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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은 종래의 예측 부호화 기술과 매우

다른 새로운 압축방식이다. 즉, 부호화기에서 모든 예측과정을

수행한 후, 복호화기가 예측부호화 오류로부터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예측정보를 모두 전송하였던 기존 기술과는

달리, 이예측정보를복호화기스스로찾아내어사용하는방식이

다. 이러한 이유로 압축 부호화 성능은 매우 향상 되었으나 반대

로복호화기는예측치를찾아내기위하여매우많은계산량을소

모하여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본 고에서는 복호화기 예측 부호

화기술의다양한방식과이러한문제점을어떤방식으로개선하

였는지알아본다.

I. 서 론

최근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HD(High De-

finition) 및UHD(Ultra High Definition) 등과같은고

해상도/고화질 영상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급속히 천

이하고 있으나, 현재 가장 우수한 압축 효율을 가진

것으로알려진MPEG-4 Part.10 AVC|H.264 [1]과

같은 최신 압축 표준으로도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및전송하기에는상당한비용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ITU-T Q6/ WP3/SG16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에서는 수 년

전부터 기존의 영상 압축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영상 압축 표준의 제정을 준비해 왔으며, 마침내, 영

상압축표준에관한또다른표준화기구인ISO/IEC

JTC1/SC29/WG11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과함께차세대비디오부호화표준화를하기

로 한 결과, 2010년 4월 독일 Dresden에서 개최된

제1회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표준화 회의를 통해 MPEG 및 VCEG의 공

동 차세대 영상 압축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 제정을 시작하였다[2]. 제1회

JCT-VC 표준화 회의에서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대한CfP(Call for Proposals)[3]에대한응답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 H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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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27개의 영상 압축 기술이 HEVC 표준의 기

반 기술로 제안되었다. 대부분의 영상 압축 기술은

기존의 MPEG-4 Part.10 AVC|H.264 표준과 같이

전통적인영상압축기술에기반하고있으나, 일부의

영상 압축 기술은 복호화기(Decoder) 예측 부호화

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4-25]. 복호화

기 예측 부호화 기술은 영상 압축을 위한 예측 및 부

호화 결정 과정은 모두 부호화기(Encoder) 측에서

수행하고, 복호화기 측에서는 예측 및 부호화 결정

과정 없이 미리 지시되는 일정한 복원만을 수행하는

기존의 영상 압축 기술의 구조와는 달리, 복호화기

측에서 예측 및 결정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압축 기술이다. 본 고에서는 HEVC 표준을 위

해 제안된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을 살펴보고,

당면한과제및향후전망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II.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

MPEG-4 Part.10 AVC|H.264 표준과 같은 기존

의 영상 압축 기술에서는 압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측 과정을 모두 부호화기가 수행하고, 복호

화기가부호화기의예측에대한결정을즉시해석하

고 복원할 수 있도록 모든 예측정보를 부호화 된 비

트스트림 내의 정보로 구성하여 전송 또는 저장한

다. 반면에 복호화기는 전송 또는 저장된 비트스트

림을통해부호화기가결정한정보를해석하여그대

로복원하는매우간단하고수동적인역할만을수행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호화기에

의해수행된예측에대한정보를비트스트림으로구

성하여 복호화기에 전달해야 하므로, 높은 압축 효

율을 얻기 위해 부호화기가 수행하는 예측 및 결정

과정이 증가할수록 복호화기로 전송해야 하는 정보

가 증가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즉,

향상된 압축 효율을 얻기 위해 부호화기가 수행한

예측 및 결정 과정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정보를

복호화기에 알려주기 위해 추가적인 비트스트림의

증가가 불가피 함을 의미한다. 복호화기 예측 부호

화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

법으로서, 부/복호화기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기술 세부기술 참여기관 관련JCT-VC 문서

RWTH Aachen 대학교 A112, B030

TM-DMVD
MediaTek A109, B076

Huawei 외 A111, B037, C097

Qualcomm B097

SDME
Intel A106, B047, C127

Hannover 대학교 B026

RMC JVC A108, B032, C138

IDVD Mitsubishi A107, B069, C124

TM-IC LG A110

France Telecom 외 A114

복호화기인트라예측 TM-IP 삼성 A125

Renesas A126

복호화기블록분할예측 DBBD JVC A108

<표 1> JCT-VC 표준화 회의에 제안된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

복호화기움직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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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측 및 결정 과정의 일부를 복호화기가 수행함

으로써 부호화기가 복호화기에 전달해야 하는 예측

및결정에대한정보에해당하는비트스트림을감소

시켜압축효율을향상시킬수있다. 

<표1>에서보는바와같이, 현재까지의JCT-VC

표준화회의에제안된복호화기예측부호화기술은

크게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부호화 기술과 그 외의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기술

은 다시 TM-DMVD(Template Matching based

Decoder-side Motion Derivation), SDME(Self

Derivation Motion Estimation), RMC(Refinement

Motion Compensation) 및그외의기술로구분될수

있으며, 현재 RWTH Aachen 대학교, MediaTek,

Huawei, Intel, JVC, Qualcomm, Mitsubishi,

Hannover 대학교 등 다수의 기관을 중심으로 TE

(Tool Experiments) 및CE(Core Experiments)를통

해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외의 복호화

기예측부호화기술로써복호화기인트라예측기술

과복호화기블록분할예측기술등도제안되었다.

1.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기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움직임

예측 및 보상을 이용한 영상 압축 기술에서 부호화

기는 이미 복원된 참조 영상(Ref Pic)으로부터 부호

화하고자 하는 현재 영상의 대상 블록(Cur block)과

가장 유사한 참조 블록(Ref block)을 예측값으로 선

정하여 영상을 차분 부호화한다. 즉, 대상 블록과 참

조 블록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예측 오류(Prediction

Error)만을 부호화하여 복호화기로 전송하는 방식

이다. 따라서 예측 오류의 정보량이 작을수록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부호화기는 참조 영

상으로부터 현재 영상의 대상 블록과 예측 오류가

최소가되는참조블록을탐색하는데이러한과정을

움직임 예측이라고 한다. 이 경우, 부호화기의 연산

복잡도 측면을 고려하여 참조 영상의 모든 영역을

탐색하는대신에참조블록이존재할가능성이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소정의 탐색 범위(Search range)

을결정하고그에해당하는영역에대해서만움직임

<그림 1> 기존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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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수행한다. 복호화기는 참조블록에 부호화기

로부터 전송받은 예측 오류를 더하여 대상 블록을

복원하는데이러한과정을 움직임보상이라고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움직임 예측 및 보상을 이용한

영상 압축 기술에서 부호화기는 움직임 예측을, 복

호화기는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복

호화기는 대상 블록과 참조 블록 간의 예측 오류를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호화기는 참조 영상의 어

떤부분이참조블록으로결정되었는지에대한정보

를 복호화기에 전송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움직임 정보(MV)라 한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움직

임 예측 및 보상은 예측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움직임 정보의 증가에 의해 압

축 효율의 증가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

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기술은 복호화기가 대상 블록(Cur block)의 참

조블록(Ref block)을예측및결정하는움직임예측

및 보상 과정을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움직임 정보

(MV)를 복호화기에 전송하기 위해 소모되는 정보

량을 제거함으로써 압축 효율을 얻는다. <표 1>을

통해 전술한 바와 같이,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기술

은RWTH Aachen 대학교, MediaTek, Huawei 등의

기관에서 제안된 TM-DMVD[4-11], Intel 및

Hannover 대학교에서 제안된 SDME[12-15], JVC

에서 제안된 RMC[16-18] 및 그 외의 기술[19-

22]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각의 기술은 복호화

기스스로움직임을예측하는방법에있어서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복호화기가스스로 움직

임 예측 및 보상을 수행하여 움직임 정보를 전송하

기위해소모되는정보량을제거한다는기본적인구

조를공유하고있다.

1) TM-DMVD 기술

TM-DMVD(Template Matching based

Decoder-side Motion Vector Derivation) 기술은

복호화기가 TM(Template Matching)을 이용해 스

스로 움직임 예측 및 보상을 수행함으로써, 움직임

<그림 2> TM-DMVD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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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복호화기에 전송하기 위해 소모되는 정보량

을제거함으로써압축효율을얻는다[4-11]. <그림

2>는 TM-DMVD 기술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

법을 보여준다. <그림 2>와 같이, 부호화기는 탐색

범위(Search range) 내에서 부호화하고자 하는 현

재 영상(Cur Pic)의 대상 블록(Cur block)으로부터

공간적으로 인접한 이미 복원된 현재 영상의 인접

영역(Cur template)과 참조하고자 하는 참조 영상

(Ref Pic)의 참조 블록(Ref block)으로부터 공간적

으로 인접한 인접 영역(Ref template) 간의 정합 오

류(Matching Error)를 연산한다. 참조 영상의 탐색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정합 오류를 가지는 참조 영

역(Ref block)을 현재 영상의 대상 블록(Cur

block)의 참조 블록으로 결정하여 영상을 차분 부

호화하고, 예측 오류만을 복호화기에 전송한다.

TM은 이미 복원된 영상만을 사용하는 과정이므로

복호화기 역시 부호화기와 동일한 방법의 TM을 이

용해 움직임 예측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

다. 즉, 복호화기는 TM을 통해 대상 블록에 대한 참

조 블록을 결정하는 움직임 예측과 부호화기로부

터 전송 받은 예측 오류를 더하여 대상 블록을 복원

하는 움직임 보상을 함께 수행하므로, 움직임 정보

를 부호화기로부터 전송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TM-DMVD는 예측 오류와 움직임 정보를 함께 복

호화기로 전송하는 기존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기

술에 비해 율(Rate) 측면에서 압축 효율을 증가시

킬 수 있다. 

TM-DMVD 기술은 일반적으로 영상의 공간적

상관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현재 영상의 대상 블록

과 참조 영상의 참조 블록 간의 예측 오류와 현재 영

상의 인접 영역과 참조 영상의 인접 영역 간의 정합

오류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26]. 즉, <그림 3>의 예와 같이, 이러

한 가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TM-DMVD을 이용해

움직임 예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움직임 정보(MV)

와 동일한 움직임 정보(MVdmvd)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움직임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TM-DMVD

기술이압축효율을증가시킬수있다. 

그러나, <그림 4>의 예와 같이, 이러한 가정이 성

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호화기에서 TM-DMVD

를 이용해 정확한 움직임 예측이 수행될 수 없으므

로 예측 오류가 증가하여 심각한 압축 효율의 저하

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TM-DMVD 기술은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M-DMVD 기술과 기존

의 일반적인 움직임 예측 및 보상 방법을 압축 효율

측면에서 비교하여 압축 효율이 보다 우수한 방법

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부호화기는

TM-DMVD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

보를 복호화기에 전송해야 한다. 즉, TM-DMVD

기술이 적용되면, TM-DMVD 적용 여부에 대한 정

보만을 복호화기에 전송하면 되지만, TM-DMVD

<그림 3> DMVD를 통한 정확한 움직임 예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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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TM-DMVD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와 움직임 정보를 함께 복호화기에 전송

해야한다.

TM-DMVD 기술이 가지는“움직임 정보를 복호

화기에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다중 참조

예측(Multi-hypothesis Prediction) 기법을 사용하

여 더욱 효과적으로 살려질 수 있다. 다중 참조 예측

은 대상 블록에 대해 다수의 참조 블록을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참조 블록에 포함된 잡음

(Noise)를 감소시켜 차분 부호화의 압축 효율을 증

가시키는 기술이다[26]. 기존의 움직임 예측 및 보

상을 이용하는 영상 압축 구조에서는 다수의 참조

블록을사용하면, 각각의참조블록을알려주기위해

전송해야 할 움직임 정보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압

축 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나 TM-

DMVD 기술은각각의참조블록을TM을이용해스

스로 예측 및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

임 정보의 전송 없이 다수의 참조 블록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의 예와 같이, 대

상 블록은 움직임 정보의 전송 없이 총 3장의 참조

영상으로부터 총 4개의 참조 블록을 예측하고, 이들

을조합하여움직임보상을수행하는것이가능하다.

TM-DMVD 기술은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

중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온 기술로서, 제1회

JCT-VC 표준화 회의에서부터 RWTH Aachen 대

<그림 4> DMVD를 통한 부정확한 움직임 예측의 예

<그림 5> 다중 참조 예측을 이용한 TM-DMVD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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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에 MediaTek, Huawei 등의 기관에 의해 제

안[4, 6, 8]되었으며, 이후의 회의를 통해 개선[5, 7,

9, 10, 11]되었다. 관련 기술들은 모두 전술한 기본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구현 방법에

있어서 각 기관간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그

림 6>과 같이, TM에 이용되는 인접 영역의 크기 및

모양을 조건에 따라 적응적으로 변화[5-6]시키는

등의방법적차이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TM-DMVD 기술은 복호화기

측에서 움직임 예측 및 보상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

로 복호화기의 연산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매우 간단한 복호

화기를지향하는현재의방송과같은멀티미디어서

비스 환경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M-DMVD 기술은 매우 제

한적인탐색영역에서만복호화기움직임예측을수

행하거나, 또는 제한된 일부 위치에 대해서만 복호

화기움직임예측을수행함으로써연산복잡도를감

소시키는 간략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7>과 같이

대상 블록과 인접한 이미 복원된 영역의 움직임 정

보를추출하고, 해당하는위치에대해서만복호화기

움직임예측을수행한다[4-11]. 

<그림 7>은 RWTH Aachen 대학교에서 제안한

후보 기반(Candidate based) TM-DMVD 기술의

예이다[4-5]. 후보기반TM-DMVD 기술은<그림

2>에서와 같이 모든 탐색 영역에 대해 움직임 예측

<그림 6> 적응적인 template 크기 및 모양을 이용한 TM-DMVD의 예 (MediaTek 제안)

<그림 7> 후보 기반 TM-DMVD 기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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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보상을수행하는대신, <그림7>에서와같이총2

개의 탐색 위치(Candidate point by MVA 및 MVC 또

는MVC’)에 대해서만움직임 예측 및보상을수행함

으로써, 복호화기의 연산 복잡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탐색 위치 중에서 가장 적은 정합 오류

를 가지는 움직임 정보를 대상 블록에 대한 움직임

정보로 결정하고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다. 이 경우,

움직임 예측의 대상이 되는 탐색 위치가 매우 제한

적이므로 정확한 움직임 예측이 수행될 수 있는 가

능성이 감소하게 되어 압축 효율이 다소 감소될 수

있다. 

2) SDME 기술

SDME(Self Derivation Motion Estimation) 기술

은 복호화기가 이미 복원된 두 장의 참조 영상 간의

움직임 예측을 통해 현재 영상의 움직임 예측 및 보

상을스스로수행함으로써, 움직임벡터를 복호화기

에 전송하기 위해 소모되는 정보량을 제거함으로써

압축 효율을 얻는다[12-15]. <그림 8>은 SDME 기

술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8>과 같이, 부호화기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현재 영

상의 대상 블록(Cur block)의 움직임 예측을 위해

SDME 기술이 아닌 기존의 영상 압축 방법으로 복

원된 두 장의 참조 영상(Ref Picfw 및 Ref Picbw) 간의

움직임예측을수행한다. 즉, 두장의참조영상내에

서 예측 오류가 최소가 되는 전방향 참조 블록(Ref

blockfw)과 후방향 참조 블록(Ref blockbw)을 결정한

다. 이 경우, 움직임 예측은 <그림 9>와 같이, 대상

블록을 중심으로선형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전방

향 참조 블록 및 후방향 참조 블록이 결정되면, 이들

의 조합으로 현재 대상 블록의 예측값으로 하는 차

분부호화를수행하여예측오류만을복호화기에전

송한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영상의

대상 블록과 전방향 참조 블록 간의 공간적 위치 차

이를 전방향 움직임 정보(fMVsdme)로, 현재 영상의

대상 블록과 후방향 참조 블록 간의 공간적 위치 차

<그림 8> SDME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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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후방향 움직임 정보(bMVsdme)로 각각 결정한

다. SDME 과정은 이미 복원된 두 장의 참조 영상간

의움직임예측을수행하므로복호화기역시부호화

기와 동일한 방법의 SDME 과정을 이용해 움직임

예측 및 보상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복호화기는 SDME를 통해 대상 블록에 대한 참조

블록을 결정하는 움직임 예측과 부호화기로부터 전

송받은 예측 오류를 더하여 대상 블록을 복원하는

움직임 보상을 함께 수행하므로, 움직임 정보를 부

호화기로부터 전송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TM-

DMVD 기술과 동일하게 SDME 기술 역시 예측 오

류와움직임정보를함께복호화기로전송하는기존

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기술에 비해 율 측면에서 압

축효율을증가시킬수있다.

<그림 9>와 같이, SDME 기술은 일반적으로 영상

의 움직임은 선형적이므로, 두 장의 참조 영상 간의

움직임 예측을 통해 현재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예

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13].

따라서이러한가정이성립하지않을경우에는복호

화기에서정확한움직임예측이수행될수없으므로

예측 오류가 증가하여 심각한 압축 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게됨을의미한다. 

<그림 10>과 같이, 움직임이 선형적으로 발생한

다면, 실제 움직임 정보를 SDME 기술을 통해 정확

히 예측 및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림 11>과

같이 움직임이 비선형적으로 발생한다면 SDME 기

술을 통해 예측된 움직임 정보는 매우 부정확하게

되므로, 예측 오류가 증가하여 심각한 압축 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SDME 기술 역시

TM-DMVD 기술과 동일하게 SDME 기술과 기존

의 일반적인 움직임 예측 및 보상 방법을 압축 효율

측면에서비교하여압축효율이보다우수한방법을

선택적으로사용한다. 

SDME 기술 역시 복호화기 측에서 움직임 예측

및보상을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연산복잡도증가

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한된일부위치에대해서만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는 후보 기반

(Candidate based) SDME 기술을 사용한다. 즉, <그

림 12>의 예와 같이, 각각의 인접 블록의 움직임 정

보(MVA, MVB, …, MVE)에 따라 각각의 후보 전방향

참조 블록 및 선형적인 후방향 참조 블록을 결정하

고, 각각의전방향및후방향참조블록간의예측오

류가 가장 작은 쌍을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 SDME 기술은Intel에의해제1회JCT-VC 회의

<그림 9> SDME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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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DME를 통한 정확한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의 예

<그림 11> SDME를 통한 부정확한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의 예

<그림 12> 후보 기반의 SDME 기술의 예



118 방송공학회지 15권 4호

526   특집: 차세대비디오압축기술HEVC

에 제안[12]되었으며, Hannover 대학에서 제안된

계층적(Hierarchical) SDME 기술[15]을 통한 성능

향상시도가있었다. 

3) RMC 기술

RMC(Refinement Motion Compensatio) 기술은

부호화기로부터 일부의 움직임 정보를 전송 받고,

이를바탕으로다른움직임정보를복호화기가스스

로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전술한 TM-DMVD 및

SDME 기술과 구분된다[16-18]. <그림 13>은

RMC 기술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을 보여준

다. <그림13>과같이, 우선부호화기는기존의부호

화기 움직임 예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재 영상

(Cur Pic)과 시간적으로 가장 인접한 참조 영상(Ref

Pic0) 간의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여, 대상 블록(Cur

block)에대한참조블록(Ref block0)을결정하고, 그

에해당하는움직임정보(MV)를결정한다. 

그 후, 움직임 예측이 수행된 참조 영상(Ref Pic0)

과 또 다른 참조 영상(Ref Pic1) 간의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여 또 다른 참조 블록(Ref block1) 및 움직임

정보(MVrmc)를 결정하는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참조 블록(Ref block0,

Ref block1)을 조합하여 영상을 차분 부호화하고, 예

측 오류를 복호화기에 전송한다. 이 경우, 부호화기

움직임 예측을 통해 결정된 움직임 정보(MV)는 복

호화기에서 스스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복호화기로

전송해야 하지만,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을 통해 결

정할 수 있는 움직임 정보(MVrmc)는 복호화기로 전

송할필요가없다. 즉, RMC는최소한의움직임정보

전송을 통해 다수의 참조 블록을 사용하는 다중 참

조예측을가능하게하는기술로서, 율-왜곡(Rate-

Distortion) 측면에서압축효율을증가시킬수있다.

<그림 13>은 RMC 기술을 B 픽춰 구조에 적용한 예

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4>와 같이 P 픽춰 구조

로확장될수있다. 

RMC 기술은 TM-DMVD 및 SDME 기술과 비교

<그림 13> RMC를 통한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 (B 픽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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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부호화기에서 결정된 움직임 정보를 전송

받음으로써 부정확한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의 가능

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의 움직임 특성

에보다적응적으로복호화기움직임예측을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움직임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RMC 기술은 JVC에 의해 제1

회 JCT-VC 회의에 제안되었으며, 복잡도 감소를

위한시도가있었다.

4) 그 외의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기술

그외의복호화기움직임예측기술로는Mistubishi

에서 제안한 IDVD(Implicit Direct Vector

Derivation) 기술[19-21]과 LG전자에서 제안한

TM-IC(Template Matching based Illuminance

Compensation) 기술[22]이 있다. IDVD 기술은 <그

림12>와같은후보기반의SDME 복호화기움직임

예측 방법을 B-DIRECT 및 B-SKIP 모드에 제한

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다. 즉, 공간적으로 인접한

움직임 정보(MVS)와 시간적으로 인접한 움직임 정

보(MVT)를 후보로 결정하고, 이들 중에서 SDME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을 통해 얻은 예측 오류

가 작은 움직임 정보를 대상 블록의 B-DIRECT 및

B-SKIP 모드의 움직임 정보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TM-IC 기술은 현재 영상의 대상 블록과 부호화기

움직임 예측을 통해 결정된 참조 블록 간의 밝기 차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TM 기반의

복호화기 예측 및 보상을 사용한다. 즉, 대상 블록의

인접 영역(Cur template)과 참조 블록의 인접 영역

(Ref template)의 평균 정합 오류(Average

Matching Error)를 대상 블록(Cur block)과 참조 블

록(Ref block)의 밝기 차이로 가정하고, 이를 참조

블록에 보상하여 영상의 차분 부호화를 수행한다.

따라서밝기차이는복호화기측에서TM을통해스

스로 예측 및 보상될 수 있으므로 복호화기로 전송

해야하는정보량을감소시킬수있다. TM-IC 기술

은 움직임 정보 자체가 아닌 밝기 차이만을 보상한

다는점에서전술한복호화기움직임예측기술들과

차이가있다.

<그림 14> RMC를 통한 복호화기 움직임 예측 방법 (P 픽춰 구조)



120 방송공학회지 15권 4호

528   특집: 차세대비디오압축기술HEVC

2. 그 외의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

<표 1>과 같이, 그 외의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

술로는 France Telecom 외, 삼성, Renesas 등에서

제안한 TM-IP(Template Matching based Intra

Prediction) 기술[23-25]과 JVC에서 제안한

DBBD(Decoder-side Block Boundary Decision)

기술[16]이 있으나, 현재 JCT-VC 표준화 회의에

서의공식적인활동은없는상태이다. 

III. 맺음말

본 고에서는 HEVC 표준 제정을 위해 제안된 복

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호

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은 복호화기 측에서 일부의

예측과정을 수행하여 부호화기가 복호화기에 전달

해야 하는 예측에 대한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압축

효율을얻는영상압축의새로운방법론을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점으로인해표준화에대한전문가들사이의공감대

가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첫째, 복호화기는 부호화

기에비해예측치결정에대한근거가비직접적이고

제한적이므로 부호화기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술한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

술들은부호화기측에서기존의부호화기예측방법

과 복호화기 예측 방법을 압축 효율 측면에서 비교

하여 보다 우수한 부호화 효율을 보이는 방법을 선

택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

조는부호화기의연산복잡도증가라는새로운문제

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복호화기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정보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복호화기예측부

호화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복호

화기 측에서 예측 및 보상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복호화기의 연산 복잡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

는방송과같이간단한복호화기를요구하는멀티미

디어 응용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전술한복호화기예측부호화기술들은제한적인복

호화기 예측만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결책은 압축 효율이 저하되

는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HEVC 표준이 요구하는 고

도의 압축 효율을 만족시킬 수 없을 수 있다. 셋째,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은 전송 오류에 매우 취

약하다. 전술한 복호화기 예측 부호화 기술들은 대

부분 픽셀 정보와 같이 중요도가 낮은 정보를 통해

움직임정보와같이중요도가높은정보를예측하고

있다. 즉, 기존의부호화기예측부호화기술과달리,

픽셀 정보와 같이 중요도가 낮은 정보에 전송 오류

가 발생할 경우에도 움직임 정보와 같이 중요도가

높은정보로전송오류의영향이전파됨으로써전송

오류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HEVC 표

준에복호화기예측부호화기술이기여하기위해서

는전술한문제점을해결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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