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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utilizing image compression and transmission method for image segmentation in order

to reduce the time requi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image information that has in the image compression process.

Many studies of existing with respect to the image segmentation are being studied as a way to split a lot of a particular

part in the image. We divide full image into the N equal parts. And it is compressed using the field coding. This will

reduce the time-consuming than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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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 압축과 분할은 많은 시간 연구가 진행되어 왔

고, 지금도 많은 부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압

축은 MPEG[1]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90

년대 초 H.261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H.265/

HEVC[2]까지 많은 부분 연구되어 왔다. 현재 HEVC

가 개발되어 있지만, 현재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압축은H.264/AVC[3]이다. H.264/AVC는 타 표준

들에 비해 높은 압축효율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야에

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영상 분할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연

구가 영상의 일정부분을 때어내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분할은 의료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한 영상을 이용한 검색서비스 분야, 실시간 영상 전

송 시스템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1xN 행 영상분할을 진행 한

뒤 각 행들을 각각 필드부호화 방식으로 영상 압축 및

전송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서론을 2장에서는 영상

분할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영상압

축과 관련 된 설명을 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

즘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영상 분할

영상분할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명암도의 두 가지

기본 성질인 불연속성 또는 유사성 중 하나를 기반으

로 한다. 첫 번째 불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방법은 영상

의 윤곽선과 같은 명암도의 급격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을 분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사성을 기반

으로 한 중요한 방법들은 미리 정의된 특성에 따라서

유사한 영역들로 영상 분할 작업에 기초를 둔다. 유사

성을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는 문턱치화, 영역확대, 영

역분리와 병합의 방법이 있다[4].

본 논문에서 적용되는1 × N행으로 분할 하는 과정은

영상 검색 알고리즘에 이용되는 분할 과정을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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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되는 영상의 객체영역과 배경 영역 중 객체 영

역의 중심점을 기반으로 1 × N 블록으로 분할한다.

Fig. 1은 영상의 N × N 블록 분할 과정을 나타낸다[5].

3. 영상 압축

H.264/AVC 의 부호화 방식은 프레임부호화, 필드부

호화, 픽처레벨 필드/프레임 적응부호화, 매크로 블록

레벨/필드/프레임 적응 부호화 총 네 가지가 가능하

다[3].

첫 번째로 프레임부호화는 입력신호가 순행주사일

경우, 화면 전체를 부호화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픽처레벨 필드/프레임 적응 부호화는 두 개의 필드를

모아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두

개의 필드를 독립 된 두 개의 픽처로 구성하여 처리하

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매크로 블록 레벨 필드/프레임

적응 부호화는 프레임 픽처에서 매크로블록(16화

소 × 16라인)을 세로로 두 개의 붙인 단위 [16화소 ×

(16라인 + 16라인) = 16화소 × 32라인]마다 프레임 부호

화와 필드 부호화를 전환하여 부호화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필드부호화는 입력

신호가 격행(비월)주사 인 경우 Fig. 2과 같이 홀수 행

은 제 1필드, 짝수 행은 제 2필드로 분할 한 후 필드마

다 부호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4. 제안하는 알고리즘

영상 분할을 이용한 압축 및 전송 과정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안한다.

Fig. 3은 화면 분할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a)는 화면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을 슬라이스한 것을

의미한다. (b)는 화면을 한줄씩 자르것을 의미하고, (c)

는 한 줄씩 자른 것을 두 줄씩 묶은 것을 의미한다 

Fig. 4 은 화면 전송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a)는 한

줄씩 자른 슬라이스한 화면을 전송하는 구조이고, (b)

는 두 줄씩 슬라이스한 화면을 전송하는 구조이다. 슬

라이스를 두 종류로 구분 지어 놓은 이유는 화면의 복

잡도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인접한 슬라이스간

유사성이 높다면 슬라이스를 하나의 슬라이스로 처리

할 수 있다.

Fig. 5는 압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a)와 같이 1행씩 나누어진 경우에는 각 행을 하나의

필드로 간주하고, (b)와 같이 두 행씩 나누어진 경우에

Fig. 1. The NxN block splitting processing of image [5].

Fig. 2. Field coding.

Fig. 3. image segmentation method.



영상 분할을 이용한 영상 전송 시스템에 대한 연구 35

Journal of KSDT Vol. 15, No. 1, 2016

는 두 개의 행을 하나의 필드로 간주하고 부호화를 진

행한다.

그리고 화면이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슬라이스 된 화면의 첫 행과 마지막 행

만 있는 정보도 같이 보내는데 이는 디코딩 과정에서

첫행과 마지막행 정보가 일치하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전송 된 것으로 간주한다.

5. 결  론

본 논문은 화면 분할을 이용한 영상 압축 및 전송하

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들

이 가지고 있는 화면 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 시간을 줄임으로서, 압축 및 전송하는 데 있어 시간

적으로 많은 부분 절약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향후 우리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 있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발생률을 줄이

는 알고리즘을 보완 개발하고 실험적인 데이터를 도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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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image transmission structure. Fig. 5. Proposed field co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