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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ISO/IEC와ITU는공동협력팀(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JCT-VC)을 구성하여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라

불리는새로운비디오압축표준기술을개발하고있다. JCT-VC의

목표 중 하나는 H.264/AVC 압축률의 2배를 향상하는 것으로 최근

HEVC 테스트모델(HEVC Test Model - HM)을확정했다. HM의여러

기술 중에서 확장 블록 구조 (large block structure) 기술은

CTB(Coded Tree Block)와TU(Transform Unit), PU(Partition Unit)로구

성된다. CTB와TU는압축단위와변환기술을확장한반복적인문

법구조(recursive syntax structure)이며, PU는H.264/AVC과동일한형

태를띈다. 확장블록구조는CTB, PU, TU의여러조합에의해다양

한 모드를 지원하여 압축 성능은 높아졌지만 HM 부호화기의 복잡

도는증가한다. 본논문에서는HM에채택된확장블록구조및변환

기술에대해설명한후, TMuC 및HM의테스트영상을이용하여다

양한최대CTB 및TU 크기의압축성능및선택비율을분석한다.

I. 서 론

지난 2010년 1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92차

MPEG회의에서 CfP(Call for Proposal)가 제출되어

새로운 비디오 표준이 시작됐다. CfP를 위해 총 27

개 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했고[1], 2010년 4월 93

차 MPEG 회의(JCT-VC 1차 회의)에서 동일한 비

트 내에 주관적/객관적 화질 성능이 우수한 제안서

의 기술들을 이용하여 임시적 시험모델인 HEVC

TMuC(Test Model under Consideration)가 구성됐

다. HEVC TMuC는 H.264/AVC 구조인 블록 기반

의 화면간/화면내 예측 방법, 잔차 신호의 블록 기반

변환 방법, 엔트로피 방법 등을 기반으로 확장된 기

술과 반복적 블록 구조, 개선된 움직임 벡터 예측 방

법, 화면간 예측을 위한 방향성 변환 방법, 루프 내

보간 필터 등의 새롭게 추가된 기술로 구성됐다[2].

HEVC TMuC의여러기술중압축성능과복잡도를

고려하여 2차 및 3차 JCT-VC 회의에서는 HM을

위한기본비디오압축기술들을선택했다.

<표 1>은 고효율(High Efficiency)과 저복잡도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 HEVC

▫ 김재일, 김문철 / KAIST

HEVC Test Model에서확장블록

구조및변환기술과성능분석

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



46 방송공학회지 15권 4호

454   특집: 차세대비디오압축기술HEVC

(Low Complexity) 모드에 따라 HM에서 최종적으

로 선택된 기술들이다. HM의 확장 블록 구조(large

block structure)는 64x64에서 8x8 크기의 트리 구

조 CTB(Code Tree Block)와 32x32에서 4x4 크기

의 트리 구조 TU(Transform Unit), H.264/AVC와

같은 형태지만 더 확장된 블록 파티션을 지원하는

PU(Prediction Unit)로 구성되어 있다. 확장 블록 구

조는 압축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로 율-왜곡 방

법에 기반한 다양한 블록 모드 및 변환 크기를 지원

한다. 다양한 블록 모드 및 변환 크기는 영상의 텍스

처나 움직임 벡터의 변화에 따라 압축을 하기 때문

에부호화성능을향상시킬수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영상 및 양자화 값에 따라 CTB

와 TU 크기를 변경해 가면서 압축 성능 및 선택 비

율을 분석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HM에서 채택된 확장 블록 구

조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확장 블록 구조의

압축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조건을 논한다. 4

장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II. HM의확장블록구조소개

1. 확장 블록 구조의 선행 연구

H.264/AVC에서기본적인압축기본단위는16x16

이고, 변환 크기는 8x8와 4x4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

러VCEG, MPEG 기고서와논문은16x16 이상의 움

직임 예측 모드와 8x8 이상의 변환 방법을 이용한

성능 향상을 제안한다[4][5]6][7][8][9][10][11].

확장된 움직임 예측 모드와 변환은 고화질(high

definition) 영상에서 평균적으로 10~15%의 비트

를 절약할 수 있다[6]. 실질적으로 비디오 압축을

할 때 잔차 신호간의 상관도(corre- lation)가 큰

경우 확장된 움직임 예측모드와 변환 방법을 이용

하면 성능이 향상된다. 잔차 신호의 상관도는 테스

트 영상의 균일한 화소 값이 다수 분포해 있거나

양자화 값이 큰 경우에는 증가한다. 확장된 변환

방법은 잔차 신호의 상관도가 증가한 경우 에너지

압축을 할 때 적은 계수만을 이용해 상당량의 데이

터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10]. 또한

High Efficiency Low Complexity

Coding Unit 8-8 up to 64×64 in tree structure

Prediction Units

Transform unit tree (3 level max) Transform unit tree (2 level max)

Transform block size of 4×4 to 32×32 samples

Angular Intra Prediction (Max. 34 directions)

DCT-based interpolation filter 12 tap Directional interpolation filter 6 tap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CABAC entropy coding LCEC Phase 2

Internal bit-depth increase (4 bits) X

X Transform precision extension (4 bits)

Deblocking filter

Adaptive loop filter X

<표 1> HM에 채택된 기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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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화소가 다수 분포하거나 양자화 값이 큰

경우 제로 블록(zero block)의 빈도수는 증가한

다. 따라서 하나의 SKIP 모드를 지원하는

H.264/AVC에 비해 큰 크기의 다양한 SKIP 모드

를 지원하는 확장 블록 구조가 유리하다[12].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HM에서는 확장된 블록 구조가

채택됐다. 

2. HM에서 확장된 블록 구조

HEVC TMuC에서최대CTB 크기는128x128, 최

대 TU 크기는 64x64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HEVC TMuC에서 사용 가능한 CTB와 TU로 실험

했을 때의 결과와 최대 CTB 크기를 64x64, 최대

TU 크기를 32x32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TU

CTB

TU split flag = 0 TU split flag = 1

2N 2N(inter) 2N N(inter)

N 2N(inter) N N(inter)
PU

2N× × × ×

× × ×

2N(SKIP) 2N 2N(intra)

N N(intra)

TU split flag = 0 TU split flag = 1
 

<그림 1> CTB와 PU, TU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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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비트율(bitrate) 대비 1% 미만의 미미한 성능

저하만 발생하고 부호화기 복잡도는 10~30%가 감

소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JCT-VC에서는 HM의

비디오 압축 효율과 복잡도를 고려하여 최종 확장

블록 구조의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최대 TU

크기를32x32로제한한다[13]. 확장블록구조가지

원하는 다양한 크기의 화면간/화면내 예측 및 변환

모드는입력영상의해상도와복잡도, 움직임정도와

같은특성을잘반영하여압축성능을향상한다.

HM의기본압축단위인CTB는각크기마다이전

CTB의 가로, 세로 1/2인 크기인 quadtree 형태를 지

원한다. 따라서 CTB 크기가 64x64인 경우 가능한

CTB의크기는64x64, 32x32, 16x16, 8x8이다. HM

의 CTB는 화면간/화면내 예측을 위해 다양한 크기

의 예측 블록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H.264/AVC의

방식과비슷하다.

화면간/화면내 예측을 위한 블록을 PU라 하며

CTB가 2Nx2N일 때 2Nx2N SKIP, 2Nx2N Inter,

2NxN Inter, Nx2N Inter, NxN Inter, 2Nx2N Intra,

NxN Intra 모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CTB가

64x64 크기일 때 64x64 SKIP, 64x64 Inter, 64x32

Inter, 32x64 Inter, 32x32 Inter, 64x64 Intra, 32x32

Intra의PU가가능하다. 

CTB의 여러 예측 블록인 PU를 통해 잔차 신호가

얻어지면 변환 과정을 수행한다. HM에 정의된 확장

블록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PU와 TU를 독립적으

로수행하는것으로각PU를수행해얻어진CTB 크

기의 잔차 신호가 quadtree 형태로 다양한 크기의

변환 과정을 수행한다. HM에서 변환 과정은 예측

블록의크기를넘어선영역에적용되며예측블록의

경계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그림 1>은 CTB, PU,

TU로구성된확장블록구조다.

변환 과정은 움직임 예측 이후 CTB 크기의 잔차

신호에 적용된다. HM의 변환 과정은 고효율 모드의

경우 세 단계로 적용되며, 저복잡도 모드의 경우 두

단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64x64 크기의 CTB는

고효율 모드의 경우 64x64, 32x32, 16x16 크기의

변환을 적용하며, 저복잡도의 경우 64x64, 32x32

크기의 변환을 적용한다. HM의 변환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커널은 32x32 에서 4x4 크기이며 32×32,

16×16 변환은 Chen의 고속 DCT 방법에 기반한다

[14]. CTB 크기의 잔차 신호를 위해 CTB와 동일한

크기의 변환 커널이 먼저 적용되고, 4개의 작은 블

록이 quadtree 형태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RQT (Residual Quadtree Trans- form)라한다. 

CTB와 TU의 크기를 정의하기 위한 문맥구조는

quadtree 형태로 비트스트림에 저장되며 CTB 또는

TU가 나뉘는지를 1비트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그

림 1>에서 quadtree 형태인 TU는 Split flag의 값이 1

인경우4개의작은블록으로나뉘어TU가적용되며

0인경우하나의큰TU만으로변환과정을수행한다.

III. 확장된 블록 구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조건

CTB, TU, PU의 크기에 따른 압축 성능을 조사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한다. 첫

번째 실험은 CTB의 크기에 따른 압축 성능과 선택

Software platform HEVC TMuC version 0.9 

Intra, High Efficiency

Test condition set Random Access, High Efficiency

Low Delay, High Efficiency

Anchor 
experiment (1) Table 1 with 16×16 largest TU

experiment (2) Table 1

<표 2>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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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두 번째 실험은 TU의 크기에 따른 압축 성

능과TU 선택분포를조사한다. 최대CTB와TU 크

기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조건

은표2와같다. HM 참조소프트웨어가현재배포되

지 않았기 때문에 HM 1.0 버전과 동일한 성능을 갖

는 HEVC TMuC 0.9 버전의 참조 소프트웨어를 이

용해실험한다[15]. 

<표 3>은 실험을 위한 테스트 영상이다. 각 실험

영상은 HEVC TMuC와 HM 기술 선정을 위해 사용

되며 Class A에서부터 E까지 영상의 크기 및 용도

에따라다섯개클래스로구성된다. 

Class A는 4k 영상에서 잘라낸 2k(2560x1600)

크기의 영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영상의 화

면은매우복잡하고여러물체들이동시에움직이는

영상으로 Intra와 Random Access 조건에서만 실험

하는데사용한다.

Class B는 1080p (1920x1080) 크기의 영상으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Cactus 영상을 제외하고 카

메라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BasketballDrive 영

상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작은움직임을가지고있

지만 텍스처가 복잡하다. Intra, Random Access,

Low Delay 조건에서실험하는데사용한다.

Class C와D는832x480, 416x240 크기의영상으

로 각각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테스트 영상의 텍스처

가 복잡하며 큰 움직임을 포함한다. Intra, Random

Access, Low Delay 조건에서실험하는데사용한다.

Class E는 720p (1280x720) 크기의 화상회의

영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화상회의 영상이므

로고정된카메라를사용해녹화하였으며작은움직

임만 있다. Intra와 Low Delay 조건에서만 실험하는

데사용한다. 

<표 4>는 최대 CTB 크기 변화에 따른 압축성능

Class Sequences Frame counts Intra Random Access Low Delay

A Traffic 150

PeopleOnStreet 150

Kimono 240

ParkScene 240

B Cactus 500

BQTerrace 600

BasketballDrive 500

RaceHorses 300

C
BQMall 600

PartyScene 500

BasketballDrill 500

RaceHorses 300

D
BQSquare 600

BlowingBubbles 500

BasketballPass 500

Vidyo1 600

E Vidyo3 600

Vidyo4 600

<표 3> 테스트 영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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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조건이다. 성능 비교를

위해 <표 1>의 조건과 16x16, 8x8, 4x4 크기의 TU

만을 사용하고 64x64 크기 CTB를 제거한 결과를

64x64와32x32 크기CTB를차례로제거한결과와

비교한다.

<표 5>는 최대 TU 크기 변화에 따른 압축 성능

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조건이다. 표 1의 실험 조건

을 기본으로, 32x32크기 TU를 제거한 결과를

32x32와 16x16 크기 TU를 차례로 제거한 결과와

비교한다.

IV.  실험 결과

1. 최대 CTB 크기 변화에 따른 성능 및

선택 분포

HM의 최대 CTB 크기의 변화에 따른 압축 효율

을 검증하기 위해 TU는 16x16, 8x8 4x4 크기만 사

용하고, 최대 CTB 크기를 32x32와 16x16으로 차

례로변화했을때결과는다음과같다.

<그림2>는Intra와Random Access, Low Delay 조

Max TU Size TU Depth Max CTB Sizes CTB Depth Available CTB sizes

64×64 4 (anchor) 64×64, 32×32, 16×16, 8×8

16×16 3 32×32 3 32×32, 16×16, 8×8

16×16 2 16×16, 8×8

<표 4> 최대 CTB의 크기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조건

Max CTB Size CTB Depth Max TU Sizes Available TU sizes

32×32 (anchor) 32×32, 16×16, 8×8, 4×4

64×64 4 16×16 16×16, 8×8, 4×4

8×8 8×8, 4×4

<표 5> 최대 TU의 크기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조건

<그림 2>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한 실험 대비 최대 CTB 크기
가 32x32, 16x16일때 Y-BDR 저하를 비교한 결과

<그림 3> Random Access에서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한 실험 대
비 최대 CTB 크기가 32x32, 16x16일때 Y-BDR 저하를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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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 64x64, 32x32 CTB가 차례로 제거되었을

때의Y-BDR 손실을정리한결과이다. 64x64 CTB를

제외한 실험에서 Intra는 0.28%, Random Access는

1.6%, Low Delay는 2%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64x64와 32x32 CTB를 제거한 경우에 Intra에서

1.25%, Random Access에서 8%, Low Delay에서

9.52%의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64x64 CTB를 제거

한경우보다, 32x32 CTB를제거한경우압축성능저

하가더크게나타나는데, 이는실제테스트영상에서

32x32 크기의 CTB가 압축성능 향상에 큰 역할을 했

기때문이다.

<그림 3>과 <그림 4>는 Random Access와 Low

Delay 조건에따라각영상클래스에따른Y-BDR 손

실을 정리한 결과이다. <그림 3>과 <그림 4>에 따르

면큰크기의CTB가제거된경우영상의크기가커질

수록, 즉Class D에서Class B로갈수록Y-BDR의손

실이커진다. 하지만Class A의경우복잡한텍스처와

물체의움직임때문에큰크기의CTB가불리하다. 따

라서큰크기의CTB가압도적으로선택되지않는다.

Class E는반대로거의움직임이없기때문에대부분

이큰크기CTB에SKIP 모드로선택되므로큰크기

의CTB가제거된경우성능이크게저하된다.

<그림 4> Low Delay에서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한 실험 대비
최대 CTB 크기가 32x32, 16x16일때 Y-BDR 저하를 비교한 결과

<그림 5> Random Access에서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실험했
을 때 QP에 따른 CTB 크기 선택 분포

<그림 6> Random Access에서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실험했
을 때 영상 클래스에 따른 CTB 크기 선택 분포

<그림 7> Low Delay에서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실험했을 때
영상 클래스에 따른 CTB 크기 선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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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HM의 기본 조건 즉, 최대 CTB 크기를

64x64로, 최대TU의크기를32x32로한경우, 양자화

값에 따라 Random Access 조건에서 CTB 크기의 선

택분포를정리한결과이다. 실험결과에따르면양자

화 값이 커질수록 더 큰 크기 CTB의 SKIP 모드로 선

택이되어큰구조의CTB가유리하다. <그림6>과<그

림7>은HM의기본조건에서실험했을때영상크기

에따라Random Access와Low Delay 조건에서CTB

크기의선택분포를정리한결과이다. <그림6>과<그

림7>의실험결과에따라영상의크기가커질수록, 즉

Class D에서Class B로갈수록큰CTB가많이선택된

다. 하지만Y-BDR 손실과마찬가지로복잡도가높은

Class A영상의 경우 큰 CTB가 압도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또한, Class E영상의경우움직임이거의없는

영상이기때문에큰CTB의비율이더압도적이다.

2. 최대TU 크기변화에따른성능및선택

분포

HM의 최대 TU 크기의 변화에 따른 압축 효율을

검증하기 위해 CTB는 64x64에서 8x8까지 사용하

고 최대 TU 크기를 32x32, 16x16, 8x8로 변화했을

때결과는다음과같다.

<그림8>은Intra와Random Access, Low Delay 조

건에 따라 32x32, 16x16 TU를 차례로 제거 했을 때

Y-BDR 손실을 정리한 결과이다. 32x32 TU를 제거

하고실험을한경우Intra에서1.0%, Random Access

에서1.1%, Low Delay에서1.7%의손실이발생한다.

또한, 32x32, 16x16 TU를 제거하면 Intra에서 5.2%,

Random Access에서 4.9%, Low Delay에서 7.0%의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32x32 TU를 제거한 경우보

다 16x16 TU를 제거한 경우에 압축 성능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테스트 영상에서 16x16

TU가성능향상에큰역할을해주기때문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은 Random Access와 Low

Delay에 따라 각 클래스에 따른 Y-BDR 손실을 정리

한그래프다. <그림9>와<그림10>에따르면큰크기

의 TU가 제거된 경우 영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Class D에서Class B로갈수록Y-BDR의손실이커진

다. 하지만Class A의경우복잡한텍스처와물체의움

직임 때문에 큰 크기의 TU가 불리하다. 따라서 큰 크

기의 TU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 큰 효과를 발휘하지

<그림 8> 최대 TU 크기를 32x32로 한 실험 대비 최대 TU 크기가
16x16, 8x8일때 Y-BDR 저하를 비교한 결과

<그림 9> Random Access에서 최대 TU 크기를 32x32로 한 실험
대비 최대 TU 크기가 16x16, 8x8일때 Y-BDR 저하를 비교한 결과



2010년12월 53

HEVC Test Model에서변환부호화기술과성능분석 461

않는다.

Class E는반대로움직임이거의없기때문에대부

분의잔차신호의상관도가 높아큰크기의TU가유

리하게되므로큰크기의TU가제거된경우성능저

하가크게발생한다. 

<그림 11>은 최대 TU 크기를 변경 했을 때 Ran-

dom Access에서의TU 선택비율이다. 모든제로블록

(All zero block)은SKIP 모드를포함하고있으며모든

경우에압도적으로나타난다. HM은CTB 크기에따라

SKIP 모드를 지원하므로 다양한 SKIP 모드가 선택되

어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가장 큰 TU가 제거된

경우 SKIP 모드나 한 단계 작은 TU의 비율로 흡수하

여상관도가높은큰잔차신호블록에서큰CTB 또는

TU가여러작은CTB 또는TU로나눠지므로압축성

능이떨어진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M에서 채택된 확장 블록 구조의

크기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최대 CTB와 TU

크기를변경하면서압축성능및선택분포를분석하

였다. 32x32 CTB를제거하거나16x16 TU를제거한

경우 Y-BDR의 성능 저하가 가장 심했으며 영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큰 CTB와 TU가 많이

선택된다. 하지만 복잡한 텍스처와 움직임을 포함한

Class A 영상은오히려작은CTB와TU가비교적많

이 선택된다. 또한, 화상회의 영상인 Class E의 경우

큰CTB와TU가성능향상에큰역할을한다. 또한하

나의SKIP 모드를지원하는H.264/ AVC에비해HM

의 확장 블록 구조는 각 CTB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

기의SKIP 모드를지원하므로압축성능을개선한다. 

<그림 10> Low Delay에서 최대 TU 크기를 32x32로 한 실험 대비
최대 TU 크기가 16x16, 8x8일때 Y-BDR 저하를 비교한 결과

<그림 11> Random Access에서 최대 TU 크기가 32x32, 16x16,
8x8일때 TU 크기 선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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