키는 

방법인데, 압축 효율에 비례하여 압축을 하여 필요로 하

는 시간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수배 이상을 요구한다.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수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 

에 가장 큰 것이 움직임 측이다. H.264에서 사용되는 

무손실 움직임 측 방법은 역 탐색 방법(full 

search), 고속 역 탐색 방법(fast full search)있다

[1-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264에서 쓰이는 무손실 움직임 

측 방법에서 계산 비용을 보다 많이 이면서 낮은 화

질 열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H.264에서  역 탐색(full search)에서 사용되는 탐색을 

움직임 벡터가 있는 확률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여 계산

비용을 다. 제안한 방법은 H.264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고속 움직임 추정 방법에 용하면 빠른 움직임 추정이 

가능하다.

2. 제안한 고속 움직임 측 방법

   비디오 상에서 이  임과 재 임간의 상  

계를 실험 으로 고려해 보면 임 사이의 움직임은 

매우 작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 압축 표 에서는 임

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 어서 이  블록과 재의 

블록간의 움직임 차이를 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움직임 차

이는 매우 다. 이러한 비디오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움직임 측을 구 하는 것은 요하다. H.264 압축 표  

소 트웨어인 JM15에서 움직임 측을 한 기본 단 인 

매크로 블록에서 재의 매크로 블록을 이 의 매크로 블

록과 유사성을 측정하여 가장 유사한 매크로 블록을 재

임의 매크로 블록 신하여 부호화에 사용된다. 이때 

재 임의 매크로 블록과 이  임 체 매크로 

블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 를 정하여 그 

범  안에서의 매크로 블록사이의 오차를 계산하게 되는

데, 이 역을 탐색 범 (search range)라고 한다. 탐색 범

내의 모든 매크로 블록을 다 검사하여 재의 매크로 

블록과 탐색 역 내의 매크로 블록 사이의 오차가 가장 

은 매크로 블록이 재의 매크로 블록과 가장 유사하다

고 할 수 있고, 이 때 재의 매크로 블록과 이  임

의 매크로 블록간의 정합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이 게 

체를 다 탐색하여 최소의 에러를 가지는 매크로 블록을 

찾는 방법을 역 탐색이라고 하고, 보다 빠르게 탐색하

기 하여 큰 에러를 가지는 매크로 블록을 우선 제거하

는 것이 고속 움직임 측 알고리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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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H.264에서의 탐색 역내의 스캔하는 

과정을 개선하여 에러가 높은 부분에 하여 부분 으로 

스캔을 하고 에러가 은 부분에 하여 역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움직임 측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계산 

비용을 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재 임의 매크로 블록과 이  임의 매크로 블록사

이에서 정합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범 인 1～5까지

의 범  내에서는 체 검색을 통하여 세 하게 오차를 

계산하고 그 밖의 범 에서는 한 화소씩 건  뛰면서 오

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3.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H.264에서 사용되는 역 

움직임 탐색  고속 움직임 탐색과 비교하기 하여 

QCIF(176*144), SD(704*480)의 크기를 가지는 상을 

상으로 실험하 다. 한 실험을 하여 2.20GHz를 동작

속도를 가지는 Intel Core2Duo T7500 CPU가 장착된 컴

퓨터를 사용하 고, 표2는 실험을 한 H.264에서의 설정

을 나타내었다. 

Feature Parameter

Symbol mode CABAC

Search mode
full, fast full,

proposed

Search Range 32

Loop Filter ON

RD Optimization OFF

<표 1> 실험에 사용된 설정 라미터

    

실험은 H.264 부호기에서 움직임 측이 시작하는 부분에

서 움직임 측이 완료되는 시 까지의 시간을 Microsoft 

Visual C++ 2005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타이머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에 의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Resolution Search mode
PSNR

(dB)

Encode 

time

(ms)

Motion 

estimation 

time(ms)

176x144

(QCIF)

Full search 36.455 4,420 4,256

Fast full search 36.509 1,044 882

Proposed search 35.830 620 454

704x480

(SD)

Full Search 35.652 62,890 60,703

Fast full search 35.649 14,068 11,963

Proposed search 35.951 10,307 7869

<표 2>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 비교(P frame)

Resolution
Search 

mode

PSNR

(dB)

Encode 

time

(ms)

Motion 

estimation 

time(ms)

176x144

(QCIF)

Full 

search
35.973 9,788 9,655

Fast full 

search
36.009 4,045 3,909

Proposed 

search
35.086 2,254 2,117

704x480

(SD)

Full 

Search
34.331 157,040 155,155

Fast full 

search
34.336 51,492 49,582

Proposed 

search
35.951 33,242 30,957

<표 3>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 비교(B frame)

   

   실험 결과 JM15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역 탐

색과 비교하여 처리 시간의 상당한 감소가 있음을 보 다. 

SD 의 P 임의 경우 역 탐색과 비교하여 13%의 

계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 고, 고속 역 움직임 탐색

과 비교하면 66%의 계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추정을 한 탐색 역내의 스

캔 방법을 움직임 벡터가 나올 확률에 근거하여 가변 으

로 용하여 불필요한 후보 블록을 제거하는 PDE 기반의 

고속 블록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 H.264
에서 사용되는 역 탐색 알고리즘에 비하여 낮은 화질 

하를 가지며, P 임의 경우 85% 이상의 계산 비용 감

소가 있어 H.264를 이용하는 비디오 압축 응용 분야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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