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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264/AVC is an authoritative international video coding standard which shows code and efficiency more improved

than the existing video standards. Above all, the parameter block mode of H.264/AVC significantly contributes much to

high compression efficiency. However, as the occasion demands, users tend to pass while overlooking the part that can

produce a little higher compression efficiency. We, taking notice of this point, are designed to bring in much higher

compression efficiency by gathering up the overlooked parts. This paper suggests the algorithm that produces efficient

performance improvement by using the histogram of luminance in the pixel unit (Macroblock) of respective prediction

block and applying specific thresholds. The experimental results proves that the technique  proposed by this paper increases

the compression efficiency of the existing H.264/AVC algorithm by 0.4% without any increase in the whole encoding

time and PSNR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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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저장 장치 및 네트워크 전송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커져가는 동영상 파일의 크기 때문에

MPEG-1, MPEG-2, MPEG-4, ITU-T H.261, H.263,

H.264 등 비디오 표준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1]

그 중에서 H.264/AVC 표준은ITU-T Video Coding

Expert Group (VCEG)과 ISO/IEC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G) 으로 구성된 Joint Video

Group (JVT)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결과로 다양한

부호화 기술에 의하여 기존의 비디오 압축 표준보다

화질의 손상 없이 평균적으로 약 50% 더 높은 압축 성

능을 보이고 있다[2-3].

H.264/AVC표준의 부호화 기술은 움직임 벡터 예측

을 위한 다중 참조 영상, 화면 내 예측 부호화, 4 × 4블

록 단위 정수변환, 1/4 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 예측,

다양한 블록 크기의 움직임 탐색, CABAC(Context-

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과 CAVLC

(Context-based 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의

엔트로피 부호화, 그리고 De-blocking filter 등과 함께

매크로블록의 모드 결정을 위한 비트-왜곡률 최적화

기법(Rate-Distortion Optimiz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특히 비트-왜곡률 최적화 기법과 화면

내 예측 부호화 기술은 H.264/AVC의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다[2-5].

비트-왜곡률 최적화 기법(Rate-Distortion Optimiza-

tion)은 움직임 예측 과정에서 계산된 움직임 비용으로

모드를 결정하지 않고 비트율과 왜곡치를 계산하여 율

-왜곡 비용을 최소로 가지는 매크로 블록 모드를 선택

하는 것이고, 화면 내 예측 부호화 기술은 한 영상 내†E-mail : june39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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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웃한 블록 간에 상관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의 이웃한 블록을 예측 블록으로 이용함으로

써,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여 정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인트라 예측 부호화 방법은 한 프레임만

을 이용하여 프레임 내에서 예측 및 부호화하기 때문

에 에러 전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1,6].

본 논문은 화면 내 예측 부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선

택적인 메크로블록 변화를 통해 압축효율의 향상을 바

라보는 TDDH(Threshold, Depending on the Diffu-

sion of luminance for each macroblock luminance His-

togram)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H.264/AVC의 화면 내 예

측 부호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2장에

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TDDH알고리즘을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

험에 사용된 참조 소프트웨어와 실험의 설정을 설명하

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의 방

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DDH알고리즘과의 부호

화 효율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2. H.264/AVC 화면 내 예측 부호화

화면 내 예측 부호화는 화소 영역에서 이웃한 주변

블록의 모든 화소 값을 예측 데이터로 이용하며, 예측

블록의 화소 단위에 따라서 휘도성분에 대하여 Intra

16 × 16 mode, Intra 8 × 8 mode 그리고 Intra 4 × 4

mode 있고, 색차성분에 대하여 8x8 mode가 있다.

Intra 4 × 4 mode 예측 부호화 방법의 경우, 예측 블록

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Intra 16 × 16 mode와 Intra

8 × 8 mode 예측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영역에

서 예측 블록의 정밀도가 더 높지만 예측 모드에 대한

부호화 정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Intra 4x4 mode 예

측 부호화 방법에서는 Fig. 1과 같이 4화소 단위로 부

호화를 하며 9가지 예측방향(vertical, horizontal, DC,

diagonal down-left, diagonal down-right, vertical-right,

horizontal-down, vertical-left, horizontal-up) 중 가장

적절한 예측방향을 4 × 4화소 블록마다 1개씩 선택하

고, 선택된 예측방향(예측모드)을 4 × 4화소 블록단위

로 부호화한다. 예측모드 0,1,3,4,5,6,7,8의 경우 Fig. 1

의 화살표방향으로 예측 부호화를 실행하지만 예측모

드2의 경우 평균값은 좌측블록 4화소와 상단블록 4화

소,  즉 8화소의 평균값을 구해 대상 블록의 4 × 4화소

모두를 예측 부호화한다.

각각의 부호화 모드들은 비트-왜곡률 최적화 기법

[6]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드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Intra 16 × 16 mode 예측 부호화 방법의 경우,

예측 블록의 크기가 다른 예측 모드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크기 때문에 예측 블록의 정밀도는 더 낮지만, 예측

모드에 대한 부호화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

에 평평한 영역에서 보다 높은 효율로 부호화 할 수 있

다. Intra 16 × 16 mode 예측 부호화 방법에서는 Fig. 2

와 같이 상단의 매크로블록 16화소와 좌측의 매크로블

록 16화소로부터 4가지 예측 방향(vertical, horizontal,

DC, plain)으로 예측 부호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intra 16 × 16 mode 예측 부호화 방법

에서 다른 예측 모드에 비해 예측 블록의 크기가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에 예측 블록의 정밀도는 더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Intra 16 × 16 mode에서 휘도신호 히스

토그램을 이용하여 각 Macroblock의 픽셀들의 휘도성

분 값의 확산정도에 따라 임계값을 구하고, 일정 임계

기준치에 따라서 Intra 4 × 4 mode로 전환하여 예측 부

호화함으로써, 저장 용량을 줄이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Fig. 1. Intra 4 × 4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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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TDDH 알고리즘

기존의 H.264/AVC는 각각의 Inter, Intra 모드들에

대한 RDCOST(율-왜곡 값)를 구하여, 그 값이 최소일

때  최종모드를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모드 결정 과정 중 최종 모드가

16 × 16 화면 내 예측 부호화 mode로 결정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 Intra 4 × 4 mode로 전환 압축하는

TDDH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 3에서 보면 기존의 H.264/AVC는 각 모드에 대

한 RDCOST(율-왜곡 값)를 구하여 최종모드를 결정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 선택된 모드가 Intra

16 × 16 mode라면 각각의 매크로 블록의 휘도 히스토

그램에 대한 확산의 정도에 따라 임계값을 저장(Y)하

고 그 임계값이 기준 임계값(X)보다 같거나 크다면, 즉

휘도신호의 분포가 고르게 퍼져있다면 Intra 4 × 4

mode로 전환하여 압축한다. 

아래의 Fig. 4에서 검은 블록과 붉은 블록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Intra 16x16 mode로 예측 부호화 되지만

압축 성능 면에서 보면 검은 블록이 조금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때 검은 블록과 붉은 블록의 휘도신호 히스토그램

을 살펴보면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이는 메크로블록

의 화소 분산이 작을수록 높은 압출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붉은 블록을 Intra 4 × 4 mode

로 변환 압축 할 경우, 압축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본 논문은 알고리즘 상의 쉽게 간과하고 놓칠 수 있

는 적은 부분의 압축 용량 손실마저 줄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적은 부분의 용량을 줄여 나감으로써 대

용량의 영상을 조금 더 높은 효율로 압축하게 되는 것

이다.

Fig. 2. Intra 16 × 16 mode.

Fig. 3. TDDH 알고리즘.

Fig. 4.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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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조건

실험에 앞서 제안하는 TDDH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를 위해 표준화 단체에서 제공하는 JM참조 소프트웨

어 18.2를 기준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모든

인코딩은 Intra mode 예측만을 사용하고, High Com-

plexity mode를 사용함으로써 Intra mode에 대하여 확

실한 비교 결과 값을 얻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한 영상 및 프로파일을 Table 1과 같다.

표준화 단체에서 권고하는 QCIF (174 × 144)크기의

Foreman, Container, News영상을 각각 main, baseline,

extended 프로파일로 성능을 실험 하였다[1]. 성능 평

가를 위해 비디오 압축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Total encoding time for the seq, Total bits, PSNR(Y,

U, V)을 이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측정 하였다. 

5. 실험결과

Table 2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main, base-

line, extended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QP 28을 기준으로

모든 인코딩은 intra mode 예측만을 사용하고, High

Complexity mode로 하여 QCIF (174×144)크기의

Fig. 5.  Fig. 4의 검은 블록(왼쪽)과 붉은 블록(오른쪽)의

휘도 히스토그램.

Table 1. Test sequence

Sequence Size Profile Num frames

Costguard
Qcif

(174×144)

main 300

baselime 300

extended 300

Container
Qcif

(174×144)

main 300

baselime 300

extended 300

Foreman
Qcif

(174×144)

main 300

baselime 300

extended 300

News
Qcif

(174×144)

main 300

baselime 300

extended 300

Table 2. 제안한 TDDH 알고리즘에 의한 실험 결과 (영상 크기: QCIF (174×144), QP: 28) 

Sequence Profile Threshold
Total encoding time 

(s)
Total bits

PSNR (dB)

Y U V

Costguard

main 2960 73.501 9305896 35.934 42.693 44.701

baselime 2800 65.997 9893704 35.954 42.693 44.701

extended 2800 63.913 9893704 35.954 42.693 44.701

Container

main 1831 69.716 7562280 37.676 41.277 41.158

baselime 1830 61.792 7893544 37.691 41.277 41.158

extended 1830 61.928 7893544 37.691 41.277 41.158

Foreman

main 2470 69.410 7488368 37.194 40.592 41.698

baselime 2750 60.914 7734792 37.199 40.592 41.698

extended 2750 61.272 7734792 37.199 40.592 41.698

News

main 2100 68.558 8246480 38.282 40.730 41.096

baselime 1960 60.378 8313488 38.311 40.730 41.096

extended 1960 61.188 8313488 38.311 40.730 41.096



인트라 매크로블록의 휘도성분 분산을 이용한 압축률 향상 39

Journal of KSDT Vol. 12, No. 1, 2013

Foreman, Container, News영상 300프레임에 대한 Total

encoding time for the seq, Total bits, DBPSNR(Y, U, V)

을 구한 것이며, Table 3은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참조 소프트웨어인 JM 18.2 Reference Software를 통

해 얻은 결과 값을 보여준다. 

Table 2의 Threshold들은 실험에 의해 구해진 값들이

다. Threshold를 비교해 보면 같은 영상의 경우 비슷한

Threshold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2

와 Table 3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Total encoding time

과 PSNR의 변화는 거의 없이 Total bits가 줄어 든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Total bits가 기존의 방법보다 약

0.4% ~ 0.13%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영상 보다는 움직임이 적은 영상에서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otal

encoding time과 PSNR의 변화를 보면 증가가 거의 없

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과 거의 동일한 연산과 복잡

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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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M 18.2 Reference Software에 의한 결과 (영상 크기: QCIF (174×144), QP: 28) 

Sequence Profile
Total encoding 

time (s)
Total bits

PSNR (dB)

Y U V

Costguard

main 72.046 9308216 35.936 42.693 44.701

baselime 63.751 9895368 35.955 42.693 44.701

extended 63.735 9895368 35.955 42.693 44.701

Container

main 65.820 7564392 37.676 41.277 41.158

baselime 59.251 7896632 37.689 41.277 41.158

extended 59.344 7896632 37.689 41.277 41.158

Foreman

main 67.607 7489024 37.193 40.592 41.698

baselime 60.629 7735768 37.198 40.592 41.698

extended 60.522 7735768 37.198 40.592 41.698

News

main 66.755 8249360 38.286 40.730 41.096

baselime 60.001 8314552 38.311 40.730 41.096

extended 59.178 8314552 38.311 40.730 41.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