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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는 PC와 버금가는 성능을 사용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화질 카메라가 필

수적으로 탑재되어 이제 모바일 기기 사용자 누구나 

간단하게 고화질 영상을 취득하고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더욱 좋은 화질의 고해상도 영상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QVGA, VGA, WVGA 해상

도를 넘어 720p, 1080p, Ultra HD 해상도가 현재 대

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영상의 해상도가 커짐에 

따라 영상의 데이터양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일례로 

8 Bit의 비트 심도를 가진 640 × 480 크기를 가진 

VGA 해상도의 칼라 정지 영상의 데이터양은 640 ×

480 × 3 × 8 bit ≒ 0.92 Mbyte이다. 3840 × 2160 크기

를 가진 Ultra HD 해상도의 데이터양은 3840 × 2160

× 3 × 8 bit ≒ 24.88 Mbyte가 된다. 즉, Ultra HD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은 VGA의 약 27배이다. 기

하급수적으로 커진 영상의 데이터양을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상 압축 

기술이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압축 

기술들은 수많은 자연 영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자연 영상 분석은 자연 영상의 색상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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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mpression method for the edge imag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pixel values of the edge image. The pixel values of the edge image have the

Gaussian distribution around '0', and most of the pixel values are `0`. By these analyses we suggest

the Zero-Based codec that expresses all values in a CU by a single bit flag. Also, in order to reduc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proposed codec, the block partition and the intra-prediction techniques

are proposed by using edge information like the number of each edge direction, the distribution and the

amplitude of a major edge direction in the CU.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odec leads

to a slighter distortion in Y domain than that of HEVC, but has far faster processing speed up to 53

times while it maintains the similar image quality compared to H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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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간의 주파수적 분석[1], 색상과 조도 관계[2],

자연 영상들에 대한 수치적 분석[3,4,5], 그리고 자연 

영상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6] 등이 있다. 유명한 

손실(lossy) 영상 압축 기술에는 JPEG(Joint Photo-

graphic Experts Group), H.26x 시리즈 그리고 VP9

등이 있다. 최근에는 JCT-VC(A Joint Collaborative

Team of Video Coding)에서 HEVC(High Efficien-

cy Video Coding)을 발표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게 되었다[7].

자연 영상과 달리 불량품 검사, 의료 영상 개선,

영상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 경계 영상도 자연 영상과 같이 더 좋은 품질의 

고해상도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계 검출 기술이 

O(MNmn)이라는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해상도가 커질수록 처리 시간이 급격

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M, N은 각각 

영상의 넓이, 높이를 m, n은 각각 경계 검출 마스크

의 넓이, 높이를 나타낸다. 또한, 경계 검출 기술은 

자연 영상과 경계 영상, 두 개의 영상 정보를 가져야 

하므로 영상의 크기가 큰 경우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

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모바일 단말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계 

검출 기술 대체 방안 중 하나는 자연 영상처럼 고해

상도 경계 영상을 압축/전송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경계 영상 압축을 통해 경계 검출 기술의 높은 

계산 복잡도와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분석과 다양한 압축 기술을 가진 자연 영상

과 달리 자연 영상 이외의 영상들에 대한 분석은 미

흡하고 압축 기술은 찾기 힘들다. 경계 영상도 마찬

가지로 영상 자체의 분석이 부족하다. 경계 영상 분

석의 미흡과 경계 영상 압축 기술의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계 영상 압축은 자연 영상 압축 방

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경계 영상은 자연 

영상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계 영상

을 기존 자연 영상 압축 방식으로 압축할 경우 압축 

효율은 떨어진다.

차세대 압축 기술인 HEVC는 경계 영상에서도 높

은 압축률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호화 

복잡도가 다른 압축 기술들보다 매우 크다. 이는 

HEVC가 동일 영상 Quality일 때 H.264/AVC 대비 

2배의 압축률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최신 기법들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35개 모드

의 화면 내 예측, 다양한 크기의 블록을 재귀적으로 

처리하여 최적의 블록 크기를 찾는 화면 분할 방법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영상 복호화에도 영향을 끼

쳐 복호화 시간을 크게 상승시킨다. 이러한 많은 처

리 시간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분야나 성능이 

제한된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는 HEVC를 사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경계 영상에 적합한 새로운 압축 

기법을 제시한다. 먼저 경계 영상의 값 분포와 경계

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경계 영상의 값 

분포가 ‘0’을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Zero-based Codec을 제안

한다. 현재 처리되고 있는 CU(Coding Unit) 안의 모

든 픽셀 값이 ‘0’인 경우, 한 개의 Bit Flag를 복호기에 

보내어 복호화 시 해당 CU의 모든 값을 0으로 표현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압축 Bitrate를 크게 감소시킨다.

HEVC의 블록 분할 방식과 화면 내 예측은 코덱의 

압축 효율을 높여준다. 하지만 HEVC의 기술들은 높

은 계산 복잡도로 인해 부호화 시간을 크게 증가시킨

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QP(Quantiza-

tion Parameter)와 PU(Prediction Unit)별로 최적의 

블록 크기와 최적의 화면 내 예측 모드를 분석하였

다. 분석을 토대로 블록 크기별로 Threshold 값과 경

계 방향별 화면 내 예측 모드 후보군을 설정하였다.

위의 기법들을 Zero-based Codec과 결합하여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켰다. 실험 결과는 제안 코덱이 Y에 

대한 객관적 화질이 HEVC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제안 코덱의 주관적 화질이 HEVC와 동일하면서 처

리 속도가 HEVC보다는 약 52.96배 더 빠른 것을 보

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경계 영상 

소개와 경계 영상 분석 내용 그리고 HEVC의 블록 

분할 방식과 화면 내 예측을 소개하고 해당 기술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3장은 2장에서의 분석을 이용

하여 설계한 Zero-based Codec과 HEVC의 블록 분

할 방식과 화면 내 예측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4장

은 제안 코덱에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경계 영상의 분석

경계 영상은 자연 영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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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검출하여 보여주는 영상을 뜻한다. 경계 

영상은 손가락 영상의 경계 검출을 통한 개인 인증기

술[8], 경계를 통한 전방 차량 검출[9], 경계 기반의 

영상 품질 평가[10]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한, Sample Adaptive Offset을 고속으로 예측[11], 영

상 압축 분야에서도 경계 영상을 이용하여 화면 내 

예측의 계산 복잡도 감소[12,13]등 코덱의 전체적인 

계산 복잡도를 낮추고 퍼포먼스(Performance)를 향

상 시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이 경

계 영상은 대부분의 영상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경계 검출 기술은 소벨(Sobel), 케니(Canny)

그리고 로버츠(Robert) 연산자 등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다운-업(Down-Up) 경계 영상 알고리즘을 이

용한다. 다운-업(Down-Up) 경계 영상 알고리즘은 

입력 자연 영상을 Down Scaling 함수를 이용하여 

1/N 배 크기로 보간한다. 그 후 Up Scaling 함수를 

통해 원본과 같은 크기로 이미지를 보간한다. 위의 

과정으로 보간된 결과 영상은 경계와 같은 고주파수 

성분이 제거되어 전체적으로 원본 영상보다 부드러

워진다. 이는 가우시안 스무딩(Gaussian

Smoothing)을 적용한 이미지와 유사하다. 마지막으

로 보간된 자연 영상과 원본 영상과의 차를 구한다.

식은 아래와 같다.

  ′  (1)

과 ′은 좌표 ( )의 경계 영상과 다운

-업 영상의 픽셀 값이며, 은 좌표 ( )의 경계 

영상의 픽셀 값을 나타낸다. 다운-업 영상은 고주파

수 성분은 제거되고 저주파수 성분만 남아 있기 때문

에 원본 영상과의 차를 구하면 평평한 영역에서는 

‘0’에 가까운 차이 값이 나타나면 경계 영역에서는 

큰 차이 값이 나온다. 이로 인해 생성된 차영상은 원

본의 경계들로 구성된 경계 영상이 된다. Fig. 1은 

원본 영상, 소벨 경계 영상 그리고 다운-업 경계 영상

을 보여준다.

2.1 경계 영상 영역 분석

영상은 크게 Contour와 Texture로 구성되어 있

다. Contour는 객체의 윤곽, 즉 객체의 경계선 또는 

경계를 뜻한다. Texture는 영상에서 homogeneous

영역, 즉 배경을 말한다. 경계 영상과 자연 영상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Texture 영역 값의 Coher-

ence이다. 경계 영상은 Texture 영역 값의 Coher-

ence가 자연 영상보다 훨씬 크다. 이는 경계 영상이 

영교차로 구성된 영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계 

영상의 Texture 영역의 값은 아주 작은 값들로 이루

어져 있다. 특히 다운-업 경계 기술의 특성상 경계 

영상의 Data가 Sparse하게 나타나며 Dynamic

Range가 적다. Fig. 2는 자연 영상과 경계 영상의 

Texture 영역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Fig. 1의 (a) 영

상과 (c) 영상의 동일 Texture 지역 일부분을 확대한 

그림이다.

2.2 경계 영상 수치적 분석

경계 영상은 Texture 지역의 Coherence가 아주 

크기 때문에 경계 영상의 픽셀 값 대부분은 특정 영

역에 분포한다. 본 논문은 경계 영상의 값 분포를 분

(a) (b) (c)

Fig. 1. Comparison of an edge image (a) Original image, (b) Sobel edge image, (c) Down-up edge image.

(a)

  

(b)

Fig. 2. Comparison of texture region. (a) Texture region 

of (a) image of fig. 1, (b) Texture region of (c) 

image of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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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정규 히스토그램(Normalized histo-

gram)을 이용한다. 경계 영상의 너비를 , 높이를 

, 그리고 은 경계 영상의 좌표 ( )의 픽셀 

값이라고 할 때, 1-D Histogram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은 Argument가 참인 경우 1, 나머지 경우 0을 

반환한다. 영상 전체의 픽셀들의 개수를 s라고 할 때 

정규화 1-D Histogram 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3)

Fig. 3은 경계 영상의 값 분포의 일부분을 보여준

다. 경계 영상의 값 분포는 ‘0’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

우시안 분포 모양을 하고 있다. class 1의 경우 전체 

값 개수의 약 83%가 –3～3 값 사이에 몰려 있다.

그 외의 영상들도 픽셀 값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분포된 모습을 보여준다. 경계 영상은 위처럼 값의 

분포가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경계 영상

에 대한 압축 효율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2.3 HEVC의 블록 분할과 화면 내 예측

HEVC은 가변 크기의 CTU(Coding Tree Unit)을 

사용한다. CTU는 다시 CU, PU 그리고 TU(Trans-

form Unit)으로 분류된다. 각 Unit은 예측이 수행되

는 코딩 기본 단위, 예측의 기본 단위, 그리고 변환 

블록의 기본 단위를 뜻한다. 셋 개의 Unit은 CTU

크기보다 클 수 없다. CU는 CTU의 크기부터 분할되

어 최소 8 × 8까지 분할된다[14]. 본 논문에서는 CTU

는 64 × 64, CU는 64 × 64～8 × 8 그리고 PU의 크기

를 64 × 64～4 × 4, TU 사이즈는 32 × 32～4 × 4로 설

정하였다.

HEVC의 화면 내 예측 모드는 35개가 존재한다.

모드 0과 모드 1은 Planar, DC이다. 그 이외의 33개의 

모드는 방향성을 고려한 Angular 화면 내 예측 모드

이다. HEVC의 화면 내 예측은 위의 35개의 모드를 

이용하여 정밀한 예측을 실행한다. HEVC은 Unit 내 

영상 정보의 특징과 주변 영상 정보들과의 관계를 

RDO(Rate-Distortion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 계산된 RDO로 통해 영상에 Rate와 열화를 

고려한 각 Unit의 최적의 압축을 선택한다. 이때 사

용되는 RDO 식은 아래와 같다[15].

∅  ∅  ∅ (4)

D, R, J는 각각 양자화에 의한 열화, 압축 스트림의 

Rate, RD-Cost이고, ∅, 은 각각 부호화 모드와 라

그랑지안(Lagrangian) 승수를 가리킨다. 여기서 최

Fig. 3.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of the ed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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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인코딩을 위해 최소의 값을 찾고, 그에 따른 

∅를 선택한다. 아래 식은 하나의 영상에서 값을 계

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블록 분할과 화면 내 예측 

RDO 수행 횟수이다.

    (5)

는 RDO 수행 횟수이고, 은 영상의 CTU 개수

이다. 또한  는 CTU 사이즈의 따른 최대 RDO 수행 

횟수이고, 는 화면 내 예측 모드의 개수이다. 예를 

들어 Full HD 화질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64x64

CTU 사이즈와 35개의 화면 내 예측 모드로 영상을 

압축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4,569,600번의 RDO가 

실행된다. 이러한 RDO 연산은 HEVC 부호화 계산 

복잡도를 크게 증가시킨다[16]. 따라서 HEVC의 화

면 분할 방식과 화면 내 예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DO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Unit 내 경계의 방향 개수, 주요 경계의 방향과 

경계의 강도의 Unit 내 분포를 이용하여 최적의 압축

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하는 Zero-Based Codec

3.1 경계의 값 분포를 이용한 압축 기법

경계 영상의 값 분포는 ‘0’을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

안 분포이다. 따라서 경계 영상에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는 값은 ‘0’이 되므로 ‘0’에 대한 Bit를 적

게 주면 줄수록 경계 영상의 압축률이 높아진다. 제

안하는 Zero-based Codec은 CU 블록의 픽셀 값이 

모두 ‘0’인 Zero Block인 경우, 1 Bit로 부호화하여 

복호화 시 해당 CU 블록의 모든 값이 ‘0’으로 표현될 

수 있게 설계하였다. Fig. 4는 Zero-based Codec의 

순서도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Zero-based Codec은 CU 블록의 픽셀 

값이 모두 ‘0’인 Zero Block인 경우, 1 Bit를 부호화하

여 복호화 시 해당 CU 블록의 모든 값이 ‘0’으로 표현

될 수 있게 설계하였다. Fig. 4는 Zero-based Codec

의 순서도를 보여준다.

제안 코덱은 Zero Block을 늘리기 위해 특정 구간

을 모두 ‘0’으로 치환하는 Bit Reduction 전처리를 실

행한다. Bit Reduction 식은 아래와 같다.

′   if   ≤ 
 

 (6)

은 Threshold 값을 나타내고, 경계 픽셀의 절대 

값이 Threshold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0’으로 치환

한다. Bit Reduction된 경계 영상은 차례대로 블록 

분할과 화면 내 예측, 주파수 변환, 그리고 양자화를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코딩(Entropy Co-

d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상을 압축한다.

경계 영상을 다양한 크기의 CU 블록으로 분할하

고 각 CU 블록 내 픽셀의 모든 값이 ‘0’인지 검사한

다. Zero Block인 경우에는 부호기는 복호기에 

'True'를 전달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Zero Block 검

사가 이루어진다. CU의 경계 픽셀 값을 검사하는 방

식과 경계 픽셀 값을 주파수 변환과 양자화를 한 후

에 나온 결과 값을 검사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 방식

은 경계 영상의 Dynamic Range가 작다는 특징을 이

용한다. 경계 영상의 값 분포가 –3～3 값 사이에 많

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경계 영상에 양자화를 적용할 

경우 많은 블록이 Zero Block으로 변한다. 양자화를 

통해 나온 Zero Block은 역양자화와 역주파수 변환 

후에도 모든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의 

Zero Block과 성질이 일치하다.

화면 내 예측 실행 전에 두 가지 Zero Block 검사

를 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하는 Flag Bit를 줄일 수 

있으면 부호화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

재 CU가 Zero Block이 아닌 경우에는 복호기에 

'False'를 전달하고, 화면 내 예측에 대한 실행 여부

를 결정한다. 그 후, 주파수 변화와 양자화를 적용하

여 경계 영상의 데이터양을 감소시킨다. Zero-based

Codec의 주파수 변화와 양자화 기술은 HEVC의 

Integer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와 양자화 

스케일(Quantization Scale) 방식과 같다. 마지막으

로 엔트로피 코딩을 통해 경계 압축 영상의 비트스트Fig. 4. Flow chart of Zero-based Co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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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BitStream)을 생성한다.

3.2 경계 정보를 이용한 블록 분할

RDO를 이용하는 블록 분할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경계 방향성과 경계의 강도를 이용한

다. 경계의 방향성과 경계의 강도를 구하기 위해 경

계 영상에서 그레이디언트(Gradient)를 계산한다.

Fig. 5는 그레이디언트 검출 마스크이다.

식 7은 그레이디언트 검출 마스크를 이용하여 그

레이디언트 을 계산하는 식이다.

  
  




  



  (7)

 은 경계 영상의 좌표 ( )의 픽셀 값,

은 좌표 ( )의 그레이디언트 검출 마스크 값

을 의미한다. 을 구하는 식은 위와 동일하다.

아래 식은 그레이디언트  , 을 이용하여 경계 

강도, 그레이디언트 방향을 계산하는 식이다. 와 

는 경계 강도, 그레이디언트 방향을 나타낸다.

    (8)

 arctan


 (9)

의 경계 방향은 [0 , 360 ]를 가지기 때문에서 

모든 방향으로 처리하는 대신 수평(0 ), 수직(90 ),

45 , 135 의 4 방향으로 양자화한다[17].

위 식들로 생성된 경계 강도와 방향의 개수는 경

계 영상의 크기와 같다. 데이터양을 줄이기 위해 경

계 강도와 방향의 개수를 4 × 4 블록으로 분할한 후,

분할된 블록 별로 경계의 주된 방향과 강도를 계산한

다. 식(10)은 경계의 주된 방향을 구하는 식을 나타낸

다.

 ′′′   max∈  (10)

HD는 1-D 경계 Histogram을 뜻한다. Histogram

계산식은 식 (2)와 동일하다.  ′′′은 ′′에 위치

한 경계 방향 값이다. 즉, 블록 내의 각 픽셀의 경계 

방향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방향이 블록의 주된 방향이

다.

 ′′ ′   
 




 



               ′′
′

 


(11)

식 (11)은 식 (10)에서 구한 주된 경계의 강도를 

구하는 식이다. 모든 전처리 과정을 마친 뒤 원본 경

계 영상을 CTU 블록 크기인 64 × 64로 분할한다. 각 

CTU은 식 (10)과 식 (11)에서 구한 주요 경계 방향과 

주요 경계의 강도를 이용하여 CU 사이즈를 결정한

다.

경계의 주된 방향의 개수가 다른 경계들과 비슷하

거나 작으면 현재 지역은 다양한 경계가 존재하는 

복잡한 지역이다. 복잡한 지역은 CU의 크기가 작을

수록 예측의 효율은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경계의 

주된 방향의 개수가 다른 경계들보다 많으면 현재 

지역은 Edge confidence가 높은 지역이다. Edge

confidence가 높은 지역은 PU의 크기가 클수록 예측

의 효율을 높아진다. Fig. 6은 지역에 따른 경계 방향

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계의 주된 방향의 강도가 

다른 경계들보다 크지 않은 지역은 복잡한 지역이므

로 CU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이 때문에 블록의 병합

과 분할은 경계의 주된 방향의 개수와 강도를 고려해

야 한다.

기존의 코덱에서는 모든 블록의 크기에 대해 Cost

를 계산하고, 그중에서 가장 작은 Cost를 가지는 블

록의 크기로 병합된다. Cost를 사용하여 병합된 블록

들의 경계의 주된 방향 개수와 강도 모두 블록 내에

Fig. 5. Gradient detection mask.

  

Fig. 6. Edge orientation per block region. (a) the edge 

orientation per 4×4 pixels of the complex region,  

(b) the edge orientation per 4×4 pixels of the 

region of the strong edge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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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Accounting for the average number of the major edge per block size. (a) 8x8 block size, (b) 16×6 block 

size, (c) 32×32 block size, (d) 64×64 block size.

(a) 8×8 (b) 16×16

(c) 32×32 (d) 64×64

Fig. 8. Accounting for the average amplitude of the major edge per block size. (a) 8×8 block size, (b) 16×6 block 

size, (c) 32×32 block size, (d) 64×64 block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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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차지 비율은 언제나 일정한 

값을 웃돈다. 따라서, 제안 코덱에서는 Cost가 아닌 

임계값을 통해 블록의 병합과 분할을 고속으로 처리

한다.

   




 

   






     
 



(12)

임계값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다. 먼저, QP 값을 10에서 49까지 설정하고, 각 CTU

의 블록 크기 별로 Edge confidence를 계산한다. 그

리고 분할에 필요한 Bit와 계산된 Edge confidence를 

고려하여 최적의 크기로 블록을 분할한다. 마지막으

로 병합된 블록의 크기별로 경계의 주된 방향 개수와 

강도가 블록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Fig.

7과 Fig. 8은 경계의 주된 방향과 강도가 블록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Table 1과 Table 2는 

Fig. 7과 Fig. 8을 통해 정의된 임계값이다.n

제안 코덱은 경계의 주된 방향의 개수와 강도가 

차지하는 비율 값 중에 하나라도 임계값보다 작으면 

CU를 분할한다. 분할은 CU 크기가 최소 블록 크기

가 될 때까지 실행하며, 식은 (12)와 같다. 와 는 

경계의 주된 방향과 강도가 현재 블록 내에서 차지하

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면 과 은 경계별 방향 개

수와 강도이다. 제안 방법은 임계값만을 이용하기 때

문에 블록의 병합과 분할에 대한 계산 복잡도가 작

다. 또한, 경계의 주된 방향의 개수와 강도를 이용하

기 때문에 병합된 블록들의 Edge confidence가 높다.

3.3 경계 정보를 이용한 화면 내 예측

앞서 언급했듯이 HEVC의 화면 내 예측 모드는 

총 3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33가지의 Angular

화면 내 예측 모드는 영상의 방향성과 관련이 크다.

수직인 경계 영상의 경우 26 주변으로, 수평이면 10

주변으로 예측 모드가 선택된다. 본 논문에서는 화면 

내 예측 모드와 블록 방향 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실험한다. 식 (9)의 경계 방향을 36개

의 방향으로 양자화한다. 그 후, 모든 화면 내 예측 

모드를 실행하여 최적의 예측 모드를 구한다. 현재 

블록의 방향과 최적의 예측 모드를 표시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는 블록의 각도 별로 가장 많이 

나온 화면 내 예측 모드 10개를 빨간 화살표로 표시

한 그림이다. Fig. 9의 결과는 경계의 각도가 커질수

록 예측 모드들이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 특징을 이용하여 36개의 경계 

방향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 화면 내 예측을 간소

화시킨다. Table 3은 36개의 경계 방향을 그룹화한

(Grouping) 표이다.

각 그룹에 특성에 따라 총 13개의 화면 내 예측 

모드를 부여하였다. PU는 경계의 방향에 따라 하나

Table 1. Threshold of accounting for the number of the 

major edge per QP and Block Size.

Size
QP 8×8 16×16 32×32 64×64

17 < QP 72 58 55 48

17 ≤ QP < 27 69 60 70 76

27 ≤ QP < 32 72 54 65 74

32 ≤ QP < 35 72 54 50 65

35 ≤ QP 72 55 50 47

Table 2. Threshold of accounting for the amplitude of 

the major edge per QP and block Size

Size
QP 8×8 16×16 32×32 64×64

> 17 73 59 46 43

17 ≤ QP < 24 72 61 41 32

24 ≤ QP < 31 70 57 44 27

31 ≤ QP < 35 73 57 49 35

35 ≤ QP 74 57 52 48 Fig. 9. Intra prediction mode of each the edge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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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 그룹에 속한다. 각 PU는 13개의 예측 모드를 

이용하여 화면 내 예측을 실행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잔여 블록을 생성하는 예측 모드를 최적

의 예측 모드로 선택한다. Fig. 10은 1st 그룹의 화면 

내 예측 모드를 보인다.

자연 영상과 달리 경계 영상은 Signed 9 Bit 영상

이므로 음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화면 내 예측 시 

참조 샘플 값과 현재 픽셀 값의 부호가 다를 경우,

잔여 픽셀 값이 현재 픽셀 값보다 커진다. 본 논문은 

최적의 모드로 생성된 잔여 블록과 현재 블록의 픽셀 

값들을 비교하여 위 문제를 해결한다. 식은 다음과 

같다.

     ′
 

 (13)

는 화면 내 예측 실행 Flag이고, , ′는 

최적의 모드로 생성된 잔여 블록과 현재 블록의 픽셀 

값들이다. 의 값에 따라 주파수 변환이 적용

되는 블록을 달리한다. 잔여 블록의 절댓값 합이 현

재 블록의 픽셀 절댓값 합보다 작은 경우 는 

1이 되고, 잔여 블록으로 주파수 변환을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잔여 블록이 아닌 현재 블록으로 주파수 

변환을 한다. 위 방법을 통해 부호 문제로 인해 현재 

블록의 픽셀 값들보다 더 커진 잔여 블록의 픽셀 값

으로 주파수 변환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4. 실험결과

제안하는 코덱은 경계 영상의 값 중 ‘0’이 가장 많

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경계 영상에 

대한 압축 효율 크게 늘렸다. 또한, 화면 분할과 화면 

내 예측에서 사용하는 RDO를 경계의 방향을 이용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호화의 처리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제안하는 코덱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로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영상으로는 

YUV420 칼라모델인 640 × 480, 1280 × 720, 1920 ×

1088, 2560 × 1600 그리고 3840 × 2160 크기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기존 코덱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HEVC

의 소프트웨어 모델인 HM 16.2를 이용하였다. 실험

은 3.50GHz 듀얼 코어, 16GB 메모리를 가지는 사양

의 컴퓨터로 진행하였다.

Table 4는 동일 Bitrate일 때의 전체 인코딩 시간

Table 3. An edge orientation group 

Group 경계 각도

1st Group 0 , 10 , 180 , 190

2nd Group 20 , 30 , 40 , 200 , 210 , 220

3rd Group 50 , 60 , 230 , 240

4th Group 70 , 80 , 90 , 250 , 260 , 270

5th Group 100 , 110 , 280 , 290

6th Group 120 , 130 , 140 , 300 , 310 , 320

7th Group 150 , 160 , 170 , 330 , 340 , 350

Fig. 10. Intra prediction mode set of 1st group.

Table 4. Comparing encoding time of the proposed algorithm with HEVC 

Encoding Time(Sec)

Edge Image HEVC Proposal 비교(배)

Class A (640 × 480) 1.562 0.023625 66.12

Class B (1280 × 720) 5.197 0.098852 52.57

Class C (1920 × 1088) 10.29 0.185235 55.55

Class D (2560 × 1600) 26.535 0.765533 34.66

Class E (3840 × 2160) 44.24 0.791625 55.89

평균 - - 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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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한 표이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코덱이 

HEVC보다 최대 약 66배, 평균적으로는 약 53배의 

빠른 부호화 속도를 가지는 것을 보인다. Table 5는 

동일 Bitrate일 때의 HEVC와 제안 코덱의 PSNR을 

비교한 표이다. 제안하는 코덱이 HEVC에 비해 Y

도메인에서 다소 화질의 열화를 보이지만 U, V 도메

인에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동일 Bitrate일 때의 HEVC와 제안 코덱

의 복호기로 복원한 영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Fig.

11의 Enhancement 영상은 복원된 이미지의 Y 값에 

5를 곱한 영상이다. 두 코덱 간의 영상의 주관적 화질

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Enlarged 영상은 En-

hancement 영상에서 일부를 확대하여 보여준다. 위

의 Enlarged 영상은 제안하는 코덱이 몇몇 부분에서 

수평과 수직 방향의 경계를 HEVC보다 좀 더 정확하

게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계 영상에 적합한 새로운 압축 

기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계 영상과 자연 영상과

의 차이와 특징을 분석하였고, 경계 영상의 값 분포

가 ‘0’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우시안 분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경계 영상 

압축 기법인 Zero-based Codec을 제안하였다. 제안 

코덱은 CU 블록 안의 모든 픽셀 값이 ‘0’인 경우 1개

의 Flag를 복호기에 보낸다. 그 후 복호화 시에 해당 

CU 블록을 Zero block으로 표현한다. 또한, 특정 구

간을 ‘0’으로 치환하는 Bit reduction을 적용하여 

Zero block을 증가시켰다. 제안하는 코덱은 기존의 

코덱에서 사용하는 RDO로 인해 부호화 및 복호화의 

계산 복잡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

서는 높은 계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블록의 크기별

로 경계의 주된 방향 개수와 강도가 블록 내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블록 분할 크기를 고속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 36개의 경계 방향을 7개 그룹

으로 묶어 각 그룹별로 화면 내 예측 모드 Set을 주어 

화면 내 예측의 모드를 고속으로 찾을 수 있게 하였

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코덱이 객관적 화질 평가

에서 HEVC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제안 코덱이 

HEVC에 비교하여 현저히 빠른 속도를 보이면서도 

주관적 화질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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