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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264/AVC 에서는 다수의 참조 프레임을 탐색하여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움직임 추정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H.264 표준코드에서 모든 참조 프레임에 대하여 움직임 추정을 수행할 
경우 연산량이 참조 프레임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이 때, 최종 선택되는 움직임 벡터의 참조 
프레임은 현재 프레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선택되는 참조 프레임 이후에 수행되는 
불필요한 연산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 참조 프레임 이후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 블록의 픽셀 분산 값과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공간적 상관도를 조사하고, 주변 
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을 현재 블록 참조 프레임 탐색에 반영하며, 또한 각 인터 모드에서 참조 
프레임 별로 계산하는 절대 차의 합(SAD)을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의 탐색 종료를 판단하는 빠른 참조 
프레임 선택 알고리즘 (FRFSA)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빠른 참조 프레임 
탐색방법보다 5.34%의 연산 절감을 할 수 있고, PSNR 감쇠는 작다. 

 
   1. 서론 

H.264/AVC[1]는 MPEG2[2]나 이전의 기술표준에 없는, 
가변의 블록크기 움직임 추정, 1/4 화소 정확도의 움직임 
추정, 다수의 참조 프레임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다. 

MPEG2 나 이전의 표준에서는 입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기 위하여 단지 이전의 한 프레임 
만을 이용한다. 다수의 이전 프레임으로 부터 참조 
프레임을 선택하는 향상된 새로운 방법은 H.263++ 에서 
시작되었다.[3] 
매크로 블록 예측에는 4 개의 인터 매크로 블록 모드 

(P16X16, P16X8, P8X16, P8X8)와 2 개의 인트라 매크로 
블록 모드(I16MB, I4MB)가 있다. P8X8 모드의 8×8 블록은 
각각 작은 블록 모드(SUBP8X8, SUBP8X4, SUBP4X8, 
SUBP4X4)로 분할될 수 있다. 8×8 블록에서 분할된 sub-
partitioned block 은 모두 같은 참조 프레임에서 예측된다. 
입력영상과 quantization parameter(QP)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최적의 움직임 벡터는 대략 70%이상 가장 
가까운 참조프레임에서 결정된다. 즉, 많은 경우 최적 
움직임 벡터를 찾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참조 
프레임에서 연산하게 된다.[4] 
이러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Chang 

[5]등은 객체의 이동을 정수 화소 움직임, 1/2 화소 움직임, 
1/4 화소 움직임으로 구분하고, 참조 프레임에서 
반복되는 sub-pixel 위치에 대해서 탐색을 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Ting[6] 등은 움직임 벡터 확률 
분포를 분석하고, 몇 개의 패턴조사 통하여 넓은 
영역에서 최소값을 갖는 참조 프레임을 결정하고 움직임 
벡터를 계산한다. 

Xiang[7] 등은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면서 블록 탐색의 
방법과 함께, 공간적으로 주위 블록 및 상위 모드의 최종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고, 시간적으로 이전 참조 
프레임에서 계산되는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최종 참조 
프레임을 결정하였다. 

Shen[8][9] 등이 제안한 적응적이고 빠른 다중 프레임 
선택 알고리즘(AFMFSA) 에서는 현재 블록의 픽셀 

분산을 계산하여 객체의 경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고, 
이웃하는 블록과의 상관도를 고려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참조 프레임에서 구한 움직임 벡터의 크기를 
이용하며, 또한 참조 프레임간의 SAD 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을 결정한다. 

Kuo[10] 등은 8x8 블록단위로 움직임 벡터와 비율-왜곡 
비용을 구하고, 움직임 벡터가 나타내는 블록의 픽셀 
분산과 8x8 블록의 픽셀분산을 비교하여 움직임이 없는 
영역을 확인하고, 참조 프레임을 결정하며, Wu[11] 등은 
비율-왜곡 비용, 최적 참조 프레임 및 최종 결정된 
모드의 분포,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첫 번째 참조 
프레임에서 구한 움직임 벡터의 차이를 계산하여 현재 
블록의 참조 프레임을 결정한다. 
기존의 방법들 중에는 입력에 따라 연산량 절감이 

크지 않거나[5][11], 모든 참조 프레임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을 하거나[6], 블록 탐색 방법을 변경하여 연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참조 프레임 탐색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성능이 미미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상관도가 높은 주변 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과 시간적 상관도가 높은 각 블록 
모드의 참조 프레임 별로 계산되는 SAD 값을 이용하여 
빠른 참조 프레임을 선택하고, 입력영상에 따른 성능이 
큰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빠른 참조 프레임 선택 
알고리즘(FRFSA)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주변 블록의 

참조 프레임 정보와 참조 프레임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한다. 3 장에서는 제안하는 빠른 참조 프레임 
선택 알고리즘(FRFSA)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4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방법과 비교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관찰 및 분석 
H.264 에서는 인터 모드 예측을 수행하면서 매크로블록 
마다 7 개의 블록 모드와 다수의 참조 프레임을 탐색한다. 
참조 프레임 탐색은 16×16 블록에서 4×4 블록까지 계층적 
내림차순에 따라 진행하며, 현재 프레임에서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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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참조 프레임 ref0 으로부터, n 번째 참조 프레임 
refn 까지 탐색범위에 포함된다. 이때, 4 개의 인터 매크로 
블록 모드중 P16X16, P16X8, P8X16 를 각각 모드 1 ~ 
모드 3 로 정의하고, 또한 SUBP8X8, SUBP8X4, SUBP4X8, 
SUBP4X4를 각각 모드 4 ~ 모드 7로 정의한다. 

H.264 에서는 움직임 벡터를 구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전 프레임을 참조하는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현재 
블록의 파티션은 서로 다른 참조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움직임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으로 얻는 움직임 벡터의 참조 프레임은 한 개로 
결정된다. 즉, 최적 참조 프레임이 아닌 참조 프레임에서 
불필요한 탐색 연산으로 인하여 움직임 추정 계산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입력 영상별로 최적 참조 프레임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입력영상으로 사용된 비디오는 
각각 300 프레임 또는 150 프레임이고, 30 프레임을 
주기로 인트라 프레임을 부호화하였다. 최종 결정되는 
참조 프레임을 8×8 블록 단위로 조사한 결과, 6 개의 
입력영상에서 평균 87.6% 정도가 최적 참조 프레임을 
가장 가까운 참조 프레임 ref0 로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8×8 블록에서 최종 선택된 참조 프레임의 통계 
ref0 ref1 ref2 ref3 ref

akiyo 444900 7208 3974 1560
bus 167740 31576 16932 7488
coastguard 400278 25106 18184 8682
foreman 357136 45068 31788 13074
news 442992 8006 4860 1818
silent 434774 12492 6156 2814
average 87.6% 5.8% 3.6% 1.6%

4
1718
5944
7110

12294
1684
3124
1.4%  

 
3. 제안방법 

3 장에서는 빠른 참조 프레임 선택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안방법들의 
적용순서를 기술한다. 

 
3.1 주변 블록들과의 질감 비교 
입력영상에서 현재 블록과 주변 블록이 같은 객체의 

내부에 속하거나 같은 배경에 속하는 경우 상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변 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을 
현재 블록의 참조 프레임 선택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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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재 블록과 인접한 블록 
 
 <그림 1> 의 (a) 는 공간적 상관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픽셀 분산을 계산하는 현재 블록과 주변블록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8×8 크기의 주변블록 A1, A2, B1, B2 와 현재 
매크로블록의 픽셀 분산이 비슷하게 낮으면 상관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공간적 상관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변의 8×8 크기의 

블록과 현재 매크로 블록(CB)의 픽셀 분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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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식(1) 에서 m×n 크기의 블록 에 속하는 모든 
화소 p(x,y)의 평균 m(blk)를  계산하고, 수식(2)에서 모든 
화소와 평균의 차이로부터 픽셀 분산 v(blk)를 계산한다. 

≤
 

≤

=

akiyo bus coastguard foreman news silent
N_3 333800 83812 172179 223232 272396 175784
N_3(%) 98.3153 82.9592 92.2831 85.667 97.3121 94.1189

           (3) 

수식(3)은 현재 매크로 블록의 픽셀 분산 값이 임계값 
th(=30, 실험값) 보다 작고, A1, A2, B1, B2 픽셀 분산 
값중에서 임계값 th 보다 작은 블록이 있다면 동일한 
객체의 영역에 있거나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접한 블록 blk 의 최적의 참조 프레임 값인 brf(blk) 을 
현재 블록의 참조 프레임 범위인 nrf(CB) 로 설정한다.  
 

<표 2> 주변블록과 참조 프레임 관계 

 
 

<표 2> 는 주변 블록들과의 질감 비교방법을 통하여 
얻은 최적 참조 프레임과, 모든 참조 프레임을 탐색하여 
얻은 최적 참조 프레임이 같은 블록(N_3)의 개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평균 91.78% 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므로, 픽셀 분산을 이용하여 상관도가 
높다고 판단된 주변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 정보를 
현재 블록의 참조 프레임 선택에 적용할 수 있다. 
 
3.2 주변 블록들과의 움직임 벡터 비교 
영상에서 주변블록들과 비슷한 움직임 벡터를 가질 
경우 공간적 상관도가 높은 것이므로 각 모드 별로 현재 
블록에서 계산되는 움직임 벡터와 비교하여 최적 참조 
프레임 선택에 이용한다.  

<그림 1> 의 (b) 는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공간적 
상관도를 판단할 현재블록과 주변블록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주변 블록으로부터 움직임 벡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ax_ max( , , , , , )

1 2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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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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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mv mv mv mv mv mvA A B B C D

=

=

min_ mi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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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수식(4)에서 각각의 mv 는 주변 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를 
나타낸다. 각 모드에서 참조 프레임별로 탐색이 완료되면, 
참조 프레임마다 최적 움직임 벡터와 SAD 값이 계산되고, 
그때 얻어진 움직임 벡터를 각각 mv0 ~ mv4 로 나타내고, 
SAD 값은 sad0 ~ sad4 로 나타낸다. 

 수식(5)처럼 현재 탐색하는 참조 프레임에서 계산된 
움직임 벡터 mvref 가 앞에서 정의한 min_mv, 
max_mv 범위에 속하고, 주변 블록(NB)의 최적 참조 
프레임 brf(NB)이 모두 같을 때는 상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탐색하는 참조 프레임 ref 와 주변 블록의 
동일 한 최적 참조 프레임 brf(NB)중 큰 값을 현재 블록 
모드의 탐색할 참조 프레임 범위로 설정한다. 

    (5) 

 한편, 주변 블록들의 최적 참조 프레임이 다를 경우에는 



 

현재 참조 프레임 ref 가 주변 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 
중에서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음 수식(6)처럼 현재 
블록의 참조 프레임 범위를 설정한다. 

2 2( )

( 0) ( 1)
( )

2

mag mv mvx mvy

mag mv mag mv
avg mv

= +

+
=

1

.(0.9 0 1) (( ( ) 20) ( ( ) 5))

.(1.1 0 1)

for ref

I sad sad and avg mv or avg mv

II sad sad

× ≥ > <

× <
2

.( 0 2) (0.9 1 2)

.(1.1 0 2) ( 1 2)

for ref

I sad sad and sad sad

II sad sad and sad sad

≥ × ≥

× < <
3

.( 0,1 3) (0.9 2 3)

.(1.1 0 3) ( 1, 2 3)

for ref

I sad sad and sad sad

II sad sad and sad sad

≥ × ≥

× < <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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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5 63238 160945 333657 281229 112520 131188
N_5(%) 95.7223 88.0776 95.717 92.3013 96.8464 95.4011

         (7) 

max( ( )) min_ min_

( )

if brf NB ref and mv mv mvref

nrf CB ref

≤ ≤ ≤

=
 (6) 

(8) 

              (9) 

 
<표 3>  움직임 벡터와 참조 프레임 관계 

akiyo bus coastguard foreman news silent
N_4 287684 132926 326844 289354 310020 312160
N_4(%) 96.4826 78.7178 90.7918 84.9826 96.3429 95.3615  
 

<표 3> 은 주변 블록들과의 움직임 벡터 비교 방법을 
통하여 얻은 최적 참조 프레임과, 모든 참조 프레임을 
탐색하여 얻은 최적 참조 프레임이 같은 블록(N_4)의 
개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평균 90.45% 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므로, 주변 블록들의 최적 참조 프레임 
조건에 따라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블록이 주변 
블록과 상관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주변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 정보를 현재 블록의 참조 프레임 선택에 적용할 
수 있다. 

            (10) 

수식(8), (9), (10)에서 조건 은 최적 참조 프레임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또한 조건 는 이후의 참조 
프레임에서 최적의 참조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수식(8), (9), (10)의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 참조 프레임까지만 탐색을 하고 
더 이상의 참조 프레임 탐색을 하지 않는다. 

 
3.3 참조 프레임별 SAD값 비교 
  움직임 벡터를 찾기 위한 참조 프레임의 탐색 목적은 
최소값을 갖는 SAD 값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다수의 
참조 프레임을 탐색 할 때, 이미 충분히 낮은 SAD 값을 
갖거나, 이전의 참조 프레임에서 계산한 SAD 값보다 
충분히 큰 SAD 값을 갖고, 이 후 참조 프레임에서 더 
이상 낮은 SAD 값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참조 프레임 탐색을 종료할 수 있다. 

 
<표 4>  SAD와 참조 프레임 관계 

 
 
<표 4> 는 참조 프레임별 SAD 값 비교 방법을 통하여 
얻은 최적 참조 프레임과, 모든 참조 프레임을 탐색하여 
얻은 최적 참조 프레임이 같은 블록(N_5)의 개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평균 94.01% 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므로, 참조 프레임 별로 계산된 SAD 를 
이용한 참조 프레임 탐색종료 조건을 현재 블록의 참조 
프레임 선택에 적용할 수 있다.  

참조 프레임을 탐색할 때, 각 참조 프레임 마다 움직임 
벡터와 SAD 값을 계산한다. 이 값들은 참조 프레임 마다 
계산된 것으로 시간적 상관도를 고려하여 현재 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을 결정할 수 있다.  

 

 
3.4 제안방법의 순서 
제안된 방법(FRFSA)은 다음처럼 기술된다. 
Loop1 모드를 탐색함 (모드 1부터 모드 7까지); 
Loop2 참조 프레임을 탐색함(ref0부터 ref4까지); 
S1 현재 블록이 주변 블록과 같은 객체에 

있는지를 수식(3)으로 판단, 그렇다면 S7 으로 
이동; (a)                         (b) 

<그림 2> SAD 값과 참조 프레임 탐색종료 조건 S2 현재 블록이 주변 블록과 비슷한 움직임 
벡터를 갖는지 수식(5), (6)으로 판단, 그렇다면 
S7으로 이동; 

 
<그림 2>의 (a) 첫 번째 조건 I 은 탐색하는 현재 참조 

프레임의 SAD 값이 이전 참조 프레임에서 구한 값들 
보다 작고, 바로 이전 참조 프레임의 SAD 값보다 10% 
이상의 차이를 갖는 경우로 최적 참조 프레임을 
판단하고, 더 이상 참조 프레임을 탐색하지 않는다. 
<그림 2>의 (b) 두 번째 조건 II 는 현재 참조 프레임에서 
계산되는 SAD 값이 이전의 참조 프레임에서 계산한 SAD 
값보다 크며, 첫 번째 참조 프레임에서 계산된 SAD 
값보다 10% 이상 클 경우, 이후의 참조 프레임에서 
최적의 참조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참조 프레임을 탐색하지 않는다. 

S3 현재 참조 프레임이 ref1 일때, 수식(7), (8)의 
조건 I, II 를 만족한다면 S7으로 이동; 

S4 현재 참조 프레임이 ref2 일때, 수식(9)의 조건 
I, II 를 만족한다면 S7으로 이동; 

S5 현재 참조 프레임이 ref3 일때, 수식(10)의 조건 
I, II 를 만족한다면 S7으로 이동; 

S6 다음 참조 프레임을 탐색함 (Loop2으로 이동); 
S7 현재 블록 모드의 탐색을 종료함 (Loop1 으로 

이동); 
 SAD 로 참조 프레임의 탐색 종료를 판단할 조건은 

다음 수식(8), (9), (10) 과 같다. 수식(8)에서 사용하는 
움직임 벡터 크기 mag(mv)의 평균값 avg(mv)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참조 프레임에서는 현재 구해진 움직임 
벡터 mv0와 mv1를 이용하여 수식(7)과 같이 계산한다. 

IV. 실험결과 
본 실험에서는 H.264/AVC 참조 소프트웨어(jm10.2)[12] 
를 사용하였다. 움직임 추정은 UMHexagonS 방법을 
적용하고, 또한 메인 프로파일, 검색범위 = 32, 참조 
프레임 개수 = 5, 인트라 프레임 간격 = 30, QP=28 에서 



 

nt
866
157
7.25
358
567

8777
091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인텔 펜티엄 4 
CPU2.4GHz 이며, CIF 30Hz 비디오 시퀀스 6 개를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표 5> AFMFSA[9]의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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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f_correct(%) 96.752 73.825 86.74 78.271 96.302 94.
ref0_cnt(%) 78.703 43.624 66.504 57.781 68.678 80.
ref1_cnt(%) 19.754 39.7 8.1311 13.756 27.131 1
ref2_cnt(%) 0.3293 9.0139 15.646 10.779 1.8807 1.
ref3_cnt(%) 0.1616 5.2421 6.8553 11.507 1.2768 0.3
ref4_cnt(%) 1.0516 2.4196 2.8634 6.1772 1.0339 0.
reduce(%) 74.979 63.373 65.711 61.091 72.228 75.  
 

<표 6> 제안한 FRFSA의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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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f_correct(%) 96.557 74.158 86.576 78.279 96.105 9
ref0_cnt(%) 96.576 77.987 84.375 82.051 94.829 90.1
ref1_cnt(%) 0.7133 12.355 7.2095 8.4713 0.8915 1.94
ref2_cnt(%) 0.3417 2.9182 2.3947 3.1775 0.453 0.63
ref3_cnt(%) 0.1853 1.0741 1.0472 1.2421 0.2364 0.3
ref4_cnt(%) 2.1835 5.6653 4.9734 5.0581 3.5903 6.
reduce(%) 77.863 71.185 72.993 72.243 76.626 73.6

ent
4.58

55
14
16

864
886

18  
 

<표 5>와 <표 6>에서 brf_correct(%)는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최적 참조 프레임이 모든 프레임을 참조하여 얻은 
최적 참조 프레임과 동일한 블록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ref0_cnt(%) ~ ref4_cnt(%) 은 각각 
참조 프레임 ref0 ~ ref4 범위까지 탐색한 블록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reduce(%)는 모든 참조 프레임을 
탐색할 경우와 비교하여 줄어든 연산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FMFSA[9] 는 6 개의 비디오 평균 68.75% 의 참조 
프레임 탐색이 감소 되었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FRFSA 
의 결과로 6 개 비디오 평균 74.09% 의 참조 프레임 
탐색이 감소하였다. 또한, AFMFSA 과 비교하여 감소된 
결과의 변화가 비디오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표 7> PSNR(dB)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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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FSA 39.85 34.79 34.7 36.36 38.25 3
AFMFSA 39.85 34.81 34.7 36.4 38.28 3
H.264 40.01 34.91 34.74 36.51 38.38 3

nt
6.02
6.02
6.15  

 
<표 7>에서는 모든 참조 프레임을 연산하였을 경우와 

AFMFSA 와 제안한 FRFSA 의 PSNR 을 비교한 것으로 
화질 열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 ME time(sec) 비교 

akiyo bus coastguard foreman news sile
FRFSA 45.903 59.908 106.059 96.216 54.682 7
AFMFSA 49.672 76.952 133.183 126.241 64.638 6
H.264 192.504 215.732 454.875 367.013 215.964 256

nt
1.19
3.74
.755  

 
<표 8>은 움직임 추정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제안한 FRFSA 에서 앞에서 계산한 줄어든 참조 프레임 
탐색 연산량과 비슷하게 움직임 추정에 걸리는 시간이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H.264/AVC 에서 다수의 참조 프레임을 
탐색하여 움직임 추정을 할 때, 주변블록의 픽셀 분산과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상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주변 
블록의 최적 참조 프레임을 반영하고, 또한, 참조 프레임 
별로 계산되는 SAD 값을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 탐색을 

종료할 조건을 판단하여 참조 프레임 탐색 연산을 
줄이는 빠른 참조 프레임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빠른 참조 프레임 
탐색방법 보다 움직임 추정 연산에 걸리는 시간이 5.34% 
감소되었다. 또한 기존의 빠른 참조 프레임 선택 
방법보다 영상에 따른 연산 절감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 성능을 보여주며 화질열화 또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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