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H.264 부호화를 위한 움직임 추정에서의  
모드 및 참조 영상 고속 결정법 

 

곽동규, 전승수, 설상훈 
고려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dggwak@mpeg.korea.ac.kr, sschun@mpeg.korea.ac.kr, sull@mpeg.korea.ac.kr 
 

Fast mode and reference frame selection in motion estimation 
for H.264 video encoding 

 

Dong-Gyu Gwak, Seong-Soo Chun, Sanghoon Sull 
Dept. of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H.264 는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중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추정 기법과 복수의 참조 영상 채택은 부호화 효율의 향상에 있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으나 이에 따른 복잡도의 증가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으로 가변 블록 크기 모드와

참조 영상을 예측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크로블록과 서브 매크로블록의 파티션간 밝기값의 분산과 인접

매크로블록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부호화시 영상의 품질과 데이터

양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움직임 추정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최대 51.57% 감소시킨다. 

 
 

1. 서론 

 
비디오 압축의 새로운 표준인 H.264 [1]는 가변 블록 크

기 움직임 추정, 복수의 참조 영상, 정수 연산에 기반을 

둔 4×4 DCT, 1/4 화소의 모션 벡터(motion vector) 지원, Intra 

Prediction 등의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이들 중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추정은 <그림 1>에서

와 같이 매크로블록을 16×16부터 4×4까지의 다양한 크기

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 블록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모

드 별로 각각 독립적인 움직임 추정 및 보상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기술이다. <그림 1>의 (a)에서와 같이 매크로블록

은 16×16 단일 매크로블록, 16×8 매크로블록 파티션

(macroblock partition), 8×16 매크로블록 파티션, 8×8 서브 매

크로블록 (sub-macroblock)으로 분할될 수 있고, 매크로블

록이 네 개의 8×8 서브 매크로블록으로 분할된 경우는 <

그림 1>의 (b)에서와 같이 각각을 다시 8×8 단일 서브 매

크로블록, 8×4 서브 매크로블록 파티션, 4×8 서브 매크로블

록 파티션, 혹은 4×4 서브 매크로블록 파티션으로 분할할 

수 있다. 또한 H.264의 복수 참조 영상은 각 파티션의 참

조 영상을 선택할 때 여러 영상에서 그 움직임 벡터를 선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현재 매크로

블록의 각 파티션과 일치하는 샘플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매크로블록 모드 (가변 블록 크기 모드)와 참조영상의 

결정은 부호화시에 RD 최적화 (Rate-Distortion 

Optimization) [2]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각각의 매크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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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추정을 위한 매크로블록 및 서브 

매크로블록의 분할 

파티션들은 독자적으로 모션 벡터와 참조 영상을 가지게

되므로 각각의 모드에서 모든 참조 영상에 대하여 RD- 

Cost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변 블록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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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추정 및 복수 참조 영상의 도입은 이전 기술에 비

하여 부호화시 데이터 양을 대폭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전체 부호화 시간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매크로블록 모드와 참조영상 후보를 조기에 예

측하여 결정하면 부호화시 발생되는 RD-Cost 연산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요구되는 부호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매크로블록과 서브 매크로블록 내의 

파티션간 밝기값의 분산 및 인접 매크로블록의 모드를 바

탕으로 매크로블록 모드와 참조영상을 예측하여, 압축 영

상의 품질 저하와 데이터 양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부호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매크로 블록 

모드와 참조 영상의 예측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3절

에서는 2절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매크로블록 모

드와 참조영상을 조기에 예측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4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험을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5절에서는 최종적인 결론 및 향

후 연구과제에 관하여 기술한다. 

 
2. 매크로블록 모드와 참조영상의 예측 방법 

 
매크로 블록을 파티션으로 분할할 때 각 파티션들의 내

용이 서로 유사하다면 그 파티션들은 동일한 물체에 속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일한 물체에 속해 있는 매

크로블록의 파티션들은 동일한 모션 벡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매크로블록을 더이상 하부 파티션으로 분

할할 필요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크로블록 및 서브 매크로블록 내의 

각 파티션간들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크로블록 

과 서브 매크로블록을 각각 네 개의 파티션으로 분할하여 

각 파티션간 밝기값의 분산 Var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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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k는 <그림 1>에서 표시하였듯이 각 N×N 파

티션의 번호이며, pk(i,j)는 k번째 파티션의  (i,j) 번째 픽셀

의 밝기값을 나타낸다. Var은 각 파티션의 내용이 유사할

수록 작아지므로 그 값이 임의의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그 매크로블록은 더 이상 하부 파티션으로 분할될 필요가 

없다. 

매크로블록 및 서브 매크로블록의 파티션간 밝기값의 

분산은 매크로블록 모드 결정 과정외에 참조 영상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물체의 경계면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은 큰 Var을 가지며 바로 이전 영상에서 참조 

영상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두 물

체가 중첩된 부분에서는 이전 영상의 해당 부분이 가려지

거나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Var이 작

으면 그 매크로블록이 한 영역내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바로 이전 영상에서 참조영상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Var이 임의의 임계값보다 작은 매크로블록은 바로 

이전 영상외에 더 이상의 영상을 탐색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인접 매크로블록의 모드와 현재 부호화 과정에 있

는 매크로 블록의 모드간에도 서로 연관성이 있다. 대부분

의 연속된 비디오 시퀀스에서 특정 물체는 여러 매크로블

록에 걸쳐서 나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매크로블록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인접한 매크로블록들도 분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와 같이 현재 매크로블록X 에 대

하여 A, B, C 의 세 가지의 매크로블록은 이미 부호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 정

보를 매크로블록X의 부호화 시에 이용할 수 있다. A. 

Ahmad등의 연구 [3]에서도 이를 모드 결정의 지표로 사용

하고 있으나, 인접 매크로블록의 모드가 현재 매크로블록 

모드 예측의 단일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그 연관성이 부족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조적인 지표로만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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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재 매크로브록과 인접한 매크로블록 

 
3. 모드 및 참조 영상의 고속 결정 알고리즘 

 
<그림 3> 은 2절에서 설명한 예측 방법들을 바탕으로 

매크로블록 모드 및 참조 영상을 고속으로 결정하는 방법

을 나타낸 것이다. 매크로블록 후보 모드는 <표1> 과 같

이 분류하였으며 알고리즘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매크로블록 후보 모드의 분류 

MS1 Skip, Intra4×4, Intra16×16, 16×16 

MS2 Skip, Intra4×4, Intra16×16, 16×16,16×8, 8×16 

MS3 Skip, Intra4×4, Intra16×16, 16×16,16×8, 8×16, 8×8 

MS4 
Skip, Intra 4×4, Intra16×16, 16×16,16×8, 8×16, 8×8, 

8×4, 4×8 

MS5 
Skip, Intra 4×4, Intra16×16, 16×16,16×8, 8×16, 8×8, 

8×4, 4×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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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식 (1) 에서와 같이 Var값을 

구하고 이를 VarMB라 한다. 여기에서 VarMB가 임계값 Thref

보다 작을 경우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든 참조 영상

은 인접 영상(이전 프레임)만으로 한정한다. 

 
Step 2) 다음 식 (2)에 따라 인접 매크로블록의 모드가 반

영된 Var*
MB를 구한다. 여기에서 A, B, C는 <그림 2>의 인

접 매크로블록들을 나타내며  rA, rB, rC는 A, B, C 각각의 

모드와 현재 매크로블록 X의 모드의 상관관계에 비례하는 

양의 상수로서 VarMB 에 곱해질 변환계수 (scaling factor)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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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Var*

MB가 임계값 ThMB1 보다 작으면 Step 3.1 을, 

2
*

1 MBMBMB ThVarTh <≤ 이면 Step 3.2 을, Var*
MB가 임계값 

ThMB2이상이면 Step 3.3을 수행한다. 

 
Step 3.1) 매크로블록의 후보 모드를 MS1 으로 정하고 

Step 5 로 진행한다. 

Step 3.2) 매크로블록의 후보 모드를 MS2로 정하고 Step 

5 로 진행한다. 

Step 3.3) 8×8 서브 매크로블록에서 후보 모드를 찾기 위

하여 Step 4로 진행한다. 

 
Step 4) 네개의 8×8 의 서브 매크로블록에서 각각 Var값을 

구하고 이를 VarSub라 한다. 각각의 서브 매크로블록에 대
하여 

SubVar < 
1SubTh 이면 Step 4.1 을, 

21 SubSubSub ThVarTh <≤  

이면 Step 4.2을, 
2SubSub ThVar ≥  이면 Step 4.3을 수행한다. 

 
Step 4.1) 해당 서브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후보 모드를 

MS3로 정한다. 

Step 4.2) 해당 서브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후보 모드를 

MS4 로 정한다. 

Step 4.3) 해당 서브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후보 모드를 

MS5 로 정한다.  

 
Step 5) 정해진 후보 모드와 참조 영상내에서 RD-Cost를 

계산하여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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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알고리즘의 개요 

 
4. 실험 결과 

 
제안된 매크로블록 모드 및 참조 영상 고속 결정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QCIF 사이즈의 다섯가지 비디오 시퀀스

를 선정하여 Pentium4 3.0GHz 512MB RAM의 환경에서 실

험을 실시하였다. 부호화기는 JM9.2 [4]를 사용하였으며 실

험 제반 조건은 JVT(Joint Video Team)의 부호화 효율 실험

을 위한 권고안 [5]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구체적인 

부호화기의 실험 조건은 <표 2>와 같으며 실험을 위한 임

계값은 <표 3>, 변환계수를 구하기 위한 상수는 <표 4>와 

같다.  여기서 rC 가 rA, rB  보다 작은 것은 <그림 2>에서 

매크로블록 X의 최적 모드가 C 매크로블록의 모드보다는 

A 또는 B 매크로블록의 모드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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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호화기 실험 조건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MV Search range ±32  Reference frames 5 

Entropy Coding CAVLC QP 28 

ME accuracy 1/4 pixel  RD-Optimization On 

Profile Baseline B-Frame Not Used

Intra Period IPPPP… Frame Skip 2 

 

표 3. 실험에 사용된 임계값  

Threshold Thref ThMB1 ThMB2 ThSub1 ThSub2 

Value 800 1000 1600 250 400 

 

표 4. 변환계수를 구하기 위한 상수값 

Scaling Factor rA rB rC 

Value 0.04 0.035 0.01 

 
제시된 조건하에서 각각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하여 최

초의 I 프레임을 포함 90 프레임을 부호화 하여 <표 5>와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 ΔPSNR, ΔBit rate, ΔME Time

은 각각 JM9.2 대비 PSNR, 비트레이트, 움직임 추정에 

걸린 전체 시간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M3DRS는 2 절에서 언급한 인접 블록들의 모드만을 이용

하는 방법 [3]을 사용한 결과이고, Proposed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

용한 결과 JM9.2 대비 움직임 추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

균 38.31% 최대 51.57% 감소하였다. 반면 PSNR은 평균 

0.06dB 최대 0.08dB 감소하고 비트레이트는 평균 1.49% 

최대 2.79%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인접 블록의 모드만

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부호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었으며, 영상품질과 데이터 양에 있어서도 더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추정시 매크로블

록 모드와 참조 영상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크로블

록 및 서브 매크로블록 파티션간 밝기값의 분산과 인접 

블록의 매크로블록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한 고속 매크로블록 모드 및 참조 영상 결

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H.264는 이전 기술과 비교하여 

부호화시 데이터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

에 따른 복잡도 증가를 동반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부호화시 영상의 품질 저하와 

데이터 양의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 움직임 추정에 소요되

는 시간을 최대 51.57% 감소시킬 수 있었다. 차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될 고

속 모션 벡터 탐색방법에 관한 연구, 임계값을 모든 비디

오 시퀀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각 영상의 특징을 

감안하여 동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등이 있다. 

 

표 5. 제안된 방법에 의한 실험 결과 

Test Sequence ΔPSNR ΔBit rate ΔME Time

M3DRS -0.24dB +7.08% -14.82% 
Car phone 

Proposed -0.05dB +0.60% -22.90% 

M3DRS -0.06dB +2.85% -26.35% 
Coast guard

Proposed -0.07dB +2.79% -43.00% 

M3DRS -0.11dB +8.72% -36.05% 
Container 

Proposed -0.06dB +1.28% -51.57% 

M3DRS -0.14dB +6.49% -26.84% 
Foreman 

Proposed -0.05dB +1.08% -33.51% 

M3DRS -0.25dB +19.23% -24.50% 
Akiyo 

Proposed -0.08dB +1.72% -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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