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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4에서 고속 매크로 블록 분할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st Macroblock Partition Decision Method at H264

송대건*

Dae-Geon Song*

요  약  H.264/MPEG-4 AVC는 높은 부호화 효율을 재 하는 동 상 부호화 방식이나 부호화 처리가 많다는 문제

이 있다. 한 많은 부호화 처리에서는 Inter 측에 련된 처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H.264/MPEG-4 

AVC에서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있다. 기존의 동화상 부호화 방식도 Inter 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H.264/MPEG-4 AVC에서는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보상, 2개 이상의 복수 참조 임에 더하여 1/4 상 정도의 움

직임 보상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호화 처리량 증가가 커다란 하나의 요인이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부호화 상 매크로 블록 크기와 탐색 에 참조하는 매크로 블록의 pixel 수의 차분을 이용함으로서 움직임 

보상 블록크기의 탐색을 유효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에 해 제안하 다.

Abstract  The performance improvement in MPEG-4 AVC is provided at the expense for higher computational 
complexity. Most of the complexity is caused by Inter prediction. To improve coding efficiency, some functions are 
added in H.264/MPEG-4 AVC, such as variable block size motion compensation, multi reference frame and 
quarter-pel motion compensation. A fast macroblock partition decision method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macroblock size is efficiently determined by using the pixel value difference between encoding and the referred 
macroblock.

Key Words : PSNR, MPEG-4 AVC, RD Curve, SAD, Inter prediction 

Ⅰ. 서 론

2000년 에 ITU-T와 MPEG에 의해 동 상 부호화 

방식 H.264/MPEG-4 AVC(이후 H.264로 표시)가 국제 

표 화[1-5]되었다. H.264는 MPEG-2나 MPEG-4에 비교

해서 1.5배에서 2배 높은 압축률을 실 할 수 있으나 부

호화 처리량이 많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부호화 효율

을 높이기 해 도입한 복수 참조 임, 가변 블록 크

기 움직임 보상, 1/4 pixel 정도 움직임 보상과 같은 처리 

기능 등에 의해 Inter 측이 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움직임 보상 탐색 자체에 한 고속화는 이미 

많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H.264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한 고속화 방법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움직임 보상 시, 

가변 블록크기 결정방법을 착안하여 부호화 상 매크로 

블록과 탐색 에 참조하는 매크로 블록의 pixel값의 차

분을 이용함으로서 움직임 보상 블록 크기의 탐색을 효

율 높게 이는 방법에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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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H.264에서의 Inter 예측

H.264에 새롭게 추가된 Inter 측에 련된 기능을 보

면 우선 참조 임 수가 증가되었고. MPEG-2나 

MPEG-4에서는 측할 때에 참조 임을 1개 밖에 이

용 할 수가 없었으나 H.264에서는 2개 이상의 복수 참조 

임을 참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에 하

여 탐색 처리를 하면 참조 임 수에 비례하여 움직임 

보상을 요구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한 가변 크기 변화에 응하여  블록크기 방법을 도

입하 다. 이제까지의 움직임 보상의 단 는 16×16 pixel 

단  밖에 안되었으나 H.264에서는 다양한 단 구조를 

만들어 16×16, 16×8, 8×16, 8×8, 8×4, 4×8, 4×4 등 7가지의 

블록크기를 이용하여 처리토록 하 다. 

계층구조에서는 우선 16×16, 16×8, 8×16, 8×8  어느 

크기를 사용 할 것인지를 먼  결정해야만 하고 특히 

8×8 pixel 단  분할을 선택하 을 때는 8×4, 4×8, 4×4의 

작은 블록크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블록 크기의 종류가 늘어나서 

체를 조합하여 탐색 할 때에는 처리시간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으나 최종 움직임 보상 정도가 기존의 1/2 pixel 

정도에서 1/4 pixel 정도로 향상되었다.

표 1. Inter 예측 경향을 측정하는 실험 조건
Table 1. Experiment conditions which measure 

the tendency of Inter Prediction
JM Version 9.6

Profile Baseline Profile

Input Sequence

Foreman, New(QCIF)

Mobile&Calender, 

Tempete(CIF)

QP I, P:22∼28

Frame Nimber 150

Frame Structure N=15, M=1

Frame rate 30fps

Reference Frame Number 5

Search rate 16

Optimization RD-Optimization

1/2 pixel 정도의 pixel값은 6-tab의 FIR필터에 의해 

계산되며 1/4 pixel 정도의 pixel값은 정수정도의 pixel값

과 1/2 pixel 정도의 pixel를 이용하여 평균값 필터에 의

해 작성된다. 정도의 향상에 따라 기존의 탐색 범 와 같

은 장소를 탐색하는 데는 보다 넓은 범 를 탐색하여야 

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  추가에 따라 정도가 높은 

움직임 보상을 용하도록 되어있어 Inter 측이 차지하

는 부호화 처리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 도 안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런 Inter 측에 추가된 기능에 의한 부호

화 효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한 표  동화인 QCIF 크기

의 Foreman, News, CIF 크기의 Mobile&Calendar, 

Tempete를 H.264의 참조 소 트웨어인 JM
[6]으로 부호

화 처리 하 다. 표 1에 실제 조건을 나타냈으며 QP를 28

로 설정하 을 때 처리시간을 그림 1에 나타내었고 움직

임 보상 블록크기의 내역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 이용 가능한 블록크기를 제한하 을 때의 

Mobile&Calender의 RD 곡선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처리시간의 백분율
Fig. 1. Percentage of Processing Time

처리시간은 Intra 측이 체의 10% 후를 차지하

고 있음에 해 16×16∼8×8 pixel 단 까지의 블록크기

에 한 Inter 측처리가 20% 후, 8×8부터 4×4 pixel 

단 까지의 서 블록크기에 한 Inter 측 처리가 60% 

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 한 블록크기에서의 탐색처리를  높이는 

쪽이 체에 한 효과를 증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블록크기 이용 비율은 움직임이 은 News에서는  

임에 응하는 매크로 블록을 복사하여 이용하며 그 

이외의 pixel에서는 16×16∼8×8 pixel 단  블록크기가 

70%, 8×8∼4×4 pixel에서는 10% 후가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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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록크기의 백분율
Fig. 2. Percentage of Blocksize

8×8∼4×4 pixel 단 의 블록크기를 이용함에 따른 

PSNR의 향상은 으나 16×16∼8×8 pixel 단 로 분할함

으로서 1[dB]정도 PSNR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블록크기는 8×8 크기까지의 분할

은 PSNR의 에서는 단히 유효하며 한 세 한 분

할은 PSNR이 향상하는 것으로 모든 매크로 블록에서 탐

색을 하면 단히 많은 처리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블록크기 제한과 RD 곡선
Fig. 3. RD Curve with BlockSize Limit

2. 기존 방법

Intra 측의 고속화 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가 있다. 즉, (1)복수 참조 임 선택, (2)움직임 보상 

블록크기 결정 (3)움직임 벡터 탐색 등이다.

움직임 벡터 탐색은 MPEG-2에 해 검토된 방법을 

그 로 이용 가능하나 복수참조 임 선택과 움직임 

보상 블록 크기 결정에 해서는 몇가지 실행되어 왔으

나 다른 크기의 측 결과를 이용하여 블록을 통합/분할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표 되어 있다[7-10].

문헌
[7.8]에서는 4×4나 8×8과 같은 작은 측단 에서 

움직임 보상을 처리한다. 움직임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갖추어진 블록을 통합함으로서 탐색처리량을 이는 방

법을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법의 문제 으로는 처리

량이 많은 작은 크기 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측

단 로 얻을 수 있는 움직임 벡터의 쪽이 신뢰성이 낮다

는 을 들 수 있다.

문헌
[9,10]에서는 8×8 pixel 단 로 시작으로 움직임 보

상을 구 하고 나서 블록을 통합/분할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 탐색 처리량이 증가, 움직임 벡터의 신뢰성이

라는 2가지 문제 을 해결 할 수는 있으나 블록크기 이용

을 제한하 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큰 단 로부터 탐색을 시작하여 블록크기를 분할

해 가면서 보다 작은 블록의 움직임 보상을 하는 방법은 

처리량을 최 로 게 할 수 있으며 정도가 높은 움직임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 인

가하는 단이나 처리를 지할지 말지를 단하는 

Threshold값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어 Threshold값

을 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처리량을  통합하는 근 

방법보다 감쇄되지 않은 다는 문제 이 있다. 큰 크기로

부터 분할하여 탐색하는 근 방법은 최 로 처리량을 

필요로 하는 8×8 크기 이하의 작은 블록크기 탐색을 최

로 억제할 수가 있으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동

상 부호화 방법에서 움직임 보상에 이용되는 블록크기의 

종류가 더욱더 증가 하 을 때에 가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 논문에서는 큰 크기로부터 탐색을 시작하

여 분할해 가면서 탐색을 하는 방법에 하여 검토하고 

자한다. 

III. 제안 방법

우선 먼  분할 형태의 단 방법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 움직임 보상에서 분할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에 맞

추어 몇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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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분할은 동 상 의 이동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처리한다고 가정하며 에지 성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감각 으로 동물체의 경계에 따라 블록크기를 분할하

는 방법이 자연스러우나 실제로 최 의 블록크기 분할은 

에지 근 에 작은 블록크기를 집 시키는 것이 보편 이

다. 그래서 탐색하고 있는 블록크기를 4분할하여 한 번에 

작은 측 단 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를 

취하고 단의 기 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SAD의 크기에 따라 어느 치가 효율 좋게 움직임 보상

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움직임 보상이 효율 

좋게 처리되지 않는 장소에 을 맞추어 분할 처리를 

함으로서 양질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안 

방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1. Search with Large Size

  Calculate each SAD with Quarter Size

  Update the position in whitch SAD is minimized.

2. Check MV position.

  2-1 : 4 position is equal quit processing.

  2-2 : 3 Position is equal search 16×8, 8×16 and  8×8 

  2-3 : each 2 position is equal search 16×8 or     8×16

  2-4 : else search 8×8

3. Search with Small size          

그림 4. 제안 방법
Fig. 4. Proposed Method

큰 크기로부터 탐색을 시작하여 4분할한 작은 단

(16×16크기로 부터 8×8 pixel 단 , 8×8크기로 부터 4×4

크기 pixel 단 )로 SAD를 얻으면서 각각의 장소에 하

여 SAD값과 움직임 벡터 길이로부터 코스트의 값이 최

소가 되는 치를 기록하도록 한다. 

어느 정도 탐색이 진행된 후, 기록된 치가 모인 정도

를 악하고 처리의 단 여부를 부가하도록 한다. 4 장

소가 같은 치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큰 크기를 선택하

고 종횡 어딘가 두장소씩 모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

향에 맞추어 2개씩 분할하여 처리한다.

큰 크기에서는 탐색을 끝내 처리가 단된 경우라도 3

개 는 2개가 모여 분포되어 있는 경우와 4개가 각각 떨

어져 있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3 는 2개의 블록이 모여 있는 경우는 모든 분할 패

턴을 탐색하도록 하여 가리키고 있는 치가 4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블록을 4개로 분할하여 패턴만 탐

색하도록 처리하도록 한다.

16×16으로부터 8×8로의 분할, 8×8로부터 4×4로의 분

할은 같은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 분할 후의 각 블록에 하여 탐색은 분할 의 

SAD가 최소가 되는 치를 심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

서 탐색 범 를 좁힌다. 이 게 함으로서 측 크기가 작

게 되면 될수록 탐색 을 일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분할의 필요성을 단에 사용하는 Threshold

값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처리를 도 에 단하는 방법으로서 문헌[11]에서 이용

하고 있는 완료된 부호화 주변 매크로 블록으로부터 목

표 SAD를 측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러나 블록크기결정에 이용되는 SAD와 움직임 벡터

를 합친 코스트 값은 근소한 값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

다. 그래서 SAD가 최소가 되는 치의 장소 방향을 첨가

하여 어느 정도 간격에서 값이 변경되지 않는가를 단

하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100회 탐색하여 갱신

이 되지 않는 경우에 단 처리하는 상으로 하 다. 이 

제안 방법은 작은 블록 크기의  측 결과로 부터 통합하

는 방법과 비교하여 먼   “탐색회수가 음”, 움직임 벡

터 정도가 높음“을 부가하여” 체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탐색 을 얻음“과 같은 이 이 있다. 작은 크기에 한 

측 결과로부터 통합을 하는 경우, 큰 크기를 이용하는 

것은 통합 에 응하는 모든 치의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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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조건    
Table 2. Experiment Conditions 

JM Version 9.6

Profile Baseline Profile

Input Sequence

Foreman, New(QCIF)

Mobile&Calender, 

Tempete(CIF)

QP I, P:22∼28

Frame Number 150

Frame Structure N=15, M=1

Frame rate 30fps

MC Block Size 16×16∼8×8

Reference Frame Number 1

Search rate 16

Optimization RD-Optimization

MC Accuracy Full Pel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 치의 코스트가 최소가 안 되

더라도 체 코스트는 최소가 되는 것이며 통합하는 

근에서는 응 불가능하다. 문헌[12-14]와 같이 블록크기 

마다 최 한 탐색 방법을 채용하는 방법이나 Diamond 

Search[13]등과 같은 방법과 조합하 을 때, 큰 크기로부

터 탐색을 하는 제안 방법에서는 큰 크기의 코스트가 최

소가 되는 을 탐색함으로서 탐색 을 이동함으로 체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을 억제 할 수 있다.

 

IV. 실험 및 결과

1. 실험

참조 소 트웨어인 JM9.6에 제안 방법을 탐재하여 성

능을 확인하 으며 실험 조건을 표2에 나타내었다.

블록 크기 분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참조 

임은 1로 하고 이용 할 수 있는 블록 크기도 8×8까지로 

제한하 다. 탐색 블록크기의 제한만으로 처리한 것을 

Prop_1, 분할 후 탐색  범 를 제한한 것을 Prop_2로 하

여 나타내었다.

단, JM의 탐재 문제로부터 Prop_2에 해서는 16×16 

탐색에 의해 얻어진 SAD의 최소 치를 그 로 작은 블

록에서의 움직임 벡터로 하 다.

2. 처리량의 감쇄도

제안 방법에 의한 처리량의 감쇄도를 표 3에 나타내었

다. 재 JM에서는 각 블록 마다 탐색 범 를 부 치

에 두고 SAD를 미리 계산한 뒤에 단 처리를 도 에 설

정하여도 처리시간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처리량의 감쇄는 탐색 의 감쇄도로 나타낸다.

탐색은 Search Range가 16인 경우, ((16×2) + 1) 

×((16×2) + 1) = 1089[회]의 탐색 이 하나의 블록에 

하여 조사한다.

표 3. 실험 조건    
Table 3. Search Point Reduction 

Forman

PSNR[dB] Bitrate[Kbps] Complexity[%]

Origin 35.29 262.26 -

16×16 35.15 288.26 -

Prop_1 35.25 267.04 42.54

Prop_2 35.21 279.57 7.17

News

PSNR[dB] Bitrate[Kbps] Complexity[%]

Origin 36.74 144.64 -

16×16 36.70 150.42 -

Prop_1 36.74 145.59 11.87

Prop_2 36.72 147.50 2.91

Mobile&Calendar

PSNR[dB] Bitrate[Kbps] Complexity[%]

Origin 33.48 3914.38 -

16×16 33.43 4036.08 -

Prop_1 33.48 3934.29 41.67

Prop_2 33.46 3978.52 6.90

Tempete

PSNR[dB] Bitrate[Kbps] Complexity[%]

Origin 34.19 2438.21 -

16×16 34.15 2501.36 -

Prop_1 34.18 2455.12 42.27

Prop_2 34.17 2475.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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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oreman RD 곡선
Fig. 5. Foreman RD Curve

그림 6. News RD 곡선
Fig. 6. News RD Curve

그림 7. Mobile RD 곡선
Fig. 7. Mobile RD Curve

그림 8. Tempete RD 곡선
Fig. 8. Tempete RD Curve

16×8, 8×16은 16×16의 2배, 8×8은 16×16의 4배의 탐색 

처리를 보 다.

탐색 블록 크기 제한 만으로 탐색을 40%까지 감쇄 가

능함을 Prop_1의 결과로부터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부호량의 증가량은 으며 탐색범 를 제한

한 Prop_2에서는 탐색을 7%까지 감쇄 할 수가 있었으나 

부호량도 동반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큰 크기에서 구하는 움직임 벡터에서는 작

은 블록크기에 하여 보정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어느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블록크기를 16×16만으로 

제한한 경우보다도 PSNR, 부호량에 해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다.

3. PSNR과 부호량  

표 3에서는  PSNR, 부호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QP

를 변화 시켜서 얻은 데이터에 의한 RD곡선을 그림 5부

터 그림 8까지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제안 방법이 모

든 부호량에서 16×16만을 이용한 경우보다도 효율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H.264에서의 블록크기 분할 방법에 하여 검토하

고 탐색 블록크기의 1/4 단  마다 SAD를 구하여 분할 

형상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에 의해 

Inter 측의 탐색 을 7% 정도로 일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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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에서는 8×8 크기까지로 제한하 기 때문에 

4×4까지 블록 크기를 이용 하여 처리 하 을 때의 성능 

확인과 가로, 세로로 분할하 을 경우의 단 정도의 향

상  참조 임이 증가하 을 때의 감쇄 방법에 하

여는 앞으로의 풀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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