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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264/AVC 표준에서는 움직임 벡터를 효

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움직임 벡터 차라는 값을 계산

하며, 움직임 벡터 차는 현재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움

직임 벡터의 예측 값 과의 차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

는 움직임 예측에서의 검색 영역을 정하기 위해, 기존

의 움직임 벡터 차(Motion Vector Difference : MVD)

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 더욱 효과적인 적응적 

검색 영역(Adaptive Search Range : ASR)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방법은 인코딩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

지만, 에러를 줄이기 위해 예측한 움직임 벡터 차의 수

직 수평 값 중 최대값만을 검색 영역에 이용하는 점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움직임 벡터 차를 구할 때, 움직

임 벡터를 항상 이전 프레임의 움직임 벡터로 대체 하

여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벡터 

차의 수직 수평 값을 모두 이용하여 검색 영역을 줄인

다. 그리고 시간적 상관관계를 살펴보아 시간적 상관관

계가 낮은 경우 인접 블록과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이용

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움직임 벡터를 구하고 이를 예측 

움직임 벡터로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은 검색 영역을 

효과적으로 줄여 주고, PSNR 에 큰 손실 없이 인코딩 

시간을 전체 검색(Full Search)에 비해 약 88%, 기존의 

방법에 비해 약 54%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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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H.264는 그 여러 가지 효율성 면의 장점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구 되어오고 있는 영상 표준안이다. H.264는 기존의 영

상 표준에 비해 몇 가지 주목할만한 성능 면에서의 향

상을 보이고 있다. 

 

1) 기존의 표준에 비해 50% 이상의 압축률 향상 

2) 디블록킹 필터와 1/4화소 움직임 벡터 사용으 

         로 고화질 영상 제공 

3) 다중 참조 프레임 사용으로 에러 복원 강화 

4) 다양한 네트워크로의 이식성 강화 

 

H.264에서는 블록 기반 움직임 예측 방법을 사용

하여 움직임 벡터를 예측한다. H.264에서 인코딩을 할 

때에, 움직임 벡터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움직임 벡터를 찾는 시간을 감소 시킴으로써 전체 인코

딩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연구가 계속 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크게 2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예측을 통해 검색 경로를 줄이는 방법이고, 다

른 하나는 검색 영역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측을 통해 검색 경로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색 중심과 주변의 블록 살펴보고 영역 내

에서 가장 유사한 블록으로 검색 중심을 옮겨가며 재귀

적인 검색을 계속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Three Step Search (TSS) [1,2], 

Four Step Search (FSS) [2], Diamond Search Algo-

rithm [3]이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

되었다[4-7].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검색 영역을 줄이는 방법에

서는 기존의 고정된 크기의 검색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

과 달리 검색 영역을 줄여서 인코딩 시간을 줄이는 방

법을 사용한다. 이것을 적응적 검색 영역이라고 한다. 

그 중 한 가지가 움직임 벡터와 블록 간의 절대 차의 

합(Sum of Absolute Difference : SAD)를 사용하여 검색 

영역을 예측 및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8-13]. 하지만 

CHEN et al.[14]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움직임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적응적 검색 영역에서는 움직임 벡터가 클 경우 큰 검

색 영역을 선택하는데, 움직임 벡터의 예측이 정확하다

면 더 작은 검색 영역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움직

임 벡터의 크기에 따라 검색 영역의 크기를 정하는 것

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안된 방법이 움직임 벡터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14,15]. 움직임 벡터 차는 현재 블록의 움직

임 벡터와 움직임 벡터의 예측 값과의 차로 정의 되며, 

H.264/AVC 표준에서 움직임 벡터를 저장할 때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움직임 벡터 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VD = MV - median_MVP                     (1) 

median_MVP = median (MV_A, MV_B, MV_C )    (2) 

 

H.264/AVC에서 움직임 벡터 차를 기반으로 매크
로블록에서의 효과적인 검색 영역 선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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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median-MVP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현재 블록

A

BMV_A 
(1,-3)

MV_B 
(4,-2)

MV_C 
(2,-1)

median_MVP
(2,-2) C

 
그림 1. median_MVP의 예 

 

검색 영역을 선택 할 때 움직임 벡터 차를 이용하

면 현재 블록의 인접 블록과 움직임 벡터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더 정확한 검색 영역을 예측 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존에 제안된 방법은 구해진 움직임 벡터 차의 

수직 수평 값 중에 최대 값만을 사용 하고, 움직임 벡

터 차를 구하기 위하여 단순히 시간적 상관관계만을 이

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더욱 효

과적인 검색 영역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계산된 움직임 

벡터 차의 수직 수평 값들을 모두 사용하여 검색 영역

을 줄여준다. 그리고 현재 블록의 인접 블록의 시간적 

상관관계에 따라 움직임 벡터 차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 

벡터를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예측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있

다. 2장에서는 이전에 제안된 움직임 벡터 차를 이용한 

검색 영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더 효과적으로 검색 영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 값이 주

어지며, 5장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본

다. 

Ⅱ. 기존의 적응적 검색 영역 선택 방법 
CHEN et al.[14]는 기존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

여 검색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8-13]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매크로 블록 단에서 움직임 벡터 차를 이용

한 검색 영역 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움직임 벡터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

는 문제가 있다. 식(1)에서 움직임 벡터는 이미 움직임 

벡터 예측을 한 후에 구해지는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기 위한 검색 영역을 구하기 위해 

움직임 벡터 차를 이용하려면 움직임 벡터 값을 예측 

하여 대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CHEN et al.[14]

는 예측 움직임 벡터를 시간적 움직임 벡터 예측 값

(temporal MVP)으로 대체한다. (그림 2)는 시간적 움직

임 벡터 예측 값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보여주고 식(3)

은 CHEN et al.[14]이 제안한 적응적 검색 영역을 보

여준다: 

 

ASR = max (예측 MVD의 x값, 예측 MVD의 y값 ) 
  + (원래 검색 영역/4 )                      (3) 

 

이 알고리즘은 16×16 매크로블록 단위에서 움직

임 벡터 차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검색 영역을 줄였으

며, 원래 검색 영역의 1/4값을 보상 값으로 선택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이렇게 구해진 움직임 벡터 차의 수

직, 수평 값 중 최대값에 보상 값을 더하여 검색 영역

으로 선택한다. 이때 구해진 검색 영역은 매크로블록 

내의 하위 블록에 대해서 움직임 예측을 할 때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참조 프레임

현재 프레임

동일 위치 블록

최적 매칭 블록

움직임 벡터

참조 프레임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프레임의
temporal MVP
로 사용

 
그림 2. 시간적 움직임 벡터 예측 값의 개념 

Ⅲ. 제안된 적응적 검색 영역 선택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적응적 검색 영역 선택 방법에

서는 구해진 예측 움직임 벡터 차의 수직, 수평 값에 

따라 검색 영역의 변의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영역을 사용 하여 더 유연하고 축소된 검색 영역을 적

용 하였다. 또한 현재 블록에 인접하는 블록들의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에서의 움직임 벡터 차에 따라 선

택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더 정확하고 축소된 검

색 영역을 적용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움직임 벡터 차를 사용할 

때 필요한 움직임 벡터를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시간적 예측과 공간적 예측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기

존의 방법에서는 움직임 벡터 차를 구할 때 움직임 벡

터를 단순히 temporal MVP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움직임 벡터가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시간적 상관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적 움직임 벡터 예측 값만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시간적 상관관계가 떨어질 경우 공간적 

상관관계에 의하여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예측한

다.  

우선 (그림 3)에서 A, B, C블록으로 나타나는 현재 

블록의 인접블록과, 이전 프레임의 같은 위치에 있는 

블록의 인접블록간의 움직임 벡터의 차를 구한다. 식(4)

는 이렇게 구해진 시간적 상관관계 요소를 나타낸다. 

 

시간적 상관관계 요소 =  
|(현재 프레임의 A, B, C블록의 움직임 벡터 ) 
- (이전 프레임의 A, B, C블록의 움직임 벡터 )|    (4) 

 

이렇게 구해진 값은 인접 블록의 시간적 상관관계

를 보여준다. 이 값이 작다는 말은 인접 블록의 시간적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프레임 역시 

시간적 상관관계가 크다고 예측 할 수 있다. 반대로 시

간적 상관관계 요소가 크다면, 시간적 상관관계가 작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A, B, C블록에 대

한 시간적 상관관계 요소의 합을 구하여 임계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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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간적 상관관계 요소의 합이 임계값 보다 작을 

경우엔 움직임 벡터 차에 사용될 움직임 벡터를 기존의 

방법[14]과 같이 시간적 움직임 벡터 예측 값으로 대

체한다. 시간적 상관관계 요소의 합이 임계값 이상일 

경우는 (그림 3)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블록과 인접블

록 사이의 가장 인접하는 4개의 화소를 이용하여 각 화

소의 SAD를 구한다. SA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AD =  
|인접블록의 i번 픽셀 값 –현재블록의 i번 픽셀 값 |(5) 

 

식(5)에서 i는 (그림 3)에서의 각 블록 내의 숫자를 

가리킨다. SAD의 합이 작을 수록 현재 블록과의 상관관

계가 높음을 의미하기 한다. 그러므로 각 인접 블록의 

움직임 벡터에 SAD에 따른 상관관계 가중치를 적용하

여 예측 움직임 벡터를 구한다. 이때 가중치의 총 합이 

1이 되도록 가중치를 조절한다. 이렇게 구한 움직임 벡

터의 예측 값을 사용하여 움직임 벡터 차의 예측 값을 

구한 후 이를 적응적 검색 영역을 구하는 데에 적용 한

다. 이때 구해진 수직, 수평 값들은 모두 적응적 검색 

영역의 수직, 수평 값에 반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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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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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블록은 대칭되는
위치의 4 화소를
비교한다

 
그림 3. SAD를 구하기 위한 4개의 화소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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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dctMVD = medianMVP16×16 - prdct_MV 
ASRk = │prdctMVDk│+orgnlSR/8      k=x, y 
 
SumMVD : 인접블록의 시간적 상관관계 요소의 합 
SumMVDth : 실험적으로 구한 임계값 
prdctMV : 움직임 벡터 예측 
orgnlSR : 변경 전의 원 검색 영역 
 

SumMVDth는 실험적으로 100을 선택 하였다. 

CHEN et al.[14]는 자신의 방법에서 보상 값으로 원래

의 검색 영역의 1/4값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

서 제안된 방법에서 기술된 SAD를 사용한 가중치 적용 

방법으로는 원래의 검색 영역의 1/8 값을 보상 값으로 

사용하여도 기존의 정확도를 유지 할 수가 있었으며, 

MVD의 최대 값만이 아닌 각각을 모두 검색 영역의 사

용하여도 안정적인 PSNR을 유지 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표 1>은 실험을 위해 사용된 환경을 보여준다. 

 

표 1. 실험 환경 

참조 프로그램 JM 11.0 

검색 영역 QCIF:16, SIF:24 

QP 28 

참조 프레임 번호 1 

부호화 코딩 CABAC 

인코딩한 프레임 수 100개 

사용한 컴퓨터 CPU 코어 2 듀오 2.4 GHz 

사용한 컴퓨터 RAM 2 GB 

 

다음에 주어진 <표 2>, <표 3>, <표 4>는 각각 인

코딩 시간, PSNR, 비트율의 비교를 보여준다. 본 논문

과의 비교 대상은 전체 검색(Full Search) 방법과 

CHEN et al.[14]의 방법을 선택 하였다. 비디오 시퀀스

는 움직임 벡터의 정도를 고려하여 4가지를 선택하였으

며, 비디오 타입은 QCIF와 SIF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실험은 전체 검색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CHEN et al.[14]와 본 논문이 나타내는 값을 비교 하

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표 2. 전체검색 대비 인코딩에 소모된 시간 비 (%) 

타입 이름 전체검색 CHEN[14] 본 논문

QCIF foreman 100 29.073 13.133

QCIF akiyo 100 41.512 18.475

SIF stefan 100 19.805 9.312 

SIF football 100 13.386 6.746 

평균  100 25.944 11.917

 

<표 2>에서는 전체 검색을 100%로 놓고 이에 대

한 각각의 걸린 시간 비를 보여준다. 본 논문이 FS와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약 88%정도의 인코딩 시간을 감

소시켰으며, CHEN et al.[14]에 비해서도 약 54%정도 

인코딩 시간에서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체검색을 기준으로 한 ΔPSNR 비교 

타입 이름 전체검색 CHEN[14] 본 논문

QCIF foreman 0 -0.007 -0.007

QCIF akiyo 0 -0.003 -0.003

SIF stefan 0 -0.017 -0.01 

SIF football 0 -0.027 -0.007

평균  0 -0.013 -0.007

 

<표 3>에서는 전체 검색과 각 알고리즘의 PSNR의 

변화 량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PSNR의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적고, CHEN et al.[14]에 비해서도 

감소가 적어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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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검색를 기준으로 한 Δbit rate 비교 (%) 

타입 이름 전체검색 CHEN[14] 본 논문

QCIF foreman 0 0.135 0.243 

QCIF akiyo 0 0.008 0.008 

SIF stefan 0 3.700 1.827 

SIF football 0 3.377 1.146 

평균  0 1.805 0.806 

 

<표 4>에서는 전체 검색과 각 알고리즘의 bit rate

의 변화 량을 보여준다. 본 논문이 CHEN et al.[14]에 

비해 전체 검색의 비트율에 더 근접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위의 실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안된 알고리즘은 

PSNR과 비트율에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며 CHEN 

et al.[14]에 비하여 더 훌륭한 결과를 보임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본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FS

와 근사한 성능으로 전체 검색에 비해 약 88%, CHEN 

et al.[14]에 비해 약 54%의 인코딩 시간을 감소시켰

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벡터 차를 사용한 더 효과적

인 적응적 검색 영역 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

은 움직임 벡터 차에 사용되는 예측 움직임 벡터를 구

할 때, 인접블록의 시간적 상관관계에 따라 시간적, 공

간적으로 움직임 벡터의 예측 값을 선택 하였다. 이렇

게 구한 움직임 벡터 차의 수직, 수평 값들을 모두 사

용하여 적응적 검색 영역을 선택 하였다. 이런 방법으

로 블록 매칭에 사용되는 검색 영역을 크게 줄일 수 있

었으며, 그 결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인코딩에 

걸리는 시간을 현저히 감소 시켰다. 

참고문헌 

[1] http://www.ece.cmu.edu/~ee899/project/ 

deepak_mid.htm, Deepak Turaga, Mohamed Alkanhal, 

“Search Algorithms for Block-Matching in Motion 

Estimation”, 1998 

[2] Lai-Man Po, Wing-Chung Ma, "A Novel Four Step 

Search Algorithm For Fast Block Motion Estimation"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vol. 6, no.3, pp 313-7, June, 1996. 

[3] Th. Zahariadis, D. Kalivas "A Spiral Search Algo-

rithm For Fast Estimation Of Block Motion Vectors" 

Signal Processing VIII, theories and ap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EUSIPCO 96. Eighth European 

Signal Processing Conference p.3 vol. lxiii + 2144, 

1079-82,vol. 2. 

[4] S. Zhu and K.-K. Ma, “A new diamond search 

algorithm for fast block-matching motion estimation,” 

IEEE Trans. Image Process., Feb, 2000. 

[5] M.Ghanbari "The cross search algorithm for Mo-

tion Estimation"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

tions, vol. 38, no. 7 pp 950-3, July, 1990.  

[6] Kwon Moon Nam, Joon-Seek Kim, Rae-Hong Park 

"A Fast Hierarchical Motion Vector Estimation Algo-

rithm Using Mean Pyramid"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vol. 5, 

no.4, pp 344-351, August, 1995. 

[7] Kyoung Won Lim, Jong Boem Ra "Improved Hi-

erarchical Search Block Matching Algorithm by Using 

Multiple Motion Vector Candidates" Electroonic Let-

ters, vol. 33, no.21, pp 1771- 1772, October, 1997.  

[8] T. Yamada, et al., “Fast and accurate motion es-

timation algorithm by adaptive search range and shape 

selection,” Proc. ICASSP, vol.2, pp.897-900, March 

2005. 

[9] T. Song, K. Ogata, K. Saito, and T. Shimamoto, 

“Adaptive search range motion estimation algorithm 

for H.264/AVC,” Proc. ISCAS, pp.3956-1959, May 

2007. 

[10] X. Xu and Y. He, “Modification of dynamic search 

range for JVT,” JVT-Q088-L, USA, Oct. 2005. 

[11] S. Saponara, et al., “Dynamic control of motion 

estimation search parameters for low complex H.264 

video coding,” IEEE Trans. Consum. Electron., Feb. 

2006. 

[12] S.W. Lee, et al., “Fast motion estimation with 

adaptive search range adjustment,” SPIE Optical. Eng., 

vol.46, no.4, April 2007. 

[13] G. Li and M.-J. Chen, “Adaptive search range 

decision and early termination for multiple reference 

frame motion estimation for H.264,” IEICE Trans. 

Commun., vol.E89-B, no.1, pp.250-253, Jan. 2006. 

[14] Zhenxing CHEN, Yang Song, Takeshi IKENAGA, 

Satoshi GOTO, “A MACROBLOCK LEVEL ADAPTIVE 

SEARCH RANGE ALGORITHM FOR VARIABLE 

BLOCK SIZE MOTION ESTIMATION IN H.264/AVC,” 

Intelligent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2007. ISPACS 2007. International Sympo-

sium, pp598 – 601, Nov. 28 2007-Dec. 1 2007 

[15] Zhenxing CHEN, Yang Song, Takeshi IKENAGA, 

Satoshi GOTO, “Adaptive Search Range Algorithms 

for Variable Block Size Motion Estimation in 

H.264/AVC,” IEICE Trans. Fundamentals, vol.E91-A. 

no.4, pp1015-1022, April.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