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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부호화 속도 향상을 위하여 주변 CU들의 정보를 활용한 고속 병합모드 결
정 방법을 제안한다. 표준화가 완료된 HEVC에서는 병합 후보 리스트(Merge Candidate List)에서 생성되는 동일한 후보 모드를 가진
다. 2N×2N에 대하여 병합 모드와 병합 SKIP 모드(Merge SKIP mode)가 후보들을 공유하며 모드 검색을 수행한다. 이러한 병합과정
은 후보 모드만큼 수행 후 병합 SKIP 모드 또한 필요에 따라 후보만큼 수행하는 검색과정은 반복 연산으로 복잡도를 가중시키고 있
다. 이러한 부호화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에서는 이미 부호화된 시공간적 주변 블록들 및 상위 부호화 깊이 블록의
병합 (Merge)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부호화 블록의 모드를 조기에 결정한다. 주변 블록 정보가 모두 병합 SKIP 모드일 경우 조기에
병합 SKIP 모드만을 검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병합 과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HEVC의 부호화 시간보다 21.25%가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화질 열화는 매우 적음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early termination algorithm for merge process is proposed to reduc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in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encoder. In the HEVC, the same candidate modes from merge candidate list (MCL) are shared 
to predict a merge or merge SKIP mode. This search process is performed by the number of the obtained candidates for the both 
of the merge and SKIP modes. This may cause some redundant search operations. To reduce this redundant search operation, we 
employ the neighboring blocks which have been encoded in prior, to check on the contextual information. In this study, the 
spatial, temporal and depth neighboring blocks have been considered to compute a correlation information. With this correlation 
information, an early termination algorithm for merge process is suggested. When all modes of neighboring blocks are SKIP 
modes, then the merge process performs only SKIP mode. Otherwise, usual merge process of HEVC is performed Through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a time-saving factor of about 21.25% on average with small loss of BD-rate, 
when comparing to the original HM 10.0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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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High Definition (HD) 및 Ultra High Definition 
(UHD) 해상도 (최소 3840×2160 ~ 최대 7680×4320)를 가

지는 고화질 및 고해상도의 비디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고, 그에 따라 사용자들도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에 익숙해

지고 있다. 화질과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비디오 부호화 기술인 H.264/AVC[1]
보다 부호화

효율을 두 배 이상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ISO/IEC의 MPEG
과 ITU-T VCEG의 협력팀인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JCT-VC)가 결성되었고, HEVC라는 새로운

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표준화가 완료 되었다
[2]. 

HEVC 표준 기술에서는 계층적 부호화 구조 및 변환블

록 구조, AMVP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Merge (움직임 정보 병합), Sample Adaptive Offset (SAO) 
등 비디오 코덱 전반에 걸쳐 새로운 부호화 도구들이 제안

되었다
[3]~[7]. 또한 새로운 부호화 단위 (Coding Unit: CU) 

개념을 도입하여 부호화 효율이 최대가 되는 블록 크기를

기본 부호화 단위로 사용하는 계층적 부호화 구조를 가진

다. 이러한 부호화 구조 도입으로 인하여 H.264/AVC보다

부호화 효율이 증가하였지만, 다양한 부호화 단위블록의

크기와 각 부호화 단위에 해당하는 예측단위 (Prediction 
Unit: PU)의 크기, 모드의 개수, 주변 블록을 이용한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방법 등에 의한 부호화 단위 결정과정의

연산 복잡도가 평균 60% 이상 증가하였다
[8]. 

H.264/AVC는 4×4, 8×8, 16×16 크기의 예측 단위를 사

용하고 최대 9가지의 모드를 제공하였지만, 표준화가 완료

된 HEVC 부호화기술인 화면 내 부호화에는 32×32에서 최

소 4×4 크기의 예측 단위를 사용하고 35개의 모드를 제공

한다. 또한, HEVC에서의 화면 간 예측에서 움직임 예측 과

정의 복잡도는 새로이 추가된 알고리즘들로 인하여 기존의

H.264/AVC보다 전체 복잡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

만 여전히 움직임 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산 복잡도는

여전히 높다.
기존의 방법들 중에서 부호화 연산을 줄이기 위하여 부

호화 단위를 조기에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9]. 제

안된 알고리즘은 현재 부호화 모드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

으로서, 현재 최적의 예측 부호화 모드가 SKIP 모드로 선택

되어 졌을 때, 현재 부호화 단위에서 더 이상 분할되지 않고

최적의 모드로 SKIP 모드를 선택하는 기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기에 SKIP 모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며, 
제안된 방법은 H.264/AVC에서의 SKIP 모드 결정방법과

비슷하다
[11]~[13]. SKIP 조건으로 화면 간 2N×2N 모드의 움

직임 벡터의 차이 (DMV) 및 코드 블록 플래그 (Coded 
Block Flag: CBF)를 활용 하였다. 첫 번째 조건으로 움직임

벡터의 차이는 (0,0)으로 설정 하였다. CBF는 휘도와 채도

에 0으로 설정되는 경우, 최적의 예측 단위 모드는 SKIP 
모드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모드는 최적의 예측 단위

모드를 찾을 때까지 수행 된다. 이 알고리즘은 JCT-VC의
7차 회의에서 채택된 방법이다

[10].
현재 HM 인코더는 부호화 과정 중 병합모드 검색과정에

서 부호화하려는 현재 블록에 대해서 이미 부호화된 주변

의 예측 블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화면 간 예측 시

2N×2N에 대하여 병합 모드와 병합 SKIP 모드를 생성된

후보 목록의 수만큼 모드검색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이 때 이미 부호화된 이웃한 블록들이 병합 SKIP 모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병합 SKIP 모드를 갖는

부호화 단위는 병합 SKIP 모드로 결정이 되므로, 병합에

대한 불필요한 연산을 하지 않고, 조기에 병합 SKIP 모드를

판단하여 적은 복잡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부호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HEVC에서

의 기존의 계층적 부호화 방법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제

안하는 조기 병합 SKIP 모드 결정의 방법을 설명하며, 제4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Ⅱ. HEVC의 계층적 부호화 방법

1. HEVC의 부호화 트리 단위 분할 방법

HEVC에서 영상은 겹치지 않는 부호화 트리 단위

(Coding Tree Unit: CTU)의 연속된 형태로 분할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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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264/AVC와 HEVC의 분할 구조 비교
Fig. 1. Block partition structures of H.264/AVC and HEVC standards

그림 2. 부호화 트리 단위로 부호화 단위 (Coding unit)를 분할하는 방법
Fig. 2. Splitting scheme of coding tree unit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호화 트리 단위는 기존의 비디오

부호화 기술인 H.264/AVC에서 기본이 되는 매크로블록

(Macroblock)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16×16의 고정된 크

기를 가지는 매크로블록과는 달리 부호화 트리 단위는

Sequence Parameter Set (SPS)에 정의된 값에 따라 크기를

가변적으로 설정 할 수 있다. HEVC에서는 부호화 트리 단

위의 크기를 공통실험 조건에 따라 64×64로 설정하여 영상

을 분할하며, 필요에 따라 더 작은 크기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구조이다. 
HEVC에서의 부호화 단위는 쿼드트리 (Quad tree) 형태

로 분할되며 분할 정보 (Split flag)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

정된다
[14]. 그림 2와 같이 HEVC에서는 부호화 트리 단위로

순차적으로 분할한 후, 부호화 트리 단위로 분할구조를 결

정한다. 부호화 단위 분할구조는 부호화 트리 단위 내에서

영상을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부호화 단위의 분포를

의미하는데, 이 분포는 각각의 부호화 단위를 크기가 정사

각형의 절반 씩 감소한 4개의 부호화 단위 로 분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할된 부호화 단위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4개의 부호화 단위로나누어 질 수 있다. 부호화 단위의 분

할은 미리 정의되어져있는 깊이 까지 분할 수 있으며, 기본

이 되는 부호화 트리 단위의 깊이는 0이고, 최소 부호화 단

위 (Smallest Coding Unit: SCU)의 깊이는 최소 깊이인 3이
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최소 깊이가 0인 부호화 트리 단

위의 크기가 64×64 이고, 최대 깊이가 3인 최소 부호화 단

위의 크기가 8×8 이 된다. 64×64 부호화 트리 단위는 깊이

‘0’으로 32×32 부호화 단위는 깊이 ‘1’로 16×16 부호화 단

위는 깊이 ‘2’로 8×8 부호화 단위 (SCU)는 깊이 ‘3’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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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앞에서언급한 것과 같이특정 부호화 단위를 분할

할지에 대한 정보는 1비트 정보인 분할 정보 (Split flag)를
통해 표현한다. 이 분할 정보는 최소 부호화 단위를 제외한

모든 부호화 단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깊이의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 정보에 ‘0’ 을저장하

고, 분할할 경우에는 ‘1’ 을 저장한다.
            
2. 병합 과정 (Merge process) 검색 기법

HEVC에서 화면 간 예측 시 AMVP와 병합 기법을 이용

하여 움직임 정보를 부호화하고 있다. 병합 과정은 AMVP
가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에

서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선택하는 기법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블록의 움직임 정보 (움직임 벡터, 참조 영상 인덱스)
를 주변 블록과 모두 동일하게만든다는 점에서약간의 차

이가 있다.
병합 모드가 선택된 블록은 병합 플래그를 ‘1’로 설정하

고, 어느위치의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사용하였는지 표시

하는 병합 인덱스를 부호화한다. 병합 과정을 수행하기 위

해서 병합 후보 리스트 (Merge Candidate List: MCL)를먼
저 구성해야 한다. 
그림 3은 병합 후보 리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시공간상에서 후보를 구한 후 B 슬라이스에

그림 3. 병합 후보 리스트를 구성하는 방법
Fig. 3. Process for making a merge candidate list

서의 양방향 예측 후보자와 결합을 하여 마지막으로 병합

후보 (Merge candidate)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 된 후보

는 병합 모드검색 수행 시 사용하게 된다. 
병합의 경우 예측단위 모드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호화와

병합모드의 율-왜곡 비용을 비교하여 병합의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쿼드트리 구조인 HEVC의 블록들은 H.264/ 
AVC보다 더욱 세분화 되었다. 병합모드로 결정되어질 경

우 이러한 세분화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다. 병합 SKIP 
모드는 HEVC의 2N×2N 예측단위에서 발생하게 되며, 
H.264/AVC의 SKIP 모드와 매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개념으로 2N×2N에서는 병합 플래그와 SKIP 플
래그를 가질 수 있으며, 플래그를 통하여 부호화기가 복호

화기에 모드결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병합의 경우 예측단위 모드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호화

와 병합모드의 율-왜곡 비용을 비교하여 병합의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쿼드트리 구조인 HEVC의 블록들은 H.264/ 
AVC보다 더욱 세분화 되었다. 병합모드로 결정되어질 경

우 이러한 세분화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다. 병합 SKIP 
모드는 HEVC의 2N×2N 예측단위에서 발생하게 되며, 
H.264/AVC의 SKIP 모드와 매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개념으로 2N×2N에서는 병합 플래그와 SKIP 플
래그를 가질 수 있으며, 플래그를 통하여 부호화기가 복호

화기에 모드결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Ⅲ. 제안하는 조기 병합 (Merge) SKIP 모드
결정 방법

화면 간 예측 시 병합모드 검색을 수행 할 때 후보 모드들

의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부호화 모드를 찾게 된다. 
2N×2N에 대하여 병합을 수행 할 때 병합 SKIP 모드

(Merge SKIP mode) 검색도 같이 수행된다. 이때, 병합과

병합 SKIP 모드는 같은 후보 모드를 공유하며 사용한다. 
병합과 병합 SKIP 모드를 검색 할 때 후보 모드를 사용하

게 되는데 처음에 병합을 5번을 수행 후, SKIP 모드 또한

5번을 수행된다. 이는 2N×2N의 병합과정에 해당된다. 화
면 간 예측에서 병합을 수행하지만, 병합 SKIP 모드검색은

2N×2N에서만 수행을 하게된다. 표 1은 2N×2N이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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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Traffic 85.7% Kimono 82.1% Basketball Drill 86.3% Basketball Pass 86.5%
PeopleOn

Street 87.3% ParkScene 76.4% BQMall 89.6% BQSquare 78.7%

Nebuta 92.1% Cactus 82.3% PartyScene 77.8% Blowing Bubbles 81.2%

SteamLocomotive 91.2% Basketball Drive 73.7% RaceHorses 79.1% RaceHorses 74.8%

- BQTerrace 80.9% - -

평 균 89% 평 균 79% 평 균 83.2% 평 균 80.3%

표 1. 2N×2N PU 선택 확률
Table 1. Probability of 2N×2N PU as the best mode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Traffic 25.3% Kimono 76.3% Basketball Drill 52.2% Basketball Pass 53.1%

PeopleOn Street 53.8% ParkScene 58.7% BQMall 58.9% BQSquare 64.4%

Nebuta 67.1% Cactus 60.9% PartyScene 46.2% Blowing Bubbles 53.7%

SteamLocomotive 70.8% Basketball Drive 39.4% RaceHorses 34.8% RaceHorses 45.5%

- BQTerrace 50.5% - -

평 균 54.3% 평 균 57.2% 평 균 48% 평 균 54.2%

표 2. 선택된 2N×2N PU 중 병합 SKIP 모드 선택 확률
Table 2. Probability of Merge SKIP among the selected 2N×2N PU as the best mode

PU로 결정되는 확률을 나타낸다. 대부분 영상에서 2N×2N
이 결정되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환

경은 각 Class A부터 Class D까지 영상을 모두 사용하였고, 
프레임 수는 50프레임을 사용하였다. 계산된 값은 QP의 값

을 22, 27, 32, 37로 설정하여 4개의 평균을나타낸것이다.
표 1의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91.2%에서 적

게는 73.7%를나타내며, 평균 82%의 높은 선택 확률을나

타낸다. 이러한 확률을 바탕으로 2N×2N PU에 대하여 병합

과정을 수행하므로, 병합과정을 고속화한다면 부호화 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 2는 선택된 2N×2N PU들 중 병합과정에서 병합

SKIP 모드가 선택되는 확률을나타낸것이다. 평균 48%이

상의 선택 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 평균 57%까지발생

하는 것을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점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는 2N×2N 모드에 대하여 발생하는 병합 SKIP 모드를

적절히 예측 가능하다면 부호화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

음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부호화 시간을 줄이고자, 주변의 블록들

의 병합모드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조기에 병합

SKIP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4는 하나의

프레임에서 부호화 하려는 작은 크기 블록(C)의 인접한 주

변블록으로 공간적 상관성을 가지는 CU1, CU2, CU3(오른

편-상단, 상단, 오른편) 과 현재 프레임에서의 이전 프레임

과 이후 프레임에서 C와 같은 위치의 시간적 상관성을 가

지는 CU4, CU5 그리고 HEVC의특징중 하나인 깊이레벨

에 따른 깊이 상관성을 가지는 CU6, CU7의 모드의 병합

모드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4. 현재 부호화 단위의 블록과 인접한 부호화 단위 블록의 상관성
Fig. 4. Co-relation between the current CU and neighboring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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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를 통하여 살펴보면 현재 부호화 하려는 블록의

주변 블록은 이미 부호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CU1~CU7 
은 현재 부호화 하려는 블록에 대한 주변 블록들을 나타내

고 있다. 각각의 부호화 단위들은 2N×2N에서발생되는 플

래그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블록을 나타내는 C는
2N×2N에서 발생 되어진 플래그를 확인 후 병합과 병합

SKIP 모드를 결정하게 된다.
비디오 부호화 시 주변 블록과 현재 부호화 하려는 블록

은 공간적, 시간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 블록이 가

지는 최적의 블록 모드가 현재 블록의 최적의 블록 모드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그림 5는 정의한 이웃블록의 병합 정보를 이용하여 제안

된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첫 단계는 그림 4에서 정의한

이웃한 CU1~CU7까지의 부호화된 블록들의 인덱스(Index)
를 설정한다. N_CU_Idx에서 N은 이웃한 CU1~CU7까지

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는 CU1~CU7
까지의 부호화된 이웃의 블록들 중에 병합의 정보를 가지

고 있는 블록들을저장 한다. 부호화가 완료된 이웃한 블록

그림 5. 제안하는 조기 병합 SKIP 모드 검색의 순서도
Fig. 5. Procedure of the proposed early merge SKIP detection

들 중 2N×2N 크기의 블록에 대하여 최적 모드가 병합

SKIP 모드인 경우 병합 플래그 (Merge flag)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합에 대한 불필요한 연산을 하지 않고, 조기

에 병합 SKIP 모드를 결정하여 부호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 조건문에서 M은 N_CU_Idx[0~6]가 모두

SKIP 플래그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나타낸다.
  만약이웃된 모든 블록들 중 하나라도 병합 SKIP 모드

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병합 SKIP 모드로 결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본래의 수행 과정대로 병합 모드를

수행 후 병합 SKIP 모드를 수행한다. 병합 모드를 수행할

때, CBF가 '0'일 시 병합 모드를 수행을 종료하고 병합

SKIP 모드로 전환이 되어 부호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N×2N에 대하여 정보를 업데이트를 시킨 후

종료한다. 
기존의 HEVC 참조소프트웨어인 HM 인코더에서는

2N×2N 모드에 대해서 동일한 후보 정보를 사용하여 병합

모드와 SKIP 모드 검색하게되는데,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고속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에서는 이웃블록의 병합 정

보를 활용하여 병합 SKIP 모드만 또는 병합 모드와 SKIP 
모드 모두를 검색하도록 설계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부호화 시간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참조 소프트웨어 HM 10.0에 구현하였다
[15]. 

1. 실험 환경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CPU : Intel Core  i5-2500 @ 3.30GH 
•RAM : 4.00GB
•OS : Windows7 64Bit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HEVC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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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영상들에 대하여 100프레임씩 사용하였고, 임의 접근 
(Random access)의 메인 프로파일에 대해서 실험 하였다. 
QP는 22, 27, 32, 37로 설정 하였으며, 속도향상에 대한 성

능은 원본의 부호화 되는 시간을 확인 후 다음의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 
Pr

× (1)

화질 열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 품질에 대한 지표로

ΔPSNR (Peak Signal-to-Noise Ratio)과 ΔBit-rate를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 
Pr

× (2)

∆ Pr (3)

위의 3가지 성능 지료에 의하여 속도 향상 및 화질 열화

를 측정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표 3은 실험에 사용된 각

각의 표준 영상들을 해상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Class 해상도 시퀀스 이름 프레임률

A 2560×1600

Traffic 30fps
PeopleOnStreet 30fps

Nebuta 60fps
SteamLocomotive 60fps

B 1920×1080

Kimono 24fps
ParkScene 24fps

Cactus 50fps
BasketballDrive 60fps

BQTerrace 60fps

C 832×480

BasketballDrill 30fps

BQMall 60fps

PartyScene 50fps

RaceHorses 50fps

D 416×240

BasketballPass 30fps

BQSquare 60fps

BlowingBubbles 50fps

RaceHorses 50fps

표 3. 실험에 사용된 표준 영상
Table 3. Tested video sequences

2. 실험 성능 결과
 

∆bit(%) ∆Y-PSNR ∆T(%)  BD-rate

Class A 0.76% -0.01 -21.53% 0.62%

Class B 0.91% -0.02 -21.79% 0.56%

Class C 0.62% -0.03 -20.49% 0.69%

Class D 0.85% -0.02 -21.20% 0.40%

평 균 0.78% -0.02 -21.25% 0.56%

표 4. 임의 접근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
Table 4. Result of Random Access (RA) environment

∆bit(%) ∆Y-PSNR ∆T(%)  BD-rate

Class B 0.60% -0.05 -17.74% 1.6%

Class C 0.55% -0.07 -16.36% 1.7%

Class D 0.47% -0.05 -18.82% 1.3%

Class E 0.88% -0.07 -19.14% 2.1%

평 균 0.51% -0.05 -18.02% 1.55%

표 5. 저지연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
Table 5. Result of Low-Delay (LD) environment

표 4와 표 5는 각 Class에 포함되어 있는 시퀀스들을 실

험 후 Class별로 평균을 계산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

은 HM 10.0에옵션으로포함된 고속화옵션 3가지 모두를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속화 옵션으로는 Early SKIP detection set-
ting (ESD)[16], CBF fast mode setting (CFM)[17] 그리고

Early CU setting (ECU)[10]
이 있다. ESD와 ECU는 부호화

단위에 대하여 조기 종료하는 기법이며, CFM은 예측 단위

(Prediction unit) 모드를 조기에 종료하는 기법이다. 
표 4는 임의접근 환경에서 HM 10.0과 비교 시 BD-rate

가 전체 평균 0.56%가 증가 하였지만 부호화 시간은 전체

평균 21.25%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해상도가 낮은 Class 
C와 Class D에 비해 해상도가 높은 Class A와 Class B에서

의 부호화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 부호화 시간에서 비교해

보면저해상도보다 고해상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저지연 환경에서의 실험결과를나타내었다. 부호

화 시간 단축 결과에서 임의 접근 환경보다 약 3%정도 감

소한 18.02%로 측정되었다. 또한 BD-rate에서약 1%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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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의 접근환경에서 Class D: BasketballPass의 화질열화 성능비교: (a)원본 영상, (b)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복호화 영상
Fig. 8. Subjective quality comparison of Class D: BasketballPass in Random Access (RA) environment: (a) the original image, 
(b) the reconstructed image by the proposed algorithm

가로 화질열화가 더 높게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임의접근과저지연 환경의처리 구조특성 때

문이다. 임의접근 환경에서는 양방향 예측 구조로참조영상

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저지연 환경의 구조는 단방향 예측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림 6과 그림 7은 율-왜곡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율-왜

그림 6. Class A: Traffic의 율-왜곡 성능
Fig. 6. Rate-Distortion curve: Class A – Traffic sequence

그림 7. Class A: BasketballDrive의 율-왜곡 성능
Fig. 7. Rate-Distortion curve: Class A – BasketballDrive sequence

곡 성능에서 기존의 HEVC와 제안한 방법에 대해 율-왜곡
성능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저해상도보다 고해상도

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주관적 화질 평가를 위하여 원본 영상과, 제안

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이다. 두 개의 영상을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기법은 2N×2N 블록일 경우에만 주변

블록들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병합 모드 검색 속도를 높이

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크기의 블록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2N×2N 블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색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인코더의 속도를 향상시키

는데 한계가 따르는 단점이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EVC의 부호화 과정 중 화면 간 예측 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간적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부호화된 블록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부호화되는 블록

에 대하여 조기에 모드를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기법은 부호화된 블록들의 병합 SKIP 모드 정보를 이

용하여 현재 블록이 발생 가능한 모드를 조기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HM 10.0 인코더에서 고속화 옵션 활성화

시와 비교 시, 임의접근환경에서 BD-rate는 0.56%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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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부호화 속도는 평균 21.25%의 향상을 보였다. 저
지연(low delay) 환경에서 BD-rate는 1.55% 증가하였고, 부
호화 시간단축은 18.02%의 향상을 보였다.
  추후 연구로는 제안된 기법이 21.25%의 속도 향상을 보

이는 반면, BD-rate 손실이 경우에 따라 다소 증가되는 결

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웃한 코딩 단위 (Coding 
unit)의 크기별상황정보를 추가하여 부호화 복잡도를 더

욱 감소시키면서 BD-rate 손실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확장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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