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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복잡도 감소를 위한 고속 변환 크기 결정방법을 제안한다. HEVC는 변환

과정을 결정하는 TU(transform unit)를 정의하며, TU는 재귀적인 트리구조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하위블록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트리구조의 사용으로 TU는 4x4 ~ 32x32의 다양한 블록크기를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은 높은 부호화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호화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부호화 복잡도의 증가는 HEVC의 단점 중 하나이다. 제안 방법

은 마지막 0이 아닌 변환 계수의 위치를 기준으로 변환블록의 에너지 집중도를 판단하고, 에너지 집중도가 충분한 블록이면 하위 블

록으로 분할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TU의 분할 여부를 빠르게 결정한다. 실험결과에서 제안방법은

Random_access_Main 모드에 대해 0.7%의 BD-rate 증가로 18%의 부호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For the emerging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standard, a fast transform unit (TU) decision method is proposed. 
HEVC defines the TU representing a region sharing the same transformation, and it allows a residual block to be split into 
multiple TUs recursively to form a quadtree. By using the quadtree of TUs, HEVC supports various transform sizes from 4x4 to 
32x32. The various sizes of TUs can provide a good coding efficiency, whereas this may increase encoding complexity 
dramatically. In the assumption that a TU with highly compacted energy is unlikely to be split, the proposed method determines 
TU size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last non-zero transform coefficient.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reduced 18% encoding run time with the negligible coding loss of 0.7% BD-rate for the Random_access case.

Keyword : HEVC, Transform Unit, Early TU termination, Fast encoder

Ⅰ. 서 론

최근 디지털 방송기술과 디스플레이 기기 등의 발전으로

고해상도 비디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꾸준히 증

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영상 크기를 넘어선 4K ~ 8K 
급 초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 또
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Full HD 급 영상 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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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EVC의 CU, PU, TU 구조
Fig. 1. An example of HEVC block partitioning including coding unit, prediction unit, and transfrom unit

가능하며 기존의 30 프레임 재생율을 넘어선 60 프레임 이

상의 재생율이 요구 되고 있다. 초고해상도 비디오 콘텐츠

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비디오 콘텐츠에 비해 많게는 수

십 배에 달하는 데이터량을 갖게 된다. 이러한 초고해상도

비디오 콘텐츠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H.264/AVC[3]
의 압축 효율을 뛰어넘는 새로

운 비디오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 단체에서는 2010년 1월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을 설립하여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4]

에 대한 표준화를 지난 2013년 1월 완료하였다. 
HEVC에 대한 요구 사항

[5]
으로는 기존에 표준화 완료된

H.264/AVC 대비 뛰어난 압축 성능, 병렬처리, 부호화 복잡

도의 유동성 등이 있다. JCT-VC에서는 표준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11 (HEVC 
Test Model)[6]

을 제공하고 있다. HEVC는 기존의 H.264/ 
AVC에 비해 약 40%정도로 객관적 화질측면에서의 높은

부호화 효율 보이고 있다
[7]. 하지만 이러한 압축효율은 지

나치게 높은 복잡도를 필연적으로 갖게 되고 이것은 HEVC
의 주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HEVC 부호화기에서 이전

표준들에 비해 복잡도의 증가가 두드러진 부분은 CU 
(Coding Unit) 결정 과정이다. 기존 H.264/AVC에서는 기

본 부호화 블록이 16x16 매크로 블록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HEVC에서는 순차적인 트리구조에 의해 64x64 
크기에서 8x8 크기까지 각 크기별로 비용을 계산하고 비

용이 가장 적은 크기의 블록을 선택하여 부호화한다. 또
한 H.264/AVC의 4x4 혹은 8x8 크기의 변환블록과 달리 
HEVC는 각 크기의 CU에 따라 32x32 크기부터 4x4 크기

까지 순차적으로 TU의 비용을 계산하며 가장 적은 비용을

갖는 TU 크기를 선택하여 부호화 한다. 따라서 HEVC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 여러 크기의 블록으로 나눠질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지원은 높은 압축 효율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크기의 블록 조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적

의 블록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높은 계산 복잡도를 요구하

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상기에서 기술한 TU 크기 결정 과정에

서의 복잡도 감소이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는 HEVC의 부호화 블록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본

다. 다음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과 이를 뒷받침할 실험결

과와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며 4장에서는 제안방법의 성능

분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HEVC의 블록 분할 및 기존 고속화 방법

1. HEVC 기반 부호화 블록 결정 방법

HEVC의 주요 기술 중 하나는 계층적 재귀 구조를 갖는

코딩트리블록(coding tree block; CTB)이다. 과거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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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귀적 CU, PU, TU 결정과정
Fig. 2. A flowchart for HEVC CU, PU, and TU decisions 

부호화 표준인 H.264/AVC에서 기본블록 단위로 사용되었

던 16x16 고정 크기의 매크로블록 대신, HEVC는 계층적

트리 구조인 CTB를 통해 가변적 블록 크기인 코딩유닛

(coding unit; CU), 예측유닛(prediction unit; PU) 및 변환유

닛(transform unit; TU)을 정의한다
[8]. 그림 1과 같이 HEVC

는 쿼드트리(quard-tree) 구조를 사용하여 계층에 따라 재귀

적으로 CU를 더 작은 유닛으로 분할함으로써 8x8에서

64x64의 다양한 블록 크기를 지원한다. 최적의 CU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CU에서 각각의 PU 크기 및 TU 크기에

대해 가장 작은 비용을 갖는 블록 크기를 조사한다. 이때

PU는 대응하는 CU의 크기로부터 다양한 모양의 예측블록

으로 분할하여 비용조사를 하게 되며, TU는 대응하는 CU
의 크기로부터 CU 결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재귀적인 트리

구조로 분할을 하여 각각의 크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조사

한다. 따라서 HEVC의 부호화 과정은 하나의 CU를 조사하

는 과정에서 나올수 있는 모든크기의 PU와 TU를 조사하

게 되고, 영상의 특성에 따라 적응적인 블록크기 결정이 가

능하며, 기존 비디오코덱에서 사용할 수없었던 다양한형

태의 블록조합을 사용하여 영상을 압축할 수 있다.
임의 크기의 CU로부터 최적의 PU 크기 및 TU 크기 결

정 방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HEVC에서 CU는 다양한

크기의 PU로 분할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각 CU는 PU와

관계없이 쿼드 트리 구조의 TU로 분할될수 있다. 이때 최

적의 비용을 갖는 CU를 찾기 위해 순차적으로 가장 큰크

기인 LCU(large coding unit)부터 가장 작은 크기인 SCU 
(small coding unit)까지 재귀적인 쿼드트리 구조에 따라 비

용을 계산하게 되고, 각 CU 크기 별로 매번 PU의 여러 모

드에 대한 예측비용을 전부 계산하며, 최소크기의 CU인경

우에만 Intra NxN 모드를 수행하여 비용조사를 한다. 각
PU에 대한 비용 조사를 할 때,  PU별로 생성된잔차신호에

대해 TU의 비용조사 또한 수행한다. TU는 CU 구조와 마

찬가지로 재귀적인 쿼드트리 구조에 따라 4개의 하위블록

으로 재귀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모든 PU 
마다 TU 분할 방식을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하나의

CU로부터 대응하는 PU의 모드 및 크기에 따른잔차신호의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CU에서 각

각의 PU 모드에 따라잔차신호를 생성하고, 이잔차신호에

대해 TU 쿼드 트리의 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최적의 CU, 
PU, TU를 선택한다.
위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HEVC는 이전 표준인 H.264/ 

AVC의 고정된 크기인 매크로 블록으로 부호화 하는 경우

보다 더욱 효과적인 부호화가 가능하며 높은 부호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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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한다. 그러나 부호화 과정에서허용하는 CU 및 PU
의 조합 수가 매우증가하게 되고, 각 조합에 대하여 최적의

비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계산 복잡도가 과도하게 요구

된다. 또한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잔차신호의 특성적 변

화로 HEVC는 반복적인 쿼드트리 구조의 분할을 하며 TU
에 대한 비용 조사를 하게 되고, TU 결정 과정 또한 과도한

계산 복잡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CU, PU, TU 
결정과정에서 필연적인 복잡도 증가는 해결해야할 과제이

다.

2. HEVC 기반 기존 고속화 방법

상기와 같은 과도한 복잡도의 감소를 위해서, Chen[9]은
Bayesian decision rule을 이용한 고속 CU크기 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상위 CU 크기에서 하위 4개 CU 크
기의 분할에 대해 SATD(sum of absolute transformed dif-
ference)값으로 Bayesian decision rule을 적용하여 하위 블

록으로의 분할여부를 판별한다. Chen의 고속 CU 크기 결

정방법은 약 1.88%의 BD-rate 증가율로 약 40% 정도의 부

호화 복잡도 감소를 보인다. 또한 Choi[10]는 CU의 조사과

정을 조기 종료하는 방법(Early CU Setting; ECU)을 제안

하였다. 이 방법은 CU의 PU 조사 과정 중 최적 모드가

SKIP 모드로 결정이 되면 하위 블록으로의 분할을 강제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약 40% 정도의 부호화 복잡도 감소

를 보였고, 이는 HM에포함되었다. Yang[11]은 CU의 분할

과정을 조기 결정하는 방법(Early Skip Detection Setting; 
ESD)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Inter 2Nx2N 모드를 조사한

후 Coded Block Flag(CBF) 값이 0 이며 Motion vector dif-
ference (MVD)가 (0,0)값을 갖는경우다른형태의 PU들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분할하여 다음깊이의 CU조사과정을

이어간다. 여기서 CBF는 0이 아닌 잔차 신호의 존재 유무

를 알려주는 flag이며, MVD는 참조영상과 현재영상과의

움직임 정보에 대한 차이 값이다. HEVC 부호화 과정에서

예측과정을 수행하는 중에 잔차신호 없이 예측이 아주 잘

된경우 CBF의값은 0 이 되며, 움직임 정보가 참조영상과

같다면 MVD 또한 (0,0)의값을 갖는다. Yang은 이 방법으

로 기존 HM에 비해 약 30~ 40% 부호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이 방법 또한 HM에 포함되었다. Gweon[12]은
CBF의 값에 따른 고속 PU 결정 방법(CBF Fast Mode 
Setting; CFM)을 제안하였으며, Choi, Yang의 방법과 마찬

가지로 HM에 포함되었다. Gweon은 CBF의 값에 따라 현

재 비용조사 중인 PU에서 다른형태의 PU로 더 이상 비용

조사를 하지 않고 조기종료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이

고속화 방법은 CBF가 0인경우 더 이상의 가능한 PU들을

검색하지 않고 일찍 종료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부

호화 수행 시간을 기존 HM보다 약 40~50% 정도향상시켰

다. 상기에서언급된 고속화 방법은 주로 CU와 PU에 국한

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U의 결정과정 또한 높

은 복잡도를 요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hoi[13]는
잔차신호의 개수로 TU의 조사과정을 조기 종료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예측과정 이후변환과정에서 잔

차신호의 개수가 3개 이하이면 다음깊이의 TU조사과정을

조기 종료함으로써 부호화 복잡도를 약 30% 정도 감소시

켰다. 또한 Teng[14]은 상위깊이 TU와 하위 깊이 TU간의

RD-cost 값으로 TU의 조사과정을 조기 종료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 방법은 상위깊이 TU의 RD-cost값이 하위

깊이 TU들의 RD-cost값보다 작다면 TU의 조사과정을 조

기 종료한다. Teng은 이 방법으로 부호화 시간을 약 49% 
정도 감소시켰다. 본 논문의 목적은 TU의 결정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호화 복잡도의 감소이며, 이를 위해 Gweon의 방

법을 이용한다. Gweon의 방법에 기반하여, CBF가 0인 경
우, TU결정과정을 조기 종료시키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부호화 복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Gweon의 방법

을 그대로 적용한경우 CBF가 0인경우에만 TU 결정 과정

에서의 복잡도를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양

자화파라미터의값이 작다면 CBF의값이 0인경우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키는데 한계를 갖는 단점

이 있다. 또한 Choi가 제안한 잔차신호 수에 의한 고속화

방법은 영상의 저주파및 고주파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

은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weon의 고속 부호화 방법을 TU결정과

정에 직접 적용했을 때의 단점과 Choi가 제안한 잔차신호

수에 의한 고속화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서도 부호화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주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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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U의 쿼드트리 구조
Fig. 3. An example of HEVC TU quadtree

저주파신호의 특성에 따라 0이 아닌잔차신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도잔차신호의 변환 계수 분포에 따라 TU 결정을 조

기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임의 크
기 TU의 변환 계수가 고주파 성분 없이 저주파 성분만을

갖는 경우 이 블록은 비교적 잔차 신호의 변화량이 적고

에너지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블록은 분

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마지막 0이 아닌 변환 계

수의 위치를 기반으로 블록의 에너지 집중도를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TU 결정을 조기종료함으로써부호화 복잡

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Ⅲ. 부호화 복잡도 개선을 위한 고속 TU 
결정방법

1. LNZTC(last non-zero transformed coefficient) 
위치와 TU 분할 관계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U는 대응되는 CU 크기로

부터 쿼드트리 구조로 분할을 하며 최적의 TU 크기를 조사

한다. HEVC에서 TU의 최대 깊이는 3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림 3과 같이 TU는 대응 CU 크기로부터 깊이를 0부터

3 까지 증가하며 쿼드트리로 분할하여 각각의 TU에 대한

비용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깊이가 증가할수록

조사하는 TU의 숫자가 급격히 많아지며, 각 CU 및 이에

대응하는 PU에서 잔차신호를 검출한후 TU의 조사과정을

수행하므로 PU의 다양한형태 전부에 대해 그림 3의 과정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따라서 TU의 조사과정은

상당히 많은 계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계산 복잡도가 과

도하게 증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각 PU의잔차신호검출후최적의 TU

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복잡도 감소이다. 제안 방법의 기

본 아이디어는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TU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실험적 결과를 이용한다. 즉, 
각 PU에서잔차신호가 평활한 특성을 가지면 작은편차를

갖게 되고, 이 잔차신호들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경우

저주파 영역으로의 높은 에너지 집중도를 갖는다. 상기와

같은 높은 에너지 집중도의잔차신호를 갖는 TU는 더 이상

분할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에너지 집중도는 여러 가지 방

법으로 판별할 수 있으며 제안방법에서 잔차 블록의 에너

지 집중도를 마지막 0이 아닌 변환 계수(last non-zero co-
efficient ; LNZTC)의 위치로 판단한다. LNZTC의 위치는

간단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EVC의 엔트

로피 부호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LNZTC의 위치를

구하는 과정은 HEVC의 인코더에추가적인 연산을 부가하

지 않는다. 
제안 방법에서는 LNZTC를 얻기 위하여 HEVC의 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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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equence
TU가 분할되지 않을 확률

0 < T <= 5 6 < T <= 10 10 < T <= 30 T > 30

SteamLocomotive 90.17 74.16 54.54 32.58

Kimono 84.64 65.27 42.17 18.50

RaceHorsesC 82.87 60.57 37.71 15.31

BlowingBubbles 83.56 63.33 41.94 15.97

표 1. LNZTC의 위치에 따른 TU 분할 획률
Table 1. TU splitting probability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last non-zero transform coefficient

그림 4. HEVC 스캐닝 방식
Fig. 4. HEVC scanning orders for transform coefficients

닝 방식
[15]

을 사용한다. 다음 그림 4는 HEVC의 스캐닝 방

식이다. 
위 그림에서 Diagonal scan 방식은 Inter 모드로 예측했을

때 사용하는 스캐닝 방식이며 Horizontal Scan 및 Vertical 
Scan 방식은 Intra 모드로 예측했을 경우 추가로 사용되는

스캐닝방식이다(즉 Intra 모드는 세 가지 방식모두 사용한

다). 만일 임의의 변환 블록에서 LNZTC의 위치가 저주파

영역이라면 고주파 성분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이 블록은

비교적 평활한 영역이며 에너지 집중도가 높다고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현재 잔차블록의 에너지 집중도는 0이 아

닌 변환계수의 위치로부터알아낼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LNZTC의 위치와 블록 분할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분석

이다. 표 1은 모든 가능한 크기의 TU를 조사하고 최적의

TU를 결정하는 기존 HM을 이용하였을 때, LNZTC의 위

치에 따라 TU가 분할되지 않을 확률이다.
표 1에서 T는 양자화 과정 후 변환 블록에서 LNZTC의

위치이다. 표 1에서의 결과로 LNZTC의 위치가 그림 4의
저주파 영역에 위치할수록 TU가 분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것은 앞서 기술한 에너지 집중도가 높을수록 하

위 블록으로 분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

는 지표이다. 따라서 LNZTC의 위치에 따라 블록의 분할

여부를 미리 판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상
기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TU 결정을 조기 종료하여

부호화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2. 제안하는 고속 TU 결정방법
    

HEVC는 그림 2와 같이 순차적으로 여러 PU 형태들의

비용을 계산을 하고, 각 PU에서 잔차신호를 생성한 후 잔

차신호에 대한 최적의 TU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재귀적으

로 하위 4 블록으로 분할하며 TU에 대한 비용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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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고속 TU 결정방법의 흐름도
Fig. 5. A flowchart of the proposed fast TU decision

다
[16]. 이와 달리 제안 방법은 각 PU의 TU 결정 과정에서

LNZTC의 위치에 기반 하여 하위 깊이 TU의 비용조사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 만약 LNZTC의 위치가 저주파 영역

에 위치한다면 표 1에 근거하여 하위블록으로 분할하지 않

고 조기 종료함으로써 부호화 복잡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림 5는 제안하는 고속 TU 결정 방법의흐름도이다. 현

재 CU와 그에 대응하는 임의 PU를 이용하여 생성한 잔차

신호가입력으로 주어진다. 그림 3과 같이 TU 쿼드 트리의

루트(root)는 현재 CU의 크기이다. 따라서 첫 번째 TU 조
사를 위해서, 현재 CU와 동일한 크기의 TU를 이용하여 주

어진잔차신호를 변환한후 TU의 에너지 집중도를 다음식

(1)과 같이 조사한다.

 ≤ (1)

여기서 는 그림 4의 HEVC 스캐닝순서에 따

라 LNZTC의 위치를 나타내며,   는 TU 쿼드트리에서

의 i 번째 깊이 및 p 번째 TU를 지칭한다. 만약 식 (1)를
만족한다면(즉 LNZTC의 위치가 임계치 이하라면)   
를 분할하지 않고현재   의 크기로 TU를 조기에 결정

한다. 반대로,   의 LNZTC의 위치가 임계치보다 크다

면 TU 쿼드트리의 깊이를 1 증가시킨 후 하위 4개의 TU

(′)로 분할한다. 분할된 ′ 각각에 대해 상기

에서 기술한 동일한 방법을 이어서 적용한다. 이 과정은허

용하는 최소 크기의 TU가될때까지반복적으로 수행한다. 
HEVC에서 최소 크기의 TU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 된다.

max    × (2)

여기서  는 허용하는 TU의 최소 크기이다. 

이는 HEVC 구문(syntax)으로 지정 가능한 최대허용깊이

값 에서의 TU 크기와 HEVC 표준에서 허용하

는 변환 블록 크기인 4☓4 중큰값으로 결정된다. 만약 최

소 크기까지 TU가 분할되었음에도 조기 종료가 되지 않았

다면, 기존 방법과 같이 그동안 비용조사를 했던 모든 TU 
크기 중 가장 작은 비용을 갖는 TU 쿼드 트리 구조를 선택

하여 부호화한다. 이와 같은 고속 TU 결정 방법은 Intra 및
Inter 모드의 모든 PU 크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제안 방법은 식 (1)과 같이 미리 정의된 LNZTC의

위치에 대한 임계치에 의해 TU 분할을 조기에종료함으로

써복잡도를 감소시킨다. 그림 6은 다양한 임계치를 이용하

여 제안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BD-RATE의 증가율에 대

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6의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LNZTC
의 위치이며 가로축은 BD-RATE 증가율이다. 이 그래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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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 방법의 LNZTC의 위치에 따른 BD-rate 증가량
Fig. 6. BD-rate increase according to the threshold of the position of the last non-zero transform coefficient 

서 보이는 것처럼, LNZTC의 위치가 고주파영역에 위치할

수록 부호화손실을 나타내는 BD-RATE가 증가한다. 이러

한손실은 주로 TU 결정과정에서 율-왜곡최적화 관점에서

는 분할해야하지만 LNZTC의 위치가 임계치보다 적기 때

문에 강제적으로 분할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참고로

제안 방법은 LNZTC의 위치가 임계치보다큰경우, 강제로

분할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상기에서 기술한

것처럼, 하위 깊이로 분할된 TU(  ′)들의 율-왜곡

비용 합과 큰 블록 크기를 갖는 상위 깊이 TU(   )의

율-왜곡비용을 비교하여 분할을 결정하는 기존 방법을 따

른다. 따라서 그림 6에서의 부호화 손실이 율-왜곡 최적화

관점에서는 분할되지 않아야 하지만 LNZTC의 위치가 임

계치보다 작기 때문에 강제로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결국 부호화 손실은 율-왜곡 최적화 관점에서는 분할되

어야 하지만 LNZTC의 위치가 임계치보다 작기 때문에 강

제로 분할하지 않은 경우가 부호화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안 방법에서는 임계치의 값 선택이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LNZTC 적절한 화질보장과 높은 계산 복잡도

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여 적절한 LNZTC의 임계치를 계산한다.

 ×
×  (3)

식 (3)에서 T는 LNZTC의 위치에 대한 임계치이고, BDR
은 허용 가능한 BD-RATE 증가율이다. 과 는 그림 6

의 결과를토대로 임계치값과 BD-RATE의 관계를 지수함

수로 모델링했을 때 계수들이다. 그림 6의 실험 결과에 대

해 SSE(Sum of Square Error)가 가장 작도록 만들기 위한

과 의 값은 각 3.233과 1.12이다. 

본 논문에서는 LNZTC의 위치에 대한 임계치를 허용

BD-RATE 증가율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제안방법은식

(3)을 사용하여 BD-RATE 증가 허용 값에 적응적인 임계

치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질을손해 보더라도 많은

복잡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BD-RATE 증가율을 크

게 입력함으로써임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복잡도

보다는 화질이 우선적으로 높아야 할 경우에는 낮은

BD-rate 증가율을입력하여 작은 임계치 값으로 결정한다.

Ⅳ. 실험 및 성능 검증

실험에서 사용한 HEVC reference software 는 HM-7.0 
[17]버전이고, 부호화 모드는 Random_Access_main, Intr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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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 5

Sequences
Intra_main Low_delay_P Random_access

BDR(%) TS(%) BDR(%) TS(%) BDR(%) TS(%)

Class A

Traffic 0.5% 8% 0.3% 17% 0.5% 18%

PeopleOnStreet 0.4% 9% 0.6% 15% 0.6% 16%

Nebuta 0.0% 9% 0.2% 14% 0.2% 17%

SteamLocomotive 0.2% 6% 2.5% 15% 2.8% 16%

Class B

Kimono 0.2% 7% 0.7% 15% 1.0% 15%

ParkScene 0.2% 8% 0.9% 16% 0.5% 17%

Cactus 0.5% 8% 0.6% 18% 0.5% 18%

BasketballDrive 0.6% 7% 0.7% 15% 1.0% 16%

BQTerrace 0.5% 8% 0.5% 16% 0.5% 16%

Class C

BasketballDrill 0.7% 9% 0.7% 18% 0.4% 21%

BQmall 0.4% 9% 0.8% 17% 0.5% 20%

PartyScene 0.2% 12% 1.1% 18% 0.2% 20%

RaceHorsesC 0.3% 8% 1.0% 16% 0.9% 20%

Class D

BasketballPass 0.4% 12% 0.7% 15% 0.6% 16%

BlowingBubbles 0.2% 12% 1.4% 19% 0.3% 19%

RaceHorses 0.3% 8% 0.9% 15% 0.7% 19%

BQSquare 0.2% 12% 0.8% 18% 0.6% 21%

AVG 0.34% 9% 0.8% 16% 0.7% 18%

표 2. 제안방법의 부호화 효율 및 복잡도 감소 성능 실험 결과. 기준: HM 7.0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threshold of 5

main, Lowdelay_P_main이다(HM의 최신버전은 HM- 11.0 
이다. 그러나 TU 결정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어 연구를 시

작할 당시 최신 버전인 HM-7.0으로 실험하였다). 테스트

영상은 A, B, C, D Class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조건에

상기에서 설명한 HM에 포함된 고속화 방법(ESD, CFM, 
ECU)들을 전부 포함시켰다. 그 외 나머지 조건은 HEVC 
공통 실험조건

[18]
에 따랐다. 부호화 시간 변화량 TS(Time 

Saving)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S(%) =


×  (2)

     
여기서 는 HM-7.0 로 부호화했을 때 소요시간 이

고, 는 제안한 방법을 HM-7.0 에 적용하여 부호화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다.

표 2의 실험결과는 A, B, C, D 클래스 영상을 각각 All_ 
Intra, Random_access, Low_delay_P 모드로 부호화 했을

때, LNZTC의 위치가 0부터 5인경우하위 TU 로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고 현재 크기의 TU로 결정하여 부호화 하며, 
반대로 6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HM-7.0 방법에 따라 하

위 깊이로 분할된 TU(   ′)들의 율-왜곡 비용 합과

큰블록 크기를 갖는 상위깊이 TU(   )의 율-왜곡비용

을 비교하여 분할여부 결정하므로써 얻어진 결과이며, 표
2 에서 임계치 5는 식(1)의 BD-RATE 증가량과 임계치간

의 모델에서 BDR을 0.5로 설정했을 때 얻은 임계치이다. 
실험 결과 영상을 전부 Intra 모드로 부호화 한경우평균적

으로 약 0.3% 정도의 미미한 BD-RATE 증가가 있었으며, 
복잡도의 척도인 TS는 기존 HEVC 대비 약 9%가 감소하

였다. 마찬가지로 Low_delay_P 모드에서 제안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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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 10

Sequences
Intra_main Low_delay_P Random_access

BDR(%) TS(%) BDR(%) TS(%) BDR(%) TS(%)

Class A

Traffic 0.7% 11% 1.3% 23% 1.0% 27%
PeopleOnStreet 0.5% 9% 1.3% 22% 1.0% 25%

Nebuta 0.2% 9% 0.6% 21% 0.5% 24%
SteamLocomotive 0.3% 9% 3.5% 21% 3.2% 24%

Class B

Kimono 0.4% 9% 1.7% 20% 1.5% 23%
ParkScene 0.4% 11% 1.6% 23% 1.3% 26%

Cactus 0.5% 9% 1.4% 23% 1.4% 26%
BasketballDrive 0.7% 9% 2.1% 22% 1.9% 26%

BQTerrace 0.6% 10% 1.2% 22% 1.0% 25%

Class C

BasketballDrill 0.8% 11% 1.3% 24% 1.2% 26%
BQmall 0.5% 10% 1.5% 23% 1.2% 26%

PartyScene 0.4% 12% 1.6% 24% 1.5% 29%
RaceHorsesC 0.4% 11% 2.3% 23% 2.0% 25%

Class D

BasketballPass 0.5% 13% 1.6% 21% 1.2% 22%
BlowingBubbles 0.3% 13% 2.4% 23% 0.8% 26%

RaceHorses 0.4% 10% 2.0% 23% 1.4% 25%
BQSquare 0.4% 13% 1.9% 25% 1.2% 31%

AVG 0.5% 11% 1.7% 23% 1.4% 26%

표 3. 제안방법의 부호화 효율 및 복잡도 감소 성능 실험 결과. 기준: HM 7.0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threshold of 10

QP
Nebuta SteamLocomotive

전체 TU 중 LNZTC의 위치가 5 
이하인 TU 비율 [%] HM-7.0 [%]  

[%]
전체 TU 중 LNZTC의 위치가

5이하인 TU 비율 [%] HM-7.0 [%]  
[%]

22 12.30 12.10 0.20 76.42 74.47 1.95
27 36.66 36.45 0.21 88.92 85.66 3.26
32 63.90 63.58 0.32 93.93 90.17 3.76
37 82.01 80.30 1.71 96.77 92.64 4.13

표 4. 제안 방법이 적용된 비율(hitting ratio) 및 제안 방법의 오류 확률
Table 4. Hitting ratio of the proposed method and approximate probabilities for wrong decision

하였을 때 약 0.8% BD-rate 증가로 16% 정도의 복잡도 감

소를 얻을 수 있었으며, Random_access_main 모드로 부호

화 과정을 수행한 경우약 0.7%의 BD-rate 증가로 18% 정
도의 복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위 실험 결과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미비한 객관적 화질의 증가만으로 복잡도

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 표 3은 임계치를 10으로 실험

한 결과이며, 나머지 실험조건은 표 2와 같다.
위 표 3에서의 실험 결과, 영상을 ALL_Intra 모드로 부호

화 한 경우 평균적으로 약 0.5% 정도의 BD-RATE 증가가

있었으며,  TS는 기존 HEVC 대비 약 11%가 감소하였다. 
Low_delay_P 모드에서 제안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약 1.7% 
BD-rate 증가로 23% 정도의 복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었으

며, Random_access_main 모드로 부호화 과정을 수행한 경

우 약 1.4%의 BD-rate 증가로 26% 정도의 복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와 표 3의 결과는 상기에서 기술한

LNZTC의 위치가 고주파 영역일수록 BD-rate는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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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복잡도는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지표이며, 따라서

제안방법은 BD-rate의 증가와 복잡도 감소와의 관계를

LNZTC의 임계치로 결정하여,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복

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다.
표 4는 실험결과에서 가장 적은 BD-rate 증가율을 보

이고 있는 Nebuta 영상과 가장 많은 BD-rate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SteamLocomotive 영상에 대해 제안 방법이

올바른 TU 분할 결정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분석한 결

과이다. 
표 4에서 각 테스트 영상의 첫 번째 열은 부호화 과정

중 전체 TU 개수와 LNZTC의 위치가 5 이하인 TU 개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두 번째열은 전체 TU 개수와 LNZTC의
위치가 5 이하이고 율-왜곡최적화 관점에서 하위 블록으로

분할하지 않은 TU 개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표에서 

는앞서 설명한 두 비율의 차이이다. 제안 방법의경우하위

블록으로 분할 가능한 TU가 임계치 5 이하면 항상 분할시

키지 않았다.  따라서 는 LNZTC의 위치가 5 이하인 TU
임에도 율-왜곡 최적화 관점에서 TU 분할을 결정할 때 하

위 블록으로 분할된 TU의 비율을 근사적으로 나타낸다. 다

르게 표현하면 는 제안방법을 적용하여 부호화 했을 때

그릇된 결정을 한 비율을 의미한다. 표 4에서 비교적 잔차

신호가 많은 Nebuta 영상의 경우 그릇된 결정 비율이

SteamLocomotive 영상의 경우보다 작다. 이는 표 2에서

Nebuta 영상이 SteamLocomotive 영상보다 부호화 손실이

더 적다는 것과 일치하는 실험 결과이다.  표 3에서  값

으로부터 (100-) 계산을 통해 바른 결정 비율(hitting ra-
tio)을 얻을 수 있다.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안 방법

의 바른 결정 비율이 9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표 3의 결과는 제안 방법이 표 2와 같이 미비한 부호화

손실로 높은 복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다.  
또한 제안방법은 CBF가 0이 아닌경우에서도 복잡도 감

소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CBF에 의한 고속

부호화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하여도 높은 부호화 복잡도

감소율을 얻을 수 있었다. 추가로 다른 임계치 값에 대한

BD-rate 증가는 그림 6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TU의경우분할하

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실험 사실에 기반하여 마지막 0이
아닌 변환 계수의 위치에 따라 TU의 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HM-7.0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

Random_Access_Main 모드에서 0.7%의 미비한 객관적 부

호화 손실만으로 평균 18%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CBF 값으로 하위분할을 결정

하는 방법은 단순히 변환된 계수의 존재 유무만으로 하위

분할을 결정하는반면 본 논문은 양자화된 변환 계수의 저

주파 및 고주파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임계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 특성에 따라 TU의 하위분할을 결정짓

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양자화 파라미터 및 영상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임계치를 얻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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