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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264 등 동영상 압축 표준에서는 비디오 신호의 시간적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임 추정/보상을 

수행한다. 또한 움직임 추정/보상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중 참조프레임을 지원한다. 여러 장의 참조 프레임 

중 현재 블록과 가장 유사한 참조 프레임 영역으로부터 움직임 추정/보상을 수행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에 의해 

잔차신호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부호화 효율이 더욱 개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한 움직임 추정/보상의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참조프레임을 나타내는 참조프레임 인덱스 비트를 줄여주어 

부호화 효율을 더욱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움직임 추정/보상 시, 각각의 참조 

프레임에서 움직임 추정/보상에 사용되는 예측화소들을 비교하여 다중 참조 프레임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다중 참조 프레임 움직임 추정/보상을 수행하고, 다중 참조 프레임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단일 참조 프레임 움직임 추정/보상을 적응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다중 참조 

프레임 인덱스 부호화에 소요되는 비트를 절감하면서도 부호화 효율을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동영상 압축 코덱에 적용되어 압축 성능을 더욱 향상 할 수 있다.  

 

1. 서론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제품의 핵심 기술인 동영상 압축 

코덱은 관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난 수 십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H.261, MPEG-1 과 같은 초창기 압축 

코덱 표준에 비해 H.264 와 같은 최신 코덱은 월등한 압축 

성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압축 성능의 향상은 코덱을 구성하는 

개별 부호화 기술들의 발달과 새로운 부호화 기술들의 도입에 

의해 가능하였다. H.264[1]와 기존 압축 표준 코덱과의 차별적 

기술로는 화소방향성 공간예측기술, 움직임 추정/보상의 정밀도 

향상(1/4 화소단위의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추정/보상, 다중 

참조 프레임 지원), 문맥기반의 엔트로피코딩(CAVLC, 

CABAC), 디블록킹 루프필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각각 우수한 부호화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H.264 는 기존 코덱들에 비해 

월등한 압축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  

 

2. 다중 참조 프레임 움직임 추정/보상 
H.264 코덱 등에서 지원하는 다중 참조 프레임 움직임 

추정/보상은 여러 장의 참조 프레임 중 현재 프레임의 블록과 

가장 유사한 프레임 영역을 참조 프레임으로 결정하여 

예측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잔차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압축성능을 향상한다. 다중 참조 프레임 

움직임 추정/보상은 특히 순간적인 조명변화 또는 화면변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선택적 다중 참조 프레임 적용 
다중 참조 프레임 움직임추정/보상은 여러 장의 참조 

프레임 중 가장 적합한 참조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어 동영상 

압축 성능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여러 참조 

프레임들이 유사한 값을 가지거나 변화가 거의 없을 경우는 

다중 참조 프레임의 효과가 거의 없다. 그림 1 은 여러 참조 

프레임의 예측 블록 값이 같은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과 같은 경우는 모든 참조 프레임에서 예측한 잔차신호 값이 

동일하게 생성되어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참조 프레임을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참조 프레임 인덱스를 

부호화 하는 비트가 더 소요될 뿐이다. 만약 단일 참조 

프레임(예를 들어 직전 프레임)만을 참조 프레임으로 

사용한다면 참조 프레임 인덱스 부호화 비트가 요구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 과 같이 모든 예측 블록의 값이 동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한 효과가 있으려면 참조 

프레임간의 예측 블록의 값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중 참조 프레임의 사용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프레임 (N)의 직전 프레임(N-1)의 예측 블록과 그 

전 참조 프레임(N-2)의 예측 블록의 값을 비교하였다. 두 

참조 프레임(N-1, N-2)의 예측 블록의 화소 값을 각각 식 

ref(N-1)(y,x), ref(N-2)(y,x)로 표기하면 두 예측 블록의 차이값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s)를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57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그림 1. 다중 참조 프레임 예측 블록이 동일한 경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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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N, M 은 각각 블록의 수직, 수평 크기를 나타내고 

y, x 는 각각 예측 블록내의 수직, 수평 좌표를 나타낸다. 참조 

프레임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계치는 식 (2)와 같이 

블록의 화소 수를 고려하여 결정 하였다.  

4 MNValth                                (2) 

두 참조 프레임의 예측 블록 차이값을 임계치 Valth와 비교하여 

차이값이 Valth 보다 큰 경우에만 다중 참조 프레임 움직임 

추정/보상을 수행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직전 프레임만을 

사용하여 움직임추정/보상을 수행하였다. 직전 프레임만을 

사용하여 움직임추정/보상을 수행하는 경우는 참조 프레임 

인덱스 부호화를 생략하여 비트스트림을 절감하였다. 

복호화기에서 다중 참조 프레임 인덱스를 사용하였는지(참조 

프레임 인덱스가 있는 경우), 직전 프레임만을 

사용하였는지(참조 프레임 인덱스가 없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트스트림 구조를 그림 2 와 같이 변경하였다. 기존 

H.264 코덱의 비트스트림은 참조 프레임 인덱스 비트 다음에 

움직임벡터 비트가 위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할지 직전 프레임만을 사용할지 여부를 두 

참조 프레임(N-1, N-2)의 예측 블록값의 차이값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두 참조 프레임의 예측 블록값을 구하기 

위해 움직임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와 같이 비트 

스트림의 구조를 변경하면 추가적인 비트정보 없이도 

복호화기에서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하였는지 직전 

프레임만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림 2. 복호화를 위한 비트 스트림 구조 변경 

표 1. 실험조건 

GOP Structure IPPP… 

Encoding Frames 100 

Number of Reference Frames 2 

ME Block Size 16x16 only 

ME Algorithm 
Enhanced Predictive    Zonal 

Search 

Search Range 32 

Entropy Coding UVLC 

QP 28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다중 참조 프레임 움직임 

추정/보상의 성능은 H.264 참조 소스인 jm18.4[2]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조건은 표 1 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Foreman(CIF), Paris(CIF), CITY(4CIF) 3 종류이며 

실험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결과 

Sequences 
Original Reference 

Index Bits 

Proposed Reference 

Index Bits 

Foreman(CIF) 38808 7011 

Paris(CIF) 38808 1986 

CITY(4CIF) 155232 38736 

 

표 2 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다중 참조 프레임 사용으로 참조 

프레임을 부호화 하기 위한 비트수를 크게 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험결과 선택적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할 때 화질(PSNR)도 동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동영상 압축 효율을 더욱 향상하기 위한 

선택적 다중 참조 프레임 적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참조 프레임의 예측블록들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다중 참조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할 때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참조 프레임 인덱스 

부호화 비트를 줄여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다중 참조 프레임 사용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트를 

요구하지 않아 향후 동영상 압축코덱에 적용된다면 압축성능을 

더욱 향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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