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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HEVC 표준화가 JCT-VC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4월 1차

회의와 2010년 7월 2차 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제 3차 회의

에서 WD(Working Draft)인 HM (HEVC Test Model)이 결정되었다.

본고에서는HM에채택된움직임정보부호화관련기술과화면

간예측보간기술에대해설명한다. 

I. 서 론

2010년1월부터양대국제비디오표준화기구인

MPEG과 VCEG이 공동으로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를 설립하여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화를 진

행하고 있다. 2010년 4월 1차 회의와 2010년 7월 2

차회의를거쳐, 2010년10월제3차JCT-VC 회의

에서 WD(Working Draft)인 HM (HEVC test

Model) 1.0이결정되었고, 툴단위채택경쟁을위한

CE (Core Experiment)가 시작되었다. 이는 본격적

인표준화가진행되는것을의미한다. 

매 회의가 끝날 때마다 표준 채택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대해 CE가 생성되고, 차기 회의 전까지

CE가 진행되며, CE 결과가 현재 표준에 채택된 기

술보다 기준치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일 경우, 해당

CE기술이 표준에 채택되는 형식으로 표준 기술이

발전하게된다. 

본고에서는HM에채택된기술들중움직임정보

부호화 기술과 화면간 예측을 위한 보간 기술에 대

해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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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움직임 정보 부호화 기술

본 절에서는 움직임 정보 부호화(Motion Infor-

mation Coding)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AVC|H.264[1]이후의움직임정보부호화기술 동향

에 대해 설명하고 HM 에 채택된 AMVP(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기술과 움직임 정보 결합

(Merge) 방법및HM의SKIP/Direct 에대해설명한다. 

1. 움직임 정보 부호화 기술 동향

1) DPB와 참조 영상 리스트 구조

AVC|H.264에서는 DPB(Decoded Picture

Buffer) 라는 버퍼에 복호된 영상들이 저장되고, 화

면간 참조 방향에 따라 순방향 예측을 위한 참조 영

상 리스트(Reference Picture List)L0 와 역방향 예

측을 위한 참조 영상 리스트 L1으로 구성된 2개의

참조 영상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참조 영상 리스

트에는 실제 복호된 영상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DPB에 저장된 영상들 중 해당 예측 방향에 필요한

복원영상들의위치를 알려주는포인터로 구성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참조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

리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예측구성이 가능하다.

AVC|HVC는 DPB와 참조 영상 구조를 보다 효과적

으로 이용하고자 MMCO(Memory Management

Control Operation)와 RPLR (Reference Picture

List Reordering) 등을 지원하고 있다[1]. 이러한

DPB와 참조 영상 리스트 구조방식은 AVC|H.264

이후 부호화 방식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HM에

서도역시사용되고있다.

2) 움직임 정보 및 움직임 벡터 예측 부호화

AVC|H.264에서는각 움직임 보상 파티션별로 움

직임 예측 정보를 가지며, 움직임 예측 정보는 각 예

측방향별로참조영상에대한참조영상리스트상의

인덱스와움직임벡터(Motion Vector)로구성된다. 

AVC|H.264에서는 다중 참조 영상을 지원하므로

참조가능한영상들중어떤영상이참조영상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참조 영상 리스트에서 해당 영상을

가리키고 있는 인덱스가 사용된다. 움직임 벡터는

참조 블록이 현재 위치로부터 얼마나 이동되었는지

를나타낸다.

움직임 정보 중, 움직임 벡터는 동적 범위(Dyna-

mic Range)가 크고, 주변 움직임 벡터와 상관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예측 부호화를 사용한다. 주

변 움직임 벡터들로부터 중간값(Median) 연산을 취

AVC|H.264 HEVC HM 비고

움직임정보(Motion Information)
ref_idx (Reference Index) 좌동 MV 해상도는1/4 pel

MV(Motion Vector) L0,L1 2개의참조영상리스트를사용

‘ref_idx’

‘ref_idx’ ‘MVD’
움직임정보부호화

‘MVD’ ;‘MVD’= MV-MVP(MVP_idx) HM은‘MVP_idx’도부호화
(Motion Information  coding)

;‘MVD’=MV-MVP ‘MVP_idx’

;’MVP_idx’= MVP set index

SKIP: P/B SKIP SKIP
디코더에서움직임정보를유도

특수모드(움직임정보생략) Direct: Temporal/Spatial Direct
(Derive)해서사용

Merge

<표 1> AVC|H264 와 HM의 움직임 정보 부호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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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움직임 벡터 예측치 (MVP: Motion Vector

Predictor)를 구하고, 이 예측치와 움직임 벡터와의

차분 값을 부호화한다. 이때 움직임 벡터의 수직 성

분과수평성분을각각예측부호화한다. 

AVC|H.264와 HM의 움직임 정보와 움직임 정보

부호화의차이를표1로정리하였다. 

움직임 정보 부호화에서 AVC|H.264와 HEVC

HM의가장큰차이는움직임벡터예측치의개수이

다. AVC|H.264는 1개의 MVP를 사용하는 데 비해,

HM에서는 최대 5개까지 MVP를 포함하는 MVP

Set을 사용한다. HM의 경우 복호기에 MVP Set에

서 어떤 MVP가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므

로, ‘MVP_idx’도부호화된다. 여러개의MVP로구

성된 MVP Set을 사용하는 기법은 KTA의 MVC[2]

에서부터 사용되던 기법이다. HM의 움직임 정보 부

호화 방식인 AMVP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은다음절에서상세히설명한다. 

그 외AVC|H.264 표준화 이후에 진행된 VCEG

KTA 활동과 HEVC 표준화에 제안되었던 움직임 예

측 관련 기술 동향을 표 2로 정리하였다. 특이사항으

로는 KTA 시절에서는 적응적 보간 필터 (Adaptive

IF) 기술이활발히제안되었었으나, HEVC 에서는고

정형 IF(Interpolation Filter)가 주로 제안되었다. 이는

적응적보간필터기술이다중경로부호화를필요로

하는것과높은부호화복잡도를유발하는문제때문

인것으로판단된다. 

2. AMVP 

HM에서는 움직임 벡터 예측 부호화 방식으로

MV Coding: Median Predictor

AVC|H.264 MV resolution: 1/4 Pel.

(~2005) IF : Fixed 6-tap 

SKIP/ Temporal Direct / Spatial Direct

MV Coding: MVC (Motion Vector Competition)

MV resolution: upto1/8 Pel.
KTA 

IF: Adaptive IF {2D non-separable, 2D separable, DIF, EIF, EAIF}
(2005~2009)

Fixed IF {HPIF, SIFO}

SKIP/ Temporal Direct / Spatial Direct / DMVD

MV Coding: MVC / AMVP / IMVP / Merge

HEVC CfP~ HEVC TMuC MV resolution: upto1/12 Pel, Adaptive MV Resolution 

(2010.4~2010.10) IF: Adaptive IF, Fixed IF {SIFO, DIF, MOMS, DCT-IF}

SKIP/ Temporal Direct / Spatial Direct / DMVD  

MV coding: AMVP

HEVC HM MV resolution : 1/4 pel

(2010.10~ ) IF: DCT-IF, DIF 

CU Level SKIP/Direct / Merge

1st HEVC CE
CE 3: IF for Luma {DCT-IF vs SIFO, MOMS, DIF,…}

(2010.10~2011.1)
CE 4: IF for Chroma {Bilinearvs DCT-IF, DIF, HPIF,…}  

CE 9: Motion Vector Coding {CU/PU Level Merge/ SKIP/ Direct}

<표 2> AVC|H.264 이후 움직임 예측 기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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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VP(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3]을

사용하고 있다. AMVP는 KTA에서 제안된

MVC(Motion Vector Competition)[2]처럼 여러 개

의MVP로구성된MVP Set을이용하고있다. 

AMVP는 MVP Set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MVC와

다르다. <그림1>은AMVP의MVP Set 구성을보여

주고있고, 그구성과정은다음과같다.

STEP 0: 먼저 순방향 예측 방향인 L0관련 MVP

SET을구성한다.  

STEP 1: MVP_Candidate[0]에 (0,0)을 저장한

다. ‘i=1’로설정한다. 나중에이값은적

절한값으로변경된다.

STEP 2: Left 파티션의움직임정보가현재파티션과

동일한참조영상을사용하는지체크한다. 

파티션 A의 참조 영상 인덱스가 현재 파

티션의 참조 영상 인덱스와 동일하면

MVP_Candidate[i]에 파티션 A의 움직

임벡터를저장하고, i값을1증가시킨다. 

동일한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

로STEP 3 으로간다.

STEP 3: Upper 파티션의 움직임 정보가 현재 파

티션과 동일한 참조 영상을 사용하는지

체크한다. 

파티션 B의 참조 영상 인덱스가 현재 파

티션의 참조 영상 인덱스랑 동일하면

MVP_Candidate[i]에파티션B의움직임

벡터를저장하고, i값을1 증가시킨다. 

동일한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

로STEP 4로간다.

STEP 4: Conner 파티션의움직임정보가현재파

티션과 동일한 참조 영상을 사용하는지

체크한다. 

파티션 C의 참조 영상 인덱스가 현재 파

티션의 참조 영상 인덱스랑 동일하면

MVP_Candidate[i]에파티션C의움직임

벡터를 저장하고, i값을 1증가시키고

STEP 5로간다.

파티션 C가 동일한 참조 영상을 사용하

지 않을 경우, 파티션 D를 파티션 C 대신

사용해서 다시 체크한다. 만약 파티션 D

도동일한참조영상을사용하지않을경

우 파티션 E를 파티션 C 대신 사용해서

다시 체크한다. E도 동일한 파티션을 사

용하지않을경우, 바로STEP 5로간다.  

STEP 5: MVP_Candidate[0]에 Median (A,B,

Conner) 값을대입한다. 

이때 A, B, Conner 모두 가용할 경우는

Median 값을취한다.

A,B,Conner 중 2개만 가용할 경우, 가용

하지 않은 한 개는 0으로 대체한 후

Median값을취한다. 

A,B,Conner 중 1개만 가용할 경우, 바로

그값을MVP_Candidate[0]에대입한다.

STEP 6: Collocated 블록의MV가가용한지체크한다. 

Collocated 블록이 Intra 예측이 아니고 현

재체크하는예측방향에대해움직임정보

를가지고있을경우가용하다고판단하고,

해당움직임벡터를현재영상에맞게시간

적 스케일링한 값을 MVP_ Candidate[i]에

대입하고i값을1 증가시킨다. 

STEP 7: 역 방향예측방향인 L1의MVP SET 구

성을 위해 STEP1부터 STEP 6까지 한

번더수행하고종료한다. 

PU 파티션이 2Nx2N 또는 NxN이 아닌 나머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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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션으로 구성될 경우 MVP_Candidate[0]는 Median

대신 <그림 1>의 (b)와 (c)와 같이 이웃한 파티션의

움직임 정보를 MVP_Candidate[0]로 이동시키고 이

동된원래자리에는Median 값을대입하는교환작업

을 추가로 수행한다. 추가 설명을 하면 <그림 1>의

(b)에서 현재 PU의 위쪽 파티션의 MVP Set에서 이

웃 Upper 파티션의 움직임 벡터가 있는 MVP_

Candidate[i]와 MVP_Candidate[0]를 서로 교환하고,

현재 PU의 아래쪽 파티션의 MVP SET에서는 이웃

Left 파티션의 움직임 벡터가 있는 MVP_ Can-

didate[i]와MVP_Candidate[0]를서로교환한다. 

MVP Set이 구성되면, 각 MVP를 사용하여 움직임

벡터부호화를수행하고, 율-왜곡측면에서가장좋은

MVP를 결정한 후 해당 MVP에 대한 MPV Set에서의

인덱스값도움직임정보로함께부호화하게된다. 

3. SKIP / Direct Mode 

AVC|H.264에서는움직임정보를보내지않는모

드로 SKIP과 Direct Mode가 있고, 이와 유사한 CU

레벨SKIP/ Direct Mode가HM에도사용되고있다. 

AVC|H.264에서는 P Slice에서는 P SKIP을 사용

하고, B Slice에서는 B Skip과 B Direct를 사용한다.

움직임 정보는 참조 영상 인덱스와 움직임 벡터로

구성되므로, 먼저 참조 영상 인덱스를 구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한다. P SKIP의 경우 참조 영상 인덱스

는 0을 사용한다. B SKIP은 B Direct와 동일하게 참

조 영상 인덱스를 구한다. Direct 모드는 Tem-

poral Direct 모드와 Spatial Direct 모드 2가지 모드

가 있고 어떤 모드가 사용되었는지는 Slice Header

에 표시되어 있다. Temporal Direct모드인 경우 참

조 영상 인덱스는 역 방향의 경우 0번이고, 순방향

에 대해서는 L1[0]이 가리키는 참조 영상의

collocated 위치에 있는 블록의 순방향 예측에 사용

된 참조 영상과 동일한 참조 영상을 사용하도록 설

정된다. Spatial Direct 모드인 경우는 <그림 1>의

(a)의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 A,B,C의 참조 영상 중

해당 예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참조

영상에 해당하는 참조 영상 인덱스로 설정된다. 대

부분의 경우 참조 영상 중 예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

운 거리에 있는 영상들이 참조 영상으로 선택되게

되는데,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실제로는 표 3에서와

(a) AMVP MVP SET 구성 (b) PU가 2NXN 일때
MVP_Candidate[0]

(c) PU가 NX2N 일때
MVP_Candidate[0]

<그림 1> AMVP의 MV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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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연산을취하고있다. 

다음으로 AVC|H.264에서 MV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SKIP과 Direct 모드에서는 MVP가 MV로

사용된다. 무선P SKIP의경우는Median MVP를구

해 MV 값을 구한다. Temporal Direct 모드가 사용

될경우B SKIP과B Direct 모드의MV는collocated

블록의 순방향 MV를 구한 후, 참조 영상간의 시간

거리를 고려하여 스케일링함으로써 현재 블록의 순

방향과역방향2개의MV를구한다.  

Spatial Direct 모드가 사용될 경우 B SKIP과 B

Direct 모드의 MV는 먼저 L1[0]의 Collocated 블록이

Stable 한지체크한다. 만약Stable 하다고판별될경우

현재 블록 역시 Stable 하다고 판단하고 MV는 0을 사

용한다. Stable 하지 않을 경우 MV는 각 예측 방향 별

로 Median MVP를 구해서 사용한다. Spatial Direct 모

드가사용될경우B SKIP과B Direct 모드의예측은주

변 블록의 예측 방향에 따라, 순방향 예측, 역방향 예

측, 양방향예측인지가결정되는것또한특징이다. 

HM의 SKIP과 Direct 모드는 AVC|H.264 방식보

다 단순하다. 참조 영상 인덱스는 무조건 0을 사용

한다. 움직임 벡터는 MVP를 사용하며, MVP는

AMVP에의해결정된다. 즉주변PU 파티션의움직

임 정보들로부터 MVP Set이 결정되고, 어떤 MVP

가 사용되었는지는 부호화기에서 보내온 MVP_idx

를 해석해서 알게 된다.  HM 역시 이웃 PU 파티션

의예측방향에따라순방향예측, 역방향예측, 양방

향예측인지가결정된다. 

4. 움직임 정보 결합(Merge)

HM에는 AVC|H.264와 KTA에서는 없던 새로운

움직임 정보 생략 모드인 움직임 정보 병합 (Merge)

모드가 포함되어 있다. 움직임 정보 병합방식은 [4]

에서제안한방법으로, 현재부호화유닛(CU)의움직

임정보와왼쪽부호화유닛혹은위쪽부호화유닛의

움직임정보가같은경우현재부호화유닛에대한움

직임정보를생략하는대신‘merge flag’값이1로설

정되고, 후보 대상 부호화 유닛이 2개이므로, 2개중

어느것인지구분하는정보인’merge_left_flag’를추

가로 전송한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의 움직임 정보가

같은 경우는 왼쪽과 위쪽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merge_left_flag’전송을 생략한다. 현재 HM

AVC|H.264 HEVC HM

P SKIP: ref_idx_l0 = 0, MV= Median MVP

B SKIP & B Direct

If (Temporal Direct Mode)

ref_idx_l1=0, ref_idx_l0 = MapColToList0(refIdxCol)

MVP_L0 &MVP_L1= Temporal Scaling from Collocated MV in List1[0]  

If (Spatial Direct Mode)  

Ref_idx_l0=MinPositive(refidxL0A, refidxL0B, refidxL0C)

Ref_idx_l1=MinPositive(refidxL1A, refidxL1B, refidxL1C)

MVP 

If (collocated MV is stable), MVP=0

Else MVP = median 

<표 3> AVC|H.264 와 HM의 SKIP/Direct 모드 비교

SKIP & Direct

Ref_idx_l0=0, ref_idx_l1=0

MVP = MVP_SET[MVP_idx] 

; MVP_SET by AMVP

;‘MVP_idx’by parsing bit-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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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U level 병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CU

단위로병합이수행된다. [5]에서는PU level 결합방

법이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기고되었으나, 실험 결과

가일부만포함되어, HM에채택되지못하였고, CE 9

로진행중에있다.

III. HEVC 움직임 예측 보간 기술

본 절에서는 화면간 예측에서 움직임 벡터 값이

부화소값일경우, 예측값을구하기위한HM의보

간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HM 1.0에는 동작 모

드의 복잡도에 따라 <표 4>와 같이 휘도 성분에 2종

류의 보간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색차 성분에는 1

개의필터를사용하고있다. 

1. DCT-IF

DCT_IF(DCT-based Interpolation Filter)는 [3]

에서 제안한 기술로 <표 5>와 같이 3 종류의 12-

tap 필터계수들이사용된다. 

<그림 3>은 DCT-IF 6-tap을 사용할 경우 부화

소위치별 필터링 종류를 표시하고 있다. 6-tap과

12-tap의 차이는 필터 계수와 입력 화소의 개수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므로, 12-tap 대신 6-

tap 필터링방법을상세히설명한다. 

필터링 순서는 먼저 수평 방향으로 a,b,c 위치의

부화소 값들을 정수위치 화소값들 (C1~C6) 과 해

당 부화소 위치에 맞는 Type-1 필터 계수들을 사

용하여 보간한다. 다음 수직 방향으로 d,h,l 위치의

부화소 값들을 정수위치 화소값들 (A3, B3, C3, D3,

E3, F3)과 해당 부화소 위치에 맞는 Type-1 필터

계수를 사용하여 보간한다. 나머지 {e, f, g, i, j, k, m,

n, o} 부화소위치의화소값들은Type-2 필터계수

를 이용하여 보간한다. 이때 수평 방향으로 필터링

동작모드 고성능모드 저복잡도모드
컬러성분 (High Efficiency) (Low Complexity)

휘도(Luam) DCT-IF 12 tap DIF 6 tap

색차(Chroma) Bilinear Bilinear 

<표 4> 동작 모드별 HM의 보간 필터 구성

<그림 2>움직임 정보 결합 개념도

Quarter Pel Position Filter Coefficients

1/4 a, d { -1, 5, -12, 20,-40, 229,  76, -32, 16, -8, 4,-1 }

Type-1 filtering 2/4 b,h { -1, 8, -16, 24,-48, 161, 161, -48, 24, -16, 8,-1 }

3/4 c, l { -1, 4, -8, 16, -32,  76, 229, -40, 20, -12, 5,-1 }

1/4 e,0 { -1, 5, -12, 20,-40, 229,  76, -32, 16, -8, 4,-1 }

Type-2 filtering 2/4 f,I,k,n { -1, 8, -16, 24,-48, 161, 161, -48, 24, -16, 8,-1 }

3/4 g,m { -1, 4, -8, 16, -32,  76, 229, -40, 20, -12, 5,-1 }

<표 5> DCT-IF의 필터 계수



62 방송공학회지 15권 4호

470   특집: 차세대비디오압축기술HEVC

<그림 3> DCT-IF 6-tap방법의 Type-1, Type-2필터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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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부화소위치의화소값들은Type-2 필터계수

를 이용하여 보간한다. 이때 수평 방향으로 필터링

된부화소위치의화소값들을먼저계산하여사용하

되, HPIF(High Precision Interpolation Filter) 방법

Dimension Quarter Pel Position Filter Coefficients

a, d,e,f,g,i { 3, -15, 111, 37, -10, 2 }

1D IF b,h, { 3, -17, 78, 78, -17, 3 }

c,l { 2, -10, 37, 111, -15, 3 }

5 5

2D IF j
5 22 22 5

5 22 22 5

5 5

<표 6> DIF 필터 계수

<그림 4> 부화소위치별 적용 DIF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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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는것이특징이다.

2. DIF 

DIF(Directional Interpolation Filter)는 [6]에서제

안한기술로3개의1D 6-tap 필터와1개의2D 12-

tap 필터로 구성되며, 필터 계수는 표 6과 같고, 각

부화소위치별적용필터는<그림4>와같다. 

DIF와 DCT-IF 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부화소

위치에 대한 보간 계산에서 필터 입력으로 정수 위

치 화소값들 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중간

값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연산 복잡도와 라운딩

에러가누적되지않는장점이있다. 

3. Bilinear IF 

HM에서는 색차 성분의 움직임 벡터 해상도는

1/8 부화소 단위까지 사용되며, AVC|H.264 와 동

일한Bilinear IF 방식이사용되고있다[7-8].

IV. 결 론

본고에서는HM에채택된움직임정보부호화방

법인 AMVP 와 Merge 방법과 움직임 정보가 생략

된 SKIP, Direct 모드와 움직임 예측 보간 필터 방법

인 DCT-IF, DIF, Bilinear IF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

다. 이해를돕기위해AVC|H.264의대응기술에대

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지난 3회에 걸쳐 HM 즉,

WD(Working Draft)이 결정된 상태로 표준화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HM에서 많은 변화가 예

상된다. 앞으로 매번 회의가 끝날 때마다 표준 채택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대해 CE가 생성되고, 차기

회의 전까지 진행되며, CE 결과에 따라 해당 CE 기

술이표준에채택되는형식으로표준화가진행될것

이므로CE 에보다관심을두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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