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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다양한 화면내 부호화 모드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바탕하

여 RMD(rough mode decision)가 고려하는 화면내 예측 모드의 개수를 블록의 크기별로 감소시켜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

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1.5% BD-rate 증가만으로 부호화 시간을 9.0%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키워드 :  HEVC, 화면내 부호화, RMD, 복잡도, 고속 부호화

1. 서론

최근 디지털 방송기술과 디스플레이 기기 등의 발전으로 초고해

상도 비디오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MPEG과 ISO에서는 2010년 1

월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을 설립하

여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1]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현재 HEVC는 

기존 H.264/AVC[2]와 비교하였을 때, 객관적 화질 측면에서 

40~50%의 높은 부호화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3].

HEVC의 주요 기술 중 하나는 계층적 재귀 구조를 갖는 코딩 트

리 블록(coding tree block;CTB)이다. 과거 비디오 부호화 표준들에

서 기본블록 단위로 사용되었던 16x16 고정 크기의 매크로블록을 대

신하여, HEVC는 CTB를 통해 가변적 블록 크기를 허용한다. CTB에

는 CU(coding unit) 및 PU(prediction unit;PU)를 정의하고 있다. 

CU는 쿼드트리(quard-tree)구조를 사용하여 계층에 따라 재귀적으로 

더 작은 유닛으로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64x64~8x8의 다양한 블록 

크기를 지원하며, 각 CU는 2Nx2N, 2NxN, Nx2N, NxN 등 다양한 

크기의 PU로 다시 분할하여 화면내 혹은 화면간 예측을 수행할 수 있

다. 화면내 부호화의 경우 최소 크기의 CU인 경우에만 NxN의 PU로 

분할이 가능하다.

HEVC에서의 화면내 부호화는 그림 1과 같이 밝기 값의 경우 총 

35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35번은 Chroma에서 지원하는 모드이다. 2

가지의 모드는 비방향성 모드로 H.264에서의 Planar 모드와 DC 모드

와 유사하며, 나머지 33가지 모드는 방향성 모드로 주변 참조 화소와

의 방향별로 다양한 예측 방법을 허용한다. 이는 기존 H.264의 9가지 

모드에 비하여 모드의 개수가 약 4배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HEVC

의 화면내 예측은 기존 H.264의 화면내 예측과 비교하여 다양한 방향

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

약적으로 늘어난 모드의 개수로 인하여 최적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RDO(rate distortion optimization) 연산에 따른 과도한 부호화 복잡

도가 요구된다.

그림 1. HEVC의 화면 내 예측 모드 

이러한 과도한 부호화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Y. Piao[4]은 

화면내 부호화 모드 결정을 위한 RDO를 계산하기 이전에 후보의 수를 

줄이기 위한 RMD(rough mode decision)과정을 추가하였다. RMD는 

하다마드 변환을 통해 모드들의 순위를 빠르게 조사하여 상위 N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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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면내 부호화 모드 결정 비율

표 2. PU별 RMD 후보 제한을 위한 실험 조건

그림 3. 집합 2의 모드

그림 4. 집합 3의 모드

모드에 대해서만 기존의 RDO 과정에서 비용을 조사함으로써 RDO 

과정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HEVC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8.0에는 그림 2와 같이 RMD 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Y. Piao 방식은 

RDO에 대한 부호화 복잡도를 덜어주게 되었지만 RMD가 35가지의 

모드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호화 복잡도를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 2. HEVC의 화면내 예측 모드 고속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RMD에서의 부호화 복잡도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 RMD에서 고려하는 모드의 개수를 줄여 부호화 복

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H.264에서는 화면 내 

예측에서 블록별 모드의 종류를 16x16 블록는 4가지를 지원하고 4x4 

블록과 8x8 블록에 대해서는 9가지를 지원하였다. 이는 블록의 크기

가 커지면 참조 화소와 피참조 화소간의 공간적 거리가 멀어져 예측 

성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HEVC에서 PU(Prediction Unit)

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비교적 평활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많은 모드를 고려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HEVC의 PU 크기별 화면내 부호화 모드 수

와 성능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RMD 후보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HEVC 화면내 부호화 분석 및 복잡도 감소 방법

HEVC의 화면내 부호화 모드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 1처럼 화

면 내 예측에서 4가지 모드(DC, Planar, Vertical, Horizontal)가 가

장 많이 선택되고, Vertical과 Horizontal의 주위 모드들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드들은 비슷한 비율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는 

HEVC 표준화에서 이용되고 있는 공통 실험 영상인 Class A, B, C, 

D, E의 모든 영상을 QP(Quantization Parameter) 37로 설정하여 부

호화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와 같이, 비율이 높은 4가지 모드들은 

HEVC 화면내 부호화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RMD 연

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복잡도 감소 방법에 적

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드들은 모두 방향성 

모드로 비슷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 모드는 비슷한 방

향들(예를 들면 모드 12의 경우 모드 11이나 모드 13)을 하나의 대표 

방향으로 처리한다면 적은 부호화 손실로 RMD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제안에 앞서 PU 크기별로 RMD 과정에서 비용을 

조사할 후보모드개수를 찾기 위해 표 2와 같은 조건을 사용한다. 그림 

3와 그림 4는 각각 표 2의 집합 2와 집합 3의 모드들을 보여준다.

 이 표는 QP를 22, 27, 32, 37로 설정하고 HEVC 표준화에서 활

용되고 있는 공통실험영상 중 Class C의 PartyScene ,RaceHorses 

영상과 Class D의 BQSquare, RaceHorses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하

였다. 표에서 Enc. Time은 소프트웨어의 부호화 복잡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설명한 집합을 적용한 방법과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의 

수행시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집합 1의 경우 4x4 PU와 8x8 PU

의 휘도 신호의 BD-rate가 각각 4%, 1.9%가 늘고 부호화 시간은 각

각 17%, 9%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복잡도 감소량은 다른 집합

보다 특히 큰 값이다. 이는 다른 집합의 4x4 PU와 8x8 PU가 RDO의 

후보수가 8개인 반면 RMD의 후보수가 4개이기 때문에 RMD 후보 수

뿐만 아니라 RDO 후보수를 4개로 줄인 것으로 인한 BD-rate 손해와 

부호화 시간 이득이 포함된 결과이다. 표 3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PU크기별  RMD 후보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표 4와 같이 제안한다. 

표 4는 RMD 후보 제한을 위한 4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4x4 PU

의 경우 부호화 손실이 많은 집합 1과 집합 2를 제외하고 집합 3과 집

합 4를 이용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8x8 PU는 집합 1에서만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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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U 크기별 RMD 후보 제한 실험 결과

표 4. RMD 후보 제한을 통한 복잡도 감소 방법

표 5. 제안 복잡도 감소 방법의 실험결과손실이 많아 이를 제외한 집합을 사용하였다. 16x16 PU는 모든 집합

에서 낮은 부호화 손실을 보였으나 부호화 복잡도 대비 부호화 손실이 

낮은 집합 1과 집합 2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32x32 PU와 64x64 PU

는 모든 집합에서 부호화 손실이 낮아 부호화 복잡도가 가장 낮은 집

합 1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실험

제안방법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8.0[5]에 제안방법을 구현하고 이를 기존 HEVC와 비교분석하였다. 

부호화 모드는 모든 영상을 화면내 부호화하는 encoder_intra_main 

이다. 이는 Main profile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된 테스트 영상은 

HEVC 표준화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통실험영상 중 Class C와 Class 

D 에 속하는 모든 영상을 활용하였다. 나머지 부호화 조건은 공통실험 

조건[6]을 따랐다. 

우선 HM 8.0에서 RMD 과정이 총 부호화기 수행 시간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HM 8.0를 이용하여 QP 37로 공통실험영상 

중 Class F를 제외한 모든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HEVC의 부

호화기 수행 시간 중 RMD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였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RMD의 수행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따라

서 제안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수행 시간의 감소 이득는 전체 부호화 

시간의 20% 이내라고 볼 수 있다. 

표 5는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표에

서 방법 1의 경우 Enc. Time이 약 12.5% 줄고 부호화 손실이 약 

3.9% 증가하였다. 방법 2의 경우 Enc. Time이 약 9.6% 줄고 부호화 

손실이 약 2.2% 증가하였다. 방법 3의 경우 Enc. Time이 약 9.0% 줄

고 부호화 손실이 약 1.5% 증가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부호화 

손실과 부호화기의 수행 시간이 Trade-off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이 낮은 부호화 손실만으로 부호화기

의 수행시간을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HEVC에서 RMD가 차

지하는 비율이 총 수행 시간 대비 약 20%이므로 제안 알고리즘은 

RMD 수행시간을 절반 정도 감소시킨 것이다. 부호화 손실과 부호화

기의 수행시간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제안 방법 3이 가장 적절한 것으

로 보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PU 크기별 화면내 부호화 모드 수와 성능 관계를 

분석한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RMD의 후보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HM 8.0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이 약 1.5%의 

미비한 부호화 손실로 약 9% 이상의 부호화기 수행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화면내 부호화 방법에서는 RMD 과정

에서 PU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화면내 부호화 모드를 지원

한 반면, 본 논문은 PU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후보수를 지원할 수 있

으므로 영상의 특성에 따라 적응적인 화면내 부호화 모드 개수 조정을 

통해서 부호화기 복잡도의 감소가 가능하다. 향후 더 다양한 RMD 후

보 집합을 최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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