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Fading 채널의 오류율에 따라 

오류 강건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lecting Error Robust Tool 

based on Error Rate of Fading Channel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김 명 현 

 

 



 

  

 

Fading 채널의 오류율에 따라 

오류 강건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채 수 익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김 명 현 

 

김명현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위 원 장         최 기 영        (인) 

부위원장         채 수 익        (인) 

위    원         이 혁 재        (인)



 

 i 

초    록 

 

본 논문은 bit error rate가 큰 무선망을 통하여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손상된 packet에서 오류가 없는 부분의 

데이터를 최대로 복원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오류 은닉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수정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코딩 알고리즘은 데이터 오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HEVC에서 slice body에 내장된 모션 벡터 정보를 slice 

header로 옮겨, error correct 코딩 방식으로 모션 벡터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여 확산될 확률을 줄였다. 두 번째, 하나의 slice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slice 전체가 아닌 오류가 발생한 일부분만을 

버리기 위하여 각 slice를 k개의 sub-slice로 분할한 후,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국한하고 오류가 없는 부분은 복원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sub-slice 안에서 CTU 단위의 오류 검출 및 은닉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SAO bin부터 terminating bin 전까지의 bin 수에 대한 

modulo-k를 전송하고, 해당 값을 확인하여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HEVC test sequence ClassB (BasketballDrive, BQTerrace, 

Cactus, Kimono, ParkScene)에 대하여 압축률 10:1과 100:1 (QP 17, 

37), Low delay-B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HM-SCM 코드를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 때, 화면에서 CTU 한 줄을 하나의 slice로 

가정하였으며, sub-slice 분할 방식과 modulo의 전송은 모션 벡터 

protection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압축률 10:1, 64x64 

CTU를 기준으로 slice 당 오류가 약 0.0023개보다 적다면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지 않고 오류 은닉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화질이 

가장 좋았고, 0.0023개에서 0.01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

slice 분할 없이 modulo-4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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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e 당 오류가 약 0.02개에서 0.1개 사이로 발생하였을 때는 slice를 

5개로 분할하며 modulo-8을 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장 좋았으며, 

0.2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5개로 분할하고 modulo-

16하는 방식이 화질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주요어 : 오류 강건 기능, 오류 복원, 오류 은닉, 모션 벡터 protection, 

Sync marker, Modulo,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학   번 : 2016-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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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무선망 환경에서는 채널 상황에 따라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fad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송하는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다.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상의 화질이 저하되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영상이 자주 끊어지게 된다. 

보통의 무선망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누락된 경우, 재전송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오류를 보완한다. 하지만 실시간 전송 환경을 

가정하는 영상 데이터에서는 재전송으로 인한 지연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상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일부를 protect하여 전송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영상 데이터의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된 부분을 버리거나 재전송하는 대신, 

오류가 발생한 부분의 주변 데이터를 이용하여 눈으로 오류를 감지할 수 

없도록 최대한 은닉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또한, 본 논문은 영상 데이터 내 요소들 간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오류 발생 지점을 국한하여 오류가 영상 전체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 방식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전체를 은닉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류 발생 지점을 

특정하여 불필요한 오류 은닉 과정을 생략하는 복원 과정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 기술한 부분에서는 해당 과정을 오류의 복원 

과정이라고 명시하였다. 

오류의 은닉 및 복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단순한 구현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무선망의 채널 상황과 평균 

발생 오류 개수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오류 강건 기능의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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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의 효과적인 기능의 조합이란, 발생한 

오류를 은닉 및 복원하였을 때 화질이 가장 좋은 조합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는 인코더가 디코더로부터 무선망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 받아, 가장 효과적인 오류 강건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1.2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영상 데이터 내 특정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가 

발생한 부분의 주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에 

대한 이전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오류가 발생한 지점을 국한하여 

정상적으로 디코딩된 부분의 은닉 과정은 생략하는 오류 복원 과정에 

대한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1.2.1 오류 복원 알고리즘 

 

전송하는 데이터 요소들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오류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Gao [1]는 요소들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CABAC 대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Context-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CAVLC)을 이용한 Group of Blocks (GOB) 단위 

양방향 파싱 방식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식은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데이터를 forward 와 backward 로 코딩하여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국한할 수 있다. 하지만 forward 로 인코딩한 부분은 

backward 로 디코딩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방식으로만 인코딩과 

디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지점을 세분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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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부 해결하기 위하여 Wen [2]은 forward 방향으로 파싱을 

수행하다가 오류를 감지한 경우에 데이터의 끝 부분부터 역으로 파싱을 

수행하여,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reversible VLC 

코딩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허프만 코딩 방식에 

비하여 코딩 효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기술한 양방향 디코딩 방식 [2]은 forward 와 backward 로 

디코딩 시 현재 디코딩하는 대상이 어떠한 심볼인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Li [4]는 동일한 종류의 심볼들을 모두 모은 후 

각각을 구분하여 각 그룹의 앞 부분에 marker 를 추가하는 데이터 분할 

기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식은 H.263++에서 GOB 단위로 세 가지 

종류의 심볼인 헤더, 모션 벡터 정보, 그리고 계수 (coefficient) 정보로 

분할한 후, reversible VLC 를 사용함으로써 오류에 강한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양방향 디코딩 방식 [2] 외에도 Redmill [3]은 H.264 에서 오류에 

강한 비디오 코딩을 위하여 영상 비트 스트림 내에 재동기화 지점 

(resync point)을 추가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복원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해당 방식은 slice 를 동일한 크기로 분할하여 각 분할 

지점마다 sync point 를 추가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동기화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재동기화를 위하여 부가적인 

bit 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방법을 HEVC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 resync point 마다 CABAC context 를 

초기화해야 하여 overhead 가 발생한다. 

 

1.2.2 오류 은닉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오류 복원 알고리즘과 더불어,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은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오류 은닉에 대한 비슷한 연구들이 앞서 진행되었다. P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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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은 시간상으로 바로 이전 프레임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모션 벡터를 재구성하는 Motion Vector 

Extrapolation (MVE)을 제안하였다. Chang [6]은 collocated 블록의 

residual 정보를 통하여 현재 블록을 reliable 블록과 unreliable 

블록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때의 reliable 블록은 인터 

모드로 코딩된, residual이 작은 블록을 의미하며, 그 외의 블록은 모두 

unreliable 블록으로 정의하였다. Reliable 블록은 오류가 발생한 블록의 

collocated 블록 모션 벡터를 사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고, 

unreliable 블록은 모션 벡터를 (0, 0)으로 하여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다. 

Choi [7]는 [6]의 방식에 추가적인 모션 벡터 refinement 방식을 

제안하여 모션 벡터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해당 방식은 

unreliable 블록에 대하여 블록 경계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모션 벡터를 

다시 도출한다. 선행 연구 [5]-[7]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 및 

packet을 버리고 손실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모션 벡터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한 packet을 버리지 

않고 오류를 복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미지 내에서 오류 은닉을 

위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모션 벡터 정보를 줄일 수 있다. 

Park [9]은 [7]에 부가적으로 [8]에서 제안한 Outer Boundary 

Matching Algorithm (OBMA) 방식을 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블록과 

해당 블록의 collocated 블록 간 boundary Sum of Absolute 

Differences (SAD)를 최소로 하는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오류를 

은닉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류가 발생한 현재 블록이 unreliable 블록일 

때 모션 벡터 (0, 0)를 이용하여 오류를 은닉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블록의 collocated 블록 주변 블록의 모션 벡터를 탐색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를 은닉하는 알고리즘을 구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9]의 오류 은닉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오류에 강건한 

비디오 코딩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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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전제로 하는 무선망 통신 환경에 대하여 

기술하며, 채널 용량과 packet, 그리고 packet loss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전송하는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기 위하여 영상 데이터의 일부를 protect하여 전송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3.1에서는 본 논문에서 모션 벡터 전송 시 

사용한 Exponential-Golomb 코딩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3.2와 

3.3에서는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기 위하여 사용한 parity bit의 

개념과 구현 방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3.4는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protect하여 전송한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한 오류의 은닉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장에서는 전송하는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류 복원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우선, 4.1에서는 sync 

marker로 불리는 새로운 start code를 이용하여 slice를 몇 개의 sub-

slice로 분할하고, 오류가 발생한 지점을 국한하여 오류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4.2에서는 sub-silce보다 더 작은 

단위인 CTU 단위의 오류 은닉 및 복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modulo bin 

전송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구현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선망 채널 상황과 오류의 발생 확률에 따라 

효과적인 오류 강건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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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Wireless Network 

 

  무선 네트워크는 기기 혹은 노드들 간의 무선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Wireless Local Area 

Networks (WLANs)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 등이 있다. 무선망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채널, 주파수, 대역폭, 패킷 (packet) 등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채널과 패킷 관련 배경 지식을 

기술한다. 

 

2.1 Wireless Network 채널과 Fading 현상 

 

본 절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채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전송 가능한 데이터 양을 의미하는 채널의 대역폭과 채널 용량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전제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fading 현상의 

원인과 발생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무선 통신망 환경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 가상의 물리적 통로인 

채널 (channel)을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때 채널에서 오류 발생 없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채널 용량이라고 하며, 채널 용량이 클수록 채널의 성능이 

좋아진다. 일반적으로 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은 채널의 

대역폭 (bandwidth)에 비례한다. 

채널 용량과 관련하여 Shannon은 수신단에서 받은 신호의 신호 대 

잡음 비를 이용하여 채널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수식에서 W는 대역폭, Ps와 Pn은 각각 신호의 전력과 노이즈의 전력, 

그리고 SNR=Ps/Pn은 신호 대 잡음 비를 의미한다. 해당 이론에 의하면 

수신한 신호에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채널을 통하여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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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W * log2 (1 + SNR) (1) 

 

무선 네트워크의 채널에서는 망 상황에 따라 적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전하의 감쇠 현상인 fading 현상이 발생한다. 해당 현상은 전파의 

반사와 산란, 그리고 이동국의 이동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및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Fading 현상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먼저, 전파의 

반사와 산란으로 인한 전파 경로의 흩어짐 현상은 다중 경로 

fading이라고 부르며, 다중 경로로 인하여 지연이 확산되고 신호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외에 이동국이 이동함으로 인한 전파의 

감쇄는 도플러 효과 (Doppler effect)라고 불리며, 전파의 중심 

주파수가 크게 변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하여 주파수가 변하거나 

흩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2 Packet의 개념과 Packet Loss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패킷은 데이터 전송 시 네트워크가 전달하는 

데이터의 형식화된 블록 단위를 의미한다. 패킷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 

통신 연결에서는 단순하게 바이트, 문자열, 비트를 독립적으로 연속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데이터를 패킷화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보낼 수 있다. 

무선 통신에서 채널을 통하여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데이터 단위는 

Maximum Transmission Unit (MTU)이라고 불리며, MTU의 값은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통신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MTU가 

클수록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므로 전송 효과와 

성능이 개선된다. 또한, MTU가 크다면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더 적은 수의 패킷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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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크기가 큰 패킷들을 전송함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여 이후에 

전송한 패킷들의 처리가 늦어져 최소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전송 중이던 

패킷을 모두 재전송해야 하므로 지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MTU 크기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MTU 크기를 

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 무선 통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MTU 크기를 2304-byte로 지정하였다. 

데이터의 전송 단위인 패킷이 전송 도중에 손실되어 도착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패킷 손실 (packet loss)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은 네트워크가 혼잡하거나 채널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패킷 손실 

정도는 전송된 패킷 수 대비 손실된 패킷의 비인 frame loss rate으로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frame loss rate을 이용하여 오류 발생 정도와 

무선망 상황에 따른 오류의 은닉 및 복원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패킷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제안 및 사용되고 있는데, 

네트워크의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은 신뢰성 있는 

전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실된 데이터를 재전송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TCP 연결에서의 패킷 손실은 채널 상황이 저하되는 것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채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TCP는 패킷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데이터의 재전송을 통하여 문제를 보완하지만 이로 인하여 

데이터 전송에 지연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 

시에는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손실된 데이터의 재전송 

과정과 지연 사이의 trade-off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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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상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패킷 손실이 발생한 경우, 

TCP와 같이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대신 이전에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생한 오류를 가능한 자연스럽게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기술할 부분은 이와 관련된 오류 은닉 및 복원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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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션 벡터 정보의 Protection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영상의 전송 단위인 slice나 CTU에 오류가 

발생하여 모션 벡터 정보가 손상된 경우에는 오류 은닉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오류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장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모션 벡터 관련 정보를 

protect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이러한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앞서 기술한 과정으로 

전송한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를 은닉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Exponential-Golomb 코딩 방식 

 

Exponential-Golomb 코딩 방식은 universal coding의 일종으로 

데이터 압축 시 사용되며, 코드 파라미터로 0부터 3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각 코드 파라미터는 각기 다른 숫자 변환 규칙을 가지는데, 

H.264/MPEG-4 AVC와 H.265 HEVC 비디오 압축 표준에서는 코드 

파라미터 0을 사용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전제로 한 Exponential-

Golomb 코딩 방식의 과정으로, 표1의 각 열의 순서에 따라 숫자를 

변환한다. 

 

1) 0부터 시작하여 가장 가까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에 새로운 

양의 정수를 배정한다. 

2) 새로 배정한 양의 정수를 이진화한다. 

3) 2)에서 사용된 bit 수에서 1을 빼, 2)의 결과 앞 부분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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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xponential-Golomb 코딩 방식의 과정 및 결과 

숫자 1)의 결과 2)의 결과 3)의 결과 

0 0 1 1 

1 1 10 010 

-1 2 11 011 

2 3 100 00100 

-2 4 101 00101 

3 5 110 00110 

-3 6 111 00111 

4 7 1000 0001000 

-4 8 1001 0001001 

 

3.2 Parity bit의 개념 

 

Parity bit은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1-bit의 정보이다. Parity bit는 오류를 

검출하는 부호 중 가장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으며,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odd parity와 even parity 방식으로 나뉜다. 

Even parity는 전송하는 전체 데이터 bit에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parity bit을 정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bit 내 1의 

개수가 홀수 개라면 parity bit을 1로 지정한다. 반면 odd parity의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bit에서 1의 개수가 홀수 개가 되도록 parity 

bit을 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odd parity 방식을 이용하여 

parity bit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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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현 방식 

 

본 논문에서는 3.1에서 기술한 Exponential-Golomb 코딩 방식과 

3.2의 parity bit을 이용하여 모션 벡터 정보를 코딩하였다. 이 때의 

모션 벡터 정보란 기존 HEVC에서 전송하던 블록 분할 정보 (split 

flag), merge와 skip flag 등을 의미한다. 기존의 HEVC에서는 

CABAC을 이용하여 slice body로 모션 벡터 정보를 전송하였는데, 모션 

벡터의 저장 위치를 slice header로 옮기고 코딩 방식을 Exponential-

Golomb 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bit 사용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식을 참고하여 모션 

벡터 정보를 코딩하였다. 

1차원 좌표 상에 몇 개의 블록들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고, 이를 

2차원 좌표 상에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때,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최소화하려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모션 벡터 정보를 1차원이 아닌 

2차원적으로 전송한다고 가정하고, 정사각형 꼴의 데이터 오른쪽과 

아래쪽에 parity bit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protect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를 정사각형 꼴 내에 배치하려면 데이터의 길이를 측정한 후 

해당 값의 제곱근을 도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션 벡터를 

인코딩하기 전, 해당 정보를 1차적으로 읽어 전체 bit 수를 파악한 후 

해당 값의 제곱근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bit 길이의 

제곱근은 정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곱근 값을 반올림하여 

사각형의 가로로 지정하고, 세로 값은 전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로 지정하였다. 또한, 사각형 내에서 모션 벡터 정보를 모두 

표현하고 남은 bit 공간은 0으로 채웠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성한 사각형 꼴 데이터의 오른쪽과 아래쪽에는 

odd parity bit 방식을 사용하여 parity bit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parity bit 구현 방식은 1-bit 오류만을 정정할 수 있고, 2-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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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오류는 정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류의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모션 벡터 정보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9]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오류 은닉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현재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 

 

3.4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한 오류 은닉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무선망 환경에서 채널 용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전송하는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는 달리,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도중 영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복원된 블록 및 프레임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오류를 최대한 은닉하는 방법으로 화질 저하를 

최소화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인 오류 은닉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HEVC의 인터 예측 방식에서는 이전에 코딩된 프레임 내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HEVC 표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하되,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protect하여 전송한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장의 모션을 

구성한다. 먼저, 현재 블록이 손상되었다면 현재 블록의 collocated 블록 

정보인 분할 및 인덱스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블록을 재구성한다. 이후, 

slice header로 전송한 collocated 블록의 분할 구성 및 모션 벡터 

정보를 참고하여 오류가 발생한 현재 블록의 모션 벡터를 재건한다. 

그림1과 그림2는 본 논문에서 참고한 [9]의 오류 은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류를 은닉한 경우와, protect하여 전송한 모션 벡터로 오류 

은닉을 수행한 경우의 영상을 보여준다.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오류를 은닉한 경우의 영상의 깨짐 현상이 

더욱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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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의 오류 은닉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 
 

 

 

(b) Protect하여 전송한 모션 벡터 정보로 오류를 은닉한 경우 
 

그림1. 오류 은닉의 수행 결과 비교 

(BasketballDrive, 압축률 10:1, POC 2) 

 

 

(a) [9]의 오류 은닉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 
 

 

(b) Protect하여 전송한 모션 벡터 정보로 오류를 은닉한 경우 
 

그림2. 오류 은닉의 수행 결과 비교 (Cactus, 압축률 10:1, PO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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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오류 복원 알고리즘 

 

  오류가 발생한 영상 데이터에서 오류 발생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면 

해당 부분 주변을 모두 버리고 은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영상 전송 

단위인 slice를 여러 개의 sub-slice로 분할한다면 sub-slice 단위의 

독립적인 오류 은닉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이와 더불어 더 작은 

단위인 CTU 단위의 오류 은닉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4.1 Sub-slice 분할 

 

4.1.1 Error Localization 

 

본 절에서는 영상의 전송 단위인 slice보다 더 작은 sub-slice 단위

의 오류 은닉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3에서 A, B, 

C 각각을 sub-slice라고 할 때, 세 부분을 모두 합한 부분은 slice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특정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경

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A, B, C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였을 때 A를 코딩한 이후 점 

X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오류 발생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A, B, 

C를 모두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세 개의 sub-slice A, B, C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지점 X 이전에 코딩된 A는 복원할 수 

있다. B와 C는 점 X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하여 오류가 확산되므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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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오류 발생 지점에 따른 복원 가능 영역의 예시 

 

Sub-slice 분할을 더 많이 할수록 이후에 수행하는 오류 검출 및 

복원 효과는 뛰어나지만, 부가적인 sync marker를 더 많이 추가함으로 

인한 bit overhead와 CABAC context 초기화 횟수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류의 발생 정도와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화질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적절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1.2 Sync marker 구현 

 

  영상 데이터에 발생한 오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앞서 기술한 sub-

slice 분할 개념을 이용하여 오류 은닉 및 복원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하나의 sub-slice는 sync marker로 불리는 start code를 시작으로 

하여 구분 및 구현하였다. 이 때의 sync marker는 기존 NAL 구조의 

비표준 형태로, 그림4와 같이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림4. Sync marker를 이용한 sub-slice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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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marker를 이용하여 slice를 sub-slice로 분할한다면 각 sub-

slice마다 부분적인 코딩 및 파싱이 가능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sub-slice마다 CABAC context 초기화를 수행하도록 하여 코딩하는 

요소들 간의 의존성을 제거하고, 부가적인 flushing 및 byte align 

기능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TU 크기에 따라 slice를 구성하는 

CTU의 개수를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slice는 64x64 

CTU 30개, 32x32 CTU 60개, 그리고 16x16 CTU 120개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slice 당 sub-slice의 

개수는 1개, 2개, 5개로 변경하여 이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sub-slice를 구분하기 위한 sync marker는 기존의 HEVC에서 

사용하는 start code인 0x0000, 0x0001, 0x0003을 제외한 16-bit의 

0x0002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구현된 sub-slice의 디코딩 과정은 

그림5와 같다. 

 
 

그림5. Sub-slice의 디코딩 과정 

 

그림5에 의하면 우선 slice를 forward 방향으로 디코딩하여 이후의 

sub-slice 단위 sync marker를 탐색한다. 우선 sub-slice 단위로 비트 

스트림을 버퍼링한 후 디코딩을 수행하며, 각 sub-slice마다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오류를 은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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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mulation Prevention bit 구현 

 

  앞서 기술한 sub-slice 단위의 오류 은닉 과정은 sub-slice 단위로 

삽입한 sync marker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만약 sync marker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sub-slice 분할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이후의 sync marker 위치 또한 알 수 

없게 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lice 전체에 포함된 sync 

marker의 개수를 센 후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에서 두 값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만약 sync marker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sub-slice 단위가 아닌 slice 전체를 오류 은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림5의 과정은 sync marker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상 동작하며, sync marker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sub-

slice 단위의 오류 검출 및 은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sync marker에 임의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sync marker의 패턴을 탐색하여, 

sync marker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확한 sync marker의 위치 

탐색 확률을 높였다. 

 

1)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패턴: 0x0002 

2) 오류가 발생한 패턴: 0x8002, 0x4002, 0x2002, 0x1002, 

0x0802, 0x0402, 0x0202, 0x0102, 0x0082, 0x0042, 0x0022, 

0x0012, 0x000a, 0x0006, 0x0000, 0x0003 

 

  본 논문에서는 위의 경우와 같이 sync marker 자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emulation prevention bit으로 0x07을 

추가하여 sync marker 내 오류의 복원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제안한 emulation prevention bit은 sync marker에 

우연하게 1-bit 오류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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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sync marker (0x0002)를 발견한 경우 이를 0x0702로 

변경하여 코딩한다. 

 

4.2 CTU 단위 오류 은닉 및 복원 

 

  4.1에서 기술한 sub-slice 단위의 오류 은닉 및 복원 기능을 

기반으로 더 작은 단위인 CTU 단위 오류 은닉 및 복원 알고리즘을 

구상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CTU 내 bin 수를 전송하여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에서 해당 값을 비교하는 과정과, CTU 단위로 

오류 은닉을 수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였다. 

 

4.2.1 CTU 내 bin 수 비교를 통한 오류 검출 

 

Sub-slice보다 더 작은 단위인 CTU 단위의 오류 검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에서 CTU 내 bin 수를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해당 방식은 SAO bin부터 terminating bin 

바로 전까지의 bin 수를 센 후 일정한 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terminating bin 바로 앞에 삽입하여 전송한다. 이 때의 일정한 값은 본 

논문에서 modulo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으며, 논문에서는 위에서 명시한 

bin 수를 modulo-4, 8, 16 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측에서는 전송 및 파싱한 

나머지 값을 비교하여 두 값이 다르다면 CTU 내에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6은 앞서 기술한 과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오류 검출 및 복원 과정의 흐름도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이 반대의 순서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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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오류 은닉 및 복원 과정의 흐름도 

 

4.2.2 CTU 단위 오류 은닉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에서 bin 값의 modulo를 취하여 전송한 값이 

같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해당 오류를 은닉한다. 

CTU 단위의 오류 은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류가 발생한 

CTU로부터 일정 값 이전 순서의 CTU로 거슬러 올라가 해당 CTU부터 

오류 은닉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2는 modulo 값에 따라 현재 CTU 순서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roll 

back) CTU의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 나누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이전에 코딩된 CTU부터 오류를 은닉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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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장에서 표2의 세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2. 오류 발생 시 modulo 값에 따라 roll back할 CTU의 개수 

Modulo Roll back할 CTU 개수 

4 9 

8 4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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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오류 은닉 및 복원 알고리즘의 코딩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환경은 표3과 같다. POC 0과 POC 1은 각각 해당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이 인트라 모드로 코딩되었기 때문에 오류를 삽입하지 않았으며, 

매 번 오류가 임의의 위치에 발생되어 실험은 매 세트마다 각각 20회씩 

수행하였다. 또한, 영상 재생 시 60fps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약 

1/5초 간 영상이 재생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12장을 디코딩하였다.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PSNR 대신 사람의 

시각으로 본 Mean Observer Score (MOS)와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PSNR-HVS (Human Visual System)를 이용하였다 [10]. 
 

표3. 오류 강건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을 위한 실험 환경 

구분 상세 내용 

기준 코드 HM-16.9+SCM-8.0 

실험 영상 

HEVC test sequence ClassB (1080p), 8-bit 

4:2:0 format (BasketballDrive, BQTerrace, 

Cactus, Kimono, ParkScene) 

GOP 구조 Low delay-B 

압축률 10:1, 100:1 (60fps) 

CTU 크기 64x64, 32x32, 16x16 

Slice 구성 
CTU 한 줄 (64x64 CTU 30개, 

32x32 CTU 60개, 16x16 CTU 120개) 

Sub-slice 분할 Slice 1개 당 sub-slice 1, 2, 5개로 분할 

Slice Error Rate 0.001, 0.005, 0.01, 0.05, 0.1, 0.5, 1 

#frame 12장 

오류 적용 범위 POC 2 ~ POC 11 (10장) 

실험 반복 횟수 20회 

화질 측정 방식 PSNR-H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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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rate control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압축률 

10:1과 100:1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경우의 target bitrate은 

표4와 같다. 

표4. 압축률에 따른 target bitrate 

압축률 Target bitrate 

10:1 149299200 

100:1 14929920 

 

실험은 하나의 slice 내에서 오류가 발생한 bit의 평균 개수 (slice 

error rate, SER)를 0.001, 0.005, 0.01, 0.05, 0.1, 0.5, 1개로 변경하며 

진행하였다. 이 때, (2)를 이용하여 SER을 bit error rate (BER)으로 

환산하였으며, BER 값은 slice 내 bit 수와 SER에 따라 달라진다. 

표5에서 표10은 실험으로 도출한 결과로, 압축률과 CTU 크기, 그리고 

SER에 따른 BER을 보여준다. 
 

 

 BER = error per slice / (target bitrate / 60fps) / (# slice per p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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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SER을 BER로 환산한 결과 (압축률 10:1, 64x64 CTU) 

Avg bit error 

per slice 

Target 

bitrate 

# bits per 

slice 
BER 

0.001 

149299200 146371.76 

6.8E-09 

0.005 3.4E-08 

0.01 6.8E-08 

0.05 3.4E-07 

0.1 6.8E-07 

0.5 3.4E-06 

1 6.8E-06 

 

표6. SER을 BER로 환산한 결과 (압축률 100:1, 64x64 CTU) 

Avg bit error 

per slice 

Target 

bitrate 

# bits per 

slice 
BER 

0.001 

14929920 14637.18 

6.8E-08 

0.005 3.4E-07 

0.01 6.8E-07 

0.05 3.4E-06 

0.1 6.8E-06 

0.5 3.4E-05 

1 6.8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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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SER을 BER로 환산한 결과 (압축률 10:1, 32x32 CTU) 

Avg bit error 

per slice 

Target 

bitrate 

# bits per 

slice 
BER 

0.001 

149299200 146371.76 

1.4E-08 

0.005 6.8E-08 

0.01 1.4E-07 

0.05 6.8E-07 

0.1 1.4E-06 

0.5 6.8E-06 

1 1.4E-05 

 

표8. SER을 BER로 환산한 결과 (압축률 100:1, 32x32 CTU) 

Avg bit error 

per slice 

Target 

bitrate 

# bits per 

slice 
BER 

0.001 

149299200 146371.76 

1.4E-07 

0.005 6.8E-07 

0.01 1.4E-06 

0.05 6.8E-06 

0.1 1.4E-05 

0.5 6.8E-05 

1 1.4E-04 

 

 

 

 



 

 

 

 

26 

표9. SER을 BER로 환산한 결과 (압축률 10:1, 16x16 CTU) 

Avg bit error 

per slice 

Target 

bitrate 

# bits per 

slice 
BER 

0.001 

149299200 146371.76 

2.7E-08 

0.005 1.4E-07 

0.01 2.7E-07 

0.05 1.4E-06 

0.1 2.7E-06 

0.5 1.4E-05 

1 2.7E-05 

 

표10. SER을 BER로 환산한 결과 (압축률 100:1, 16x16 CTU) 

Avg bit error 

per slice 

Target 

bitrate 

# bits per 

slice 
BER 

0.001 

149299200 146371.76 

2.7E-07 

0.005 1.4E-06 

0.01 2.7E-06 

0.05 1.4E-05 

0.1 2.7E-05 

0.5 1.4E-04 

1 2.7E-04 

 

제안한 오류 복원 및 은닉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는 다음의 4가지 

기능을 조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눈 후, sub-slice 분할을 1, 2, 5개로 하는 경우, 

modulo 4, 8, 16하여 전송 하는 경우, 그리고 오류 은닉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변경하며 모든 조합에 대하여 화질을 측정하였다. 이 때, sub-

slice 분할과 modulo의 전송은 모션 벡터 protection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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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과 표12는 16x16 CTU에서 오류 강건 기능의 조합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오류 은닉의 적용 면적 (EC)과 복원 비율 

(Recov)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방식과 같이 sub-slice 분할을 

지원하지 않던 방식에서는 오류 발생 시 오류의 정확한 발생 위치를 알 

수 없어, 오류가 없는 부분까지도 은닉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sub-slice 

분할을 지원하면서 오류 발생 위치를 국한할 수 있어, 오류가 없는 

부분의 불필요한 은닉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수행하지 

않게 된 불필요한 은닉 부분의 비율을 표에서는 복원 비율이라고 

명시하였다. 

실험 결과, sub-slice 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의 복원 비율이 

0이지만 sub-slice 분할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오류 복원 비율이 약 

6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CTU 단위 

오류 은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류의 복원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하였다. 

즉, sub-slice 분할과 CTU 단위의 오류 은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은닉을 수행하지 않고, 손상된 

부분만을 은닉하도록 한 것이다. 
 

표11.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오류 은닉 수행 면적과 복원 비율 

(압축률 10:1, 16x16 CTU) 

 Slice 당 오류 개수 

오류 강건 기능 
0.001 0.01 0.1 

EC Recv EC Recv EC Recv 

MV protection 0.0012 0 0.01 0 0.09 0 

Sync4 0.0005 0.53 0.004 0.58 0.04 0.54 

Sync2+Mod4 0.0003 0.68 0.003 0.69 0.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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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오류 은닉 수행 면적과 복원 비율 

(압축률 100:1, 16x16 CTU) 

 Slice 당 오류 개수 

오류 강건 기능 
0.001 0.01 0.1 

EC Recv EC Recv EC Recv 

MV protection 0.0003 0 0.011 0 0.01 0 

Sync2 0.00015 0.17 0.006 0.24 0.005 0.24 

Sync2+Mod2 0.0002 0.56 0.004 0.5 0.03 0.47 

Sync2+Mod4 0.00029 0.63 0.0028 0.63 0.02 0.61 

 

실험은 압축률 10:1과 100:1에 대하여 slice 당 평균 발생 오류 개수

에 따른 오류 강건 알고리즘의 성능을 PSNR-HVS로 도출하였다. 우선, 

모션 벡터를 protect하지 않고 오류 은닉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protect하여 전송한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를 은닉한 경우, 그

리고 slice를 2개와 5개의 sub-slice로 분할하여 오류를 은닉한 네 가

지 경우에 대하여 화질을 비교하였다. 그림7부터 그림9는 해당 실험의 

결과로, 그래프의 범주에서 EREC_noEC와 mvd_EC는 각각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지 않고 오류 은닉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여 전송하고 오류 은닉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sub은 sub-slice 분할을 의미하며, mod는 modulo bin을 전송하

는 경우를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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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축률 10:1, 64x64 CTU 
 

 

(b) 압축률 100:1, 64x64 CTU 
 

그림7. 오류 은닉과 sub-slice 분할 여부에 따른 화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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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축률 10:1, 32x32 CTU 
 

 

(b) 압축률 100:1, 32x32 CTU 
 

그림8. 오류 은닉과 sub-slice 분할 여부에 따른 화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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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압축률 10:1, 16x16 CTU 
 

 

(b) 압축률 100:1, 16x16 CTU 
 

그림9. 오류 은닉과 sub-slice 분할 여부에 따른 화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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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Slice 당 오류가 0.002개 발생하는 경우의 영상 화면 

(BasketballDrive, 압축률 10:1, sub-slice 2개, POC 11) 

 

각 그래프를 참고하였을 때 CTU 크기와 압축률에 따라 그래프의 양

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압축률이 10:1과 같이 

매우 낮고 slice 당 평균 발생 오류 개수가 약 0.003개보다 더 작은 경

우에는 오류 강건 기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화질이 매우 비슷하였다. 

실제로 slice 당 오류가 약 0.002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림10의 표시

한 부분처럼 디코딩한 마지막 장에서도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PSNR-HVS의 차이를 노이즈로 간주하여, 모

션 벡터를 protect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bit 오버헤드가 가장 작은 기

능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압축률이 100:1처럼 비교적 높거나 

PSNR-HVS가 1dB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오류를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PSNR-HVS 차이를 노이즈가 아닌, 각 기능의 

효과로 간주하여 효과적인 기능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앞서 기술한 결과를 참고하여 sub-slice 분할과 CTU 단위의 오류 

검출 및 은닉 기능을 조합한 후 PSNR-HVS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sub-slice를 1개, 2개, 5개로 분할하는 것과 modulo-4, 8, 16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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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조합하여 진행하였고, 모든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 화질이 가장 

좋은 몇 가지만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PSNR-HVS 차이를 노이즈로 고려할 지는 실험 결과로 나온 영상을 직

접 눈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였다. 

 

(a) SER 0.001부터 SER 0.01 

 

(b) SER 0.01부터 SER 0.1 

 

(c) SER 0.1부터 SER 1 
 

그림11.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성능 (압축률 10:1, 64x64 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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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 0.001부터 SER 0.01 
 

 

(b) SER 0.01부터 SER 0.1 
 

 

(c) SER 0.1부터 SER 1 
 

그림12.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성능 

(압축률 100:1, 64x64 CTU) 

 

그림11(a)에 의하면 64x64 CTU를 기준으로 압축률이 10:1인 

경우에는 slice 당 오류가 약 0.0023개보다 적다면 모션 벡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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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하지 않고 오류 은닉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화질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약 1dB 이내의 PSNR-

HVS 차이는 노이즈로 간주하여도 되지만, bit 오버헤드 측면에서는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지 않고 전송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오류가 매우 적게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HM-SCM 방식으로 모션 

벡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Slice 당 오류가 약 0.0023개에서 0.01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분할 없이 modulo-4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slice를 2개로 분할하고 modulo-4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화질이 약 0.3dB 이내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bit을 덜 사용하는 sub1mod4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11(b)를 참고하면 slice 당 오류가 약 0.02개보다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2개로 분할하고 modulo-4하는 경우의 PSNR-

HVS가 가장 높았으며, slice 당 오류 개수 0.02개를 기점으로 

0.1개까지는 slice를 5개로 분할하며 modulo-8하는 경우가 오류 

은닉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림11(c)를 보면 slice 당 

오류가 약 0.2개 이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5개로 분할하고 

modulo-8한 경우가, 0.2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5개로 

분할하고 modulo-16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반면, 그림12(a)에 의하면 압축률이 100:1과 같이 큰 경우에는 오류 

강건 기능 추가로 인한 bit 오버헤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류가 

slice 당 약 0.002개와 같이 매우 적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지 않는 방식의 PSNR-HVS가 다른 방식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2개로 분할하고 modulo-4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그림12(b)와 (c)에 의하면 slice 당 오류가 0.01개에서 1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2개, modulo-4를 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압축률 10:1과 비교하여 slice를 더욱 



 

 

 

 

36 

많이 분할하는 것의 효과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표4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압축률 100:1의 target bitrate이 작기 때문에, bit 추가로 인한 

오버헤드 및 화질 저하가 크기 때문이다. 

 

(a) SER 0.001부터 SER 0.01 
 

 

(b) SER 0.01부터 SER 0.1 
 

 

(c) SER 0.1부터 SER 1 
 

그림13.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성능 (압축률 10:1, 32x32 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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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 0.001부터 SER 0.01 
 

 

(b) SER 0.01부터 SER 0.1 
 

 

(c) SER 0.1부터 SER 1 
 

그림14.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성능 

(압축률 100:1, 32x32 CTU) 

 

그림13(a)에 따르면 32x32 CTU 기준, 압축률이 10:1인 경우에는 

slice 당 오류가 약 0.0013개보다 적다면 모션 벡터 정보 protection과 



 

 

 

 

38 

오류 은닉 과정의 효과가 없다. Slice 당 오류가 약 0.0013개에서 

0.0025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분할 없이 modulo-

4하는 방식이, 0.0025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2개로 

분할하고 modulo-4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그림13(b)와 

그림13(c)를 참고하면 오류가 slice 당 0.01개와 0.06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2개, modulo-8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오류가 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5개, modulo-4를 

전송하는 방식이 화질 개선 대비 효과가 좋았다. 

그에 비하여 그림14(a)를 보면 압축률이 100:1과 같이 큰 경우에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오류 강건 기능 추가로 인한 bit 오버헤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류가 slice 당 약 0.002개와 같이 매우 적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지 않는 방식의 

PSNR-HVS가 다른 방식에 비하여 확연히 높았다. 이보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2개로 분할하고 modulo-4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림14(b)와 (c)에 의하면 slice 당 오류가 

0.01개에서 0.03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2개, 

modulo-4를 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오류가 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modulo만 8으로 수정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slice 당 

오류가 약 0.3개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5개, 

modulo-4하여 보내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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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 0.001부터 SER 0.01 
 

 

(b) SER 0.01부터 SER 0.1 
 

 

(c) SER 0.1부터 SER 1 
 

그림15.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성능 (압축률 10:1, 16x16 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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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 0.001부터 SER 0.01 
 

 

(b) SER 0.01부터 SER 0.1 
 

 

(c) SER 0.1부터 SER 1 
 

그림16. 오류 강건 기능 사용에 따른 성능 

(압축률 100:1, 16x16 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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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a)와 (b)에 의하면 16x16 CTU 기준, 압축률이 10:1인 

경우에는 slice 당 오류가 약 0.0012개보다 적다면 다른 CTU 

크기에서와 같이 모션 벡터 정보 protection과 오류 은닉 과정의 효과가 

없었다. 오류가 slice 당 0.0012개에서 0.01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2개, modulo-4를, 오류가 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2개, modulo-8을 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림15(c)를 보면 slice 당 오류가 0.1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5개, modulo-4하여 보내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 

압축률 100:1의 경우, 그림16(a)를 보면 오류가 slice 당 약 

0.0015개와 같이 매우 적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모션 벡터 정보의 

protection과 은닉 수행 과정이 불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lice 당 

오류가 약 0.0015개에서 0.01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

slice만 2개로 분할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으며, 그림16(b)를 참고하면 

오류가 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2개, modulo-4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 그림16(c)를 보면 오류가 slice 당 

0.1개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5개, modulo-8하여 

보내는 방식이 화질 개선 대비 가장 효과적이었다. 

실험 결과, CTU 크기가 64x64, 32x32, 16x16과 같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압축률에 따라 비슷한 화질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코딩한 결과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약 1dB 이내의 

화질 차이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과 bit 오버헤드 

측면에서 오류 개선에 효과적인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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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무선망 통신 환경에서는 데이터 전송 채널의 상황에 따라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fad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송하는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손실될 수 있다. 

영상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상의 화질이 저하되거나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영상이 끊기는 문제가 

생긴다. 

보통의 무선망 환경에서는 손상되거나 누락된 데이터를 재전송하여 

발생한 오류를 최소화하지만, 실시간 전송 환경을 가정하는 영상 

데이터에서는 재전송으로 인한 지연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상 데이터의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된 부분을 다시 

전송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주변 데이터로 매끄럽게 은닉하여 사람의 

눈으로 오류를 감지할 수 없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망 환경에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가 

발생한 부분 전체를 버리고 오류 은닉을 수행하는 경우와,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복원한 후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만을 은닉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후,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오류 발생률에 따라 효과적인 오류 강건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CTU 크기와 압축률에 따라 각기 다른 화질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64x64 CTU를 기준으로 보면, 압축률이 10:1과 같이 작은 

경우에는 slice 당 오류가 0.0023개보다 적게 발생한다면 모션 벡터 

정보를 protect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때, 어떠한 두 

기능의 화질 개선 정도가 약 0.3dB 이내로 비슷한 경우에는 bit을 덜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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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e 당 오류가 약 0.0023개에서 0.01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분할을 하지 않고 modulo-4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PSNR-

HVS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2개로 

분할하고 modulo-4하여 전송하는 것이 오류 은닉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slice 당 오류가 0.2개 이내로 발생한다면 slice를 5개로 

분할하고 modulo-8한 경우가, 0.2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5개로 분할하고 modulo-16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압축률 100:1의 경우에는 slice 당 오류 개수가 약 0.002개보다 

적다면 모션 벡터 protect를 하지 않는 방식이 bit 오버헤드와 화질 

대비 가장 효과적이며, 이보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slice를 

2개로 분할하고 modulo-4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Slice 당 오류가 

0.01개에서 1개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sub-slice 2개, modulo-

4를 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 압축률이 큰 경우에는 target 

bitrate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오류 강건 기능을 위한 부가적인 bit 

추가는 화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므로, bit 오버헤드와 trade-off를 

하여 적절한 오류 강건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오류 강건 알고리즘은 2-bit 이상의 

오류에 대한 정정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다량의 오류가 발생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논문의 알고리즘 대신 

[9]의 오류 은닉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영상의 화질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도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인코더가 

디코더로부터 현재 채널의 상태를 피드백 받아, 인코더에서 오류 강건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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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lecting 

Error Robust Tool based on 

Error Rate of Fading Channel 
 

MyongHyun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thesis, a modified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codec is proposed for transmission of video data through wireless 

network with a high bit error rate. The proposed algorithm employs 

an error concealment algorithm for the part where video decoding is 

impossible, after recovering error as much as possible by utilizing 3 

difference error correct coding methods. 

First, motion vector information embedded in each slice body is 

relocated to slice header, and by employing an error correct coding 

method for the motion vector data, the probability of error 

propagation is substantially reduced. Second, each slice is divided 

into several sub-slices so that after localizing the position of erred 

bits, only one sub-slice with error is concealed and all other sub-

slices are recovered correctly. Third, to further localize the position 

of error, the number of bins for each CTU unit is counted and 

modulo-k of the number of bins is signaled to decoder. 

For HEVC ClassB sequences (BasketballDrive, BQ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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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tus, Kimono, ParkScene), with compression ratio of 10:1 (QP 

17), Low delay-B configuration and CTU size as 64x64, coding 

quality of the proposed codec scheme is compared with SCM by 

using PSNR-HVS. The experiment is executed with various range 

of slice error rate (SER) which is defined to be the average number 

of erred bits in a slice (BER),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f SER is less than 0.0023, the coding quality is better when 

motion vector protection and error concealment are not employed. 

When SER is between 0.0023 and 0.01, signaling modulo-4 value of 

the number of bins in each CTU without any sub-slice division 

provides better performance. Signaling modulo-8 value of the 

number of bins in each CTU with five sub-slices in each slice is 

more effective if SER is between 0.02 and 0.1. Lastly, sending 

modulo-16 value of the number of bins in each CTU with five sub-

slices is the best if SER is more than 0.2. 

 

 

Keywords : Error-robust tool, Error recovery, Error concealment, 

Motion vector protection, Sync marker, Modulo,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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