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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카메라에 의해 촬 되는 자연 상과 달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다양한 자기기에 의해 생성/

랜더링(rendering)된 상이나 동 상을 스크린 콘텐츠라 한다. 스크린 콘텐츠는 자연 상과는 구별되는 

통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 혹은 동 상을 상으로 하는 지 까지의 압축표 을 이용

하는 경우 압축효율이 하될 수밖에 없다. 스크린 콘텐츠의 효율 인 압축을 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재 진행 인 고효율 동 상 부호화(HEVC :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표 을 한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회의에서 스크린 콘텐츠

가 가지는 특성에 합한 압축 방식들이 지속 으로 논의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EVC 참조 소 트웨

어인 HM(HEVC Test Model)의 고성능 압축 도구들에 해 스크린 콘텐츠 압축 효율성을 분석하고, 분

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스크린 콘텐츠 응용에 최 화된 부호화 모델을 제시한다. 한, 스크린 

콘텐츠가 자연동 상과 구별되는 특성들과 스크린 콘텐츠 응용에서의 HEVC 용을 한 앞으로의 연구

쟁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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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reen content refers to images or videos generated by various electronic devices such as 

computers or mobile phones, whereas natural content refers to images captured by cameras.  

Screen contents show different statistical characteristics from natural images, so the 

conventional video codecs which were developed mainly for the coding of natural videos cannot 

guarantee good coding performances for screen contents. Recently, researches on efficient 

SCC(Screen Content Coding) are being actively studied, and especially at ongoing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meeting for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standard, SCC issues are being discussed steadil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erformances of high efficient coding tools in HM(HEVC Test Model) on SCC, and present an 

optimized SCC mode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als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screen contents and the future research issu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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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성, 상,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한 

수요  공 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효과

으로 장하고 송하기 한 데이터 압축 기술이 그

동안 꾸 히 개발되어왔다[1][2]. 한, 동 상 압축과 

련된 꾸 한 연구는 새로운 응용 분야  수익 창출 

구조를 활발히 만들어 내고 있다[3]. 최신의 H.264로 

표되는 지 까지의 비디오 압축 표 들은 주로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자연 상이나 자연 비디오를 

한 고효율 압축 기술 개발에 노력을 집 해 왔다. 그러

나 재의 정보 기술 환경에서는 자연 상(natural 

images) 외에도 수많은 인공 시각  콘텐츠들이 매일

같이 생성, 소비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등의 IT 서비스 환경 하에서 원격 클라이

언트(remote clients), 무선 로젝터(wireless projectors),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s) 등에 상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요구가 동 상으로

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콘텐츠에는 자연 상 외에도 

웹 페이지, PDF 일, 슬라이드, 게임, 컴퓨터 화면 등과 

같은 수많은 인공 시각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연 상과 달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다양한 자기기에 의해 생성/랜더링(rendering)된 

상이나 동 상을 스크린 콘텐츠라 한다. [그림 1]은 스

크린 콘텐츠의 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응용 분야로는 

원격 데스크톱(remote desktop), 원격 강의(remote 

education), 원격 회의, Gaming on demand 등 다양한 

분야가 활성화 되고 있다. 

그림 1. 스크린 콘텐츠(Screen contents)

스크린 콘텐츠는 일반 으로 텍스트/그래픽 역과 

자연 상 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 에서 텍스

트/그래픽 역은 자연 상 역과는 구별되는 통계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한 이방성을 갖는 스크

린 콘텐츠의 특성상 기존의 비디오 압축 시스템을 스크

린 콘텐츠 부호화에 그 로 용하는 것은 압축 성능 

면에서 매우 비효율 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스크

린 콘텐츠가 갖는 특성을 잘 고려함으로써 자연 상 

뿐 아니라 스크린 콘텐츠에 해서도 고효율의 압축이 

가능한 새로운 부호화 기술에 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크린 콘텐츠가 사용되는 새

로운 비디오 활용 분야가 폭넓게 늘어남에 따라 그 개

발 필요성  심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

하여 최근 차세  고효율 동 상 압축 (HEVC :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 화 로젝트[4] 에서도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 기술에 한 기고[5-7]  표

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HEVC의 참조 소

트웨어인 HM (HEVC Test Model)의 공통 실험 조

건 (Common test conditions)[8] 에서 스크린 콘텐츠에 

해당하는 실험 동 상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하여 

압축도구의 개선  제안을 한 기고 시에 스크린 콘

텐츠에 한 효율성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HM 내에는 그동안의 회의에서 그 효율성이 검증된 

압축 도구들이 내장되어 있지만 HEVC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압축 

도구들이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에서 고성능을 발휘하

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 콘텐츠의 응용분야가 꾸 히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응용분에서의 HEVC 용방안

에 한 검토  부호화 모델에 한 연구가 필요함에

도 스크린 콘텐츠만을 고려한 압축도구들의 성능분석

에 한 기존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스크린 콘텐츠 응용분야에서의 HEVC 용

을 해서 HM 내의 고성능 압축 도구들의 성능을 자연

동 상과 스크린 콘텐츠를 상으로 비교/분석하고 분

석결과를 기반으로 스크린 콘텐츠 응용을 한 최 의 

부호화 모델을 제시한다. 한 자연 상과 구별되는 스

크린 콘텐츠의 특징들을 상세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

로 HEVC에서의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 성능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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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후 연구방향에 해 논의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EVC의 고

성능 압축 도구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자연동 상과 

스크린 콘텐츠를 상으로 각 압축도구들에 한 비교/

분석 내용을 기술한다. 4장에서 스크린 콘텐츠 응용에

서의 HEVC 용을 한 최 의 부호화 모델을 제시한

다.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향에 해 기술한다. 

II. HEVC의 고성능 압축 도구들

동 상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압축도구들

에 한 기고가 HEVC 표 화 이  단계에서부터 이루

어져 왔으며, 표 화 진행 단계에서 제안된 각 압축도

구들에 한 실험  검증이 수행되어 채택된 도구들이 

HM 내에 옵션형태로 내장되어 있다. 즉, 각 압축도구

들의 사용여부를 HM 소 트웨어의 환경설정 일에서 

래그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HM 7.0의 옵션형태로 선택 가능한 압축

도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1. LMChroma
   (Chroma from luma intra prediction) 

그림 2. 휘도신호를 통한 색차신호 예측

LM 모드는 상의 휘도신호와 색차신호 사이의 상

성을 이용하여 색사신호를 측하는 방식이다[9]. 하

나의 블록을 부호화할 때 휘도신호가 우선 부호화되기 

때문에 색사신호의 부호화 시 측신호를 생성하기 

해 복호화된 휘도신호를 [그림 2]에서와 같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식 (1)과 같이 휘도신호와 색차신호 사이의 상 성을 

선형 모델링한다. 여기서   는 색차신호의 측성

분이며 는 복호화된 휘도신호이다. 와 는 

모델 라미터로 식 (2)와 같이 재 블록 주변의 이미 

복호화된 휘도  색차신호를 이용하여 선형최소자승

방식(linear least square solution)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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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와 는 재 부호화 

인 블록 주변에 이미 복호화된 휘도  색차 신호들이

다. I는 이용되는 주변 신호들의 총 개수이다.

2. AMP(Asymmetric motion partitions)
MPEG-x나 H.26x 시리즈와 같은 기존까지의 동 상 

부호화 표 들에서는 화면간 측 시 블록 티션이 

[그림 3]에서처럼 정사각 혹은 직사각의 칭 형태로만 

가능하 으나 효과 인 움직임 측을 해 HEVC에

서는 추가로 [그림 4]와 같은 비 칭 블록 티션을 이

용할 수 있다. 무 많은 티션 모드가 존재하는 경우 

오히려 부호화 효율은 떨어질 수 있으므로 AMP를 사

용하는 경우 비 칭 모양 에서도 상하좌우 3:1 비율

로 측 블록이 분할되는 4개의 티션 모드만이 추가

되도록 하 다. 

그림 3. 기존의 대칭형 블록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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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대칭형 블록 파티션

3. NSQT(Non-square transforms)
기존의 표 들은 주 수 축으로의 변환을 해 4x4 

혹은 8x8의 정사각 블록크기만을 허용하 다. 하지만 

다수의 응용들에서 상의 공간해상도가  늘어나

고 있고 변환블록의 크기가 움직임 측 블록의 크기와 

상이할 경우 변환블록들의 경계에서 심한 주  화질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HEVC의 

주 수축 변환은 최소 4x4에서 최  64x64까지로 확장

되었으며 측블록의 티션과 같이 정사각 형태뿐만 

아니라 직사각 형태 한 허용한다.

4. TS(Transform skipping)
동 상 부호화에서 주 수축으로의 변환을 수행하는 

이유는 공간  복성을 제거하기 함이다. 즉, 공간상

으로 인 한 화소들 사이에는 큰 상 성이 있다고 가정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록 기반의 부호화 방식에서는 

최  크기의 측 블록 내부에서도 화소 간 상 도가 

크기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블록 내부에 

에지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방성 특성이 나타나

기 때문에 주 수축으로의 변환 수행 후에 양자화를 

용하는 것보다 변환 수행 없이 바로 양자화를 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호화 표 에서는 모

든 블록에 해 변환을 수행하 다. HM 7.0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변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양자화를 용하는 TS[10]를 채용하 다. 블록의 부호

화 모드는 율-왜곡 최 화(RDO : rate-distortion 

optimization) 과정을 통해 선택되므로 TS를 사용하는 

경우 변환을 수행했을 때와 그 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최 의 부호화 모드를 결정한다.

5. SAO(Sample adaptive offset)
SAO는 디블록킹 필터 처리 이후 원래의 신호와 디블

록 후의 신호 사이에 발생하는 오차를 화소 단 로 보

상하기 한 기술이다. 디블록 처리는 블록단  부호화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록 간의 주  화질 열화를 보

상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디블록 후 객  화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기존 부호화 표 에서는 복

호된 상에 해 디블록 처리만을 수행했던 반면 HM 

7.0에서는 디블록킹 필터 처리 이후 SAO를 수행함으로

써 복호된 상에 해 블록 간의 주  화질 열화뿐 

아니라 객  화질 열화 한 보상할 수 있다. SAO가 

수행되는 블록에서는 매 화소마다 오 셋이 더해지기

는 하지만 모든 화소에 해 그 정보를 송하는 것은 

율-왜곡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 이므로 SAO의 유형과 

그 유형의 카테고리 별 오 셋 값이 송된다. 

6. ALF(Adaptive loop filter)
ALF는 APS(adaptive parameter set)에서 주어지는 

필터의 사용여부, 필터모양과 계수들을 이용해 디블록

킹 필터와 SAO 처리 후의 화소들에 해 용된다. 

ALF는 식 (3)과 같이 원래의 신호와 복호신호 사이의 

최소자승오차를 가지게 하는 응  Wiener 필터링으

로 Wiener 필터는 가우시안 노이즈, 블러링과 왜곡 등

에 의한 화질 하를 처할 수 있는 최 의 선형필터이다. 

  


    
∈

 ×

          (3)

는 최 의 Wiener필터이며 와 는 

각각 원래신호와 필터 용 후의 신호를 나타낸다.

III. 스크린 콘텐츠에 대한 HM 7.0 압축 도구
들의 효율성 분석  

1. 실험 환경
HM 7.0의 부호화 도구들이 스크린 콘텐츠에 해 얼

마나 효율 인지를 평가하기 해서 우선 실험동 상

들을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와 자연 상 클래스로 분류

하 다.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는 HM의 공통실험조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12548

에서 스크린 콘텐츠에 해당하는 F클래스의 4개 동 상 

BasketballDrillText, ChinaSpeed, SlideEditing, 

SlideShow으로 구성했으며, 자연동 상 클래스는 HM 

공통실험조건의 자연동 상에 해당하는 A부터 E클래

스에서 각 1개씩 총 5개 동 상 BlowingBubbles, 

FourPeople, Kimono, RaceHorses, Traffic으로 구성하

다. [그림 5]는 실험동 상들을 보여 다.

 

         BasketballDrillTex               ChinaSpeed

 

            SlideEditing                 SlideShow
(a)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

  

        RaceHorses     BlowingBubbles      FourPeople

 

              Traffic                     Kimono
(b) 자연동 상 클래스

그림 5. 실험동영상들의 분류

(a) non-tool 설정

(b) ALF_on 설정

그림 6. 실험을 위한 HM 초기 환경설정 변경 예

실험에서는 부호화 도구들 개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기의 HM 환경설정을 부호화 도구들을 모두 off

한 상태의 설정과 평가를 한 하나의 도구만을 on한 

상태의 설정으로 변경한다. 즉, 앞으로 제시하게 될 실

험결과들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부호화 도구

들이 모두 off 되었을 때와 평가를 한 도구만이 on 되

었을 때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6]은 부호화 도구들  

하나인 ALF의 성능평가를 해 HM 기의 .cfg 일

에서 변경된 설정의 를 보여 다. 이러한 실험 환경

은 오로지 각 도구의 독립 인 성능을 평가하기 한 

것으로 표 화 진행단계에서 실행된 실험과는 사용하

는 압축도구의 개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

는 스크린 콘텐츠와 자연동 상에 한 각 압축도구들

의 성능실험결과를 토 로 스크린 콘텐츠 압축에서의 

효율성 분석내용이 상세히 제시될 것이다. 

2. 예측성능 향상을 위한 도구들
HM 7.0의 부호화 도구들  측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도구들로는 AMP와 LMChroma가 있다. AMP는 

화면간(inter) 측 시 성능향상을 해 비 칭형 블록 

크기를 지원하며 LMChroma는 화면내(intra) 측성능

을 향상시키기 해 색차성분 측신호 생성 시에 휘도

신호를 이용한다. 

표 1. AMP 실험결과

Random Access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6% -0.8% -0.8% 109%
Screen contents -0.6% -0.9% -0.9% 106%

Low delay B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1.2% -1.5% -1.5% 117%
Screen contents -1.0% -1.5% -1.5% 111%

Low delay P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9% -1.3% -1.3% 114%
Screen contents -0.8% -1.1% -1.0% 109%

[표 1]은 AMP의 실험결과를 보여 다. AMP는 화면

간 측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All_Intra  환경에서의 

실험은 제외한다. 자연동 상 클래스와 스크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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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에서의 BD_rate 성능향상이 두 클래스 모두 

Rnadom_Access, Low_delay_P 환경에서 략 1%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AMP는 특별히 스크

린 콘텐츠에 해 더 효율 인 부호화 도구라 할 수는 

없다. 움직임 방향이 비 칭형 블록크기로 분할되는 특

성을 보이는 부호화 단 (CU : Coding Unit)가 많으면 

많을수록 AMP의 성능이 오르게 된다. 실험결과를 통

해 스크린 콘텐츠에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CU가 자

연동 상보다 많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확률분포가 유

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LMChroma 실험결과

All Intra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5% -4.6% -3.5% 104%
Screen contents -2.0% -6.3% -7.3% 103%

Random Access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2% -6.3% -4.2% 100%
Screen contents -1.0% -6.9% -7.3% 100%

Low delay B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1% -3.4% -1.9% 100%
Screen contents -0.3% -3.9% -4.5% 100%

Low delay P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2% -4.1% -2.3% 100%
Screen contents -0.4% -5.1% -4.5% 100%

[표 2]는 LMChroma에 한 실험결과로 자연동 상 

클래스와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에서 LMChroma 모드

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는 지 비교해 볼 수 있다. 

All_Intra 환경에서 자연동 상 클래스의 경우보다 스

크린 콘텐츠 클래스에서 휘도와 색차성분들의 평균 약 

3% 가량 더 큰 성능향상을 보인다. 

  

                 (a)                          (b)

그림 7. (a)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래픽 블록 
           (b) HEVC의 화면내 방향성 예측

[그림 7](a)에서와 같이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

래픽 블록의 경우 텍스트/그래픽 역의 화소들과 그 

배경 역의 화소들 사이의 특성이 달라 경계가 매우 날

카롭게 형성된다. 때문에 주변블록에서 가장 가까운 라

인의 화소들을 이용한 [그림 7](b)의 화면내 방향성 

측(Intra Angular Prediction)은 자연동 상에 비해 크

기가 큰 잔여성분(residue)이 존재하게 되고, 그 빈도 

한 더 많게 된다. LMChroma 모드는 이미 복호된 휘

도성분으로부터 색차성분이 측되기 때문에 휘도성분 

측에서는 잔여성분이 생기더라도 색차성분의 측 

시에는 휘도와 색차성분을 모두 방향성 측으로 부호

화하는 경우보다 더 나은 효율을 상할 수 있다. 

  

그림 8. 문서 편집 작업 스크린 콘텐츠
 

[그림 8]과 같이 문서 편집 작업이 동 상으로 압축

되어진다고 할 때 텍스트 역의 갑작스런 색상 변화와 

선택 역의 삭제  텍스트 삽입이 발생하면 움직임 탐

색/보상의 화면간 측은 한계가 있다. 이는 부호화 

인 재 상의 블록과 유사한 부분이 참조 상의 움직

임 검색 역 밖에 존재하거나 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래

픽 역에서 폐색구간 발생 시 재의 화면간 측을 

휘도성분과 색차성분 모두에 용시키는 것보다 색차

성분은 복호된 휘도성분으로부터 측하는 것이 더 효

일 일 수 있다.         

3. 변환 관련 도구들
HM 7.0의 부호화 도구들  변환과 련하여 부호

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도구들로는 NSQT와 TS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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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SQT 실험결과

All Intra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 0% 0% 100%
Screen contents 0% 0% 0% 100%

Random Access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2% -0.3% -0.2% 100%
Screen contents -0.2% -0.5% -0.5% 100%

Low delay B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6% -1.6% -1.4% 100%
Screen contents -0.8% -2.5% -1.8% 100%

Low delay P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5% -1.7% -1.2% 100%
Screen contents -0.7% -1.8% -1.7% 100%

[표 3]에 나타난 NSQT의 실험결과를 통해 자연동

상 클래스와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를 비교했을 때 

NSQT는 크게 성능차이가 없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는 정방형 크기로의 변환보다 비정방형 크기로의 변

환이 알맞은 CU의 발생빈도가 자연동 상이나 스크린 

콘텐츠나 유사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스크린 콘텐츠

는 비정방형 크기로의 변환이 효율 일 수 있는 자연

동 상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표 4. TS 실험결과

All Intra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0% 0.0% -0.1% 135%
Screen contents -8.4% -7.5% -8.1% 133%

Random Access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0% -0.1% -0.2% 101%
Screen contents -7.1% -6.9% -7.8% 101%

Low delay B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1% -0.2% 0.0% 101%
Screen contents -4.4% -3.2% -3.9% 101%

Low delay P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0% -0.3% 0.0% 102%
Screen contents -4.9% -4.0% -4.5% 101%

[표 4]의 실험결과를 통해 자연동 상 클래스와 스크

린 콘텐츠 클래스에서 TS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는 

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자연동 상 클래스의 경우에는 

성능향상이 미비하며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는 

All_Intra 환경에서 약 8%, Low_delay_P 환경에서 약 

4.5%, Random_Access 환경에서 약 7.2%의 성능향상

을 보인다. All_Intra 환경에서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이

는 것은 TS가 4x4 화면내 부호화 모드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이다. 즉, TS를 on 하 을 경우 최 의 부호화 모

드 결정과정에서 4x4 화면내 측 모드에서만 변환수

행을 건 뛰고 부호화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한다.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래픽 블록에 해 화면내 

방향성 측을 수행하게 되면 크기가 비교  큰 잔여성

분이 많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앞서 기술하 다. 추가

으로 그 잔여성분들의 분포가 불규칙 이게 된다는 특

성이 있다. 이러한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래픽 블

록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의 공간 인 상 도가 크면 클

수록 그 효율성이 증 되는 변환수행의 개념이 텍스트/

그래픽 블록의 잔여성분 블록에서는 충족하지 않는다. 

[그림 9]에서 스크린 콘텐츠가 자연 상과 구별되는 이

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은 쉬운 이해를 돕기 

해 원래 블록에 한 결과를 보인 것이며, 앞서 설명

하 듯 잔여성분 블록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된

다. 자연 상의 경우 이웃한 화소 치에 유사한 값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변화량 한 크지 않은 반면 

스크린 콘텐츠의 경우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분산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자연 상에 비해 주 수 축에서의 에

지 집  효과가 매우 낮다. 때문에 자연 상 부호화방

식들에서 기본 으로 수행되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와 같은 주 수 축으로의 변환은 스크린 콘

텐츠의 텍스트/그래픽 역에서는 오히려 그 효율이 

하될 수밖에 없다.

 TS 사용 시에는 변환을 수행한 후 양자화를 용하

을 때와 수행하지 않고 양자화를 용하 을 때를 비

교하여 변환수행을 건 뛰었을 경우 비용이 더 낮으면 

재블록을 변환수행 없이 부호화하기 때문에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래픽 역에서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다. 재 TS가 4x4 화면내 부호화 모드에서만 동



HEVC 고성능 압축 도구들의 성능 분석을 통한 스크린 콘텐츠 응용 최적 부호화 모델 551

그림 9. 자연영상과 구별되는 스크린 콘텐츠의 변환성질

작함에도 불구하고 All_Intra 뿐 아니라 화면간 측의 

비 이 훨씬 큰 Random_Access와 Low_delay_P 환경

에서도 우수한 효율을 보이는 것은 [그림 8]에서 설명

한 스크린 콘텐츠의 시간방향 특성으로 인해 텍스트/그

래픽 역에서는 재의 화면간 측 모드들보다도 4x4 

화면내 TS 모드의 비용이 낮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4. 루프 필터링(Loop Filtering) 도구들
루  필터링은 상부호화에서 부호화 후 주/객  

화질 향상을 한 후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HM 7.0

의 루  필터링 도구로는 SAO와 ALF가 있다. 표 5는 

ALF의 실험결과를 보여 다. ALF의 경우 스크린 콘텐

츠에서 보다는 자연동 상에서 그 효율이 에 띄게 좋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LF의 기본개념은 주변 화소들 

사이에 상 도를 이용하여 앙 치 화소의 오류를 정

정하는 것이다. 결국 ALF에서는 일반 인 상들의 공

간 인 상 도가 매우 크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ALF의 

동작여부는 실제로 ALF를 용해본 후 결정한다. 그러

므로 상에서 공간 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역

에서는 ALF가 용될 것이고 에지가 강한 부분에서는 

공간 인 상 도가 낮기 때문에 ALF는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CU에 실제로 ALF를 용한 후 화질향

상이 있는 경우에만 그 CU에서 ALF를 사용하기 때문

에 ALF가 용된 CU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 

체 인 화질이 더욱 향상한다.  

스크린 콘텐츠의 경우 자연동 상에 비해 에지가 강

한 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ALF가 용되

는 CU의 빈도가 자연동 상 보다 매우 게 된다. 

표 5. ALF 실험결과

All Intra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1.8% -3.4% -3.9% 103%
Screen contents -0.4% -1.5% -1.4% 103%

Random Access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1.6% -3.1% -2.6% 101%
Screen contents -0.5% -1.4% -1.1% 101%

Low delay B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2% -4.2% -4.2% 101%
Screen contents -1.8% -2.6% -2.2% 101%

Low delay P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7.0% -8.0% -7.1% 101%
Screen contents -1.9% -2.3% -1.9% 101%

[표 6]에 나타난 SAO의 실험결과를 통해 자연동 상 

클래스에 비해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에서 보다 효율

임을 찰할 수 있다. SAO가 용되는 블록에서는 오

셋이 모든 화소에 더해지기는 하지만 모든 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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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 셋을 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블록에서 

최 인 SAO의 유형과 그 유형의 카테고리 별 오 셋

을 선정하여 송하게 된다. 결국 블록에서 사용되는 

오 셋의 개수는 선정된 유형의 카테고리 개수와 같으

며 동일한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화소들에 해 하나의 

오 셋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오

는 화소들이라 하더라도 그 화소들 간의 변화량이 큰 

경우보다는 되도록 같은 값을 가지는 화소가 많을수록 

정확한 오 셋이 더해지는 화소의 수가 증가한다. [그

림 9]의 자연 상 블록과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래

픽 블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찰되는 텍스트/그래픽 

블록의  다른 특성은 자연 상 블록에서 보다 색상의 

개수가 다는 것이다. 여기서 뜻하는 색상은 랑, 빨

강, 노랑과 같이 확실히 구분되는 색상 뿐 아니라 으

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실제 각각의 휘도성분과 색차

성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SAO 용에서 색상의 수가 다는 것은 동일한 카테

고리에 들어오는 화소들의 휘도  색차 성분 차이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카테

고리에 속하는 화소들 사이의 변화량이 텍스트/그래픽 

블록에 비해 자연 상 블록에서 더 크다. 스크린 콘텐

츠에는 텍스트/그래픽 블록을 다수 포함하기 때문에 

SAO 효율이 자연동 상에 비해 높은 것이다.

표 6. SAO 실험결과

All Intra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6% -1.1% -1.5% 101%
Screen contents -2.3% -3.5% -4.5% 101%

Random Access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0.7% -2.3% -2.3% 100%
Screen contents -4.1% -4.2% -6.3% 100%

Low delay B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1.0% -4.4% -4.4% 100%
Screen contents -6.3% -6.9% -10.1% 100%

Low delay P
Y U V Enc Time

Natural sequences -7.1% -7.7% -7.0% 100%
Screen contents -7.7% -7.5% -10.6% 99%  

IV. 스크린 콘텐츠를 위한 부호화 모델

1. 스크린 콘텐츠 응용을 위한 최적 부호화도구 선
정 및 부호화 모델
재 HEVC 표 화 회의에서 자연동 상 외에 스크

린 콘텐츠의 압축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기본 으로 

부분의 응용분야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공

개된 HM의 Main Profile 설정에서는 스크린 콘텐츠와 

자연동 상의 구별되는 특성과는 무 하게 공통 으로 

효율을 발휘하는 부호화 도구들을 사용한다. 

본 에서는 지 까지의 HEVC 압축 도구들에 한 

스크린 콘텐츠 압축 효율성 분석을 기반으로 스크린 콘

텐츠 응용분야에 최 화된 부호화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10. 스크린 콘텐츠에 최적화된 부호화 모델

[그림 10]은 재의 모델에서 스크린 콘텐츠 응용에 

최 화된 부호화 모델로의 변경사항을 표시한다. 스크

린 콘텐츠에서 성능이 하되는 부호화 도구는 없기 때

문에 HE(High Efficiency)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복잡/고효율을 지향하여 모든 부호화 도구들을 사용

한다. Main의 경우에는 자연동 상과 스크린 콘텐츠에

서 공통 으로 정수 의 효율을 발휘하는 AMP를 제

외하고 자연동 상 클래스 비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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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LMChroma와 TS로 체한

다. 결론 으로 스크린 콘텐츠응용을 한 최  Main 

부호화 모델은 스크린 콘텐츠 압축에 뛰어난 효율을 발

휘하는 도구들인 LMChroma, SAO, TS로 구성된다. 

SAO는 기존모델과 제안모델 모두에서 사용하므로 이

에 한 복잡도는 동일한 수 이 될 것이다. 3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AMP의 경우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

을 때 비 화면간 부호화 환경에서 평균 약 9% 복잡도 

증가가 있으며 LMChoma와 TS는 모두 평균 약 1%의 

복잡도 증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크린 

콘텐츠 응용만을 고려하는 경우 AMP를 제외하고 신 

LMChoma와 TS를 추가하는 것이 복잡도 비 압축 성

능 측면에서 매우 효율 인 압축 시스템의 모델을 구성

한다.  

2. 제안된 부호화 모델의 성능 실험  
표 7. 제안모델과 기존모델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

All Intra
Y U V Enc Time

BasketballDrillText -4.0% -12.0% -13.1% 140%
ChinaSpeed -12.1% -16.6% -16.4% 138%
SlideEditing -15.2% -15.0% -17.3% 139%
SlideShow -6.4% -9.1% -10.1% 139%

avg -9.4% -13.2% -14.2% 139%

Random Access
Y U V Enc Time

BasketballDrillText -1.2% -9.4% -9.6% 89%
ChinaSpeed -5.2% -14.9% -13.7% 89%
SlideEditing -12.9% -14.7% -16.4% 100%
SlideShow -4.3% -8.2% -9.1% 96%

avg -5.9% -11.8% -12.2% 93%

Low delay B
Y U V Enc Time

BasketballDrillText 0.5% -2.7% -2.6 88%
ChinaSpeed -2.3% -9.5% -8.4% 88%
SlideEditing -8.1% -9.2% -11.1% 99%
SlideShow -1.5% -4.6% -5.2% 95%

avg -2.8% -6.5% -6.8% 92%

Low delay P
Y U V Enc Time

BasketballDrillText -0.2% -4.2% -3.7% 89%
ChinaSpeed -2.3% -9.7% -8.3% 89%
SlideEditing -7.8% -9.1% -10.7% 99%
SlideShow -1.7% -3.4% -7.5% 96%

avg -2.9% -6.6% -7.6% 93%

표 7은 스크린 콘텐츠 클래스의 압축에서 제시된 부

호화 모델과 기존 모델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를 나타

낸다.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된 모델은 화면

간 부호화 환경에서 기존 모델의 복잡도 보다 오히려 

낮은 수 이면서 압축 성능 측면에서는 매우 큰 향상을 

가진다.  All_Intra 환경에서는 AMP가 화면간 부호화 

모드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제안모델의 복잡도가 크

게 상승한다. 하지만 압축 성능 한 가장 큰 향상을 보

인다. 부분의 응용들이 화면간 부호화 환경인 을 

감안하면 제안모델은 충분한 활용가치를 가진다. 이는 

스크린 콘텐츠 압축에서는 텍스트/그래픽 역의 특성

으로 인해 화면간 모드인 AMP 보다 화면내 모드인 

LMChroma와 TS가 화면간 부호화 환경에서도 최 모

드로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모델 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은 HEVC 고효율 압축 도구들에 해 스크린 

콘텐츠에서의 압축 효율성을 자연동 상에서의 압축과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스크린 콘텐츠의 

텍스트/그래픽 역이 가지는 자연 상과 구별되는 

표 인 특성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역 경계의 에지강도가 매우 강하며 샘  간 상

도가 등방성(isotropic) 함수로 모델링 될 수 없음

자연동 상과 구별되는 움직임 특성을 가짐

윤곽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기존의 화면내 부호

화와 같이 어느 한 방향으로의 측이 어려움

자연 상에 비해 비교  은 색상 개수를 가짐

기존 화면간  화면내 측으로 인한 잔여성분 

블록에는 크기가 큰 잔여성분들이 불규칙 으로 

분포 되어있음  

한, 스크린 콘텐츠 응용분야에서의 HEVC 용을 

한 최 의 부호화 모델을 제시하 으며, 실험결과를 

통해 제시된 부호화 모델이 스크린 콘텐츠 압축에서 기

존 모델 비 유사한 복잡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

는 것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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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HEVC 표 은 자연동 상의 압축 뿐 아니라 스

크린 콘텐츠의 압축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기

는 하지만 스크린 콘텐츠에 비해 자 동 상의 응용분

야가 범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연동 상 압축 

효율성 증 에 더 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스크

린 콘텐츠 응용 분야에서의 HEVC 용을 해서는 아

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이를 한 연구들

이 지속 으로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스크린 콘텐츠의 특성들을 기반

으로 스크린 콘텐츠 압축의 실시간 용에서는 텍스트/

그래픽 블록의 고속 결정  텍스트/그래픽 블록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HEVC 도구들에 한 고속 모드 

결정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질 수 있으며, 텍스트/그래

픽 블록의 압축 효율을 높이기 한 새로운 부호화 모

드의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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