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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와의 모듈 중복성을 제거하여 구현 복잡도를 낮춘, 3D-HEVC 머지 모드에 대한
설계를제안한다. 확장코덱의구현복잡도는부호화효율에못지않게매우중요한고려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레거시코덱의설계를그대로
재사용함으로써 손쉽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3D-HEVC 머지 모드 확장구조는 HEVC의 처리과정 내부에 빌트인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레거시 코덱인 HEVC와 중복되는 처리과정을 모두 새로이 재구현해야 함에 따라 구현 복잡도가 매우 높았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재사용된 HEVC 모듈들을그대로실행하는단계와, 3D-HEVC에서새로 도입되거나수정된부분만을실행하는단계의구조로
분리하여머지모드의설계를변경하였다. 본논문에서제안된설계를적용함으로써, 51.4%에달하던중복구현을제거할수있음을알고리즘
동작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안된 설계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호화 효율의 감소 및 연산 복잡도의 증가는 전혀 없었다.

Abstract

A design for the merge mode of three dimensional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3D-HEVC)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design can reduce the implementation complexity by removing the duplicated modules of the HEVC. For the extension codec, the im-
plementation complexity is as crucial as coding efficiency, meaning if possible, extension codec needs to be easily implemented through 
by reusing the design of the legacy codec as-is. However, the existing merging process of 3D-HEVC had been built-in integrated in 
the inside of the HEVC merging process. Thus the duplicated merging process of HEVC had to be fully re-implemented in the 3D-HEVC.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complexity of the extension codec was very high. The proposed 3D-HEVC merge mode is divided 
into following two stages; the process to reuse the HEVC modules without any modification; and the reprocessing process for newly 
added and modified merging modules in 3D-HEVC.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he re-implemented HEVC modules, which ac-
counted for 51.4% of 3D-HEVC merge mode confirmed through the operational analysis of algorithm, can be eliminated, while maintaining 
the same coding efficiency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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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는 초고해상도

(ultra-high definition: UHD) 비디오와 3D 비디오의혼합형
태의 미디어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G) 
과 Video Coding Experts Group (VCEG) 에서 2D 비디오
코덱을 확장 설계하는 방식으로 3D 비디오 부호화, 특히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multi-view video coding: MVC)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 되어왔다.
다시점비디오부호화기술의핵심은, 부호화대상이 2D 
비디오에서 다시점 비디오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특성인 시점 간 중복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본시점의픽
처에 담긴 정보는, 그와 동일한 픽처오더 카운터 (POC)를
가지는 인접시점 픽처의 부호화를 위한 훌륭한 참조 데이

터가될수있다[1]. 이에대한최초시도로서는, 변위보상예
측(disparity compensated prediction: DCP)이있다. DCP는, 
동일한 POC의 기본시점의픽처로부터 예측부호화를 수행
하는 것이며, 레거시 코덱의 부호화 제어부를 수정함으로
써묵시적으로적용된다. 즉, 인접시점부호화시, 참조픽처
리스트에 기본시점의 픽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간

단하게 완료된다. 신택스(Syntax)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수
준에서 정의되는 블록단위 부호화 도구에 대한 변경사항

없이, 슬라이스 헤더(Slice header)이상에서 정의되는 고수
준신택스(High level syntax)만을확장해주면되었다. 따라
서 레거시 코덱의 변경을 최소화 하면서도 간단하게 부호

화효율을증가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1]. DCP는 1996
년에 MPEG-2 Multi-view Profile[2]의 시간적 스케일러블

코딩툴 (temporal scalability coding tool)에적용되었으며[3], 
이후로다시점비디오부호화를위한확장표준들에계승되었

다. 예를 들어, Advanced Video Coding (AVC)/H.264[4] 의
Amendment인 Multi-view Video Coding (MVC)[5]와,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H.265[6]를 MVC의방식
으로확장설계한 HEVC extension to multiple views (MV- 
HEVC)[7]에 도입 계승 되었다. 이들 확장표준들은 블록단
위부호화알고리즘의수정없이 DCP와관련된고수준신
택스만을 수정하는, 프레임 호환방식 (frame-compatible 
format)을 도입하였다. 프레임 호환방식은 지금까지 줄곧
확장 코덱(extension codec)의 주요설계로서 자리 잡고 있
으나, 저수준의 부호화 도구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부호화알고리즘을포함하는블록단위부호화도구들의효

율을극대화할수없다. 예를들어, 시점간중복성을블록
단위 예측부호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활용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결함을보완해줄수있다면, 부호
화효율및주관적화질을더욱향상시킬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VC와 같은 확장표준들이 고수준 신택스의 확
장만으로그치게된 이유는 구현 복잡도 때문이었다. 레거
시 코덱의 기존설계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확장 코덱이

설계될시, 레거시코덱과중복되는부분을모두새로이재
구현해야하므로구현복잡도가크게상승한다. 실제예로
서, MVC 국제표준화기간내내 macro-block (MB) 단위의
부호화 도구들[8]-[13] 등이 Joint Multi-view Video Model 
(JMVM)[14]에 채택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MB단위 부호
화 도구들이 전통적으로 높은 구현 복잡도를 유발한다는

점을이유로 MVC 프로파일에서제외되고[15], 예전과 같이
단지시점간 예측과관련된 고수준신택스만을수정하는

것으로 MVC 표준을 완료하였다[5].
블록단위 부호화 도구를 확장설계 시, 복잡도 측면에서
제일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구현
복잡도이다. 일반적으로블록단위부호화도구의확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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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코덱의처리과정내부를곳곳에서변경하는것이기

때문에, 레거시 코덱의 기존처리과정을있는그대로 재사
용할 수 없게 된다. 즉, 확장 코덱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부분을다시중
복해서 새로이 구현해야만 한다. 이는구현 복잡도를 증가
시키는원인이 되며, 특히 H/W 구현에서는프레임 호환방
식에 비하여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H/W 칩
생산자들은 구현을 위하여 더욱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

므로, 결국저수준의부호화도구를새로이 도입하거나수
정하는것은, 확장코덱의전세계시장에서핵심응용기술
(killer application)로의채택에악영향을미친다. 이와같은
이유로, 확장 코덱의 구현 복잡도는 부호화효율에 못지않
게 매우 민감한 문제로 고려되어 왔다. 
최근에는 MPEG과 VCEG의 Joint Collaborative Team 

on 3D Video (JCT-3V) 국제 표준화를 기점으로, 3D- 
AVC[16]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3D-HEVC[1]와같은

3D 비디오코덱들이 저수준의 부호화도구에 대한확장을
허용하면서, 앞서 설명한 기존의 확장코덱들과는다른양
상을보이고있다. 이들은시점간중복성및텍스처와깊이
맵 간 중복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저수준의 부호화 도구를

확장설계하였다. 하지만, 앞서설명한레거시코덱의기존
설계를 재사용할수없다는단점을 극복할수 있을 만큼의

성능향상이이루어져야하며, 프레임호환방식인 MVC 및
MV-HEVC와비교하여, 각각동일화질 대비 최소 25% 이
상의 비트율 감소가 요구되었다[17]. 그러나 부호화 효율의
향상과는 별개로, 높은 구현 복잡도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며, 가능하다면 확장 코덱에서 레
거시 코덱의 처리과정을 중복해서 새로 재설계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함으로써 구현 복잡도를 낮추어야 한다. 
MVC나 MV-HEVC처럼 저수준의 설계를 전혀 수정하지
않으면서 재사용 할 수는 없겠지만, 저수준의부호화 도구
를구성하는개별모듈단위로는재사용이가능하도록확장

설계를 해야 한다. 
기존의 3D-HEVC[18]는, 저수준의 Coding Unit(CU) 단위
부호화알고리즘의확장이레거시코덱인 HEVC를완전히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S/W 및 H/W로
구현시, HEVC의모듈들을그대로재사용하지못하고 CU

단위의설계를 모두 새로이재구현해야하므로 구현 복잡

도가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 3D-HEVC에서새로이 도입
되거나 변경된 부호화 도구들의 대부분은 머지 모드에 의

하여활용되며[19], 따라서, 재사용이가능한 HEVC 의모듈
들이 머지 모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인접블록의 움직
임 정보를 상속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머지 모드는 HEVC
의 성능을 대폭 증가시켜 주는[20] 핵심기술 중 하나이며, 
3D-HEVC에서는 시점의 개수가 증가하고 깊이맵에 대
해서도 실행됨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그러
나 3D-HEVC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존의 머지 모드[18]는, 
HEVC와중복되는부분이많음에도불구하고, 재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호화 효율 향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 복잡
도가 매우 높았다.
본논문에서는 3D-HEVC의머지모드에대하여, 레거시
코덱인 HEVC의재사용성을증가시키고구현복잡도를낮
출수있는재사용설계를소개한다. 머지모드의구현복잡
도를 감소시키기위한 주요방법은, HEVC 머지 모드를 먼
저실행한후, 그결과물과함께 3D-HEVC를위한머지후
보 리스트를 재구성하여 확장부의 알고리즘이 구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레거시코덱의확장설계개념을소개한다. III장
에서는 3D-HEVC에서확장된기존의머지모드에대한개
요를 설명하고, IV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확장설계
방법을소개한다. V장에서는실험결과를통하여제안된방
법이기존방법과동일한성능을유지하면서도구현복잡도

는 현저하게낮출수있음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 VI장에
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레거시 코덱의 확장설계 개념 소개

레거시 코덱의 저수준 부호화 도구에 대한 확장설계 방

법은두종류로분류된다. 그림 1은, 기본계층(base layer)에
위치하는레거시 코덱과 그것을 확장한향상계층(enhance- 
ment layer)의 확장 코덱의 부호화 처리 흐름을 보여준다. 
입력 비디오 시퀀스는, 입력계층 정보가 가리키는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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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또는 향상계층의 부호기로 입력되어 부호화가 완료된

후 다중화를 통하여 통합된 비트스트림으로 출력된다. 
3D-HEVC를 예로 들면, 기본시점(base view)의 텍스처 영
상이 기본계층으로 입력되고, 의존시점(dependent view)의
텍스처 영상 또는 깊이맵이 향상계층의 입력이 된다. 그림
에서각블록은, 주로저수준의부호화도구들과연관된개
별 모듈들의 처리과정을 지칭한다.
그림 1 (a) 에도시한바와같이, 레거시코덱을확장하는
첫 번째 설계방식은 내부통합 (built-in integration) 방식이
다. 이방식은확장코덱에필요한새로운과정들을, 레거시
코덱의 처리과정 내부에 직접 추가하거나 수정을 가한다. 
따라서 그림 1 (a)와 같이 레거시 코덱의 처리과정을 완전
하게 감싸는 형태로 설계된다. 이 방법은, 새로운 기능을
기존처리과정내부곳곳에서최적의위치에추가하기때문

에, 부호화효율 측면에서 가장우수한결과를보인다는장
점이있다. 내부통합방식은기존의 3D-HEVC에서저수준
의 확장설계의 대부분에 적용되어 있다[18]. 그러나 레거시

코덱과중복되는부분들이모두다시새로이구현되어야하

기 때문에 구현 복잡도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확장 코덱 전체에 걸쳐서 내부통합 설계를 적용하는 것

은 구현 복잡도를 크게 증가시키므로 좋은 설계라 할 수

없다. 내부통합 설계의 구현 복잡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
여, 본논문에서제안하고자하는재사용설계를그림 1 (b) 
에 도시하였다. 먼저 기본계층의 기존 처리과정이 그대로
실행되며, 이후로 확장 코덱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만으
로정제한확장부처리과정이실행되어기본계층에서처리

된 결과물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재구성 한다. 이는 내부
통합설계방식처럼레거시코덱의처리과정내부곳곳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레거시 코덱의 처리과정을 있는 그대

로 변경 없이 수행하며, 확장부처리과정의 일부를간략화
및 정제화를 통한 수정을 해주는 것만으로 레거시 코덱의

저수준설계를재사용할수있다. 그에따라, 정제된확장부
처리과정에서는, 중복 구현된 레거시 코덱의 처리과정이
완전하게제거된확장코덱만을위한추가기능을수행하면

Input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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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layer
encoder

Bitstream
M
U
X

Enhancement layer
encoder

Base layer
encoder

(a)

Layer information

Base layer
encoder

Refined process
for extension

M
U
X

Input video
sequences Bit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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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향상계층 코덱의 설계방식. (a) 기존 모듈 내부에 통합, (b) 재사용 설계
Fig. 1. Illustration of the design of enhancement layer codec. (a) Integrating inside the existing module, (b) Reusab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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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내부통합 설계에비하여구현 복잡도가 대폭
감소한다. 
확장 코덱에 재사용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코덱의 처리과정과 확장기능이 서로 의존적이지 않아야만

한다. 기존의 내부통합 설계에서 저수준의 부호화 처리과
정 내부에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간소화를 통하여 의존성
을제거해야한다. 이때, 간소화로인하여기존의알고리즘
을동일하게 재현하지못하는 경우 부호화효율또는복잡

도면에서성능감소가발생할수있으므로, 부호화성능대
비구현복잡도개선폭을고려하여내부통합 또는 재사용

설계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만일, 재사용
설계를사용하였을때감소되는부호화성능이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면적극적으로적용하여구현복잡도를낮추는것

이 바람직한 확장설계의 방향이다.

Ⅲ. 3D-HEVC의 머지 모드 개요

머지 모드에서는, 현재 부호화 하려는 PU (Prediction 
Unit)와시공간적으로인접한블록으로부터 움직임정보를
보정 없이 그대로 상속받아서, 현재PU의 움직임 정보로서
사용한다. 인접블록들의 움직임 정보들로부터 머지 후보
리스트 (merge candidate list)를 구성하고, 최적의 율-왜곡
(rate-distortion) 성능을 보이는 후보의 인덱스만을 비트스
트림을통해전송한다. 따라서움직임벡터, 참조픽처인덱
스, 참조방향을 포함하는 움직임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AMVP)[21]에 비하여통

계적으로 높은 부호화 효율을 보인다. 복호기는, 전송받은
후보 인덱스와 잔차 신호를 이용하여, PU를 재구성할 수
있다[20]. 머지모드의처리과정은크게후보유도과정, 머지
후보 리스트 생성과정으로 나뉘며, 이둘은 순차적으로실
행된다. HEVC에서는 현재 PU로부터 좌하(A0),좌(A1),우
상(B0),우(B1),좌상(B2)에위치한블록으로부터유도되는 5
개의공간적후보(spatial candidate)와, 현재PU와동일하게
위치한참조픽처상의블록으로부터유도되는시간적후보

(temporal candidate: Col)를사용한다[20]. 유도가완료된시/
공간적후보들은위에열거한순서대로머지후보리스트에

삽입되며, 이때움직임정보가중복되는후보들에대한가지
치기가 간략하게 수행된다[22]-[23]. 만일 시/공간적 후보만으
로후보리스트가다채워지지않았을시, 가상후보들로서
남은공간을 채운다. 가상후보로는, 이미리스트에삽입되
어있는 후보들 중 두 후보가 보유한 L0, L1움직임 정보를
서로조합한혼합양방향후보 (combined bi-predictive can-
didate)와, 움직임 벡터를 0으로 설정하는 제로 후보(zero 
candidate)가 있다[24]. 3D-HEVC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코
딩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부호화 도구들을 머지 모드를

통하여사용할수있도록 3D 머지후보들을추가로도입하
였다. 새롭게추가된 3D 후보들에대한간단한설명은다음
과같다. 괄호안의이니셜은추가후보의간략한명칭이다.

텍스처 상속 움직임 후보 (T): 서로상응하는 텍스처와 깊이
맵간의움직임정보는대부분유사하다. 텍스처상속움직임
후보는, 깊이맵의 PU를 부호화 시 현재 깊이맵에 상응하는
텍스처 영상 내 PU로 부터 움직임 정보를 상속한다[19].

변위벡터 후보 (IvDC): 동일객체에대하여, 인접한시점영상
간의위치차이를보정하는 DV(disparity vector)는움직임정
보로서 그대로 활용된다[25].

시점 간 예측 움직임 후보 (IvMC): 인접한시점간의움직임
정보는유사한 경향을보인다. 시점간 예측움직임 후보는, 
현재픽처와 동일한 POC를 가지는 기본시점의 픽처상의 동
일위치의 블록으로부터 움직임 정보를 상속한다[26].

시점 합성 후보 (VSP): VSP모드는깊이정보와카메라파라미
터를이용한워핑(warping)을통하여가상으로합성된 PU부
터예측을수행한다[28]-[29]. 시점합성후보는, PU가 VSP모드
를 사용함을 지시하는 후보이다.

 IvMCShift, IvDCShift: DV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후보들이다. IvMCShift는 정수단위로 1만큼 가산 또는 감산
한 DV를 사용하여 유도한 IvMC이다. IvDCShift는, 
IvMCShift가 IvMC와동일한움직임 정보를가지거나, 또는
사용 불가능일 때 유도되며, DV를 정수단위로 1만큼 가산
또는 감산하여 생성한다[27].

유도가 완료된 후보들 중에서 중복되는 움직임 정보를

지닌 후보들 간의 가지치기가 수행된 후, 삽입우선순위가
가장높은 T를시작으로 Zero까지후보리스트에삽입된다
[18]. 기존 3D-HEVC 머지 모드에서의 후보 리스트 구성과
정을그림 2에도시하였다. NVSP는, 공간적후보들이 V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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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로 부호화 되었음을 지시하는 VSP플래그를 유도함을
의미한다. 실선으로 표시된 화살표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후보들이 순서대로 삽입되며, 후보들의 삽입 우선순위는
{T, IvMC, A1, B1, B0, IvDC, VSP, A0, B2, IvMCShift, 
IvDCShift, Temporal(Col), Combined bi-predictive, Zero} 
순이다.

T IvMC A1 B1 B0

IvDC VSP

Temporal
(Col)

Combined 
Bi-predictive

Zero
Merge 

candidate list

IvMCShift IvDCShiftA0 B2

N VSP

그림 2. 기존 3D-HEVC 내부통합 설계의 머지 후보 리스트구성 과정
Fig. 2. Integrated design of merge candidate list construction in the 
exisiting 3D-HEVC

Step 1: 공간적 후보들의 VSP 플래그를 유도한다.Step 2: T를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3: IvMC가 T와 다르다면,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4: A1이 IvMC와 다르다면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5: B1이 IvMC와 다르다면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6: B0를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7: IvDC가 A1 과 B1 모두와다르다면, 리스트에삽입
한다.Step 8: VSP를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9: A0를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10: B2를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11: IvMC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또는 IvMC가 사용
가능하고 IvMCShift가 IvMC와 다르다면, 
IvMCShift를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12: IvMCShift가 사용 불가능하다면 IvDCShift를 리
스트에 삽입한다.Step 13: 시간적 후보를 리스트에 삽입한다.Step 14: 현재 PU가 B슬라이스에 속한다면, 리스트에 들
어있는후보들로혼합양방향후보들을유도하여
리스트의 빈 공간을 채운다.Step 15: 리스트의 빈 공간을 제로 후보로 채운다.

후보 리스트는 위의 절차를 통하여 구성된다. Step들이
순서대로실행되는도중에후보리스트가모두채워진다면

처리과정은 조기 종료된다. 또한 각각의 step에서 삽입할
후보가 사용 불가능하다면 해당 step은 건너뛴다 (skip).

Ⅳ. 제안방법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제안된 설계개념을 적용하여, 3D- 
HEVC의머지모드에서 HEVC의머지모드의처리과정의
대부분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제안한다
[31]-[32]. 제안된 방법의 블록도는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Base merge 
candidate list construction

Reprocessing of 
merge candidate list

Base merge 
candidate list

Extended merge 
candidate list

Derivation of 
HEVC candidates

Derivation of 
3D candidates

Stage 1

Stage 2

그림 3. 제안하는 3D-HEVC 머지 모드의 재사용설계
Fig. 3. Proposed reusable design of merge mode in 3D-HEVC

 

시/공간적후보및가상후보로머지후보리스트를채우
는기존 HEVC의리스트구성과정을제 1단계: 기본리스
트 구성 과정(base merge candidate list construction)으로
지칭한다. 제 1단계는, 공간적후보들의유도과정, 혼합양
방향후보들의유도과정, 리스트구성과정에대하여 HEVC
의 과정을그대로재사용하며, 이들은 3D-HEVC를위하여
재 구현될 필요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 1단계는
HEVC 후보들만으로 구성된 기본 리스트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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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계는, 제 1단계의출력인기본리스트에 3D 후보들
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HEVC 후보들과 3D 후보들이 함
께 삽입된 확장 머지 후보 리스트 (extended merge candi-
date list)를출력한다. 이를리스트재구성 (reprocessing) 과
정으로 지칭한다.

1. 공간적 후보 유도과정의 재사용

공간적후보유도시 HEVC의 과정을 수정 없이재사용
하여, 제 1단계에서 실행되도록 하였다. 공간적 후보의 유
도과정은기존의 3D-HEVC 머지모드의일부를변경하였
다. HEVC에서는, A1,B1,B0,A0,B2의 순서로 유도되는데, 
시간적 후보를 위한 여유 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 리스트
에 삽입되는 공간적 후보의 최대개수를 4개로제한하였다. 
따라서 A1,B1,B0,A0가 모두 사용가능 하다면 B2가 사용
가능 하더라도 리스트에 삽입할 수 없다. 하지만, 3D- 
HEVC에서는 리스트의 최대길이가 5에서 6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간적 후보를 4개로 제한하지 않는다[18]. 다음의 절
차는 공간적 후보 유도과정의 후반부인, B2의 유도과정이
다. HEVC에서는 모든 step들이 적용되지만, 3D-HEVC에
서는 Step 3가 적용되지 않는다.

Step 1: 현재 PU의좌상위치의움직임정보가유효하다면, 
그를 상속하고 B2를 사용가능으로 설정한다. 그렇
지 않다면 B2를 사용불가능으로 설정한다.

Step 2: B2가사용가능하고, B2의움직임정보가 A1 또는 B1의

것과 동일하다면, B2를 사용 불가능으로 설정한다.
Step 3: B2가사용가능하고, A1,B1,B0,B0들이모두사용가능

하다면, B2를 사용 불가능으로 설정한다.

3D-HEVC에서는, 단순히 HEVC 처리과정의 Step 3를
제거한 것이므로, 확장부와의 의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IvMC 또는 A1과 같이, B2 후보보다 높은
우선순위를가지는후보들이최적의효율을보이기때문에, 
B2 후보가리스트에삽입되더라도머지모드의최종움직
임정보로서선택될확률은 0.17%로매우낮다 (실험을통
하여 확인함). 따라서 B2 후보가 부호화 효율에미치는 영
향력이거의없으므로, B2 후보의삽입을제한하는 HEVC 

처리과정을 제안된 방법에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3D-HEVC에서는 공간적 후보의 유도과정에서

VSP플래그를 함께 유도하도록 확장되었다. VSP flag가
‘True’ 로설정된공간적후보를사용하여 PU를재구성시, 
합성된 가상블록이 예측블록으로서 사용된다[30].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VSP 플래그유도과정이 제 2단계에서실행되
도록함으로써, 제 1단계의공간적 후보 유도과정으로부터
분리시켰다.

2. 혼합 양방향 후보 유도과정의 재사용

기존의 3D-HEVC에서 혼합 양방향 후보 유도과정은, 
HEVC에서 사용되던 기존 후보들과 새로 도입된 3D 후보
들 간의 의존성이 존재한다. 리스트에 삽입되어서 조합될
수 있는 후보는 HEVC 후보일 수도 있고 3D 후보일 수도
있다. 이들이 서로 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분리해낼수없는상호의존성 (mutual dependency)이존재
한다. 또한, VSP플래그가 ‘True’인 후보는 조합에 사용하
지 않도록 하는 판단이 새롭게 적용되었다[18]. 그러므로
HEVC 후보에해당하는공간적후보들에대한 VSP 플래그
유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에 따라서 인과적 의존

성 (causal dependency)이 존재한다. 또한, 본 유도과정을
위하여, 3D-HEVC에서는 리스트의 최대길이를 5에서 6으
로변경함으로인하여, 사용가능한조합쌍의개수가 12에
서 20으로 8개가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사용 설계에서는 이와 같은 변

경사항들을취소하여, HEVC의혼합양방향후보유도과정
을 그대로재사용하며, 제 1단계에서실행한다. 3D-HEVC
에서는 혼합 양방향 후보 이전에 삽입되는 후보의 종류가

6개인 HEVC와달리, 12 가지나되기때문에, MCL에빈공
간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HEVC에 비하여
혼합 양방향 후보의 활용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와 같은 변경사항들은 실제 부호화 효율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따라서혼합양방향후보유도과정에대한 3D-HEVC
의 변경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HEVC의 처리과정
을있는그대로재사용함으로써간소화를적용함과동시에

의존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32]-[33]. 또한, 제 1단계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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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도록 함으로써 3D-HEVC에서 재 구현될 필요가 없도
록 설계하였다. 

3. 리스트 구성과정의 재사용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제 1단계에서 HEVC의 머지후보
리스트구성과정을그대로재사용한다. 그림 4는, 제 1단계
에서 HEVC 후보들만으로 기본 리스트 구성과정 (그림 4 
(a))이 실행 된 후, 이어서 실행되는 제 2단계의 리스트 재
구성과정(그림 4 (b))을보여주고있다. 제 2단계에서는리
스트재구성과정이실행되며, 제 1단계를통하여출력된기
본 리스트에 3D 후보들이 채워서 확장 리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공간적 후보들에 대한 VSP 플래그를 유도(VSP)
한 후, 3D 후보들인 T, IvMC, IvDC, VSP, IvMCShift, 
IvDCShift가 차례로삽입된다. 리스트 재구성과정은 다음
의 절차를 따르며, 각각의 3D 후보들은 그림 2를 통하여
도시하였던 삽입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삽입된다. 
Step들이 순서대로실행되는도중에리스트가모두채워진
다면, 조기종료된다. 각각의 step에서삽입할 후보가 사용
불가능하다면 해당 step은 건너뛴다. 

A1 B1 B0

Temporal
Combined 

Bi-predictive
Zero

Base merge 
candidate list

A0 B2

(a)

T IvMC IvDC

VSP
Extended merge 

candidate list
IvMCShift IvDCShift

N VSP
Base merge 
candidate list

(b)

그림 4. 제안하는 머지 후보 리스트 구성과정의 블록도. (a) HEVC의 머지
후보 리스트 구성과정, (b) 제안하는 3D-HEVC의 정제된 머지 후보 리스트
재구성 과정

Fig. 4. Block diagram of proposed reusable design for merge candidate 
list construction. (a) Merge candidate list construction process in HEVC, 
(b) Proposed refined process for reprocessing of 3D-HEVC merge can-
didate list 

Step 1: 공간적 후보들의 VSP플래그를 유도한다.
Step 2: T를 리스트에 삽입한다.
Step 3: IvMC를 리스트에 삽입한다. IvMC와 동일한 움직

임 정보를 갖는 A1 또는 B1 은 제거된다.
Step 4: IvDC가 A1 과 B1 모두와 다르다면, 리스트에 삽입

한다.
Step 5: VSP를 리스트에 삽입한다.
Step 6: IvMC가사용불가능하거나, 또는 IvMC가사용가

능하고 IvMCShift가 IvMC와 다르다면, IvMCShift
를 리스트에 삽입한다.

Step 7: IvMCShift가사용 불가능하다면 IvDCShift를 리스
트에 삽입한다.

Ⅴ. 실험결과

3D-HEVC 참조 S/W인 HTM-8.2[34]에 본논문에서제안

된 재사용 설계를 적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
험결과는 내부통합 설계가 적용된 기존의 HTM-8.2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공간적 후보 유도과
정 및 기본리스트 구성과정에 대하여 HEVC의 소스코드
를 그대로 재사용 하였으며, 제 2단계는 3D 후보에 대한
확장부만으로 구현하였다. 입력 비디오시퀀스 및 부호기
설정은, JCT-3V에서 3D-HEVC 국제표준화를위해제공된
Common Test Condition (CTC)[35]을 따른다. 부호화 효율
은 Bjontegaard-Delta rate (BD-rate)[36]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비교하였다.
기존 3D-HEVC의 머지모드에서, HEVC 의 처리과정이
내부 통합된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각 움직임
후보에대한사용가능성 판별횟수, 움직임 정보 접근횟수, 
그리고중복성 검사횟수를사용할수있다. 사용가능성 판
별은, 각 후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명령으로, 
모든 후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핵심 명령이다. 
움직임정보 접근은 사용 가능성 판별에 포함되지만, 다른
블록으로부터 움직임정보를직접적으로상속하는(시/공간
적, T, IvMC, IvMCShift) 후보에 대해서만수행되며, 외부
메모리접근이 수반되는 명령이다. 또한 중복성 검사는 후
보 유도과정 및 리스트구성 과정에서 실행되는 주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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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위의세가지명령들이실행되는횟수를척도
로 하여, 제안된 방법의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대하여 구현
복잡도 감소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사용 가능성 판별횟

수, 전체 또는 의존시점의 텍스처영상에서의 움직임 정보
접근횟수, 중복성검사횟수, 그리고혼합양방향후보조합
횟수의알고리즘구현분석을통한비교결과를표 1에나열
하였다.
사용 가능성 판별횟수는, 가상 후보를 제외하였으며, 공
간적 후보의 유도과정을 재사용함으로 인하여 12회에서 7
회로 감소하므로 감소비율은 41.7% 이다. 전체 움직임 정
보접근횟수는, 시공간적후보에서 6회, 그리고 3D 후보중
T, IvMC, IvMCShift 에서 각각 1회씩실행되므로, 총 9회
가 실행된다. 공간적 후보의 유도과정을 재사용함에 따라, 
새롭게구현되어야하는전체움직임정보접근횟수는 9번

에서 4번으로감소하므로, 구현복잡도감소량은 55.6% 이
다. 의존시점의텍스처영상의경우, 9개의후보중 T를사
용하지 않으므로, 움직임 정보 접근횟수는, 8에서 3으로, 
62.5% 의 감소한다. 중복성 검사횟수는 기존에 총 10회였
지만, 제안된방법을적용시공간적후보유도과정을재사
용함에따라공간적후보들간의중복성검사를 3D-HEVC
에서새로이구현할필요가없으므로, 5회로서 50.0% 감소
한다. 제 1단계에서 HEVC의혼합양방향후보유도과정을
그대로 재사용함으로써, 3D-HEVC에서의 혼합 양방향 후
보의 조합횟수는 총 20회에서 0회로 100% 감소된다.
제안된방법이부호화효율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

한 실험결과를 표 2에 나열하였다. 실험결과, 전체 (views 
1-3 결과의 평균) 및 합성결과에 대한 비교에서 각각 평균
BD-rate 가 기존방법 대비 0.0%를 보임에 따라, 제안방법
과 기존방법의 부호화효율은 완전히 동일함을 확인할 수

Number of operations Before
refinement

After 
refinement

Refinement
rate

Reduction
rate

Availability determination 12 7 58.3% 41.7%

Total motion data fetch 9 4 44.4% 55.6%

Motion data fetch for 
dependent texture 8 3 37.5% 62.5%

Redundancy check 10 5 50.0% 50.0%

Calculations of combined 
bi-predictive candidate 20 0 eliminated 100.0%

표 1. 머지 과정에서의 주요 명령들의 감소율
Table 1. Reduction of major operations on proposed merging process

Sequences
Inter-view video Total 

bitrate
Synthesized 

bitrateView 0 View 1 View 2

Balloons 0.0% -0.1% 0.0% 0.0% 0.0%
Kendo 0.0% 0.1% 0.1% 0.1% 0.1%

Newspaper_CC 0.0% -0.1% 0.0% 0.0% 0.0%
GT_Fly 0.0% -0.6% -0.2% 0.0% 0.0%

Poznan_Hall2 0.0% -0.2% 0.1% 0.0% 0.0%
Poznan_Street 0.0% -0.1% -0.2% 0.0% 0.0%
Undo_Dancer 0.0% -0.1% -0.1% 0.0% 0.0%

Shark 0.0% -0.1% 0.0% 0.0% 0.0%
Average 0.0% -0.1% 0.0% 0.0% 0.0%

표 2. 제안하는 방법의 BD-rate 결과
Table 2. BD-rate results for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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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표 3은 제안방법과 기존방법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산
복잡도를 측정하는 비교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 
제안방법과 기존방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산 복잡도는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quences Encoding time Deccoding time

Balloons 0.0% 0.0%
Kendo 0.0% 0.0%

Newspaper_CC 0.0% -0.1%
GT_Fly 0.0% 0.1%

Poznan_Hall2 0.0% 0.1%
Poznan_Street 0.0% -0.1%
Undo_Dancer 0.0% -0.1%

Shark 0.0% -0.2%
Average 0.0% 0.0%

표 3. 부호화 및 복호화 소요시간 결과
Table 3. Encoding and decoding time results

위의 실험결과들을종합하여판단하면, 제안방법은기존
방법의부호화효율및연산복잡도를동일하게유지하면서, 
동시에내부통합설계방식으로인하여중복사용되는모듈

들을약 51.4% (알고리즘 동작분석을 통하여, 사용 가능성
판별측면에서 41.7%, 의존시점텍스처영상의움직임정보
접근측면에서 62.5%, 중복성검사측면에서 50.0%를줄여
줄 수 있음을 확인) 줄여줌으로서 S/W 및 H/W 구현 복잡
도를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Ⅵ. 결 론

본논문에서는 3D-HEVC 머지모드의구현복잡도를현
저하게낮출수있는재사용설계를제안하였다. 기존의설
계에서는, 3D-HEVC에서 새로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기능
들이 HEVC의 머지 모드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내부통
합되어있기때문에, HEVC에서사용되는동일모듈을중복
해서다시새로이 구현해야만 하는 구현 복잡도가매우높

았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HEVC의 모듈들을 그대로 재사
용하여 실행하는 단계와, 3D-HEVC에서 추가되거나 수정

된부분만을간략하게처리하는재구성단계로분리하였으

며, 이때 기존처리과정상의의존성을제거하기위한간소

화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재사용
설계에서는, HEVC에서사용된방법을중복해서모두새로
이 구현해야하는, 구현 복잡도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제
안방법은, 기존의 내부통합 설계방식의 부호화 효율 및 연
산 복잡도를동일하게유지하면서도, 중복해서구현되어야
했던모듈들을 51.4% 줄여줌으로서, S/W 및 H/W 구현복
잡도를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임을 실험결과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3D- 
HEVC 국제표준의 필수 코딩 방법으로서 채택되었으며
[37]-[38], 가장 최근의 3D-HEVC FDAM 4 국제표준 규격[30] 
및 HTM-14 레퍼런스소프트웨어[39]에모두반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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