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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낮은 비트율로 부호화된 영상에서 

발생하는 블록화 현상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실루엣 

에지 검출 및 블록 분류 기반의 적응적 디블록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내 사물의 주요 윤곽을 

나타내는 실루엣 에지가 포함되어 있는 실루엣 블록을 

새롭게 정의하여 블록 분류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적응적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 때, 실루엣 에지는 

보존하면서 블록화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블록화 현상 

제거 과정 중 발생하는 영상 열화를 감소시킨다. 

영상의 블록화 현상 정도를 평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표인 Generalized Block-edge Impairment Metric 
(GBIM) 방법을 통해 화질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안한 

방법의 경우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1 

 
주제어: deblocking, block artifact, post processing 

 
Ⅰ. 서론 

영상기술은 정보의 효율적 압축을 위해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JPEG, MPEG4, H.264 등의 
표준 영상 부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압축 성능과 
동시에 유저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영상을 부호화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모바일 기기
를 통한 무선통신과 DMB 등으로 영상 전송이 활발해
졌고, 영상 압축 기술의 적용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말기의 경우 무선 통신의 낮은대역폭 
환경과 BDCT (Block Discrete Cosine Transform) 기반의 
압축으로 인해 블록화 현상이 발생하여 영상의 품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블록
킹 알고리즘들이 연구되고 있다. DCT영역에서의 DCT계
수들의 관계성을 이용한 후처리 알고리즘인 Y. Luo방법 
[1], 영상의 잡음 모델을 생성하여 Maximum A Posteriori 
(MAP) 추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D. Sun방법 [2], 이
미지 영역에서 블록의 특성을 분류하여 필터링을 수행
하는 R. Palaparthi방법 [3]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
었다. 하지만 기존 방법들의 경우 단순 경계 필터링으
로 물체 외곽을 나타내는 주요 에지들에 블러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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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문제점들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지에 핵심이 되는 윤

곽인 실루엣 에지와 이를 포함하는 실루엣 블록을 새롭
게 정의하여, 이를 이용해 블록분류를 수행한다고 이에 
따라 적응적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 때, 실루엣 에지는 
보존하면서 블록화 현상을 제거하는 디블록킹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
다. 2장에서는 영상을 구성하는 블록들을 내부 복잡도에 
따라 분류하고 실루엣 블록을 검출한다. 3장에서는 각 
블록의 필터링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다. 4장에서는 실제 
영상에 적용한 실험결과를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Ⅱ. 영상의 매크로 블록별 분류 

블록화 현상은 블록 기반 압축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그리드 노이즈 (Grid Noise)라고도 불리며 이
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만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블록화 현상은 블록의 경계에서 주변 블록
과의 불연속성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블록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을 그림 1 
과 같이 경계 블록 Bu,v 으로 정의하고, u,v는 영상 내 매
크로블록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림 1. 영상의 경계 블록 위치와 형태 정의. 

 

음영 영역이 경계 블록 Bu,v 로써 알고리즘 속에서 
블록단위로 분석되어 필터링 될 단위이다. 블록의 크기 
N은 일반적인 블록 사이즈 8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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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전체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도이다. 사용
되는 에지 추출 알고리즘은 캐니 에지 추출 방법을 사
용한다. 경계 블록의 i행 j열 화소의 밝기 값을 pi,j로 정
의할 때, 경계 블록의 블록 복잡도 S(Bu,v)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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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 순서도.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경계 블록들은 영상을 구성
하는 성분으로써 평탄한 영역 또는 복잡한 디테일을 가
진 영역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적응적 디블록킹 
필터들을 적용하기 위해 블록들을 내부 복잡도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실루엣 에지를 검출하는 다음 알고리즘
을 수행한다. 

 
알고리즘 1: 블록 분류 및 실루엣 에지 검출 
a. 입력 영상에서 에지를 추출하여 E_map(i,j)를 

구한다. 
b. 정의된 블록 단위로 경계 블록 Bu,v를 찾는다. 
c. 식 (1)를 이용하여 경계 블록의 블록 복잡도 

S(Bu,v)를 계산한다. 
d. 두 개의 정의된 문턱값, T1과 T2를 이용하여 

블록의 타입을 결정한다. S(Bu,v)<T1의 경우 평탄 
블록. 유사하게, S(Bu,v)>T2의 경우는 복잡 블록. 
그리고 T1과 T2 사이의 경우는 중립 블록으로 
정의한다. 

e. 중립 블록 중 평탄 블록과 이웃하고, 에지 정
보를 담고 있을 경우 내부 에지들을 실루엣 에
지로 정의하여 SE_map(i,j)를 얻는다. 그리고 이 
블록을 실루엣 블록으로 정의한다. 

 

그림 3. Lena 영상의 블록 분류 결과. 

실루엣 에지는 사물의 주된 윤곽을 표현하는 에지
로써 영상 인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이 블록은 섬세한 디테일 보다는 굵은 방향성
을 가진 에지 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복잡 블록과 중
립 블록의 중간 수준의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 더 나은 
화질을 얻었다. 

그림 4. (a) 캐니 에지 영상, (b) 실루엣 에지 
영상. 

 

Ⅲ. 블록화 현상 제거 및 실루엣 에지 보존 

블록 분류 단계를 통하여 입력 영상의 경계블록들
을 특성에 따라 각각 평탄, 복잡, 중립, 실루엣 네 개의 
블록으로 결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나뉘어진 각각의 블
록에 존재하는 블록화 현상을 제거하는 필터들을 소개
한다. 

 
1. 평탄 블록의 블록화 현상 제거 

선택된 경계블록의 블록 복잡도가 S(Bu,v)<T1을 만족
한 경우 이 블록은 평탄 블록으로 정의된다. Human 
Visual System (HVS)에 따르면 이 블록에서 발생한 블록
화 현상의 경우는 그 수준이 낮더라도 영상의 화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블록이다. 식 (2)를 이용
하여 블록 경계의 불연속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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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는 그림 1에 나타난 수직 방향 블록화 현상 주변 
화소의 밝기 값들을 의미한다. Pi

’는 필터링 이후 화소의 
밝기 값이다. 수평 방향 블록화 현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사용하는 필터는 J.H.KIM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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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경우 블록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넓은 범위에 필터링을 수행하지만 주변 블록과의 화소
의 밝기 값의 변화가 적은 매우 평탄한 블록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화질 열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 
 

2. 복잡 블록의 블록화 현상 제거 

선택된 경계블록의 블록 복잡도가 S(Bu,v)>T2를 만족
한 경우 이 블록은 복잡 블록으로 정의된다. 이 블록은 
영상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강한 필터
링을 적용할 경우 정보를 크게 손실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블록 경계에 나타나는 블록화 현상은 이곳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식 
(3)을 이용하여 블록 경계의 불연속성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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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는 그림 1에 나타난 수직 방향 블록화 현상주변 
화소의 밝기 값들을 의미한다. Pi

’는 필터링 이후 화소
의 밝기 값이다. 수평 방향 블록화 현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3. 중립 블록의 블록화 현상 제거 

선택된 경계블록의 블록 복잡도가 T1<S(Bu,v)<T2를 
만족한 경우 이 블록은 중간 블록으로 정의된다. 말 그
대로 평탄 블록과 복잡 블록의 중간 수준의 블록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디테일 표현을 표현한다. 이 블록의 
경계는 식 (4)를 이용하여 블록화 현상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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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i는 그림 1에 나타난 수직 방향 블록화 현상 주변 
화소의 밝기 값들을 의미한다. Pi

’는 필터링 이후 화소의 
밝기 값이다. 수평 방향 블록화 현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4. 실루엣 블록의 블록화 현상 제거 및 에지 보존 

실루엣 블록은 블록화 현상 제거를 통한 화질 개선
에 매우 중요한 블록이다. 이유는 이 블록이 영상 내 
어떤 물체를 구분 짓거나 사람에게 가장 크게 인식되는 
실루엣 에지를 포함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블록 복잡
도가 T1<S(Bu,v)<T2를 만족하고, 실루엣 에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갖는다. 이 블록의 경계는 내부 정보 
손실이 적도록 식 (5)를 이용하여 블록화 현상을 제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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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는 그림 1에 나타난 수직 방향 블록화 현상 주변 
화소의 밝기 값들을 의미한다. Pi

’는 필터링 이후 화소의 
밝기 값이다. 수평 방향 블록화 현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실루엣 에지는 2D direction filter [6]와 Sigma filter [8]
를 각각 필터의 사이즈를 5픽셀 크기로 적용하여 영상 

인지에서 중요한 경계의 영상 열화를 감소 시켰다. 
 

Ⅳ. 실험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512x512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영상의 화질 평가 지표인 Generalized Block-edge 
Impairment Metric (GBIM)을 이용하여 다른 Y. Luo and 
R.K. Ward [1]방법, D. Sun and W.K. Cham [2]방법, R. 
Palaparthi and V.K. Srivastava [3]방법 세 개의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5]. GBIM은 영상의 블록화 현상 정도를 평
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표로써 블록 경계 잡음이 
많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PSNR 비교의 
경우 영상의 블록화 현상에 대한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
다. 제안한 방법은 비교 방법들과 유사한 PSNR 값을 보
인다. 

사용된 문턱값 T1과 T2는 각각 200 과 600으로 실험
을 통해 결정되었다.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Inter® Core(TM)2 Quad CPU 
Q6600, 2.40GHz RAM:4.00GB, NVIDIA GeForce GTS 250, 
Window 7 Enterprise K,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그림 5. 결과 비교 영상 (a) 부호화 영상, (b) 
Y.Luo [1], (c) D.Sun [2], (d) R.Palapalthi [3], (e) 
proposed method. 

표 1. GBIM Value 비교. 

Sequence JPEG Y.Luo[1] D.Sun[2] R.Pala[3] Proposed

Lena_Q1 4.59 2.81 1.84 1.19 1.00 

Lena_Q2 9.36 3.62 3.15 1.54 1.35 

House_Q1 5.04 3.62 2.04 1.34 0.88 

House_Q2 10.60 5.23 3.06 1.95 1.30 

Woman_Q1 6.49 4.27 1.53 1.49 1.06 
Woman_Q2 14.38 6.86 3.02 2.20 1.78 

실험 결과 영상의 화질이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
다. 또한 다른 방법들과의 GBIM 비교 결과 블록화 현
상이 매우 완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물의 주요 윤곽을 결정하는 실루

엣 에지를 포함하는 실루엣 블록을 정의하여 블록 분류
와 적응적 필터링을 수행함으로써 블록화 현상을 개선
하였다. 동시에 블록화 현상 제거 중 발생하는 영상 열
화를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블록화된 영상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이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객관적 우수한 결과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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