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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H.264/AVC와 같은동영상 압축 기술은 동영상의압축에 필요한 연산이 대부분부호기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분산 동영

상압축기법은정보압축에필요한연산이대부분복호기에서수행되는구조를가진다. 본 논문에서는분산동영상압축기법

의 구성 요소 중 오류 정정 부호기와 복호기에 사용되는 오류 정정 부호 중 LDPC 부호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복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연산 없이 LDPC 부호의 오류 정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 서론

정보의 분산 부호화기술은 1970년대 Slepian-Wolf의 정리로부터

시작되었다 [1]. 이 Slepian-Wolf의 정리는 정보의 무손실 압축을 대

상으로 제시되었으나이후 이정리를 원정보의양자화를 통하여 손실

압축에도 적용할 수 있는Wyner-Ziv 부호화 방식이등장하면서 동영

상을위한 압축 기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이와 같은 이론

적근거를바탕으로현재분산동영상 압축(Distributed Video Coding,

DVC) 기법은 Stanford 대학 [3], Berkeley 대학 [4], 유럽의 공동연구

단체 [5]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

구가진행되고있다 [6]. 일반적인 DVC의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

다. <그림 1>과 같은 DVC 구조에서 압축될 동영상은 먼저

Wyner-Ziv 부호화 될화면과일반적인동영상압축기법의화면내부

호화될 화면으로 분할된다. 그 다음 Wyner-Ziv 부호화될화면들을양

자화 하고양자화인덱스만 오류정정부호화하여코드워드중패리티

부분만 DVC 복호기로전송한다. 오류 정정부호화에사용되는부호는

터보 부호나 1/2의 부호율을 가지는 LDPCA 부호가 많이 사용된다.

DVC 부호기는 패리티 정보만 전송하므로 이를 DVC 복호기에서

오류 정정 복호기를 통해 복호하려면 패리티와 함께 코드워드를 구성

할 메시지가 필요하다.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DVC 복호기에서는

DVC 부호기에서 화면 내 부호화되어 전송된 화면을 복호화하고 이

화면을 이용하여 보조정보를 생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조 정보는

DVC 부호기에서Wyner-Ziv 부호화 되어전송된화면과 유사한 정보

를가지고있다. 따라서보조정보를패리티와합쳐서코드워드를생성

하고 오류 정정 복호기를 통해 양자화 인덱스를 복원한다. 또한 터보

부호나 LDPCA 부호는 사용되는 패리티의 양을 오류의 정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사용되는 패리티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VC 의 압축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양자화기,

보조 정보 생성기, 오류 정정 부호기와 복호기이다.

2. 제안하는 LDPC 부호의 복호화 기법

현재 DVC 에 주로 사용되는 오류 정정 부호는 터보 부호와

LDPCA 부호이다. DVC의 구성요소 중양자화기와 보조정보 생성기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오류 정정 부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림 1>과 같은 구조의 DVC

기법에서는 DVC 부호기의오류 정정부호기에서 DVC 복호기의오류

정정복호기로전송되는패리티는에러없이전송된다고가정한다. 이

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LDPCA 부호의 기본 부호인 LDPC 부호의 복

호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LDPC 부호는 어떤 위치의 비트를 패러티 비트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LDPC 부호는짧은길이의 사

이클과 absorbing set으로 인해 성능 열화가 생긴다 [7]. 따라서

absorbing set들 중 짧은 길이의 사이클을 가진 absorbing set의 변수

노드를재배치할 패리티 비트의 위치로 선택하면, 무작위로 패러티 비

트의 위치를선택하는것보다 더좋은성능을보인다. 본 논문에서제

229



2011년 한국방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Quantizer
Error 

Correction 
Encoder

Buffer
Error 

Correction 
Decoder

Inverse
Quantizer

Side 
Information
Generator

Conventional
Intraframe
Encoder

Side
Information

Rate Control

Wyner-Ziv
Frames

Key Frames Reconstructed
Key Frames

Reconstructed
Wyner-Ziv

Frames
S

K K ¢

S ¢

Ŝ

q q¢Texture
Encoder

Texture
Decoder

DVC
Encoder

DVC
Decoder

Virtual 
Channel
Model

Slepian-Wolf Coder

Conventional
Intraframe
Encoder

그림 1. 일반적인 분산 동영상 압축 기법의 구조

안하는 복호 기법은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복호 성능을 향상 시

킨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DPC 부호는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사

이클 (6, 8, 10) 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선택된 LDPC 부호

의 사이클과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는 absorbing set 이 주된 오류마루

의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호가 끝난 후 여분의 체크노

드를 추가한 후 다시 복호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8]. 특히 여

러 (a, b) absorbing set 중 선택된 변수노드의 개수 (a)와 홀수 차 체

크노드의 개수 (b)가 동일한 경우인 (a, a) 또는 (b, b) absorbing set

에 효과적이다. 다음 <그림 2>에 간단한 예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

여 고쳐지는 (3,3) absorbing set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a)>는 경판정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3, 3) Absorbing

set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b)>는 체크노드를추가하여고쳐진 (3,

3) absorbing set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b)>의 변수노드들 중

하나의 변수노드를 선택하여 해당 변수노드에 홀수차 체크노드를 추

가하여 주면, 해당 변수노드의 오류가 정정되며, 따라서 (3,3)

absorbing set을 해결할 수 있다.

3. 모의 실험 결과

아래 <그림 3>에 (1008,504) Mackay 부호에 제안하는 복호화 기

법을 적용하여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기법이더좋은성능을 보이고, 오류마루도줄어

듬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DVC의 구성요소 중 오류 정정 부호로 사용되는 LDPCA 부호의

기본 부호인 LDPC 부호의 새로운 디코딩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기법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계산량 부담 없이 DVC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추후 이러한 복호 기법을 LDPCA 부호에 적용하여

DVC 코덱의 성능 향상 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변수노드

체크노드

(a) (3, 3) Absorbing set

변수노드 V1

체크노드

(b) (3, 3) Absorbing set with redundant check

node

그림 2. Absorbing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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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ppying proposed method

그림 3. 제안하는 복호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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