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방송공학회지15권4호

66 특집: 차세대비디오압축기술HEVC

요약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는현재표준화가진행되고있

는 새로운 비디오 부호화 표준의 가칭이다. 이 표준화에서는

H.264/AVC를넘어선높은부호화성능을갖기위해서다양한방

법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deblocking filter 및 adaptive

loop filter 기술에 대해 본 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적으로

deblokcing 필터와 adaptive loop filter는 양자화 및 부호화 연산과

정에서손실되는정보를줄이기위해복원된영상에필터링을수

행함으로써주관적화질을향상시키기위한기술이다.

I. 서 론

ISO/IEC JCT1/SC29 WG11 Moving Picture

Experts Group(MPEG)과 ITU-T Q.6/16 Video

Coding Experts Group(VCEG)은 함께 새로운 비

디오 부호화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으로 잠정적으로

명명되었으며, 2010년 1월 Call for Proposal을

받고 공식적인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이들 표준화

그룹은 HEVC 표준을 위한 새로운 비디오 부호화

알고리즘의 연구 및 기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2010년 10월 광저우 회의에서 HEVC 표준화에

서는 그 동안 경쟁을 통해 검증된 알고리즘들을 조

합하여 첫 번째 테스트 모델을 설정하였다. 이를

HM(High Efficiency Video Coding Test Model)으

로 가칭했으며, 현재 HM 1.0에 대한 부호화 툴을 선

정한 상태이다. HM 1.0에 대한 기술적인 문서는

2010년 11월 현재 공식적으로 배포되지 않았으나

TMuC(Test Model under Consideration) 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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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의 HM 1.0의 부호화 툴을 포함하고 있기

에, 보다 자세한 기술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TMuC 문서를참조하기바란다.

HM 1.0에는 다양한 부호화 알고리즘들이 포함되

어 있다. 그 중에서 복원된 영상에 대해 필터링을 수

행하는 deblocking filter 및 adaptive loop

filter(ALF) 기술에 대해 본 고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이기술은양자화및컴퓨터의소수계산오차등

으로발생하는정보의손실을줄이기위해서복원된

영상에 적응적으로필터링을수행하는 기술이다. 여

기서‘적응적’이란 말의 의미는 영상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왜곡이 많이 발생하

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 차별적으로 필

터링을수행한다는뜻을갖고있다.

Deblocking filter는 H.264/AVC[2]에서도 포함

되어 있는 적응적인 루프내(in-loop) 필터링 방법

이다. HM 1.0의 deblocking filtering 방법은

H.264/AVC의 deblocking filtering 방법이 갖고 있

는 높은 복잡도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면서도 유사

한 주관적 화질 성능을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Tandberg, Ericsson 및Nokia가함께제안한방법이

다[3].

ALF는 영상을 복호화(decoding)한 후 적용되던

후처리(post) 필터[4]를복호화과정안으로삽입시

킨 루프내 필터링 방법이다. ALF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영상에 대해 최적의 필터 계수를 매 슬라이스마

다 전송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슬라이스 별로 최적

의필터계수를적응적으로적용함으로써부호화효

율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HM 1.0의 ALF 방법

은 Toshiba의 ALF 방법[5][6]과 Qualcomm의

ALF [7]-[9]방법에기반한다.

II. Deblocking Filter

본 장에서는 H.264/AVC와 HM 1.0의 deblocking

filter에대해비교분석한다.

1. H.264 deblocking filter

Deblocking Filter는 H.264/AVC에서 처음 표준으

로 채택되었다. 이전까지 후처리 필터를 통해 주관

(a) (b)

<그림 1> (a) deblocking filter를 적용하지 않은 영상(a), 적용한 영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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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질을향상시키려는다양한연구가있었으나복

호화과정내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필터가적용

된 영상이 참조 영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H.264/AVC에서는 deblocking filter가 적용된 영상

을참조영상으로활용함으로써주관적화질뿐만이

아니라 0.5dB 내외의 객관적 화질의 향상도 이끌어

냈다. Deblocking filter의가장큰목적은다음<그림

1(a)>와 같은 블록화 현상(blocking artifact)의 효과

를 제거하여 주관적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블록화 현상은 부호화 과정에서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적용 후 고주파 영역을 일부 제거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Deblocking filter는

이러한왜곡이발생하는영역에대해저대역필터를

적용하여 <그림 1(b)>와 같이 블록간의 경계를 부

드럽게 한다. H.264/AVC의 deblocking filter는 적응

적 필터이다. 즉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

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 차별적으로 필터를 적

용하여 과도한 필터링에 의한 영상의 심한 평활화

(smoothing) 현상을막는다.

기술적으로, H.264/AVC의 deblocking filter는

4x4 단위의 블록 경계에 대해 필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2>와 같이 16x16 크기의 밝기

(luma) 블록과 8x8 컬러(chroma) 블록의 경우

4x4 블록 단위로 <그림 2>의 각 점선에 대해 어떠

한 deblocking filter를 적용시킬지는 Boundary

Strenth(Bs) 값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2>의 수직

경계에 대한 화소 색인(index)은 수평 방향으로 위

치한 두 개의 인접한 4x4 블록에서 수직 경계를 기

준으로 좌우 각각 4 화소에 대한 색인(index)를 도

시한 그림이다.

<그림 2>와 같이 8개의 화소들이 주어진 경우 Bs

의 결정은 다음 <그림 3>에 따른다. 경계가 매크로

블록 경계인가, 부호화 화려는 블록이 화면내 혹은

화면간 부호화되었는가, 두 인접 블록의 움직임 정

보가 상이한가, 블록 내의 화소 유사도가 높은가 등

을 기준으로 <그림 3>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Bs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각 경계에서의 Bs 값에

따라서 필터 계수 및 필터가 적용되어 변경되는 화

소의 개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적응적인

deblocking filter를적용하게된다.

<그림 2> 4x4 단위의 deblocking filter의 적용 및 수직 경계에 대한 화소 색인(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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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M 1.0 deblocking filter

HM 1.0의 deblocking filter는 H.264/AVC의

deblocking filter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시킨 방법

이다. H.264/AVC의 deblocking filter는 복호기에서

전체 복호화 과정에서의 15% 내외의 연산량을 요

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또한 H.264/AVC 이후 다

양한 예측 방법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잔여 신호

(residual signal)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4x4 단위의과도한필터링은오히려주관적혹은객

관적 화질의 열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고자 TENTM에서 비교적 간소화된

deblocking filter 방법을 제안했으며 이것이 HM 1.0

으로채택되었다.

기본적으로 HM 1.0의 deblocking filter는 예측 유

닛(prediction unit, PU)과 변환 유닛(transform unit,

TU)의 경계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한다. 다만 영상

의 경계이거나 수직 혹은 수평 방향으로 그 폭이 8

픽셀보다 작은 경계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도록 제한하여복잡도를 간소화 시켰다. 필터링이

가해지는 경계의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PU 및 TU

를기준으로결정한다.

첫 번째 PU를 기준으로 한 방법은 <그림 4>를 기

준으로 수직 경계에 대해 설명한다. 수평 경계에 대

한 내용은 수직 경계와 동일하다. <그림 4>는 하나

의 PU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우측의 수직 경계는

<그림 3> Boundary Strengh(Bs)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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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도시되지않은(미래에부호화될) 다음PU에

서 결정하므로 제외하고 그림의 4의 4 개의 경계에

각각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 경계로

의결정은다음을따른다.

•첫 번째 수직 경계의 경우, 좌측의 PU가 존재

하고 현재 부호화 하려는 PU의 가로 크기가 8

픽셀이상일때필터링을수행할수있다.

•현재부호화하려는PU가PART_nLx2N인경우,

두번째수직경계는첫번째경계와두번째경계

의수평거리가8 픽셀이상일때필터링을수행

할 수 있다. (현재 HM 1.0에서 asymmetric

prediction partition 기술이 제외되었으므로,

PART_nLx2N의경우는추후에변경될수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부호화 하려는 PU가

PART_Nx2N 혹은 PART_NxN인 경우, 세 번

째 수직 경계는 첫 번째 경계와 세 번째 경계의

수평 거리가 8 픽셀 이상일 때 필터링을 수행

할수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부호화 하려는 PU가

PART_nRx2N인경우, 네번째수직경계는네

번째경계와다음PU 의수평거리가8 픽셀이

상일 때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HM

1.0에서 asymmetric prediction partition 기술

이 제외되었으므로, PART_nRx2N의 경우는

추후에변경될수있다.)

두 번째 TU를 기준으로 한 방법은, 하나의 TU 안

에서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의 거리가 8 픽셀 이

상이 되는 경계에만 deblocking filter를 적용시킬 후

보 경계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TU의 최소 크기가 4

인 경우, 하나 걸러 매 경계마다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4>는실제필터링과정을설명하기위한각

화소의 색인을 도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필터링 후

보 경계들 중 실제 필터링을 수행할 경계를 다음과

<그림 4> 하나의 예측 모드 블록에서의 필터링이 가해질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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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0= Clip0-255((p1i + 2*p0i + 2*q0i + 2*q1i +

q2i + 4)>>3)

•p10= Clip0-255((p2i + p1i + p0i + q0i +2)>>2)

•q10= Clip0-255((p0i + q0i + q1i + q2i +2)>>2)

•p20= Clip0-255((2*p3i + 3*p2i + p1i + p0i + q0i

+ 4)>>3)

•q20= Clip0-255((p0i + q0i + q1i + 3*q2i + 2*q3i

+ 4)>>3)

밝기 블록의 week filter는 다음의 필터 계수 값을

갖는다. 

•Δ= Clip(-tC,tC, (13*(q0i - p0i) + 4*( q1i -

p1i) - 5*( q2i - p2i)+16)>>5))

•p0i = Clip0-255(p0i + Δ)

•q0i = Clip0-255(q0i - Δ)

•p1i = Clip0-255(p1i + Δ/2)

•q1i = Clip0-255(q1i - Δ/2)

상기에서두개의필터를비교하면, strong filter는

경계를 기준으로 좌우 3 픽셀씩 필터링을 적용하여

값을 변경시키며, week filter는 보다 적은 좌우 2 픽

셀씩 필터를 적용시킨다. 따라서 화질 왜곡이 발생

할가능성이높은화소는강하게필터링하여블록화

현상을 줄여 주고, 그렇지 않은 블록은 과도한 평활

화를막으면서약한필터링을수행한다.

컬러 블록은 경계에 있는 블록 A 혹은 블록 B가

화면내 부호화된경우에만 필터링을수행한다. 하지

만 그 경계가 하나의 PU 내에 있거나 혹은

planar_flag가 1의 값을 갖는 경우는 필터링을 수행

하지 않는다. 컬러 블록의 deblocking 필터의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이 경계의 좌우 하나의 픽셀만 수

정한다.

•Δ= Clip(-tC,tC,((((q0i - p0i) << 2) + p1i -

q1i + 4)  >> 3))

•p0i = Clip0-255(p0i + Δ)

•q0i = Clip0-255(q0i - Δ)

•tc = tc(qp+4)

HM 1.0 deblocking filter의 객관적 화질에 대한 모

의 실험에서 deblocking filter의 사용 유무에 따른

PNSR 및 비트율의 차이는 1% 내외로 미비함을 보

였다. 이러한 이유는 HM 1.0이 예측 부호화 및 대블

<표 1> QP, tC, 및 β의 관계



2010년 12월 73

Deblocking Filter 및 Adaptive Loop Filter 481

록 부호화 기술 등에 의해 이미 BD-bitrate - 30%

에 가까운 높은 부호화 효율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

에deblocking filter를이용하여끌어올릴수있는객

관적 부호화 효율의 여유분이 작고, deblocking filter

의 근본 목적은 주관적 화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참

고로 TMuC에 기존 H.264/AVC의 deblocking filter

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HM 1.0의

deblocking filter와 H.264/AVC의 그것과의 직접적

인 비교는 보고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HM

1.0 deblocking filter의장점은복잡도감소라고본다.

III. Adaptive Loop Filter

<그림 5>는 ALF와 adaptive post filter가 복호화

과정에서 언제, 어떤 입력 신호를 받아 수행되는지

를 나타낸다. 두 필터는 공통적으로 deblocking

filtering 과정 이후의 복원된 영상(reconstructed

picture)에 대해 적응적 필터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복호된 영상(decoded picture)을 출력한다. 이들은

원영상과 복원된 영상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최

적 필터를 설계 및 적용하여 부호화 과정에서 손실

되는 정보를 일부 복구할 수 있다. ALF와 adaptive

post filter의 차이는 ALF의 방식은 복호화 과정 내

에포함되어ALF가적용된영상이예측부호화에서

참조 영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adaptive post filter

는 필터링만 적용될 뿐 결과 영상이 참조 영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다. HM 1.0의 ALF는 Toshiba

의 BALF 방법에 기반하여 Qualcomm이 HM 1.0의

부호화유닛구조에맞추어발전시킨형태로채택되

었다. 다음 절에서 Toshiba의 방법과 Qualcomm의

방법에대해설명한다.

1. BALF

BALF(Block-based adaptive loop filter)는

<그림 5> Aaptive Loof Filter와 Adaptive Post Filter를 포함한 복호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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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ner 필터 기반의 ALF 방법이다. 필터 계수를 전

송하기 위한 부가 비트량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영

상열에대해하나의최적필터를구하여적용시키는

것보다는 매 영상마다 최적 필터를 달리 설계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ALF를포함한부호기(encoder)에서는매슬라이스

마다원본슬라이스와복호된슬라이스사이의차이

를 최소화 시키는 최적 필터를 구하고, 그 필터 계수

를 슬라이스 서두부(header)에 포함시켜 전송한다.

복호기(decoder)에서는 전송된 필터 계수로써 필터

링을수행한다.

최적 필터를 구하는 방식은 Wiener 필터 방식을

따른다. 즉 다음 식 1과 같이 필터가 적용된 (x,y) 위

치의 화소 값을 pALF(x,y)라 하면, 이것과 원본 영상

화소값 poriginal(x,y)의차이를에러로정의하고이에

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필터 계수를 설계

한다. 

(1)

BALF는 영상내 모든 화소에 대해 필터를 적용시

키지는 않는다. 8x8, 16x16,…,128x128와 같이 다

양한 크기의 블록 기반으로 필터링의 적용 가부

(filter on/off)를적응적으로결정하여성능을높이고

있다. 하지만 매 블록마다 필터 적용 가부에 대한 정

보를전송하기위한부가적인비트를필요하게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계층적으로 분할하고 이

에 대한 필터 적용 가부를 알려 주는 quadtree-

based adaptive filter(QALF)를제안하였다. 

2. HM 1.0 Adaptive Loop Filter

HM 1.0의 ALF도 상기 식 1을 이용하여 최적 필

터를 Wiener filter 기반으로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QALF 방법에 기반하며 차이점은 블록 단위의 필터

적용 가부를 알려주기 위한 신택스, 필터의 모양, 그

리고필터의개수등이있다.

필터 적용 가부를 알려주기 위한 신택스는 QALF

의quad-tree 기반의블록분할기법을사용한다. 이

를 이용하면 <그림 6>과 같이 계층적으로 필터링을

적용 혹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블록을 작게 분할

할수록 필터 적용 가부를 위한 부가 정보가 증가한

다. 그렇기 때문에 HM 1.0의 Coding Tree Block

(CTB)에 맞추어 신택스를 설계함으로써 부가 정보

를줄이려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설명하면, ALF에

서는블록을분할할수있는CU(coding uint)의깊이

를 제한하는 최적 깊이 값을 슬라이스마다 별도로

전송한다. 이 최적 깊이 정보의 최대 값은 CTB에서

의 최대 깊이 값과 동일하며, 이보다 작은 값이 전송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TB에서는 최대 깊이가 3이

었으나, AFL의 최대 깊이는 2로 설정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작은 크기로 분할 할수록 필터의

성능은 올라가지만 필터 적용 가부에 대한 신택스

정보또한증가하기때문에, 최적의성능을발휘하는

깊이값은CTB의최대깊이값과상이할수있다. 

HM 1.0 ALF의밝기블록에대한필터모양은<그

<그림 7> Quadtree 기반 ALF의 ON/OFF 조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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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7>과 같은 다이아몬드 형태이며, 그림에 적힌 숫

자는 동일한 필터 계수를 갖는 필터 탭을 짝지어 놓

은 것이다. 중앙점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필터를 설

계함으로써 유일한 필터 계수의 개수를 줄였으며,

또한 필터 계수를 부호화할 때 이전 영상들의 필터

계수를이용한예측부호화를수행함으로써필터계

수를 전송하기 위한 비트양을 감소시켰다. HM 1.0

ALF는 한 슬라이스마다 최대 M 개의 필터 셋을 가

질수있으며, M의최대값은16이다.

컬러 블록에 대한 ALF와 관련하여, alf_

chroma_idc라는 신택스가 부호화된다. 이는 다음 4

가지값을갖는다.

- 0 = ALF를적용하지않음, 

- 1 = Cb에만ALF를적용

- 2 = Cr에만ALF를적용

- 3 = Cb와Cr에모두ALF를적용

alf_chroma_idc 값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ALF

는 두 개의 컬러 성분에 대한 필터링뿐만 아니라 하

나의컬러성분에대해서만필터링을수행하는것도

허용한다. 컬러 블록에 대한 필터 모양은 밝기 블록

에 적용되는 필터와 달리 5 탭을 갖는 사각형 모양

의비분리형(non-separable) 필터이다.

ALF의 성능은 표 2와 같이 [10]에서 보고되었다.

현재 JCTVC의 공통 실험 조건은 high complexity

조건에서 ALF가 기본(default) 조건이며 low

complexity 조건에서는 ALF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 2에서 high complexity에 대한 ALF의 적

용 유무에 따른 BD-bitrate 값은 양의 값을 갖는 것

이 ALF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며, low com-

plexity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갖는 것이 우수한 것

이다. 표 2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ALF는 매우 높은

부호화 효율을 갖는다. 복잡도 측면에서, 복호기에

서의 복호 시간 증가는 약 15% 내외라고 보고하였

다. [10]에서 부호화기에 대한 시간 증가량도 제시

하였으나cluster 환경에서 분산처리로한실험이기

때문에의미있는숫자라고볼수없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HM 1.0에 포함된 deblocking filer와

<그림 8> 밝기 블록을 위한 ALF의 필터 모양 및 필터 계수 대칭

High complexity (BD-bitrate) Low complexity (BD-bitrate)

Intra 2.2 % (max 4.2% for class A) - 2.2 %

Random access 3.7 % (max 5.8% for class B) - 4.8%

Low delay 5.2 % (max 8.5% for class E) - 4.3%

<표 2> HM 1.0 ALF의 부호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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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loop filter(ALF)의기술에대해설명하였다.

HM 1.0의 deblocking filter는 H.264/AVC에 비해 복

잡도를 감소시킨 버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측

부호화기술의발달로인해복잡한deblocking filter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HM

1.0의 ALF는 새로운 루프내 후처리 필터이다. 다소

복잡한연산을필요로하지만부호화효율이매우높

기때문에저장매체를위한응용분야에서매우유용

한부호화툴이라고본다. 하지만비교적높은복잡도

를가지므로이에대한개선이더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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