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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비디오 코덱들은 모두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분 신호를 엔트로피 부호화한다. 스케일

러블 비디오 부호화(SVC, Scalable Video Coding)는 계층 간의 중복성을 제거하고자 새로운 3가지 예측 기술을 도입하였음에도 계층

간 예측된 신호에는 여전히 이전의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계층 간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취득한 차분신호는 기존의 시간적 공간적 예측 방법을 통하여 얻은 차분 신호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 간 예

측 기술을 통해 얻은 차분신호에 대하여 엔트로피 부호화시 해당 차분 신호가 갖는 특성이 적절히 고려된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을 제

안한다. 계층 간 텍스쳐 예측을 통해 얻은 차분 신호를 엔트로피 부호화하기 위하여 부호화된 블록 패턴(Coded Block Pattern, CBP) 
표를 재설계한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새롭게 재설계된 CBP 표가 기존의 JSVM 9.18 대비 4CIF 해상도의 영상에 대해 평균

2.20%, CIF 해상도의 영상에 대해 평균 1.14% 의 BD-Bitrate가 감소된다.

Abstract

Generally existing video codec employs entropy coding to deal with residual signals with considering temporal and spatial  
properties. Scalable Video Coding(SVC) which is extension of H.264/AVC has three technical concepts for removing 
redundancies between inter-layers. In spite of using novel prediction method between inter-layers in SVC, it is still using same 
entropy coding method to residual signals. According to the studies, the residual obtained by inter-layer prediction technique has 
different features of residual signal acquired by spatial or temporal prediction techniqu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entropy coding method which codes the residual signal obtained by inter-layer prediction with regarding its features adequately. 
We re-designed the Coded Block Pattern(CBP) table suitably for inter-layer texture prediction. The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further reduce the BD-Bitrate up to average 2.20% in 4CIF and 1.14% in CIF resolu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JSVM 9.18.

Keyword: SVC, CBP, Inter-layer texture prediction, Inter-layer intra prediction

Ⅰ. 서 론

ITU-T 비디오 부호화 전문가 그룹(VCEG, Video Coding 
Experts Group)과 ISO/IEC의 동영상 전문가 그룹(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 함께 JVT(Joint Video 
Team)을 구성하여, MPEG-4 Part10 Advanced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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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또는 H.264/AVC) 표준화를 완료 한 후에도 비디오

부호화 분야는 새로운 비디오 부호화 기술을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들어 네트워크의 발전과 비디오

재생이 가능한 많은 기기들의 개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들의 등장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Scalable Video 
Coding)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대두시켰다. 사실 이미 지난

20년 동안 SVC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는 진행되어왔다. 
H.262/MPEG-2 Video, H.263, MPEG-4 Visual은 스케일러

블 프로파일로써 SVC 기술을 지원했지만 복잡도가 매우

높았고, 비 스케일러블 프로파일들에 비해 성능에 있어서

도 효과적이지 않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H.264에 확장된 SVC(Scalable extension of H.264/AVC)

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를 위해

기존의 비디오 코덱에서 공간적, 시간적 특징을 이용한 예

측 신호를 통해 중복성을 제거한 후 차분 신호를 부호화하

는 방식 외에 계층 간 특성을 이용, 그에 따른 중복성을 제

거하여 차분신호를 부호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계층 간 중복성을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로는 텍스쳐

정보, 움직임 정보, 차분신호 정보가 있다. SVC에서는 이러

한 파라미터 별로 계층 간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했으며, 이들 세 가지 파라미터들의 중복성 제거를 위한 기

술은 각각 계층 간 텍스쳐 예측 혹은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계층 간 움직임 예측 그리고 계층 간 차분신호 예측이라고

불린다. 계층 간 중복성 제거를 통해 생성된 차분 값은 이전

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 예측기술에 의해 얻어진

차분신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차분신호에 대해 기존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만

이 고려된 엔트로피 부호화 방식을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계층 간 예측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차분신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엔트로피 부호

화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SVC의 세 가지 계층 간 예측기술 중 계층

간 텍스쳐 예측 혹은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에 의해 얻어진

차분신호에 대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엔트로피 부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계층 간 예측 기술 세 가지에 대하여 각각 설명

하고, SVC에서의 차분신호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을 이야

기하며,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에 있어서 차분신호 엔트로피

부호화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기한

문제에 따라 실험적 통계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에 의해 생성된 차분신호의 특성을 알아보

고 새롭게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실

험결과를 통계적 특성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제안한 방법

에 따라 적용하여 기존의 SVC와 부호화 성능을 비교한 실

험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 결론 내며 논문을 마친다.

Ⅱ.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 기술

1. 계층 간 예측 기술

SVC에서 계층 간에 보다 효율적인 부호화를 위해 새로

운 세 가지 기술을 도입하였다. 그 세 가지 계층 간 예측기

술은 계층 간 움직임 에측, 계층 간 차분신호 예측,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이다. 이와 연계적으로 향상 계층 부호화를

위해 SVC에서는 새로운 매크로 블록 (MB, MacroBlock) 
타입을 정의하였다. 추가적으로 모드 번호를 부여하지 않

으며, 문법적으로 MB 레벨 단위로 보내지는 basemode_ 
flag 를 통해 추론된다. 새로운 타입으로 부호화되는 MB는
차분신호 외에 공간 내 예측 모드 및 움직임 정보 등은 전송

하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향상계층의 MB의 base-
mode_flag 가 1로써 부호화 되었다면, 향상 계층 복호화 단

계에서는 참조 계층에 각각 대응되는 MB 정보들을 사용하

게 된다. 복호화 된 참조 계층의 MB가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부호화 되었다면, 향상 계층에 대응되는 MB는
Ⅱ.1.3 절에 소개할 방법으로 복호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화면 간 예측 모드로 부호화 되었다면, Ⅱ.1.1 
절에서 언급할 내용에 따라 복호화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1.1. 계층 간 움직임 예측
basemode_flag 가 1로 기술된 MB의 블록 정보는 단순히

대응되는 계층 블록의 부호화 단위에 가로, 세로 확대되어

부호화 되어야 한다. 향상 계층에서의 MB에 있어서 부·복
호화 될 단위는 최대 16×16을 넘을 수 없으며 최소 8×8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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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을 수 없다. H.264/AVC는 최대 부호화 가능한 블록의

크기를 16×16에서, 최소 4×4로 각각 정의하였기 때문에

H.264/AVC의 확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SVC도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상의 해상도가 가로

세로 각각 2배씩 확장되었을 때, 참조할 기본계층의 부호화

블록크기를 M×N이라고 가정 하였을 경우 향상 계층의 부

호화 블록크기는 (2M)×(2N)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향상 계

층의 MB에 대해 동일 계층의 움직임 보상을 위한 참조 영

상의 인덱스 정보 또한 기본 계층에 대응되는 MB의 참조

영상 인덱스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움직임

벡터는 참조할 기본 계층에 대응되는 MB의 움직임 벡터

정보에 2배의 비례 확대를 통해 얻어진다. 이 비례 확대된

움직임벡터는 향상 계층에서 예측된 움직임벡터(PMV)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실제 움직임벡터라고 가정하고, 움직

임 예측 없이 움직임 보상을 통해 바로 예측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는 motion_prediction_flag로 기술된다.

1.2. 계층 간 차분신호 예측
계층 간 예측을 위한 또 다른 기술은 계층 간 차분신호

방법으로, 위에서 언급한 SVC에서 추가된 MB 타입을 사

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던 간에 향상계층에서 화면 간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차분신호에 대해 적용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계층 간에 대응되는 위치의 MB를 보다 효과

적으로 부호화함에 있어서 각각의 계층이 화면 간 예측 방

법으로 부호화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각

계층에서 화면 간 예측을 통해 차분신호를 얻고, 향상 계층

에서 참조 계층에 대응되는 블록 위치의 차분신호를 향상

계층의 해상도에 맞게 확대 시킨 뒤, 향상 계층에서 얻은

차분신호에 확대 되어진 참조 계층의 차분신호를 예측 차

분신호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향상 계층에서는 참조 계

층에 의한 예측 차분신호와 향상계층에서의 차분신호의 차

이만을 엔트로피 부호화하게 된다. SVC에서 차분 신호 확

대는 양방향 선형 필터를 사용하며, residual_prediction_ 
flag 에 의해 문법적으로 기술되어 진다. residual_pre-
diction_flag 가 1일 경우 계층 간 차분신호 예측 방법을 수

행 할 수 있으며, residual_prediction_flag 가 0 일 경우는

기존의 계층 내에서 화면 간 예측 방법을 통해 얻은 차분신

호를 각각 엔트로피 부호화하게 된다. 

1.3.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향상 계층의 임의의 블록이앞서말한 basemode_flag 가

1로써 부호화 되고, 참조 계층으로 대응되는 위치의 블록이

화면 내 예측 모드로 부호화 되었을 때, 계층 간 화면 내

예측모드(IntraBL)를 통해 해당 블록을 복호화하게 된다. 
이는꼭참조 계층에 대응되는 위치의 블록이 화면 내 예측

으로 부호화 되었을 경우에만 수행 된다. 참조 계층에서 향

상 계층 블록에 대응되는 위치의 블록 텍스쳐 정보는 향상

계층 해상도에 맞도록 확대되어지며, 확대된 텍스쳐 정보

는 기존의 텍스쳐에 1차원의 4-탭 필터를 가로, 세로에 적

용하여 얻어지게 된다. 단, 색차 텍스쳐 정보는 양방향선형

필터를 적용한다. 

2. SVC에서의 차분 신호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

SVC의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은 H.264/AVC의 확장 개념

으로써 기존의 엔트로피 부호화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다. 실제 부호화할 차분 신호는 이산코사인변환(DCT) 및
양자화 과정을 수행한 후, 계수들에 대해 지그재그 스캐닝

방법을 이용하여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보다 효

율적인 엔트로피 부호화를 위해 하나의 MB 안에 4개의 8×8 
블록에 대하여 0이 아닌계수들이 분포하는 패턴을 구하고

이를 미리 통계적 실험에 의해 표준으로 정의되어진 부호화

된 블록 패턴(CBP : Coded Block Pattern) 표에 대응시켜

해당 코드번호를 전송하게 된다. CBP 표는 서로 다른 예측

방법, 화면 내 예측, 화면 간 예측을 통해 얻어 지는 차분신

호의 특성이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예측 방법을 통해

얻은 차분신호에 맞춰 CBP 표를 적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호화시 차분 신호는 율-왜곡 최적화 과정

을 통해 가장 적은 값을 가질 때의 차분 신호를 실제 부호화

할 차분 신호로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적 차분

신호의 특성만을 이야기 한다. 율 최적화의 과정은 식 (1), 
(2)에서 제외하여 표현하였다. 

 min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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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2)

영상은 블록의 x, y 좌표와 함께 시간축좌표 t를 사용하

여 나타내었다. 식(1)은 화면 간 예측에 의한 차분신호를

표현한것이다. 화면 간 예측 방법은 이전에 복원된 영상에

서 현재 부호화할 블록을 찾고, 그 위치를 움직임 벡터

(MV) 로 나타낸다. 이후 움직임 보상을 통해 원본 영상과

차를 내어 차분 신호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참조할 영상

을 부호화할 영상 이전 혹은 이후 시간의 화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참조 화면 내에서 모든 픽셀들에 대해 찾기는

매우 높은 복잡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i, j, 요소로써 그 예측

가능한 범위를 제한시키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화면 간

예측의 차분신호는 얻어지며, 이렇게 얻어진 신호를 부호

화하고, 다시 복원시킴으로써, 다음 화면의 예측 신호로쓰

이게 된다. 식(2)에서는 화면 내 예측에 의한 차분신호를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차분신호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는 화면 간 예측에 의한 차분신호를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율-왜곡 최적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은 값을 가질 때의 차

분신호를 부호화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식(2)에서도 식(1)
에서와 마찬가지로 율-최적화를 생략하였다. 식(1)의 화면

간 예측 방법과 다른 점은 이미 복원되어진 t-1 시간 축상

에 위치한 다른 화면 내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부호화

하고 있는 t 시간 화면 내에 복호화 된 주변블록들을 사용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주변 블록들에 대한 표현은

k=1,2,3,4 에 의해 x, y 집합의 블록좌표가선택되어져부호

화될 블록의 주변 블록의 특성에 의한 참조 연산 방법에

의해 계산되어져원본신호와 차를 내게 된다. 화면 간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와 화면 내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

호는 예측신호를 얻는 방법에 의해 그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복원되어진 이전 시간의 영상을 참조

신호로써 사용할 경우와, 부호화할 화면 내에서 이미 복원

된 블록들의 연산을 통해 참조 신호로 사용 하였을 경우

각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전자 경우 일반적으로

비디오 영상은 1/30초씩의 아주 작은 시간 간격으로촬영되

어지는 특성 때문에 화면 간유사성이 높아 화면 간 예측에

의한 차분 신호의 엔트로피는 작다. 반면, 후자의 경우 화면

내에서 주변 픽셀 값의 유사성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조

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높지만 복잡한 영역에

대해서는 예측 오차가 크게 된다. 따라서 화면 내 예측 방법

에 의한 차분신호는 화면 간 예측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엔트로피 확률을 갖는다. 이후 양자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엔트로피가 작은 화면 간 예측의 차분신호들은 엔트

로피가 높은 화면 내 예측 방법에 비해 많은 계수들이 0으
로나타난다. 이러한 패턴들이 실험적 통계에 의해 예측 방

법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두 종류의 CBP 표로써

정리되어 표준으로 정해져 부․복호화기에서 사용된다.
CBP 표에 따라 부호화시 각각의 패턴에 코드 번호를 연

결시켜부호화를 수행한다. 각각의 MB는휘도 성분의 8×8 
블록 4개로 나누어 총 16가지의 경우로, 색차 신호는 Cb, 
Cr 구분 없이 DC 성분만이 존재하거나아니면 AC 성분이

존재하거나 혹은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로 구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총 48가지 패턴이 정의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측 방법에 따라 표를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잘 나오는 조합을 작은 수의 코드 번호로 연결 지어

부호화 한다. 코드 번호는 가변길이로써 부호화되어 작은

수의 코드 번호 일수록 적은 비트를 할당받게 된다. 코드

번호 및 CBP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상위 16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어놓았다. 

code num Intra_4×4 & Intra_8×8 Inter
0 47 0
1 31 16
2 15 1
3 0 2
4 23 4
5 27 8
6 29 32
7 30 3
8 7 5
9 11 10
10 13 12
11 14 15
12 39 47
13 43 7
14 45 11
15 46 13

표 1. 부호화된 블록 패턴 표
Table 1. Coded block pattern(CBP)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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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화면 내 예측 방법을 통해 얻어낸차분신호에

대하여 DCT 변환후 양자화된 계수의 CBP 값이 47이라는

의미는 하위 4비트가 모두 1로 그리고 상위 2비트는 1 0 
으로 해당 MB의 휘도성분의 계수가 모두 존재하며, 색차

신호 Cb, Cr 의 AC 성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통계적으로 화면 내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의 엔트로

피 부호화시 이러한 특성이 제일 많이나오기 때문에 가장

작은 코드 번호를 할당 한다. 그러나화면 간 예측 방법에서

는 휘도 및 색차 성분 계수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CBP 값 0을
제일 작은 코드 번호로 할당한다. 
그림 1은 JSVM 9.18 부호화기에 구현되어져 있는 CBP 

표의 선택 방법을 추상화시킨 흐름도이다.

그림 1. 부호화된 블록 패턴 표 선택 방법
Fig 1. The method to select the coded block pattern table

현재 부호화 할 MB에 대하여 CBP 선택 시 먼저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만일 공간 내 예측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면, 화면 간 예측 방법을 사용한것이므로 화면 간 예측 방

법에 의해 통계적으로 정리되어진 CBP 표에서 6비트로 표

현 되어진 CBP 값을 인덱스로 넣어 연결된 코드 번호를

가변 길이로 부호화 한다. 만일 화면 내 예측 방법을 통해

예측되었다 하더라도, 화면 내 예측 방법에 있어서 기본 계

층을 참조하여 화면 내 예측을 하였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는 BLSkipFlag에 따르며 계층 간 IntraBL을 사용하였는지

를 확인한다. IntraBL은 화면 간 예측 방법의 경우와 동일

한 표에서 해당 CBP 값을 인덱스로 갖는 코드 번호를 부호

화 하게 된다. 
만일 48가지 조합의 CBP 값 중 하나의 코드 번호를 가변

길이로 부호화함에 있어서 통계적 특성이 다른 표를 사용

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부호화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현
재 IntraBL의 경우 CBP를 화면 간 예측 방법과 동일한 통

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호화하게 되는데, 계
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이 화면 간 예측 방법을 위한 CBP 
표의 특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표를 사용한다면

비효율적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말 할 수 있다.

Ⅲ. 제안하는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에 의한
차분신호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SVC)에서는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엔트로피 부호화함에 있어서 CBP를 화면 간

예측 방법 시와 동일한 통계적 특성에 근거한 CBP 표를

사용하고 있다. 만일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과 화면 간

예측 방법에 의해 얻어진 차분신호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

구하고 현재와 같이 동일 표를 사용한다면, 가변길이로 부

호화하는 코드 번호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미 Ⅱ절의 식(1)에서 화면 간 예측에 의한 차분 신호를

표현 하였고, 식(2)에서 화면 내 예측에 의한 차분 신호를

표현해 보았다. 이를 이용하여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는 위 두 가지 수식을 이용하여 다음 식(3)과
식(4)로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다.

     ′ ′′  (3)

 ′ ′′  ′′ ′′  (4)

식(3)은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나타내었다. Ⅱ절의

식(1)과 식(2)에서는 차분신호를나타내는 파라미터로 블록

의 위치를나타내는 x, y 좌표 및 시간 정보 t 로 써만나타

내었지만,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에 있어서는 l 파라미

터를 추가함으로써 계층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식

(3)에서 의미하는 l 은 부호화하고자 하는 상위 계층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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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l-1 은 참고하고자 하는 하위 기본계층을 의미한다. 식
(3)에 따라 l 계층의 t 시간에 위치한 블록 (x, y) 위치에 존

재하는 차분신호를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통해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얻고자 하는 차분신호의 계층 l 및 시

간적 위치 t 에서의 블록 위치 (x, y)에 해당하는 원본 신호

에 참조할 계층 l-1 에서의 동일 시간 t 에 존재하는 얻고자

하는 신호의 블록 위치 (x, y) 에 대응되는 (x', y') 의 복원

된 O' 신호를 U 함수를 통해 확대필터를 취한 후 차를 내어

얻게 된다. 복원 된 O' 신호는 식(4)에서 표현되며 이는 화

면 내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를 표현한 Ⅱ절의 식(2)를
복원신호 기준으로 표현한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t 시간에

서 부호화 하고자 하는 계층 l 에 대응 되는 참조할 계층

l-1 에서의 블록 위치 (x', y') 에 해당하는 복원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수행함

에 있어서 화면 간 예측 방법의 특성 반영되었음을 식(4)가
식(3)에 대입됨으로써 고려될 수 있다. 다시 식(3)을 Ⅱ절의

식(1)과 비교해 보면 화면 간 예측 방법과 동일하지는 않지

만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면

간 예측 방법은 이미 복원된 이전 화면들에서 현재 부호화

할 블록의 원본 신호와 가장 유사한 블록을 예측신호로 사

용하고 원본 신호와 차를 내어 부호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선 식(4)에 의해 복원된 신호를 예측신호로 사용하는 것

은 화면 간 예측 방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에서는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는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의 특성상

부호화할 예측 블록의 대응되는 참조 계층의 블록을 떼어

옴으로써 움직임벡터를 (0, 0) 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따라

서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에서는 복원된 이전 시간 t-1 
이 아닌복원된 참조 계층 l-1 에서 예측 신호를 사용함으로

써 화면 간 예측 방법과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말할

수 있다. 또한 예측신호로 사용될 참조 계층의 블록 해상도

가 부호하고자 하는 계층의 해상도와 다르기 때문에 확대

필터를 적용하여 블록을 U 함수를 통해 확대 보간 후 사용

하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해온바에 따르면,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은

화면 내 예측 방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화면 간 예측

방법과 유사한 특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차분신호의 특성은 화면 간 예측 방법 및 화면 내 예측 방법

을 통한 차분신호의 특성들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수 있다. 만일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 부호화된 블록 패턴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면 간 예측 방법의 특성이 고려된 CBP와
다를 경우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위한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의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표를 설계하고, 엔트

로피 부호화 시 반영되어져야 한다. 이를증명하기 위해 간

단한 실험을 하였으며 표 2의 실험환경에 따라 수행하였다.

참조 소프트웨어 : JSVM 9.18

실험 영상 개수 : 5개
Soccer(300), Ice(240), Harbour(300), Football(260), Bus(150)

파라미터 설정 값

계층 수 3 계층

0 계층 해상도 QCIF

1 계층 해상도 CIF

2 계층 해상도 4CIF

계층 별 QP 동일

QP 종류 22,27,32,37

GOP 구조 All intra

계층 간 예측 기본 적용

표 2. 통계적 특성을 얻기 위한 실험 환경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for obtaining statistical features

참조 소프트웨어 JSVM 9.18을 사용하여 총 5개의 영상

(Soccer, Ice, Harbour, Football, Bus)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3계층으로 나누어 QCIF, CIF, 4CIF 해상도를 갖도록 설정

하였으며, 계층 별 QP값은 모두 동일 값으로 설정하였다. 
QP의 종류는 22, 27, 32, 37로 모든영상에 각각 적용하였

다. 부호화 프레임 수는 각각의 영상 이름 오른쪽 괄호 안

숫자만큼수행하였다. 모든프레임에 대해 화면 내 예측 방

법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계층 간 예측 방법을 기본적

으로 적용하도록 설정하였다. 0 계층과 1계층 사이에서 얻

은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통한 CBP 값들의 통계와

1계층과 2계층 사이에서 얻은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통한 CBP 값들의 통계를 누적시켰다. 이를 5개의 영상 각

각에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며, 다시 5개의 영상에서 얻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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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치를 모두누적시켰다. 화면 간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

호의 CBP 표를 사용하고 있는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

에 의한 차분신호의 CBP 값들의 실제 발생확률을 각각의

값들에 연결 지어 그 통계를 비교해 보았다.
표 3의 결과는 전체 47 가지 CBP 값들 중 상위 20 가지

의 경우에 대해서만 나열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IntraBL 모드의 경우 실제로 CBP 값이 0일 확률이 6.95% 
밖에 되지 않으며, 제일 많이 나오는 CBP 값은 15로 화면

간 예측 방법에 따르는 패턴 표에서는 11번에 연결되어져

있다. 두 번째로 많이나오는 패턴 값으로 25.83%를 차지하

는 31번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는 19번에 연결되어 있다. 이
에 모든 CBP 값들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15와 31번의 경우

가 높은 코드 번호에 할당되어 현재 매우 비효율적인 CBP 
표를 IntraBL 모드에 사용되어 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code num Inter IntraBL

0 0 6.95%

1 16 0.58%

2 1 0.81%

3 2 0.77%

4 4 0.80%

5 8 0.79%

6 32 0.01%

7 3 1.10%

8 5 1.08%

9 10 1.03%

10 12 1.03%

11 15 27.18%

12 47 13.89%

13 7 1.85%

14 11 1.80%

15 13 1.85%

16 14 1.82%

17 6 0.48%

18 9 0.48%

19 31 25.83%

... ... ...

표 3. 부호화된 블록 패턴 통계 분석
Table 3. CBP statistical analysis

위에서 얻은 통계적 특성의 확률값들을 이용하여 shanon
의 정보이론을 따르는 식 (5)을 통해 엔트로피를 구하면약

3.44 비트가 나온다. 통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엔트

로피를 구한 값과 기존의 JSVM9.18에 구현되어진 방법을

따라 얻은 엔트로피 값은 영상을 부호화함으로써 얻는

CBP 값들의 발생빈도는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

다. 하지만 이러한 CBP 값들을 실제 부호화할 코드 번호에

연결함에 있어 연결 순서에 따라 코드 번호를 부호화 할

때의 평균 비트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코드 번호는 지수

골룸형태의 가변길이로 표현 되며, 표 4를 따라 실제 비트

를 쓰게 된다. 평균 비트량은 식 (6)을 이용하여 각 코드

번호의 확률과 코드 번호의 가변길이 변환 시의 비트 수를

곱한 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JSVM 
9.18에 구현되어진 방식에 따라 IntraBL 모드의 블록을 부

호화함에 있어 CBP를 표현하는 평균 비트량이 약 7.46 비
트인 반면, 실험을 통해 얻은 표3의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

로 CBP에 코드 번호를 발생빈도의 내림차순으로 할당하여

평균 비트를 계산했을 경우약 3.78 비트가 소요된다. 따라

서 IntraBL 모드를 위한 CBP 표를 설계한다면 현재 보다

더 나은 율-왜곡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 log 


 (5)


  



 × (6)

Bit string form CodeNum Number of bits

1 0 1

0 1 X0 1-2 3

0 0 1 X1 X0 3-6 5

0 0 0 1 X2 X1 X0 7-14 7

0 0 0 0 1 X3 X2 X1 X0 15-30 9

0 0 0 0 0 1 X4 X3 X2 X1 X0 31-62 11

... ... ...

표 4. 코드 번호 범위에 따른 비트열 형태 및 비트 수
Table 4. Bit strings form with the number of bits and assignment to codeNum ranges

제안 하는 방법에 의해 화면 예측 방법에 따라 선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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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표가 3가지로 늘어나, Ⅱ절 그림 1과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표를 선택한다. 제안하는 방법이 추가된 SVC 엔
트로피 부호화시의 CBP 표 선택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된 부호화된 블록 패턴 표 선택 방법
Fig 2. The proposed method to select the coded block pattern table

제안된 CBP 표 선택 방법을 JSVM 9.18의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에 구현하기 위해 실제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

을 위한 CBP 표는 표 2를 따르는 실험결과를 사용하였으

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계 과정 및 실제 반영 후 부호화

성능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Ⅳ.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제안한 방법을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복호화기 참조 소프트웨어인 JSVM 9.18에 적용하기

위하여 표 2를 따르는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기존의 CBP 
표와 그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표 5는 실험결과에 따라 계

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수행하여 얻은 차분신호의 CBP 
값들에 대해 각각의 확률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 IntraBL에 의한 차분신호의 특

성은 CBP 값이 15 인 경우가 제일 많고, 31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이미 50%가

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3번째로 많이 나오는 경

우인 47의 확률까지합치면약 67%로 계층 간 화면 내 예

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의 패턴 값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면 간 예측

방법의 패턴 순위와는 많이 다르며 화면 내 예측 방법의

패턴 순위와도달라 IntraBL 모드를 위한 CBP 표를 사용할

경우 어느정도 성능이나올것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기존의 Intra 모드 및 Inter 모드일 경우와 함께 제안되

어진 IntraBL 모드를 위한 CBP 값들에 대하여 할당된 코드

번호 48가지 경우 모두를나열하였다. IntraBL의 CBP값들

의 경우 단순히 높은 확률을 갖는 패턴 값들을 내림차순으

로 정리한 표 5와는 다르게 CBP 값들이 의미하는 블록의

규칙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1% 미만의 확률차가나는 패턴

값들에 대해서는 그 순서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이후 각각

의 코드 번호는 이전과 동일한 표 4의 가변 길이 부호화

방법을 통하여 부호화 된다.

CBP IntraBL CBP IntraBL CBP IntraBL

15 27.18% 1 0.81% 46 0.24%

31 25.83% 4 0.80% 25 0.23%

47 13.89% 8 0.79% 18 0.22%

0 6.95% 2 0.77% 24 0.22%

13 1.85% 21 0.60% 22 0.21%

7 1.85% 16 0.58% 37 0.16%

14 1.82% 9 0.48% 42 0.13%

11 1.80% 19 0.48% 35 0.08%

23 1.31% 6 0.48% 44 0.08%

29 1.23% 26 0.45% 40 0.03%

27 1.19% 28 0.42% 36 0.03%

30 1.15% 39 0.29% 33 0.02%

3 1.10% 17 0.28% 41 0.02%

5 1.08% 45 0.27% 34 0.01%

12 1.03% 20 0.25% 38 0.01%

10 1.03% 43 0.24% 32 0.01%

표 5.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에 따른 패턴 통계
Table 5. Statistics of the Coded Block Pattern 

기존의 표준을 따르는 화면 간 예측과 화면 간 예측 방법

에 대한 CBP 값들이 왼쪽에서부터 1번째, 2번째 열에, 그
리고 새롭게 IntraBL 모드를 통해 얻은 차분신호를 위한 패

턴 값들이 오른쪽에 정리되어져 있다. 상위부터 작은 수의

코드번호를 할당하며, CBP 값만으로는 해당 예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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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num Intra4×4 
&Intra8×8 Inter IntraBL Codenum Intra4×4 

&Intra8×8 Inter IntraBL

0 47 0 15 24 28 33 26
1 31 16 31 25 35 34 9
2 15 1 47 26 37 36 6
3 0 2 0 27 42 40 39
4 23 4 7 28 44 39 45
5 27 8 13 29 1 43 46
6 29 32 14 30 2 45 43
7 30 3 11 31 4 46 17
8 7 5 23 32 8 17 20
9 11 10 29 33 17 18 24
10 13 12 30 34 18 20 18
11 14 15 27 35 20 24 25
12 39 47 3 36 24 19 22
13 43 7 5 37 6 21 37
14 45 11 12 38 9 26 42
15 46 13 10 39 22 28 35
16 16 14 1 40 25 23 44
17 3 6 4 41 32 27 36
18 5 9 8 42 33 29 40
19 10 31 2 43 34 30 33
20 12 35 16 44 36 22 34
21 19 37 19 45 40 25 41
22 21 42 21 46 38 38 38
23 26 44 28 47 41 41 32

표 6. 최종 부호화된 블록 패턴 표
Table 6. The final CBP Table

그림 3. 블록 패턴 특성 비교표
Fig 3. A comparative table on the characteristics of block patterns

법을 따르는 차분신호의 특성을 한 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그림 3과 같이 상위 15개의 값들에 대해서만 도식화

해보았다. 그림 3에 표현된 각각의 값 및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앞쪽에 “0 +”, “1 +”, “2 +”  식으로 표현

된 것의 의미는 하나의 MB 안에 색차 신호 의 AC 성분이

존재 할 경우 2, DC 성분만 존재할 경우 1, 둘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을 의미한다. 이 후뒤에 따라오는 블록은 MB
를 의미하며 각 4개의 사각형은 8×8 블록을 가리키며, 음영

처리 되어진 블록은 해당 블록에휘도 신호의 차분 계수가

존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백인 곳은 어느 곳에도 차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Ⅱ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화면 간 예측에 의한 차

분 신호의 엔트로피는 적으며, 화면 내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는 화면 간 예측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엔

트로피 확률을 갖는다. 이는 양자화 과정 이후에도 남아 있

을 계수들이 존재 할 확률이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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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Resolution BDPSNR (dB) BDBitrate (%) Resolution BDPSNR (dB) BDBitrate (%)

Crew  CIF 0.07 -1.20 4CIF 0.10 -2.06

City CIF 0.11 -1.73 4CIF 0.13 -1.97

Foreman CIF 0.07 -1.09 4CIF 0.21 -2.57

Mobile CIF 0.05 -0.53 4CIF 0.30 -2.20

평균 CIF 0.08 -1.14 4CIF 0.19 -2.20

표 8.  제안된 방법의 부호화 성능
Table 8. Coding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을 경우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림 3의 화면 내

예측 방법에서는휘도 성분들이 각각의 8×8 블록들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면

간 예측 방법에서는 휘도 성분들이 각각의 8×8 블록들에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반면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의 경우 기존의 스케일러블 비디

오 부호화에서 고려된바와달리 오히려 화면 내 예측 방법

에치우쳐진 상태로 화면 간 예측의 특성역시 가지고 있다. 
표 6의 값들을 그림 2와 같은 선택 방법을 통해 해당 CBP 
표를 참조할 수 있도록 JSVM 9.18에 적용하였다. 복호화기

에서는 부호화기의역 과정으로 원래의 CBP 값을 알아낼

수 있도록 표를 조정하였으며, 그 선택과정은 부호화기와

동일하다. 

참조 소프트웨어 : JSVM 9.18

실험 영상 개수 : 4개
Crew(300), City(300), Foreman(300), Mobile(150)

파라미터 설정 값

계층 수 3 계층

0 계층 해상도 QCIF

1 계층 해상도 CIF

2 계층 해상도 4CIF

계층 별 QP 동일

QP 종류 22,27,32,37

GOP 구조 All intra

계층 간 예측 기본 적용

표 7. 실험 환경
Table 7. Experimental condition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이 고려된 부호화기의 성능을 알

아보는 실험은 표 7의 환경을 따라 수행하였다. 실험 영상

의 경우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에 의한 차분신호의 CBP
의 통계를 구하고자 사용했던 5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새로

운 Crew, City, Foreman, Mobile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외

에 다른 조건들은Ⅲ절 표 2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각 영상

에 대한 실험 결과는 BD-Bitrate, BD-PSNR 관점에서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각의 영상에 대해 총 3 계층을 실

험하였다. 실제로 최하위 계층은 참조할 하위 계층이 없기

때문에 계층 간 화면 내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부호화 할

수가 없으므로, Bitrate와 PSNR 값이 동일하여 표 8의 결과

에서 제외 하였다. BD-PSNR은 참조 JSVM 9.18 부호화기

대비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부호화 비트 율, 왜곡율 성능에

대해 동일 비트율에서의 왜곡 율을 비교한 값이며, 
BD-Bitrate는 동일 왜곡 율에서의 비트 율을 비교한 값이

다. 각각의 영상에 대해 CIF 해상도에서 BD-Bitrate가 최대

1.73%의 비트율 감소 성능이 있었으며, 최소 0.53%의 비트

율 감소가 있었다. 또한 가로, 세로로 2배씩큰 4CIF 해상도

에서 각각의 영상에 대한 BD-Bitrate 성능은 최대 2.57% 
비트율 감소가, 최소 1.97%의 감소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HD급 이상의 해상도가큰영상에 대해 실험

해 보았으며 실험환경은 표 7을 따라 수행하였다. 실험 영

상의 경우 가로 2560 세로 1600의 영상 People OnStreet 
및 Traffic 그리고 가로 1920 세로 1080의 영상 Cactus, 
Kimono, ParkScene을 사용하였다. 기본계층은 원본 영상

을 가로 세로 2배씩줄여 사용하였다. 각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는 BD-Bitrate, BD-PSNR 관점에서 표 9와 같이 정리

하였다. 2560×1600 해상도에서 BD-Bitrate가 최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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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트율 감소가 있었으며, 1920×1080 해상도에서

BD-Bitrate가 최대 1.56%의 비트율 감소가 있었다. 

Sequence Resolution BDPSNR (dB) BDBitrate (%)

PeopleOnStreet 2560x1600 0.10 -1.61

Traffic 2560x1600 0.08 -1.39

평균 2560x1600 0.09 -1.50

Cactus 1920x1080 0.04 -1.13

Kimono 1920x1080 0.05 -1.30

ParkScene 1920x1080 0.07 -1.56

평균 1920x1080 0.06 -1.33

표 9.  제안된 방법의 고해상도에서의 부호화 성능
Table 9. Coding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in high resolution

Ⅴ. 결 론

앞서 Ⅳ절에서의 실험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기의 엔트로피 부호화에 있어서의 효과적임

을 나타내었다. 실험을 수행 한 모든 영상에 대해서 4CIF 
해상도에서 평균 BD-Bitrate로 2.20%의 비트율 감소가, 
CIF 해상도에서 평균 1.14%의 감소가 있었으며, BD- 
PSNR은 4CIF 해상도에서 평균 0.19dB, CIF 해상도에서

0.08dB 증가하였다. HD 이상의 해상도를 갖는 영상의 경

우 2560×1600 해상도에서 평균 BD-Bitrate 1.50%의 비트

율 감소가, 1920×1080 해상도에서 BD-Bitrate가 평균

1.33%의 비트율 감소가 있었다. BD-PSNR은 각각의 해상

도에서 0.09dB 그리고 0.06dB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하기까지 가정한 계층

간 화면 내 예측에 의한 차분신호의 특성은 화면 내 예측에

의한 차분신호의 특성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화면 간 예측

에 의한 차분신호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증명할 수 있었

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함에 있

어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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