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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부호화 속도 향상을 위한 최대 부호화깊이 및 참조영상 고속결정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 복잡도 감소와 속도향상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LCU(Largest Coding 
Unit)내 각 CU(Coding Unit)의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제한하며, 이때 공간적인 상관성을 기반으로 주변 LCU에서 사용된 최대 부호화 깊

이와 율-왜곡 비용을 이용한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각 CU의 다양한 PU(Prediction Unit) 중, 화면간 예측을 수행하는 PU에 대해서 참조

영상을 제한하며, 이때 상위 깊이 P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항상 최대 깊이까지 부호화를 수행하는 것을 적응적으

로 제한하고, 상당한 복잡도를 요구하는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는 PU의 참조영상 수를 제한함으로써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6.1 대비 약 1.2% 정도의 비트율이 증가하면서 약 39%의 복잡도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 decision method of maximum coding depth decision and reference frame selection in HEVC. 
To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encoding time of HEVC, two methods are proposed. In the first method, the maximum 
depth of each coding unit (CU) in a largest CU (LCU) is constrained by using the maximum coding depth used by adjacent 
LCU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patial correlation is very high and rate-distortion (R-D) cost. And we constrain the 
number of reference pictures for prediction unit (PU) performing motion estimation by using the motion information of the upper 
depth PU. The proposed methods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HEVC encoder by constraining the maximum coding 
depth and the reference frame. We could achieve about 39% computational complexity reduction with marginal bitrate increase of 
1.2% in the comparison with HM6.1 HEVC referenc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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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HD(High Definition) 및 UHD(Ultra High Definition)와
같은 고해상도/고화질 비디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최신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264/AVC[1][2]
보다 더

높은 부호화 효율을 제공하는 고성능 압축 부호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이러한 배경에 따라 현재 ISO/IEC

의 MPEG과 ITU-T VCEG의 공동협력팀인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에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라는 새로운 비디오 부호화 표준

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HEVC는 기존 H.264/AVC 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부호화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미 새로운 부호화 기술들의 채택으로 부호화 성능이 상당

히 증가하였다. 채택된 새로운 기술에는 계층적 부호화 구

조 및 변환블록 구조, Merge(움직임 정보 결합), AMVP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SAO(Sample 
Adaptive Offset) 등[4]

이 있다. 그리고 기존 H.264/AVC의
기술들을 수정/확장하여 부호화 성능을 높였지만 더불어

HEVC 부호화기/복호화기의 복잡도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HEVC 표준화에서는 압축 효율뿐만 아니라 부호화기/복호

화기의 연산 복잡도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HEVC의 복잡도를 줄이는 방안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HEVC는 새롭게 부호화단위(CU: Coding Unit) 개

념을 도입하여 부호화 효율이 최대가 되는 블록 크기를 기

본 부호화 단위로 사용하는 계층적 부호화 구조를 가진다
[5]. 이는 HEVC의 부호화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키지만, 다
양한 CU 크기와 각 CU에 해당하는 예측단위(PU: Pre-  
diction Unit)에 대해 모두 부호화를 수행하여 최적의 CU 
및 PU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부호화기의 복잡

도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최적의 CU를 결정하기 위한 부

호화기의 연산 복잡도가 평균 60% 이상으로 상당히 복잡

하다. 특히, 움직임이 적고 평탄한 영역에 해당하는 LCU의

경우 성능 증가 없이 복잡도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HEVC의 화면간 예측에서 움직임 예측(ME) 연

산의 복잡도는 새로운 부호화 툴들의 복잡도 증가로 기존

의 H.264/AVC에서 보다 전체 복잡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움직임 예측을 수행함에 있어 각

참조영상 리스트(listL0 및 listL1)에서 두 개 이상의 다중

참조영상 허용으로 참조영상을 선택하기 위한 복잡도는 여

전히 높다.
본 논문에서는 HEVC의 높은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은

각각의 LCU에 대해 최대 부호화 깊이(coding depth)를 결

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이

미 부호화된 주변 LCU에서 사용한 부호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부호화하는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제

한한다. 그리고 앞에서 결정된 최대 부호화 깊이로 LCU
를 부호화 할 때, n의 깊이를 가지는 CU의 최적의 율-왜
곡(R-D) 비용과 (n-1)의 깊이를 가지는 CU의 최적의 율-
왜곡 비용을 비교하여 현재 n의 깊이를 가지는 CU를

(n+1)의 깊이를 가지는 4개의 하위 CU로 나누어 부호화

를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적응적으로 최대 부호화 깊

이를 제한함으로써 최적의 CU를 결정하기 위한 연산 복

잡도를 줄인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CU와 상위 깊이 CU
사이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현재 CU의 움직임 예측 수행

시 참조영상의 후보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움직임 예측의

연산 복잡도를 줄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기술한

다. Ⅳ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험결과를 분

석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HEVC의 계층적 부호화 구조

HEVC는 부호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계층적 부호화 구

조를 가지며, 부호화의 기본단위인 CU는 128x128~8x8의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부호화에 사용된 최대 부호화단위(LCU)와 최소

부호화단위(SCU: Smallest CU)의 크기는 SPS(Sequence 
Parameter Set)의 log2_min_coding_block_size_minus3과
log2_diff_max_min_coding_block_size 구문 요소를 통해

시그널링한다. 현재 HEVC 공통실험조건에서 log2_min_ 
coding_block_size_minus3는 0이고 log2_diff_max_mi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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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CU의 계층적 부호화 구조
Fig. 1. Hierarchical coding structure of LCU

coding_block_size는 3으로 CU의 최대 크기는 64x64 
(LCU), 최소 크기는 8x8(SCU)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림 1
과 같은 부호화 구조를 가진다. 또한 CU는 깊이 정보를 가

지며 64x64 CU의 깊이는 0, 8x8 CU의 깊이는 3이 된다. 
하나의 LCU에 대해 최적의 CU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LCU에 대해 정의된 다양한 PU로 부호화를

수행한 후, 율-왜곡 기반 최적의 PU를 찾는다. 그리고 LCU
는 4개의 하위 CU로 나뉘며, SPS에서 정의된 최대 깊이까

지 즉, SCU까지 나뉘어 각각의 CU에서 정의된 다양한 PU
에 대해 부호화를 수행하고 각각 최적의 PU를 결정하는 재

귀적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4개의 SCU에 대해 최적의 PU
가 결정되면 4개 SCU의 총 비용과 이전 깊이를 가지는 CU
의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며, 위와 같

은 과정을 반복하여 마지막으로 1의 깊이에서 결정된 모든

최적의 CU들의 비용과 0의 깊이를 가지는 CU, 즉 LCU의

비용을 비교하여 그림 1과 같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LCU에

대한 최적의 CU가 선택된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CU는 그 크기마다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PU를 가질 수 있다. CU 크기가 SCU 보다

큰 경우를 예로 들면, 하나의 CU는 2Nx2N 크기에 대해 스

킵(skip) 모드를 수행하고 최대 7가지 PU 모양에 대해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며, 2Nx2N 크기에 대해 화면내 예측을 수

행하여 율-왜곡 기반 비용이 가장 작은 PU를 현재 CU의

최적의 PU로 결정한다.

2Nx2N CU
(Current CU > SCU)

Inter Mode PU

Intra Mode PU

SCU

Inter Mode PU

Intra Mode PU

Skip Mode PU Skip Mode PU

그림 2. 스킵, 화면내 예측, 화면간 예측을 위한 PU
Fig. 2. PU for skip, intra, inter prediction mode

위와 같이 HEVC에서는 하나의 LCU에서 SCU까지의

모든 CU에 대해서 최적의 PU를 찾고 율-왜곡 기반으로 최

적의 CU를 결정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그 만큼 상당한 복잡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정적이거나

평탄한 영역의 LCU인 경우 SPS에 정의된 모든 깊이에 대

해 부호화를 수행하여 최적의 CU를 결정하는 것은 부호화

의 성능 이득없이 복잡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다

양한 PU에 대해서 부호화를 수행하여 최적의 PU를 결정함

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복잡도도 수반된다. 특히 화면간 예측의 경우, 모든 예측방

향과 참조영상들에 대해 움직임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스킵

이나 화면내 예측 보다 상당히 복잡하며, 화면간 예측을 수

행하는 PU의 수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복잡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HEVC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

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고, 현재 HEVC의 참조 소프트웨어

인 HM에 채택되어있는 기술로 CU 부호화 조기 종료기법
[6]
과코딩트리 프루닝(pruning) 기반 CU 조기 종료 기법

[7]

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n의 깊이를 가지는 CU가 모든 PU
에 대해 차례로 부호화를 수행하면서 어느 PU의 휘도성분

과색차성분들의잔여신호가 존재하지않는 경우, 해당 CU
는 나머지 PU들에 대해서 부호화 하지않고 상기 CU를 현

재 CU의 최적의 PU로 결정하고 다음 4개의 하위 CU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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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됨으로써, 현재 n의 깊이를 가지는 CU 부호화는 조기 종

료된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n의 깊이를 가지는 CU의 모

든 PU에 대해 부호화를 수행하여 최적의 PU를 결정하고, 
이 때, CU의 최적의 PU가 스킵모드인 경우, 해당 CU는 더

이상 4개의 하위 CU로 분할되지않고 조기 종료된다. 상기

두 가지 방법 각각 약간의 성능 저하만으로 HEVC 부호화

기의 복잡도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CU부호화 조기 종료기

법
[6]
은 HM3.2에서 0.85%의 비트량 증가에 평균 58.8%의

복잡도 감소를, 코딩트리 프루닝기반 CU조기 종료기법
[7]

은 HM3.1에서 0.8%의 비트량 증가에 평균 42%의 복잡도

가 감소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방법들과 달리 주변 LCU의 부호화

깊이 정보와 깊이에 따른 CU의 비용을 이용하여 최대 부호

화 깊이를 제한하고 상위 깊이 C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

여 현재 PU의 움직임 예측에 사용되는 참조영상의 수를 제

한하여 부호화기의 연산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III. 고속 결정방법

본 논문에서는 HEVC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먼저 주변 LCU의 부호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제한하고, 다음

으로 각 깊이에서 최적의 CU 율-왜곡 비용을 이용하여 적

응적으로 부호화 깊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

째 방법에서는 상위 깊이 C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움직임 예측을 하는 PU의 참조영상을 제한하여 연산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1. 고속 최대 부호화깊이 결정 방법

본 제안 방법에서는 현재 LCU와 주변 LCU의 공간적 상

관성이 높음을 이용하여 현재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제한하며,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먼저 아래 그림

3과 같이 현재 LCU와 인접한 4개의 주변 LCU 부호화 정

보를 이용하여 현재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제한한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최대 부호화 깊이 예측을 위하여 4개
의 LCU가 모두 이미 부호화되어 부호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안 기법을 적용한다.
 

B_LCU C_LCU

A_LCU

D_LCU

Current LCU

그림 3. 현재 LCU와 인접한 4개의 LCU
Fig. 3. Current LCU and four neighboring LCUs 

현재 부호화하는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아래 식과 같다.

 minmax 
 max   
 logmaxmin

(1)

은 현재 LCU 부호화에 적용하기 위한 예측된 최대

부호화 깊이 값이고, max는 실험조건에서 설정된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값이다. 는 주변 LCU들로부터 예측

된 부호화 깊이 값으로 이는 주변 4개 LCU 각각의 실제

부호화에 적용된 최대 부호화 깊이 중 가장 큰값을취한다. 
log2_diff_max_min_coding_block_size는 부호화에 적용된

LCU 크기와 SCU 크기의 차이값으로, 결국 부호화에 적용

되는 최대 부호화 깊이를 나타낸다. 공통실험조건
[9]
으로 예

를 들면, log2_diff_max_min_coding_block_size의 값은 3
이므로 max의 값은 4이고 의 값은 3이 된다. 그러므로

주변 LCU 중 하나라도 1이상의 부호화 깊이로 부호화 되

었다면, 은 4로설정이 되어 현재 LCU는 기존처럼 0~3
의 부호화 깊이를 갖는다. 그리고 주변 4개의 LCU 모두 0
의 부호화 깊이로 부호화 되었다면, 즉, 모두 LCU 그 자체

로 부호화 되었다면, 은 3으로 설정이 되어 현재 L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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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과달리 0~2의 부호화 깊이를갖는다. 즉, 최대 부호

화 깊이가 모두 0이면, 주변 4개의 LCU는 평탄한 영역일

확률이 높고 현재 부호화하는 LCU도 평탄한 영역일 확률

이 높다. 따라서 이런경우, 현재 LCU는 SCU(8x8)에 대해

서 부호화를 수행하지않음으로써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감

소시킬 수 있다. 

XcompressCU[d=0]

d>0 && 
uppercost < α *currentcost

XcompressCU[d] XcompressCU[d] XcompressCU[d] XcompressCU[d]

Finish

d++

Y

N

Recursive call

d < dcur FinishN

Find best PU of the current CU

Uppercost = Double_Max (d=0 only)

currentcost = cost of the current CU

currentcost      uppercost

그림 4. CU 조기 종료 알고리즘
Fig. 4. Early termination algorithm of CU encoding

첫 번째 단계에서 현재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 가

결정되면 LCU는 부호화를 시작하는데앞에서유도된 최대

부호화 깊이까지 항상 실행하지않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림 4와 같은 절차에 의해 최대 부호화 깊이까지 실행하기

전에 현재 CU에 대한 부호화를 적응적으로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그림 4의 CU 조기 종료 알고리즘의 상세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xCompressCU( )는 깊이 d에서의 CU 
부호화 처리하는 함수로 그림 4의 나머지 모든 과정들을

포함한다. 먼저, uppercost는 상위 부호화 깊이 CU에서의

부호화 율-왜곡 비용을 나타내는데 LCU(d=0)에서는

Double_Max값으로 초기화 한다. currentcost는 현재 부호

화 깊이 d에서의 율-왜곡 비용으로 최적의 PU에서의 율-왜
곡 비용이다. 먼저 LCU(d=0)를 시작으로 부호화를 시작하

여 0의 깊이를 가지는 LCU에 대해서는 기존의 HEVC 방

법대로 최적의 PU를 결정하고 현재 CU의 율-왜곡 비용

(currentcost)을 저장한뒤, 다음 4개의 하위 CU를 호출하여

부호화를 시작한다. 
0보다 큰 깊이를 가지는 CU에 대한 최적의 PU가 정해지

고 율-왜곡 비용(currentcost)이 정해지면 이전 깊이 CU에

서 정해진 최적의 율-왜곡 비용(uppercost)과 비교를 한다. 
만약 현재 CU의 율-왜곡 비용의 α(0~4)배에 해당하는값이

이전 깊이 CU의 율-왜곡 비용보다 크면 현재 CU는 더 이

상 4개의 하위 CU로 나누어 지지 않고 종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의 방법대로 다음 4개의 하위 CU로 분리되

어 부호화를 진행한다. α는 현재 CU의 율-왜곡 비용에 대

한 가중치이다. 이 때, 다음 부호화 깊이 d가 예측 부호화

깊이 와 같거나 크면 하위 CU 부호화를 진행하지않고

조기 종료하게 된다. 
결국, 제안한 알고리즘은 n의 깊이를 가지는 4개 CU의

총 비용 대신에 1개 CU의 비용에 4배 이하의 가중치를 주

어 이전 CU의 비용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CU가 4개의 하위

CU로 분리되는 것이 부호화 효율 측면에서 더 좋은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 복잡도 측면에서 더좋

은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적응적으로 CU 부호화 깊이를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부호

화기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고속 참조영상 선택 방법

본 제안 방법에서는 상위 깊이 CU와 현재 CU 사이의

움직임 정보의 상관성이 높음을 이용하여 상위 깊이 C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는 PU
의 참조영상 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깊

이가 (n+1)인 4개의 CU는 깊이가 n인 CU의 PU를 확인하여

공간적으로 겹치는 위치에 있는 P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

한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깊이가 n인 CU의 PU가 2NxN
일 때, 깊이가 (n+1)인 4개의 CU 중에 0, 1의색인값을 가

지는 CU는 깊이가 n인 CU의 첫 번째 PU(top 2NxN)의 움

직임 정보를 이용하고 2, 3의 색인 값을 가지는 CU는 두

번째 PU(bottom 2NxN)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다. 
그리고 깊이가 0인 CU의 움직임 정보를 그 아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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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의 CU에서 사용하면 정확성이 낮아져서 성능이 떨어

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깊이 d가 1, 3인 CU에

대해서만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즉, 깊이가 0, 2인 CU 
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참조영상 후보에 대해서 움직

임 예측을 수행하고 깊이가 1인 4개의 CU는 깊이가 0인
C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며, 깊이가 3인 4개의 CU는 깊

이가 2인 C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은 복잡도를 줄이면서 확률적으로좀더 신뢰성 있는 움직

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참조영상의 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0 1

2 3

0 1

2 3

2NxN

Nx2N

Depth : n Depth : n+1

그림 5. 상위 CU의 PU와 4개의 하위 CU의 매핑
Fig. 5. Mapping between PUs of upper CU and four PUs of lower 
CU 

참조영상의 후보의 수를 제한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먼저 상위 깊이 CU의 PU모드 정보를 확인하여 화면

간(Inter) 예측 모드 이고 Merge 모드가 아닌경우, 즉 움직

임 예측을 수행한 경우, 상위 깊이 PU의 움직임 예측 방향

과 참조영상을 확인하고, 현재 부호화 하고자 하는 PU가

상위 깊이 PU에서 결정된 움직임 예측 방향에 대해 움직임

예측 수행 시, 그 예측 방향에 대한 참조영상 후보들 중 상

위 깊이 PU에서 사용한 참조영상에 대해서만 움직임 예측

을 행한다. 하지만 현재 PU가 상위 깊이 PU에서 선택된

예측 방향과 다른방향에 대해 움직임 예측 수행 시, 그 방

향에서 허용되는 모든 참조영상에 대해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위 깊이 CU의 PU 모드가 화면간 예측의

Merge 모드이거나 Skip 모드 인 경우, Merge의 후보로 사

용된 블록을 확인하고 그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위의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수행한다. 만약 상위 깊이 PU가

양방향(Bi-directional) 예측인 경우, 현재 PU는 L0/L1 방향

에 대한 움직임 예측 시, 상위 깊이 PU의 각 방향(L0/L1)에
서 사용된 참조영상에 대해서만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위 깊이 CU의 PU 모드가 화면내(Intra) 예측 모

드이거나 움직임 예측 방향이 L0/L0 혹은 L1/L1 예측인 경

우, 현재 PU는 각 움직임 예측 방향에 허용되는 모든 참조

영상에 대해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참조영상

을 제한함으로써 높은 복잡도를 필요로 하는 움직임 예측

의 복잡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Get motion information of 
Upper depth CU 

Mode Inter?

L0 참조영상 확인 L1 참조영상 확인

- L0 예측시 상위

참조영상만 ME
- L1 예측시  모든

참조영상 ME 

- L0 예측시  모든

참조영상 ME
- L1 예측시 상위

참조영상만 ME 

L0, L1예측시, 모든

참조영상 ME

Merge? 

Bi-directional ?

L0, L1 참조영상 확인

- L0 예측시 상위

참조영상만 ME
- L1 예측시  상위

참조영상만 ME

N

L1

Bi

YL0/L0, L1/L1

Examine the merge_idx 

Mode_Skip? 

N

N

Y

YY

L0 or L1

L0

N

그림 6. 고속 참조영상 선택 알고리즘
Fig. 6. Fast algorithm of reference picture selection

IV. 실험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HEVC의 참조 소프트웨어 HM6.1 
rc1[8]에 구현하였으며, 표준화 과정의 실험을 위한 공통 실

험조건[9]을 참조하여 각 영상별로 150 프레임씩실험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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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실험환경은 임의접근(RA: Random Access)과
저지연B(LB: Low delay B)의 메인 프로파일에 대해서 실

험을 하였고, QP는 22, 27, 32, 37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대 부호화 깊이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 α는

실험을 통하여 2.8로 설정하였다.
부호화 시간 변화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THM은 HM6.1rc1으로 부호화했을 때, 전체 부호

화 소요시간이고, TProp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HM6.1rc1
에 적용하였을 때 전체 부호화 시간을 나타낸다. 

∆ 
Pr

× (2)

부호화 성능은 y,u,v에 대한 BD-Rate을 사용하였다. 표
1은 표준화에 사용되는 테스트 시퀀스이며, 그 중 A~E 클
래스에 대해서 임의접근과 저지연B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클래스들을 각각 사용하였다. 표 2와 표 3은 각각

RA-Main 와 LB-Main 부호화 구조를 사용하였을 때의 부

호화 및 복잡도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Class Resolution Sequence name Frame rate

A 2560x1600

Traffic 30fps
PeopleOnStreet 30fps

Nebuta 60fps
StreamLocomotive 60fps

B 1920x1080

Kimono 24fps
ParkScene 24fps

Cactus 50fps
BQTerrace 60fps

BasketballDrive 50fps

C 832x480

RaceHorses 30fps
BQMall 60fps

PartyScene 50fps
BasketballDrill 50fps

D 416x240

RaceHorses 30fps
BQSquare 60fps

BlowingBubbles 50fps
BasketballPass 50fps

E 720p
FourPeople 60fps

Johnny 60fps
KristenAndSara 60fps

표 1. 테스트 시퀀스
Table 1. Test sequences 

표 2의 결과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RA-Main 부호화 구

조에서 HM 대비 1.2%의 비트율 증가와 함께, 부호화 시간

이 HM의 약 61%이므로 약 39%의 복잡도 감소를 보인다. 
A, B 클래스 즉, 고해상도를 가지는테스트 시퀀스에서 더

많은 복잡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표 3의 LB-Main 부호화

구조 경우에는 1.0%의 비트율 증가로 약 30%의 복잡도 감

소를 보인다. 특히, E 클래스의 경우에는 적은 비트율 증가

로 상당한 복잡도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평

탄한 영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퀀스에서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제한하는 알고리즘이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Random Access Main

Y U V ∆T

Class   A 1.3% 1.4% 1.5% 60%

Class   B 1.1% 1.2% 1.2% 54%

Class   C 1.2% 1.3% 1.0% 64%

Class   D 1.1% 0.5% 1.2% 68%

Class   E     

Overall 1.2% 1.1% 1.2% 61%

표 2. RA-Main 구조에서 제안 방법의 BD-rate과 시간 감소율
Table 2. BD-rate and time reduction ratio of the proposed method 
in RA-Main

 
Low delay B Main

Y U V ∆T

Class   A     

Class   B 1.1% 0.7% 0.7% 70%

Class   C 0.9% 1.3% 1.1% 72%

Class   D 1.2% 0.8% 1.4% 75%

Class   E 0.6% 0.4% 0.2% 65%

Overall 1.0% 0.8% 0.9% 70%

표 3. LB-Main 구조에서 제안 방법의 BD-rate과 시간 감소율
Table 3. BD-rate and time reduction ratio of the proposed method 
in LB-Main

 
또한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제한하는 알고리즘에 적용된

α의 값을 크게 할수록 부호화 효율은 떨어지지만 더 많은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표 2, 표 3을 통해, RA 
구조에 비해 LB 구조에서 더 적은 복잡도 감소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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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참조영상을 제한하는 알고리즘과 연관이 있다. 즉, 
RA 구조의 경우, L0와 L1 예측방향 모두에 대해서 참조영

상을 제한할 수 있지만, LB 구조의 경우, L0 예측방향만

존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이 RA 구조에 비

해 적기 때문이다.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은 비

디오 부호화기의 부호화 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키며, 이는

다른 고속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LCU의 부호화에 있어 공간적인 상관성을 이

용하여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

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주변 LCU의 부호화 깊이 정보

와 율-왜곡 비용을 이용하여 현재 부호화하는 LCU의 최대

부호화 깊이를 적응적으로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CU의 최적의 PU를 구할 때, 수행

하는 움직임 예측에서 상위 깊이 CU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

하여 현재 PU의 참조영상을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였으나 각

각독립적으로 고속 부호화에 사용될수 있다. 제안하는 방

법은 HM6.1rc1과 비교 실험한 결과 RA-Main 부호화 구조

에서심각한 화질열화 없이 약 39%의 부호화 시간을 감소

시킬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공간적인 상관성에 기반하여 부호화 깊이

와 참조영상을 제안한 기법으로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진

행할 계획이며 다른 고속 알고리즘과도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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