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6.020

움직임 벡터의 정보 숨김을 이용한 H.264/AVC의 
향상된 오류 검출 방법

Improved Error Detection Scheme Using Data Hiding in Motion Vector for 
H.264/AVC

고만근, 서재원

충북 학교

Man-Geun Ko(aokin8132@cbnu.ac.kr), Jae-Won Suh(sjwon@cbnu.ac.kr)

 요약

제한된 통신 채 을 통한 실시간 송을 해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이 필요하다. 압축된 상 비트열은 

송 에 발생되는 오류에 아주 민감하다. 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패킷을 받게 되면, 복호기에서는 

재 입력되는 임을 잘못 재구성하게 되고 상의 시공간  특성에 의해 연속되는 임으로 된

다. 이런 복호 상의 화질 하를 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류 검출과 오류 은닉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오류 검출률을 높이기 해 정보 숨김을 이용한 새로운 오류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H.264/AVC의 화면간 

측에서 발생하는 각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값에 특정한 정보를 숨겨 부호화하 다. 복호기에

서는 송받은 특정 정보의 체크를 통해 오류의 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 다. H.324M 모바일 

실험 도구를 이용한 실험 환경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PSNR과 주  화질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임

을 확인하 다.

■ 중심어 :∣H.264/AVC∣오류 검출∣데이터 숨김∣움직임 벡터∣
 

Abstract

The compression of video data is intended for real-time transmission of band-limited channels. 

Compressed video bit-streams are very sensitive to transmission error. If we lose packets or 

receive them with errors during transmission, not only the current frame will be corrupted, but 

also the error will propagate to succeeding frames due to the spatio-temporal predictive coding 

structure of sequences. Error detection and concealment is a good approach to reduce the bad 

influence on the reconstructed visual quality. To increase concealment efficiency, we need to get 

some more accurate error detection algorithm. In this paper, We hide specific data into the motion 

vector difference of each macro-block, which is obtained from the procedure of inter prediction 

mode in H.264/AVC. Then, the location of errors can be detected easily by checking transmitted 

specific data in decoder. We verifi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generates good performances 

in PSNR and subjective visual quality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 by H.324M mobile 

simul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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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이동형 기기의 

발달과 인터넷이나 무선 네트워크의 통신 환경의 발

과 함께 이를 통한 화상 회의 는 UCC와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사용이 증하고 있다. 이런 멀티미디어

에서는 동 상 정보가 심이 된다. 이 게 동 상 데

이터의 통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그 정보량은 일반 

문자나 음성, 화상 데이터에 비해 상 으로 매우 크

다. 이 상 정보를 역이 제한된 채 을 통해 효율

으로 송하기 해 여러 압축 표 들이 만들어져 왔

다. 비디오 압축 표  기   ITU-T에서는 화망을 

통한 실시간 화상 화/회의를 한 H.26x 표 안을, 

ISO/IEC에서는 상의 장/스트리  송을 목 으

로 하는 MPEG-x를 각각 고안하 다. 압축의 목 이 

다른 두 개의 표  기 들이 서로간의 공통 역을 인

정하고 여러 분야에 용이 가능한 새로운 표 안을 만

들기 해 JVT(Joint Video Team)을 결성하여 제정한 

것이 H.264/AVC이다[1][2].

H.264/AVC는 압축 효율을 높이기 해, 그동안 제안

되었지만 복잡도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던 여러 기술들

을 사용하여 높은 압축률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게 압축된 비트열을 달하는 통신 채 은 오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의 

압축된 비트열은 단일 는 군집 오류에 의해 쉽게 오

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오류가 발생된 비트열의 복

호 과정은 오류를 제어하기 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

면 사용자측에 심각한 화질 열화를 래하게 된다.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화질을 보장하기 해 다양한 

오류 강인 기술들이 제안되었다[3][4]. 그  오류가 발

생된 비트열에 의한 향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가장 기본 인 근 방법은 오류 검출과 오류 은닉이

다. 이 논문에서는 잡음이 발생되기 쉬운 채  환경에

서 H.264/AVC로 코딩된 비디오 비트열이 패킷 단  

송 시 발생되는 오류 검출에 한 문제 을 제기한

다. 오류 검출을 해 일반 으로 쓰이고 있는 오류 검

출 방법은 syntax/semantic 체크 알고리즘이다[5]. 이 

방법은 압축 표 에서 정해진 구문과 그 복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들을 체크하는 가장 심 한 알고리

즘이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오류에 한 검출률에 

한계가 있다. 한 제 로 된 오류를 검출하지 못하게 

될 때, 오류가 발생된 지 이 아닌 지연된 치에서 검

출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최근 들어 

검출률의 정확성 향상을 목 으로 연성 워터 마킹을 바

탕으로 하는 숨김 정보를 이용한 여러 오류 검출 방법

들이 연구되어 발표되었다[6][7]. 한, 복호기 자체에

서 재구성된 이미지의 상  특성을 이용하여 잘못 복

호된 이미지를 검출하는 방법 한 제안되었다[8]. [6]

에서는 송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계수의 개수 합을 짝수로 조정하여 

보내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오류가 발생하여

도 부/복호기 사이의 약속이 맞을 경우 오류로 처리하

지 않는 단 을 갖고 있다. [7]은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DCT계수 처리에 몇 가지 라미터를 사용하여 

좀 더 복잡도를 높이지만 그만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이 방법들은 오류 검출률을 높일 수 있

었지만, DCT 계수에 한 직 인 워터 마크 삽입으

로 인한 PSNR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8]은 부호화

기의 복잡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았지만, 복호기측의 부

담을 높여 실시간 인 상 재구성을 하는데 다소의 시

간이 걸리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움직임 벡터 역에 정보 숨김을 이용한 

새로운 오류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에 제시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숨김 정보의 삽입으로 인한 비트

율의 증가와 화질 하를 최소화하기 해 율-왜곡 비

용 값을 고려하여 움직임 벡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2장에서는 H.264/AVC에서의 율-왜곡 비용 값을 

기반으로 한 매크로블록 단 의 모드 결정 방법에 해 

간략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오류 검출률을 높이기 

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삽입과 검출 방법을 설명한다. 4

장에서 이에 한 실험을 바탕으로 결과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Ⅱ. H.264/AVC의 매크로블록 모드 결정

H.264/AVC는 이 의 코덱 표 과는 다르게 화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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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화면내 측을 한 다양한 크기의 화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런 여러 측 블록들을 사

용한 모드들을 비교하여 가장 은 율-왜곡 비용값을 

갖는 모드를 결정하고 부호화하여 복호기로 송한다.

1. 화면간 모드 예측
기존의 비디오 압축 표 의 화면간 매크로블록 모드

와는 달리 H.264/AVC의 매크로블록은 이미 송된 여

러 개의 참조 임으로부터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6⨯16 크기부터 4⨯4까지 다양한 블록 사이즈를 
이용한 움직임 측과 보상을 수행한다. 

그림 1. 화면간 예측 모드의 종류

화면간 측 과정에서 각 매크로블록은 한 개에서 최

 16개의 움직임 벡터(MV: Motion Vector) 을 생성

하게 된다. 한 의 움직임 벡터는 화면간 측 과정을 

통해 이  임에서 재의 측할 매크로블록과 유

사한 블록의 치를 나타내므로 

                             (1)

과 같이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표 하게 된다. 이 

MV값은 그 로 보내는 것은 부호화 과정에서 많은 비

트를 차지하게 되므로 H.264/AVC에서는 주변 블록을 

통해 찾은 측된 움직임 벡터(PMV: Predicted MV)와 

측 과정에서 찾은 움직임 벡터간의 차인 

                            (2)

를 구하게 되고 이 값을 부호화하여 송한다.

다양한 블록 타입을 이용한 측 과정을 통해

  

  ∙ 

  (3)

 

와 같이 계산되어지는 율-왜곡 비용이 가장 은 값을 

갖는 것이 최 의 화면간 모드로 결정되어진다.

여기서 s는 재 측되고 있는 블록을 r(MV)은 

측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보상된 블록을 뜻하고, 

SSD{s, r(MV)}는 두 개의 블록 사이에 발생한 픽셀들

간 제곱 차의 합(Sum of Squred Difference)이다. λ

motion은 화면간 측을 한 라그랑지안 곱수이다. 

Rmotion(MVD, REF)은 움직임 벡터 차분값(MVD: 

Motion Vector Difference)과 사용된 참조 임의 인

덱스와 임 넘버를 부호화하는데 쓰인 비트를 나타

낸다.

2. 화면내 모드 예측
에서 설명한 화면간 측 모드와 더불어, 

H.264/AVC에서는 다양한 화면내 측 모드 한 제공

한다. 매크로블록의 부호화를 한 화면내 측은 공간 

역에서 주변 재구성된 샘 을 참조하여 수행된다. 

재 매크로블록을 측하기 해 방향성 보간을 이용한 

4×4와 16×16 화소 크기의 측 블록을 구성한다. 그 후 

재 블록과 측된 블록 간에 발생된 잔여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면내 측을 통해

    ∙         (4)

와 같이 계산되어지는 율-왜곡 비용이  가장 은 값을 

갖는 것을 최 의 화면내 모드로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s는 재 부호화되는 매크로블록을 r은 방향

성 보간에 의해 측된 매크로블록을 각각 의미하며, 

왜곡 비용은 SSD에 의해 계산된다. λmode는 화면내 

측 모드에서의 라그랑지안 곱수이다. Rmode(s, r, 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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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블록 s와 측 블록 r사이에 발생된 잔여 데이터

와 측된 화면내 모드 정보인 M을 부호화하는데 쓰이

는 비트량을 뜻한다.

3. 최적 예측 모드 결정
발생 비트량의 최소화와 만족할 만한 화질의 보장 측

면에서의 최  모드를 결정하기 하여, H.264/AVC 부

호화기는 스킵 모드를 포함한 화면내 측과 화면간 

측 모드 부를 테스트 부호화하여 본다. 그리고 그  

가장 은 율-왜곡 비용값을 갖는 모드를 P 임 

에서의 최  모드로 결정하고 이를 최종 부호화하여 

송하게 된다.

Ⅲ. 제안하는 오류 검출 알고리즘

제안하는 오류 검출 방법은 채  송  발생되는 

멀티미디어 내용의 손상을 검출하기 해 송되는 비

트열 안에 정보 숨김을 삽입하 다. 삽입된 숨김 정보

는 오류가 발생할 때 쉽게 손상되어 사용자가 알 수 있

도록 하는 연성의 성질을 갖게 하 기 때문에, 송 오

류가 발생되면 삽입된 정보와 다르게 된다[9]. 그러므로 

복호기측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오류를 쉽게 검출할 수 

있으며, 매크로블록 단 로 삽입된 숨김 정보에 의해 

오류가 발생된 매크로블록 지  한 정확히 알 수 있

게 된다. 이는 패킷 단 로 오류 처리를 하게 되는 방법

보다 송  정확히 송된 정보를 최 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닉된 상들의 PSNR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해 다.

1. 제안하는 숨김 정보의 삽입 방법
H.264/AVC는 다양한 크기의 블록 크기를 매크로블

록의 화면간 측 모드에 사용한다. 이것을 제안하는 

오류 검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 다. 

부호기는 화면간 모드 측을 하는 동안 숨김 정보를 

삽입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화면간 

측 과정에서 발생되는 MVD의 총합을 강제로 짝수

가 되도록 하 다. 이것을 강제 짝수화된 움직임 벡터 

차분값 (FEMVD: Forced Even MVD)이라 부르기로 

한다. 오류 검출을 한 숨김 정보 삽입은 모든 화면간 

측 모드에 용된다. 이를 해 첫 번째로 각 화면간 

측 모드에서 발생되는 MVD의 총합을 

TSMVD(Total Sum of MVD)라 부르기로 하고 

  


 

                (5)

와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NPB(Number of Prediction block)는 재 

화면간 측 모드에서 발생되는 분할된 블록들의 개수

를 나타낸다. LMVD(Last MVD)는 맨 마지막 블록에

서 발생된 MVD를 가리킨다. LMVD는 MVD의 정의

에 따라 

                         (6)

와 같이 표 이 가능하다.

LPMV(LastPMV)와 LMV(LastMV)는 각각 재 

측 인 블록  가장 마지막에 치한 블록의 측 

움직임 벡터와 탐색 과정  결정된 움직임 벡터이다.

이 게 TSMVD의 값이 계산된 후, 블록의 마지막 움

직임 벡터에 한 숨김 정보는

       
      

        (7)

를 통해 삽입이 이루어질지에 한 단이 결정된다.

LMVw는 정보 숨김이 행해진 움직임 벡터를 뜻한다. 

즉, 재 측되는 화면간 모드에서 발생된 TSMVD의 

값이 짝수라면 정보 숨김 과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

지만, 홀수값이 되면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마지막 

블록의 움직임 벡터값이 변하게 된다. LMV는 각각 

LMVx와 LMVy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LMV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뜻한다. 삽입 방법에 의한 화질 열

화를 최소화하기 해 측 과정을 통해 얻은 LM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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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 과정을 통해 Jinter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치로 이

동하게 된다.

각 모드별로 삽입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먼 , 16⨯16 
블록 모드일 경우 측을 하기 해 이용되는 블록은 

하나이므로 MVD과 LMVD의 값은 같게 된다. 만약 

TSMVD의 값이 짝수가 아니라면 LMVx와 LMVy는 식 

(8)에 의해 수정되어진다. 다음 16⨯8과 8⨯16 블록 크
기의 측 모드일 경우에는 그림 1에서 보듯이 16⨯8모
드에서는 3번 블록, 8⨯16모드에서는 5번 블록이 측 
과정에서의 마지막 블록에 해당되어 숨김 정보 삽입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P8⨯8블록 크기 측에서는 삽
입 방법이 더욱 분할되어 복잡해진다. [그림 1]과 같이 

재 부호화되는 매크로블록은 4개의 8⨯8블록으로 나
어지고 각각은 8⨯8, 8⨯4, 4⨯8과 4⨯4블록의 여러 
크기로 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숨김 정보가 

삽입되는 치는 규칙에 의해 마지막 8⨯8블록에 용
되고, 그  “S1”, “S3”, “S5” 는 “S9”에서 행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부호화되게 되는 

MVD값은 모든 매크로블록이 짝수값이 되며

  

   ∙  

   (9)

와 같이 계산되는 새로운 화면간 율-왜곡 비용값을 갖

게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쓰인 움직임 벡터에 한 강

제 짝수화의 안으로 강제 홀수화도 생각해볼 수 있

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무나도 큰 단 을 지니고 있다. 

만약 TSMVD의 값을 강제로 홀수가 되도록 정보 숨김 

과정이 이루어지면 H.264/AVC의 비트량 감소에 큰 역

할을 하는 스킵 모드 발생이 불가능해진다. 16⨯16블록
화면간 측에서 측된 MV와 탐색으로 찾아낸 MV값

이 같다면 MVD는 0인 짝수값을 갖는데, 이를 홀수화

시키면 스킵 모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호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총 비트량을 크게 

한다. 움직임이 은 상에서는 스킵 모드의 발생량이 

약 90%를 차지하므로 좋은 안이 될 수 없다. 

2.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요약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삽입과정을 [그림 2]의 흐름도

를 통해 나타내었다. 알고리즘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  재 부호화되는 매크로블록에서 각 화

면내 모드에서 발생되는 TSMVD값을 계산한다. 만약, 

재 측 모드에서 발생된 MVD의 총합이 짝수가 되

면 삽입 규칙에 의해 아무런 수정없이 율-왜곡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홀수가 되면 제안하는 삽입 규칙에 의

해 재 측 블록의 마지막 블록의 MV값이 수정되어

진다. 그리고 수정된 MV에 의해 발생된 율-왜곡 비용

을 계산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화면간 측 모드

의 마지막 단계인 P8×8 화소 블록  4×4 화소 측 과

정까지 마치게 되면 식 (9)에 의해 정의되는 가장 은 

화면간 율-왜곡 비용값을 갖는 모드와 식 (4)에 의한 

정보 숨김이 없는 일반 인 화면내 측 과정까지의 계

산을 모두 끝낸 후 각 모드의 비용값을 비교하여 최  

모드 결정에 용하게 된다.

Current MB

Inter frame

TSMVD == Odd

Watermark embedding by Eq. (5) & (6)

Last inter prediction mode

Intra mode prediction

Next MB

best mode decision & encode MB

No

Yes
No

Yes

No

Calculate RD cost by Eq. (1)

Inter mode prediction

Yes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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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변수 설정
프로파일 Baseline

율-왜곡 기법 활성화
영상 부호화 형태 IPPP (300장)

프레임율 30fps
탐색 영역 32

양자화 패러미터 28
비트 오류율(BER) 10-4

참조 프레임 수 1

3. 복호기에서의 오류 검출과 오류 은닉
복호기에서는 원본 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비트열로 송되어 복호된 TSMVD의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만을 체크함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히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만약 TSMVD의 값이 홀수이면 재 

복호되는 매크로블록에서 송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오류 검출을 매크로블록 단 에서 정

확히 처리할 수 있다.

오류 검출 과정에서 스킵 모드는 특별 처리가 필요하

다. 이는 몇 개의 비트만으로 여러 개의 매크로블록 정

보를 담고 있는 구문이기 때문이다. 만약 스킵 모드의 

구문이 끝난 바로 다음 매크로블록이 재 오류가 검출

된 지 이라면 스킵 모드로 복호된 매크로블록 한 오

류가 발생된 매크로블록으로 결정하고 은닉이 수행되

도록 하 다. 오류 은닉을 한 방법으로 간단한 TR 

(Temporal Replacement)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10][11].

Ⅳ. 실험 결과

제안한 오류 검출 성능을 확인하기 해, 본 논문에서

는 JVT 참조 소 트웨어인 JM 12.2[12]을 이용하여 실

험하 다. 실험을 해 QCIF 사이즈의 9개 비디오 상

을 사용하 다. 실험 환경은 [표 1]과 같이 설정하 다. 

오류 검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WCDMA 네트

워크상의 화상 통화 서비스 환경을 가정하 다. 숨김 정

보가 삽입된 H.264/AVC비트열은 H.324M 시뮬 이터

[13]에 의해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 다.

표 1. 실험 환경

각 알고리즘에 따라 재구성된 이미지의 평균 PSNR

과 각 방법이 삽입된 비트열의 총 패킷  오류가 발

생된 패킷률을 비교하여 [표 2]와 [표 3]에 각각 정리

하 다. 

[표 2]는 각 알고리즘에 의하여 발생된 상들의 

PSNR을 아무것도 삽입하지 않는 상들과 비교한 것

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PSNR이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부호화를 하 을 경우 그 화질 하가 -0.086 

db로서 가장 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의 각 상별 패킷수를 나타낸 것인데, 발

생 패킷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숨김 정보 삽입에 따른 

총 발생 비트량이 발생 패킷수에 향을 주었기 때문이

다. 한 각 송 비트열마다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알고리즘은 서로간의 비교를 하는 것은 무의

미하다. 그러므로 구문 검출 방법과의 검출 성능과 비

교하게 된다. [표 4]에서 보듯이 제안하는 오류 검출 알

고리즘(FEMVD)은 다른 데이터 숨김 삽입 알고리즘인 

FEW(Forced Even Watermarking)[6]이나 RBW 

(Relation Based Watermarking)[7]보다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류 검출률은 CSED에 비해 

12.62%가 증가하 는데, 모든 알고리즘은 기본 으로 

구문 검출법이 같이 수행하도록 용하 다. 이는 구문

검출법이 용되지 않으면 각각의 데이터 숨김 알고리

즘조차 일반  복호 과정에서 오류로 간주하게 되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2. 숨김 정보가 삽입된 영상별 PSNR

상
각 알고리즘별 평균 PSNR

Original FEMVD FEW RBW

Salesman 35.56 35.42 35.12 35.47
Coastguard 34.07 34.03 32.89 33.98
Grandma 36.56 36.46 36.19 36.45
Claire 39.94 39.83 39.41 39.73

Mot & Dau 36.39 36.36 35.72 36.28
Silent 35.72 35.59 35.30 35.58
Akiyo 38.29 38.24 37.76 38.17

Foreman 35.87 35.77 35.37 35.71
Carphone 36.58 36.51 35.71 36.43

Average 36.553 36.467
(-0.086)

35.941
(-0.612)

36.4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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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은닉된 상의 평균 PSNR

Proposed Ref. [6] Ref. [7]

CSED
FE-
MVD

CSED FEW CSED RBW

Salesman 30.45 31.03 32.34 32.63 30.80 30.92
Coastguard 22.84 23.55 23.29 23.44 20.27 21.49
Grandma 35.92 36.17 35.78 35.78 34.00 34.00
Claire 37.13 38.51 38.77 38.77 34.15 34.71
Mot & Dau 31.94 32.23 27.83 27.83 28.84 29.62
Silent 32.49 32.75 31.15 31.15 29.96 30.02
Akiyo 33.97 37.54 32.98 33.01 34.68 34.78
Foreman 26.56 26.92 21.46 21.49 23.46 24.08
Carphone 27.33 27.56 24.58 24.94 24.92 25.16
Average 30.96 31.80(

0.85)
29.80 29.89(

0.10)
29.01 29.42(

0.41)

표 3. 총 패킷당 오류 발생률 비교

상
패킷 발생 수 (에러/ 패킷)

FEMVD FEW RBW
Salesman 8/303 7/303 10/303

Coastguard 29/303 20/303 24/303
Grandma 3/305 6/303 7/304
Claire 4/303 3/303 6/303

Mot & Dau 11/307 9/303 8/305
Silent 11/304 12/303 13/303
Akiyo 4/304 6/303 5/304

Foreman 15/304 18/303 19/304
Carphone 20/311 20/303 19/308

표 4. 오류 검출률 비교

상

검출률 (%)

Proposed Ref. [6] Ref. [7]

CSED
FE-
MVD

CSED FEW CSED RBW

Salesman 75 87.5 85.7 100 70 70
Coastguard 75.8 86.2 70 80 75 83.3
Grandma 66.6 100 100 100 85.7 85.7
Claire 75 75 66.6 66.6 83.3 83.3

Mot & Dau 72.7 81.8 66.6 66.6 62.5 75
Silent 72.7 90.9 66.6 66.6 69 69
Akiyo 75 100 66.6 66.6 100 100

Foreman 73.3 73.3 88.8 86.8 68 73.6
Carphone 90 95 80 80 73.6 73.6
Average 75.12 87.74

(+12.62)
76.76 79.46

(+2.70)
76.34 79.27

(+2.93)

표 5. 은닉된 영상별 PSNR 비교

[표 5]는 [표 4]의 결과를 통하여 오류가 검출된 역

에 오류 은닉 방법이 용되어 재구성되어진 상들의 

PSNR을 비교한 것이다. 제안된 방법에 의한 향상된 오

류 검출률은 보다 정확한 오류 지 을 찾아내게 되고, 

이것은 오류가 검출되는 것이 지연되지 않는 은닉 상

의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그리하여 검출률

이 높아진 결과는 그만큼 정확히 복호된 상의 정보를 

유지하게 하여 은닉 상의 PSNR 한 높게 만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a) Claire

(b) Carphone

(c) foreman
그림 3. 영상별 PSN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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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ire

(b) Carphone

(c) foreman
그림 4. 주관적 화질 비교

[그림 3]과 [그림 4]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용된 

Claire, Carphone, 그리고 foreman 상들에 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에서는 각 임별 발생된 PSNR의 그래

를 나타내며, [그림 4]는 주  화질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4]의 각 상단은 구문 검출법인 CSED에 의한 에

러 검출, 에러 은닉, 에러 를, 하단은 제안한 알고리

즘에 의한 결과를 보여 다. 동그라미 표시는 검출되지 

못하고 에러 은닉 후 재구성 이미지에 남아 화질을 떨

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역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a)의 Claire 그래 에서 7번째 임에서 

발생된 패킷 오류는 격한 PSNR 하락을 발생시켰다. 

이미지로 확인하면 [그림 4](a)의 동그라미 부분에 의

해 나타난 것이다. 은닉을 하지 않을 경우 각 상의 좌

측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록색 역으로 된 부분

이 상 데이터를 복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a)에서 좌측은 오류가 검출된 7번째 임

을, 간은 은닉이 수행된 7번째 임, 우측은 은닉된 

상의 오류가 된 21번째 임을 나타낸다. 하지

만,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오

류가 검출되어 은닉 상 후  과정에서 화질 열화

가 크게 생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가 정확히 

검출된 것을 좌측 이미지에서 보면 제안한 알고리즘 방

법이 오류 지  검출의 지연이 없으므로 더 많은 록

색 역이 표시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arphone 상 결과에서 왼쪽, 간 이미지

는 각각 오류가 발생되어 검출되고 은닉된 182번째 

임을 나타내며, 오른쪽 이미지는 오류가 된 184

번째 임을 보이고 있다. 구문 검출법에서 검출하지 

못한 잘못된 모드  계수 복호된 매크로블록을 제안한 

방법에서는 검출하여 제 로 은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상인 foreman에서는 100번째 오류 검출/

은닉 임과 오류가 된 110번째 임을 보여

다. foreman에서는 구문 검출법에서는 오류를 검출

하지 못한 DCT 계수의 잘못된 복호가 일어났고, 이는 

임들의 시간  경과가 일어난 후에도 계속 으로 

남아 있게 되어 PSNR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

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에 의해서 foreman 상 역시 

좀 더 제 로 재구성된 은닉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 오류가 발생된 지 의 정확한 

검출은 오류 은닉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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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264/AVC의 화상회의/통화를 한 

로 일인 베이스라인 로 일에서의 움직임 벡터 

역의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오류 검출 알고리즘을 제

안하 다. H.264/AVC의 화면간 측에서 사용된 다양

한 블록 크기의 움직임 측의 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화면간 부호화가 이루어지는 매크로블록에서 발

생되는 마지막 블록의 움직임 벡터값에 숨김 정보를 삽

입하 다. 이를 통해 보다 향상된 오류 검출률을 가져

올 수 있었으며 부호화 과정에서의 PSNR 하도 최소

로 막을 수 있었다. 한 높은 검출률을 바탕으로 나아

진 화질의 은닉 이미지를 얻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의 구문 검출 알고리즘보다 정확

한 송 오류 치를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비

록 부호화 과정에서 숨김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평균 

0.09dB의 손실이 생겼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의 용에 

의해 정확한 오류 검출이 이루어져 복호기측에서는 약 

0.85dB의 은닉 PSNR 상승 효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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