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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용량 컨텐츠 수요와 공급의 증가에 따라 UHD 비디오의 분석, 색인, 편집 등을 위한 장면전환을 검출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장면전환 검출 방법을 연구해왔지만 카메라의 다양한 움직임과 장면의 변화를 정확하게 검출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4K (3820x2160) 해상도 이상의 UHD 비디오들은 데이터 량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전의 장면전환 검출 방법
은 UHD 비디오 컨텐츠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압축률이 높은 차세대 고효율 코덱

HEVC를 이용하여 장면전환을 검출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고효율 코덱 HEVC의 부호화 부가정보를 이용
한 4가지 장면전환 검출 방법을 제안하며, 대용량 비디오의 장면전환 검출을 위한 픽셀 기반의 새로운 장면전환 검출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프레임 특징에 따른 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실험 결과를 통해 HEVC로 부호화 된 UHD 컨텐츠들의
장면전환 검출 가능성을 확인한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mass contents data, a method of a scene change detection is required for analysis, indexing and editing. 
Although many researchers are studying a variety of scene change detection method, it is too difficult to accurately detect various 
movements of the cameras and scene changes. Also, earlier scene change detection methods take too much time to apply to UHD 
video contents. That is because the UHD video contents with 4K (3820x2160) resolution or higher have greater amount of data. 
Therefore a method for detecting a scene change by using the next-generation codec, HEVC,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propose 
four scene change detection methods using the coding additional information of HEVC, and a new pixel-based scene change 
detection system. Furthermore,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we check the possibility of detecting the scene changes of UHD 
videos encoded in HEVC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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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3년 11 월 ISO/IEC는차세대코덱 HEVC 표준을발
표하였다[1]. 또한 LG는 7680x4320 해상도를 가지는 8k 
UHD TV를발표하였고삼성은갤럭시노트 4는 HEVC 디
코더를탑재하여출시하였다. HEVC는 H.264/AVC에비해
3배 이상 복잡하지만 2배 이상의 압축률을 제공 한다[2]. 
UHD 비디오컨텐츠가하루가다르게늘어가는요즘, 대용
량데이터의저장, 관리, 편집등을편리하게하기위해서는
압축률이높은 HEVC가필수적으로사용된다. 또한비디오
데이터의관리에는색인, 검색, 편집을가능하게하는장면
전환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Davinci Resolve
와 같은 편집 소프트웨어는 H.264/AVC를 지원하고 장면
전환을 검출하여 편집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

다. 하지만 이 기능은 전체 복호화를 해야 하므로 대용량
비디오 편집 시에는검출기능의실행시간이 매우 길어진

다. 따라서실제로대용량비디오편집시에는사용하기어
려운점이 있다. 게다가 HEVC는 H.264/AVC에 비해복호
화가 3배이상복잡하므로실시간으로전체복호화를통하
여 장면전환을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UHD 컨텐츠들을 전체 복호화하지 않고 장면전환을 검출
하는방법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본논문에서는 HEVC 
복호화시에생성되는부가정보를이용하여장면전환을검

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프레임의 특징에 따
라 I-프레임과 P/B-프레임으로 나누어 장면전환을 검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HEVC 비트스트림 상에서 장면전환
검출의가능성을 살펴본다. 또한 UHD 컨텐츠들의 장면전
환검출에있어서 생길 수있는연산복잡도문제를 해결하

기위한픽셀기반의장면전환검출시스템을제안한다. 본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 HEVC 코덱을장면
전환검출과연관하여살펴본후, 3절에서는 I-프레임부가
정보를 장면전환검출에 적용하는방법을 설명하고, 4절에
서는 P/B-프레임부가정보를장면전환검출에적용하는방
법을설명한다. 5절에서는제안한 방법의실험결과를확인
한다. 6절에서는 대용량컨텐츠의 장면전환검출시스템에
대하여제안하고가능성을확인하며 7절에서본논문에대
한 결론을 맺는다.

Ⅱ. HEVC 부호화 부가정보와 장면전환 검출

1. HEVC

HEVC 표준 기술에서는 쿼드 트리 기반의 부호화 유닛
(Coding Unit),  Wavefront Parallel Processing (WPP), 다양
한 인트라 예측 모드, 움직임 정보 병합, Sample Adaptive 
Offset (SAO), Adaptive Loop Filtering (ALF) 등 새로운
기술들이제안되었다[3]. 표 1과같이부호화 단위가 H.264/ 
AVC에 비해가변적이고 범위가 넓어져부호화 효율이 높
아졌다. 병렬부호화/복호화를위해서는 tile 기술과WPP를
추가하여 복잡성은 낮지만 오류 복원력은 더 나아지게 되

었다. 또한, 35가지의화면 내예측 모드가있으며 화면간
예측 모드에서는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AMVP), Motion merge 모드를 추가하여 비트 수가 줄어
들었고 복잡도가 낮아졌다. 엔트로피 코딩은 CABAC과
CAVLC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게두가지모드로나뉘
었으며, 루프필터링 과정에서 SAO, ALF기술이 추가되어
왜곡보정성능이 높아지게 되었다[3].

HEVC H.264/AVC

Coding Unit 4*4~64*64 4*4~16*16

Parallel coding Slice, tile, WPP Slice

Luma
Intraprediction

Motion parameters 
encoding, Motion 

merge mode

Motion vectors 
encoding

Entropy Coding CABAC, CAVLC
(residual)

CAVLC, CABAC
(optional)

Loop filtering
Deblocking filter, 

SAO, 
ALF

Deblocking filter

표 1. HEVC와 H.264/AVC의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HEVC and H.264/AVC

2. HEVC 부호화 부가정보와 장면전환 검출

HEVC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가변크기 부호화
유닛을 사용하여 압축효율을 좋게 한다는 점이다. 부드러
운 영역은 사이즈가 큰 블록, 디테일한영역에는사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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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EVC의 코딩 단위 구조
Fig. 1. Coding unit structure of HEVC

작은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압축 효율을 높인다. 이러한가
변크기부호화유닛을사용하여그림 1과같이프레임내의
구조적 특징을 자세히 나타내어 줄 수 있다. 프레임 내의
구조적 특징은장면전환 검출에있어중요한요소가 될수

있다. 또한 장면전환 상황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CU 
(Coding Unit)는인트라모드로 부호화되므로, CU의 크기, 
위치 뿐 아니라 예측모드의 비율도 장면전환 검출에 중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HEVC 특징 중하나는 그림 2에서 보이는바
와 같이 인트라 예측 모드의 개수가 35가지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장면전환 상황이 일어나면 프레임 내의특징이달
라지므로PU(Prediction Unit)의 인트라 예측 모드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벡터 예측도 AMVP 
(Adaptive Motion Vector Prediction), 움직임 병합 모드로
발전했으므로이러한특징들을 이용한다면, 이전 장면전환
검출 방법을 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HEVC 부호
화기반의장면전환검출기법을개발하는것도가능해보

인다.
그러나, 대용량 비디오 컨텐츠의경우 압축 효율이좋은

HEVC를 사용해도 연산 복잡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모든
프레임을 복호화하여 장면전환 검출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많은연산량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최소한의복호화에따
른 부가정보를 이용하여 장면전환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특징에 따른 장면전환 검출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레임은 I/P/B-프레임으로 나누어질 수 있

는데 I-프레임은 다른프레임들과는 독립적으로 부호화된
다. I-프레임은 시간적으로 앞, 뒤의 프레임을 참조하지 않
으므로 움직임 예측을 적용하지 않으며 화면 내 정보만을

사용해서 부호화하므로 프레임 내의 픽셀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한정보로 이용된다. P-프레임은 이전의 I-프레임과 P-
프레임을참조하여부호화된다. I프레임과다르게참조프
레임이 있으므로 정지된 부분을 제외한 움직임이 있는 부

분만 부호화되며, 현재 프레임과 과거 프레임간의 상관관
계가 중요한 정보로 이용된다. 반면에 B-프레임은 이전의
I/P-프레임뿐만아니라이후의 I/P-프레임도참조하여 부호
화된다. B-프레임의 경우 참조하는 프레임이 많아, 중복요
소를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으므로 압축률이 가장 높다
[4]. 따라서, P/B-프레임은 화면 간 부호화, 화면 내 부호화, 
스킵모드총세가지에대한부호화과정을거치고, I-프레
임은화면내예측모드에대한부호화과정만거치게된다. 
또한, 복호화 시 복잡도는 인코딩의 복잡도와 상관관계가
높은데, I-프레임의 경우 복호화 복잡도가 P/B-프레임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I-프레임은 전체 복호화, P/B-프레임
은최소한으로복호화하여장면전환정보를찾는다면빠른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HEVC의 인트라 프리딕션 모드
Fig. 2. Intra prediction mode of H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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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HEVC 부호화 부가정보를 이용한
I-프레임 장면전환 검출

1. Intra Prediction Mode and CU Size

HEVC에서는가변적으로크기조절이가능한부호화유
닛 CU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CU의 구성 정보는 장면전환
검출의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장면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CU의구성정보는완전히같을수는없지만그유사도
는높을것이다. 또한 35가지인트라예측모드도장면전환
되지 않은 전, 후 프레임에서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CU크기에따른인트라예측모드의개수의차를
이용한다면 장면전환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5]. 

2

0 0

1

(P(n) ( 1) )

( ) ( )

C M

ij ij
i j

n n

P n

cnt CU cnt CU
T= =

-

- -

+
>

åå
(1)

                     
식 (1)에서현재 I-프레임을 n번째프레임이라고하고바
로전 I-프레임을 n-1번째프레임이라고한다면, C는 5가지
CU의 크기, M은 35가지의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를 의미
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CU의 크기는 4x4, 8x8, 16x16, 
32x32, 64x64로 총 5가지를 이용하였다. Cnt(CUn)는 n번
째프레임안의총 CU 개수, Cnt(CUn-1)는 n-1번째프레임
안의총 CU 개수를의미한다. CU크기에따른인트라예측
모드개수의 SSE(Sum of Squared Error)를인접한두프레
임 CU 개수의총 합으로 나눈 값이 임계값 T보다 크면 장
면전환이라고 판단한다. 표 1에서는 이 실험의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2. Intensity and Sums of Squared Error

장면전환이되지않은프레임간에서는프레임이가지는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텐시티 값도 비슷한 양상을 가

질가능성이높다. 장면전환이일어날경우프레임간의픽
셀단위인텐시티의차이값이확연히드러날것이다. 제안
하는방법은대용량비디오의데이터를 1/16로공간적서브
샘플링을 하여 장면전환 검출이 가지는 복잡도를 낮췄다.

2(P(n) ( 1) ) 35

: 1, : 0

ij ijIf D P n

Then Else

= - - >
(2)

0 0

H W

ij
i j

D T
= =

>åå (3)

식 (2)에서현재 I-프레임을 n번째프레임이라고하고바
로 전 I-프레임을 n-1번째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D는 인접
한 두프레임의동일한위치에 있는 픽셀의인텐시티 차이

값이다. 연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차이 값 D가 35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이진화를하기로 한다. 이진화된인
접한두 프레임간의 픽셀 단위 인텐시티를 모두 더한 값이

임계값 T보다크다면장면전환으로 판단한다. 표 2와 그림
3에서는 이 실험의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인텐시티와 SSE를 이용한 실험 결과
Fig. 3. The results of Intensity and Sums of Squared Error

No. Total 
Frame

Scene
Change T NC NF NM

A 208 28 10 22 10 1

표 2. 인트라 프리딕션 모드와 CU 사이즈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Intra prediction mode and CU size

No. Total 
Frame

Scene
Change T NC NF NM

B 208 28 1,000,000 26 0 2

표 3. 인텐시티와 SSE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3. The results of Intensity and Sums of Squared Error



엄유미 외 2인 : HEVC 부호화 부가정보를 이용한 장면전환 검출 연구   875
(Yumi Eom et al.: An analysis of Scene Change Detection using HEVC coding additional information)

Ⅳ. HEVC 부호화 부가정보를 이용한
P/B-프레임 장면전환 검출

1. Intra, Inter, Skip mode and Threshold

HEVC에서 단위 블록들은 인트라, 인터, 스킵모드로 나
뉘어 복호화 될 수 있다. 인트라 모드는 화면 내 중복성을
제거하고인터모드는화면간중복성제거, 스킵모드는이
전 프레임과 비슷하므로 보조정보를 복호화 하지 않는다. 
인트라, 인터, 스킵모드의 특징을 이용하면 장면전환이 일
어나는프레임의경우인트라모드블록이눈에띄게많고, 
인터, 스킵 모드 블록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6].

1
1n

Intra T
Inter Skip

S +
= >

+ +
(4)

 
식 (4)에서 Sn은 n번째프레임의인트라, 인터, 스킵모드
의비율이다. 1은영이나무한대값이나오지않기위한상
수이다. Sn이 임계값 T보다 크면 장면전환으로 판단한다. 
표 3, 그림 4에서는 이 실험의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No. Total 
Frame

Scene
Change T NC NF NM

C 9768 24 180 23 0 1

표 4 인트라, 인터, 스킵모드와 실험적 임계값을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4  The results of Intra, Inter, Skip mode and Threshold

그림 4. 인트라, 인터, 스킵모드를 이용한 실험 결과
Fig. 4. The results of Intra, Inter and Skip mode

2. Intra, Inter, Skip mode and Window size

장면전환을 판단하기 위해 임계값을 사용한다면 임계값

을 정하는 방법이 추가로 필요하다. 임계값을 정하는 방법
은 반복 실험을 통해서 값을 얻는 실험적 방법, 동영상의
전체 프레임을 분석해서 값을 얻는 분석적 방법, 동영상의
정보를 가지고 가변적으로 값을 얻는 적응적 방법 세가지

가 있다. 우리는 자동적 알고리즘에 적용이 가능한윈도우
를 통해 임계값을얻고자 한다. Feng Jie 등의 논문에따르
면 장면전환이 일어난 프레임의 경우, 그프레임의인트라
모드블록개수가앞, 뒤프레임의인트라모드블록개수를
모두 더한 것보다도 눈에 띄게 많다[6].

1

1n

Intra

Inter Skip
S

+
=

+ +
(5)

1

1

n n w

w n n
n n w n n

S S S
- +

= - = +

= +å å (6)

nw SS > (7)

식 (5)에서 Sn은 n번째프레임의인트라, 인터, 스킵모드
의 비율이고, W는윈도우 사이즈를의미한다. Sw는 n번째
프레임을제외하고윈도우사이즈만큼앞, 뒤프레임의 Sn
값의 합이다. Sn이 Sw보다 크면 장면전환으로 판정한다. 
표4는윈도우사이즈에따른장면전환검출결과값을보여
준다.

No. Total 
Frame

Scene
Change W NC NF NM

D 9768 24

20 22 14 2
25 22 6 2
30 22 6 2
35 22 4 2
40 22 3 2
45 22 3 2

표 5. 인트라, 인터, 스킵 모드와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5. the results of Intra, Inter, Skip mode and window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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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험 환경 및 결과

실험에 이용된 PC는 Intel I7 4770 에 32GB ram을 장착
하였고, 이미지 처리를위해 HM16.2(HEVC test Model)와
Opencv 2.4.9를 연동하였다. 또한, 결과와 비교할 정확한
장면전환 정보를 찾기 위해 Elecard사의 HEVC analyzer를
이용하였다. 실험을 위한샘플 비디오는 https://media.xiph. 
org에서 제공되는 bbb이며, 1920x1080p, YUV 4:2:0, 
8bits, GOP(Group of picture)는 48이며 사용된 영상들은
IBBBBBIBBBBB의 구조를 갖는다.
제안하는방법들의성능평가는장면전환검출의척도로

널리 알려진 precision, recall, F1을 사용하였다.
      

C

C F

NPrecision
N N

=
+

(8)

        
C

C M

NRecall
N N

=
+

(9)

21 precision recallF
precision recall
´ ´

=
+

(10)

 
식(8)-(10)은정확도를나타내기 위한척도로 NC는 정확
하게 검출한 장면전환 개수, NF는 잘못 검출한 장면 전환
개수, NM은 검출하지 못한 장면 전환 개수를 의미한다. 
precision은 임의의 알고리즘에서 장면전환 검출을 수행한
결과 중 정확한 검출 비율을 의미하며, recall은 실험 영상
의실제장면전환결과중에서해당알고리즘이정확하게

검출한 비율을 의미한다. F1은 정확도를 판단하는 종합적
인 척도로써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평균으로 정의된다.

No. Frame Scene
Change T/W Precision Recall F1

A
I 28

10 0.69 0.97 0.81

B 1,000,000 1 0.92 0.96

C
P/B 24

180 1 0.96 0.98

D 40 0.88 0.92 0.90

표 5. 결과 비교
Table 5. results of experimentals

 

이를 이용하면 precision이나 recall중 하나의 척도만 높고
다른척도는낮은경우의알고리즘들을객관적으로비교할

수 있다[7].
방법 A 는 CU 크기에따른인트라예측모드가사용되었
으며 방법 B 는 프레임의 인텐시티가 이용되었다. 방법 C 
와 D 는인트라, 인터, 스킵모드블록들의비율을이용하였
으며 방법 C 에서는 실험적 임계값을 사용하였고 방법 D 
에서는적응적임계값인윈도우를이용하였다. 4 가지방법
들은평균적으로 91%의검출률을보여주며, HEVC에서전
체 복호화를하지않고장면전환을검출할 수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준다. 방법 A의 경우 장면전환이 아닌 프레임을
장면전환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precision값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있으나장면전환프레임을 놓치는경

우는드물었으므로 recall값이높은결과를확인할수있었
다. 따라서, 장면전환이아닌프레임을검출하는경우를줄
이기 위해서는 각각 CU의 위치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해
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방법 B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장면전환검출방법인만큼좋은결과값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전체적인인텐시티가비슷한장면전환부분은검출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장면은전환되었지만 전체적인 인
텐시티를 따져보았을 때 비슷하다면 검출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영상 전체 프레임이 대체적으로 인텐시티가
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검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카메라나물체의움직임에매우민감하다는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프레임의 컬러 값이나 픽셀의 위치정보를
추가하여 정확도를높여야 한다. 방법 C는 가장 높은 검출
률을보였다. 방법 C를통해서영상을부호화/복호화할때
각 프레임의 각 픽셀 또는 각각의 블록 특징을 이용하면

장면전환검출이가능한것을확인하였다. 그러나, 검출방
법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자동화 하려면, 임
계값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다. 방법 D는 자동화알고리즘에이용될수있게윈도잉
기술을사용하여임계값을결정했지만실험적임계값을사

용한방법 C만큼검출률이좋지는않았다. 실험분석결과,
점진적 장면전환을 찾지 못해서 검출률이 낮아진 것을 확

인할수있었고, 점진적인장면전환을찾기위해서는누적
분포를이용하는알고리즘이추가로사용되어야한다. 4가



엄유미 외 2인 : HEVC 부호화 부가정보를 이용한 장면전환 검출 연구   877
(Yumi Eom et al.: An analysis of Scene Change Detection using HEVC coding additional information)

지실험은공통적으로점진적인장면전환을검출하기어려

웠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장면전환을 검출하려면, 각
블록의 위치정보와 누적분포를 추가적으로 이용해야한다.

Ⅵ. 픽셀 기반 장면전환 검출 시스템 제안

1. 시스템 제안

HEVC는 H.264/AVC의 두 배 압축률, 원본보다 최대
100분의 1로압축률을제공한다. 그러나 HEVC는 H.264/ 
AVC보다 3배 이상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HEVC로 압축된 컨텐츠들을 전체 복호화하여 장면전환을
검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

든 프레임을 복호화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복호화

하여 장면전환 검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절에서는
픽셀 기반의 장면전환 검출 방법을 사용하며 부분 복호화

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장면전환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시스템은 압축영역에서의장면전환검
출과 비압축영역에서의 장면전환 검출로 나눌 수 있으며, 
비압축영역에서의 장면전환 검출에서는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공간적 다운 스케일링을 이용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는 그림 5와같다. 첫 번째 장면전

그림 6. 1/32로 공간적 다운스켈링 된 4k UHD 이미지
Fig. 6. 1/32 downscald image of 4k UHD image

그림 5. 픽셀 기반 장면전환 검출 시스템
Fig. 5. pixel based scene chang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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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검출은압축된영역에서 P/B-프레임을이용하여장면전
환을검출한다. 이부분에서장면전환검출을위해전체프
레임을복호화할필요가없어진다. 두번째장면전환검출
을 위해 I-프레임만 전체 복호화한다. 또한, 재구성된 I-프
레임은알고리즘의복잡도를낮추기위해공간적으로다운

스케일링된다. 그림 6의왼쪽이미지는 HEVC로인코딩된
4K영상의한프레임이고, 오른쪽은 32분의 1로다운스케일
링된이미지이다. 3840x2160의해상도를가지는 4K UHD 
비디오의 경우 인접한 픽셀들은 매우 유사한 정보를 가진

다. 따라서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영상을 매우
작게다운스케일링하여도프레임전체가가지는이미지구

조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4K 비디오의 한 프레임은
보통 130Kbits의데이터량을가지고, 32분의 1로다운스케
일링 한 프레임의 경우 133Mbits의 데이터 량을 가지므로
이는장면전환검출알고리즘의복잡도를 1024분의 1로낮
출수있다. 다음으로, 공간적으로다운스케일링된프레임
을프레임버퍼에저장하여인접한 I-프레임끼리비교하여
장면전환을 검출한다. 결과적으로 압축영역 P/B-프레임의
장면전환 검출결과와 비압축영역 I-프레임의장면전환 검
출결과를비교하여최종적으로장면전환이일어나는프레

임을 결정한다. 

2. 실험 및 결과

실험을 위해 HM16.6(HEVC test Model)을 이용하였고, 
결과와 비교할정확한 장면전환 정보를 찾기 위해 Elecard
사의 HEVC analyzer를이용하였다. 실험을위한샘플비디
오들은 libde265.org에서 제공되며, YCbCr 4:2:0, 8bits, 
GOP(Group of picture)는 48의 정보를 가진다.
표 5는 I-프레임의 복호화 시간과 다운스케일링 시간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을통해 보는 바와같이, 두 번
째 장면전환 검출에 있어서 대용량 비디오 컨텐츠들을 다

운스케일링할때는영상복호화시간의평균 3%의시간이
소요된다. 픽셀 기반의 장면전환 검출 방법을 이용할 때, 
제시한 장면전환 검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두 번의 장면

전환 검출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다운스케일링을 통
해서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 

Video Resolution Frame Decode(ms) 1/16(%) 1/32(%)

Bbb 1920x1080 104 179.4 4 3

Elephants 1920x1080 104 204.7 3 3

Spreed 1920x1080 37 189.4 3 2

Sintel 1920x818 104 137.5 3 3

Tos 4096x1717 104 598.9 3 3

표 5. I-프레임의 복호화 시간과 다운스케일링 시간의 비교 결과
Table 5. Results of decode and downscaling time by frame

  

Ⅶ. 결 론

이논문은 HEVC 복호화시부가적으로생성되는정보들
을이용하여장면전환을검출하는방법에대해제안하였다. 
제안하는방법에서는프레임의특징에따른부가정보를이

용하였다. 방법 A는 CU 크기에 따른 인트라 예측모드가
사용되었으며 방법 B는 프레임의 인텐시티가 이용되었다. 
방법 C와 D는 인트라, 인터, 스킵 모드 블록들의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방법 C에서는 실험적 임계값을 사용하였고
방법 D에서는적응적임계값인윈도우를이용하였다. 4 가
지방법들은평균적으로 91%의검출률을보여주며, HEVC
에서 전체 복호화를 하지 않고 장면전환을 검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함께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누적분포와 CU의위
치정보를추가적으로적용하는알고리즘을이용하면 HEVC
로복호화된대용량컨텐츠의장면전환 정보를빠르고정

확하게검출할수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픽셀기반
장면전환 검출 시스템으로 두 번의 장면전환 검출을 이용

한시스템을제안하였다. 부분적인복호화와 I-프레임의다
운스케일링을이용하여복잡도가높은 HEVC의단점을보
완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다운스케일링 시간이 복호화 시
간의 평균 3%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4K 이상의
대용량 컨텐츠들의 장면전환을 검출 할 때 복잡도를 낮출

수있는시스템인것을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차세대코
덱 HEVC와복잡도를낮추는시스템을이용한다면대용량
컨텐츠들의장면전환프레임을보다빠르고정확하게검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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