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2009. 11)

모바일 영상통화 환경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변환을 

이용한 객체기반 비디오 CODEC 설계

성혜*, 장 주*, 서용수**, 이석환***, 권기룡*

*
부경 학교 컴퓨터공학과

**동서 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자공학과
***동명 학교 정보보호학과

e-mail : shjeon@pknu.ac.kr krkwon@pknu.ac.kr 

Design of Object-based Video CODEC Using Hybrid Transform 

for the Mobile Video Telephony Environment

Sung-Hye Jeon
*
, Bong-Joo Jang

*
, Yong-Su Seo

**
,

Suk-Hwan Lee***, and Ki-Ryong Kwon*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모바일 환경 상에서 상통화는 제한된 역폭  손떨림 상 등의 문제로 인하여 품질의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상통화 환경에서 향상된 품질의 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요 

객체와 비 요 객체를 구분하여 분리하며, 요 객체에 해서는 고화질을 갖도록 하는 비디오 압축 

방법을 제안한다. 매 임 마다 요 객체와 비 요 객체를 분리하며, 분리된 객체는 다른 비트율과 

화질을 갖도록 각 객체에 합한 변환 커 을 용하여 부호화 차를 달리한다. 요 객체는 압축, 

고화질을 가지도록 부호화하며, 비 요 객체에 해서는 고압축, 화질을 가지도록 부호화함으로써 

제한된 역폭 내에서 비트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1. 서론

   최근 3G 통신 기술의 상용화로 모바일 단말 상에서 상

통화 서비스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모바일 단말 상에서의 화상 화  동 상 

촬 , 재생, 송을 한 비디오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은 

그 발  속도에 비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

는 것이 재의 실정이다. 한, 재 다수의 모바일 단말

에서 사용되는 MPEG4-Visual, H.263, H.264 등의 비디오 코

덱 역시, 모바일 특성상의 S/W, H/W 인 부담으로 인해 

최 의 화질, 해상도  성능으로 제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 원활한 화상 화를 서비스 하는데  

가장 큰 제약사항이 스트리  역폭이다. 스트리  역폭

은 재 WCDMA과 HSDPA  WiBro의 상용화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무선 환경 자체가 유선에 비해 

역임은 부정할 수 없는 실이다. 재의 모바일 상통화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덱들 역시 제한된 역폭 하에서 

blocking error, 낮은 선명도, 끊어짐 상과 같은 심각한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 리드 변환을 이용한 객체기

반의 비디오 압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요/비 요 객체를 분리하여, 제한된 역폭 내에서 객체

의 비트율을 달리함으로서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비트율을 

조 하도록 한다. 요객체에 해서는 압축을 수행하여 

높은 비트율을 부여하여 고화질을 갖도록 하 으며, 비 요 

객체에 해서는 고압축을 수행하여 낮은 비트율을 가지도

록 하 다. 실험에서는 모바일 상통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H.263 코덱과 비교실험을 하 으며, 동일한 비트율 상에서 

요객체 역의 화질을 비교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

법의 요 객체 역의 화질이 우수하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객체 기반 white balance 기술 등 추

가 연구를 통해 더욱 향상된 품질의 상통화 서비스를 제

공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하는 비디오 코덱

2.1 Data Structure 설계

   제안하는 비디오 코덱의 인코딩과 디코딩을 한 데이

터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H.264의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구조[1]를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이 재정

의하여 설계하 다.

(그림 1)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의 데이터 구조

(그림 2) NAL unit type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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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ncoder 설계

   제안하는 비디오 코덱은 요 객체에 해 압축을 수

행하여 고화질의 가지도록 부호화하며, 비 요 객체에 해서

는 고압축을 수행하여 제한된 역폭 내에서 비트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비디오 코덱의 체 부호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입력 비디오 상으로부터 각 임은  

요 객체와 비 요 객체로 분리된다. 상통화 환경을 고

려하여 요 객체는 얼굴이 포함된 사람으로 설정하 으

며, 비 요 객체는 사람을 제외한 배경으로 설정하 다. 

각 객체에 합한 변환 커 을 용함으로서 압축 차를 

달리 수행하 다. 요객체에 해서 압축효율을 고려하여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기반의 블록단  부호화 

방법을 용하 으며, 비 요 객체에 해서는 고압축시 

발생하는 blocking error를 없애기 해서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기반의 임 단  부호화 방법을 

용하 다[2]. 요 객체는 DCT 변환 후 양자화를 수행

하며, 양자화 라미터 값을 조 함으로서 압축률  화질

을 결정하도록 하 다. 비 요 객체는 Zero-tree Coding 

기법[2]을 용하여, 미리 설정된 비트율 만큼 DWT 계수

를 코딩하도록 하 다. 한, 요 객체에 하여 더욱 향상

된 화질을 제공하기 하여 그림 3과 같이 SNR scalability 

기능을 추가하 다. 

(그림 3) 제안하는 비디오 코덱의 부호화 과정

2.3 Decoder 설계

  그림 4는 제안하는 비디오 코덱의 디코딩 차를 나타낸다. 비

트스트림으로부터 요 객체와 비 요 객체가 각각 디코

딩되어, 하나의 비디오 임으로 완성된다.

(그림 4) 제안하는 비디오 코덱의 복호화 과정

3. 실험 결과

   실험 상으로서 ‘CIF’ 해상도를 갖는 ‘foreman’ (30fps) 비

디오를 사용하 으며, 휘도 성분에 한하여 압축을 수행하 다. 

재 모바일 상통화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H.263 코덱과 

동일한 비트율 상에서 화질을 비교하도록 하 다. 요 객체 

역의 화질 비교를 하여, 비 요 객체에 한 비트율을 

I-frame은 0.25bpp, P-frame은 0.01bpp로 고정한 뒤, 요 객

체의 비트율을 변화시키도록 하 다. 요 객체와 비 요 객체

에 각각 가변  화질을 갖는 복호화 된 비디오 임을 그림 

5에 나타내었으며, 표 1에서 제안한 코덱과 H.263 코덱의 100 

임에 해 디코딩된 임의 평균 PSNR을 비교하 다.

1번째 임 (좌: 제안한 방법, 우: H.263)

75번째 임 (좌: 제안한 방법, 우: H.263)

(그림 5) 복호화된 비디오 임 비교

<표 1> 동일한 비트율 상에서 요 객체의 화질 비교

           bpp(CR)
CODEC 0.20(1/39) 0.17(1/48) 0.14(1/55) 0.13(1/61)

O
B
V
C

Object bpp(QP) 0.40(12) 0.30(16) 0.25(20) 0.21(24)

PSNR
(dB)

Frame 31.13 31.20 30.99 30.83

SO 37.70 36.16 35.02 34.11

H
2
6
3

PSNR
(dB)

Frame 34.77 34.33 33.76 32.82

SO 34.94 34.42 33.84 33.02

※ CR-compression ratio, QP-quantization parameter,

   OBVC-object based video coding, SO-significant object

4.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재까지 모바일 상통화 환경을 고려하여 요, 비

요 객체를 분리하여 각 객체에 가변  화질을 부여하는 

압축 기법에 하여 연구하 다. 향후 연구로서 각 객체에 

독립 인 화질 개선 방법과 오차 임에 한 압축 효

율 개선을 한 방법 등을 연구 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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