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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복잡도 감소를 위한 고속 부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마지

막 0이 아닌 DCT 계수의 위치를 기준으로 블록의 평활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Transform Unit의 분할 여부를 빠르게 결정

한다. 실험결과를 통해 미미한 0.5% BD-RATE 증가만으로 인코딩 타임을 약 20%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키워드 :  HEVC, Transform Unit, TU Pruning, 복잡도

1. 서론

최근 디지털 방송기술과 디스플레이 기기 등의 발전으로 초고해

상도 비디오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 단

체에서는 2010년 1월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을 설립하여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1]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

고 있다. 2012년 현재 HEVC는 기존 H.264/AVC 에 비해 객관적 화

질 측면에서 40%~50%의 높은 부호화 효율을 보이고 있다[2].

HEVC의 주요 기술 중 하나는 계층적 재귀 구조를 갖는 코딩트

리블록(coding tree block; CTB)이다. 과거 비디오 부호화 표준들에

서 기본블록 단위로 사용되었던 16x16 고정 크기의 매크로블록 대신, 

HEVC는 CTB를 통해 가변적 블록 크기를 허용한다. 그림 1에서와 같

이, CTB에는 코딩유닛(coding unit; CU) 및 예측유닛 (prediction 

unit; PU)을 정의하고 있다. CU는 쿼드트리(quard-tree)구조를 사용

하여 계층에 따라 재귀적으로 더 작은 유닛으로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8x8~64x64의 다양한 블록 크기를 지원하며, 각 CU는 2Nx2N, 

2NxN, Nx2N, NxN (최소 크기의 CU인 경우에만 화면내 NxN 크기 

가능) 등 다양한 크기의 PU로 다시 분할하여 화면 내 혹은 화면 간 예

측을 수행할 수 있다. HEVC의 residual quad-tree (RQT)는 그림 1

과 같이 변환 크기 또한 CU와 같은 방식으로 계층적 재귀 구조를 갖는

다. RQT는 변환 및 양자화를 위한 기본 유닛으로 변환 유닛 

(transform unit; TU)을 정의하며, TU의 크기는 4x4로부터 32x32까

지 다양한 변환 블록 크기를 지원한다. 따라서 각 CU는 및 이와 관련

된 모든 가능한 PU는 4x4부터 대응 CU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변환

이 가능하다.

그림 1. HEVC 의 CU, PU, TU 구조

상기와 같은 CU, PU, TU 지원은 HEVC가 기존 비디오코덱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블록조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압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부호화 과정에서 

허용하는 부호화 블록 및 변환 블록의 가능한 조합 수가 매우 증가함

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도한 부호화 복잡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과도한 복잡도의 감소를 위해서, Gweon은 CBF(coded 

block flag)의 값에 따른 고속 PU 결정 방법[3]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HM(HEVC Test Model) 6.0에 포함되었다. CBF는 잔차 신호의 유무

를 알려준다. 만약 CBF가 0이라면, 잔차 신호 없이 예측이 매우 잘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고속화 방법은 CBF가 0인 경우 더 이상의 

가능한 PU들을 검색하지 않고 일찍 종료시킴으로써 부호화 수행 시간

을 기존 HM보다 약 50% 향상시켰다. 이 방식은 CBF가 0인 경우에만 

부호화 복잡도를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양자화 파라미터의 값이 작다

면 CBF의 값이 0인 경우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키

는데 한계를 갖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단점을 극복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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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equence

TU가 분할되지 않을 확률

0< T <= 5 6< T <= 20 20< T <= 40

Traffic 86.75 61.13 32.45

Kimono 84.64 65.27 42.17

BasketallDrill 79.45 57.24 37.80

BasketballPass 76.89 63.15 36.59

도 부호화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CBF 값이 1인 경우에도 변환 

계수의 분포를 분석하여 TU 결정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일반적으로 임의 크기 TU의 변환 계수가 고주파 성분 없이 저

주파 성분만을 갖는 경우 이 블록은 비교적 화소 간에서 오차의 변화

량이 적고 에너지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블록은 분할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마지막 0이 아닌 변환 계수의 위치를 

기반으로 블록의 평활도를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TU 결정을 조기 

종료함으로써 부호화 복잡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다. 

2. 고속 TU 분할 방법

HEVC는 계층적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부호화하기 위해 CU, 

PU, TU를 정의한다. 가장 큰 크기의 CU는 LCU(Large Coding 

Unit), 가장 작은 크기의 CU는 SCU(Small Coding Unit)로 정의하며, 

각각의 LCU는 트리 구조로 다양한 크기의 CU 로 분할될 수 있다. 각 

CU에서 PU 및 TU 결정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PU로 

분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CU는 PU와 관계없이 쿼드 트리 구조

의 TU로 분할될 수 있다. 이때 최적의 CU를 찾기 위해 순차적으로 

LCU 부터 SCU까지 쿼드트리 구조에 따라 재귀적으로 비용을 계산하

고, 각 CU 별로 매번 PU의 여러 모드에 대한 예측비용을 계산하며 그

에 따른 잔차 신호에 대한 TU를 매번 조사하여 최적의 TU 분할 방식

을 찾는다. 최종적으로 각 모드에 따라 PU 와 TU의 비용을 전부 계산

해보고 최적의 CU, PU, TU 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림 2처럼 모든 

PU 마다 TU 분할 방식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PU의 크기 및 

부호화 모드에 따라 잔차 신호의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

은 방식으로 HEVC는 정확한 예측 및 성능이 높은 변환과 양자화의 

선택이 가능하고,  이것은 높은 압축 효율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이러

한 다양한 CU, PU, TU의 조합으로 인해 매우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

져오게 되고 많은 부호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적의 TU 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복잡도 감

소 이다. 제안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각 PU에서 예측신호 생성 후 

블록의 잔차 신호들에 대한 편차가 작다면 저주파 영역으로의 높은 에

너지 집중도를 갖게 되며, TU 측면에서 더 이상 분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잔차 블록의 에너지 집중도는 다양한 방법으

로 측정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0이 아닌 변환 계수의 위

치로 판단한다. 만일 임의 변환 블록에서 NZTC(non-zero 

transformed coefficient)의 마지막 위치가 저주파 영역이라면 고주

파 성분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이 블록을 잔차신호의 분포가 평활한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상기 아이디어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서, 각 PU에서 잔차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가능한 크기

의 TU를 조사하고 최적의 TU를 선택한 결과에서 NZTC 의 마지막 

위치에 따른 하위 블록으로의 분할하지 않을 확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T 는 양자화 과정 후 잔차 신호로 이루어진 블록에서  

NZCT 의 마지막 위치이며 실험결과 NZTC의 위치가 저주파 영역일 

때 TU 가 분할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NZTC 

의 위치에 따라 블록의 분할 여부를 미리 판별 할 수 있다.

표 1.  NZTC의 위치에 따른 TU 분할 확률( QP : 32 )

 

그림2. HEVC 재귀적 CU, PU, TU 결정 과정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TU 결정을 조기 종료하여 부호화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HEVC 는 그림2 와 같이 순차적으로 여러 모드들의 비용을 계산

을 하고 이때 각 PU에서 양자화 과정이 끝나면 최적의 TU 분할 방법

을 결정하기 위해 재귀적으로 TU 비용을 조사한다. 

    제안 방법은 각 PU의 TU 결정 과정에서 NZTC의 마지막 위치에 

기반 하여 하위 깊이 TU 의 비용조사를 조기 종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NZCT 의 마지막 위치가 저주파 영역에 위치한다면 하위블록

으로의 분할하지 않는다. 그림3 은 제안하는 고속 TU 결정 방법의 순

서도이다. 현재 PU에 대한 TU 조사 과정에서 NZTC의 마지막 위치를 

조사하고, 이것이 저주파 영역에 위치하면 더 이상 TU를 분할하지 않

고 현재 단계에서의 TU 크기로 바로 결정한다. 만약 NZTC가 저주파 

영역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기존 HEVC 부호화 방법과 같이 현재 TU

의 크기가 가장 작은 변환 크기보다 같다면 그동안 비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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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위치에 대한 BD-RATE 증가율

그림 3 제안하는 HEVC 고속 부호화 과정

사를 했던 모든 TU 크기 중 가장 비용이 작은 TU 크기를 선택하여 

부호화 하게 되고, 현재 TU의 크기가 가장 작은 크기의 TU보다 크다

면 깊이를 1 증가한 후 하위 블록 4개로 분할하여 각각의 비용 조사를 

이어간다. 이러한 고속 TU 분할 방법은 모든 PU 크기의 TU 결정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4 는 다양한 영상들을 이용하여 제안 방법을 적용하였

을 때, NZCT 의 마지막 위치에 대한 임계치의 설정에 따른 

BD-RATE 의 증가율이다.

     그림 3의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NZCT 의 마지막 위치이며 가로

축은 그에따른 BD-RATE 증가율이다. 위의 그래프에서의 결과로 

NZCT 의 마지막 위치가 증가할수록 BD-RATE 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NZCT의 마지막 위치 에 따라 하위 블록으로의 분할

을 강제적으로 허용하지 않게 하여 얻어지는 결과로 NZCT의 마지막 

위치가 고주파 영역에 위치할수록 분할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NZCT 의 마지막 위치가 저주파 영역에 위치할 때 그리고 그

에 따른 BD-RATE 증가가 객관적인 화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

서 상기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적절한 화질과 높은 계산 복잡도의 감소

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여 적절

한 NZCT 의 위치를 계산한다.

             Y  =  ×exp×           식 (1)

   위 식(1) 에서 Y 는 NZCT 의 마지막 위치에 대한 임계치이며 

BDR 은 BD-RATE 증가율이다. a, b 는  그림 4 에서 지수함수를 사

용하여 SSE(Sum of Square Error) 가 가장 적게 모델링 했을 때의 

상수로서 각 3.233, 1.12 이다. 본 논문에서는 NZCT 의 마지막 위치

에 대한 임계치를 BD-RATE 증가율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식(1)

을 사용하여 BD-RATE 증가에 적응적인 임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질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많은 복잡도를 감소 시킬 필요

가 있을시 BD-RATE 증가율을 크게 허용함으로써 임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복잡도는 적게 감소해도 상관없고 화질이 뛰어나야 

할 경우에는 BD-RATE 증가율을 작게 허용하는 임계치로 결정한다.

3. 실험

    실험에서 사용한 HEVC reference software 는 HM-7.0 [4]버

전이고, 부호화 모드는 Random_Access_high efficiency 이다. 테스

트 영상은 C, D Class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조건에 CBF의 값에 

따른 고속 PU 결정방법[3] 을 포함하였다. 이 방법은 CBF 가 0인 경

우 더 이상의 가능한 PU 들을 검색하지 않고 조기 종료 하는 것으로 

기존 HEVC 부호화 시간을 약 50% 정도 향상시킨다.

Threshold = 5

Sequence BDR TS

Class C

BasketballDrill 0.4% 21%

BQMall 0.5% 20%

PartyScene 0.2% 20%

RaceHorses 0.9% 20%

Class D

BasketballPass 0.6% 16%
BlowingBubbles 0.3% 19%

BQSquare 0.6% 21%
RaceHorses 0.7% 19%

AVG. 0.5% 19%

표 2 NZCT의 마지막 위치에 대한 임계치를 5로 설정한 결과

 표 3. NZCT 의 마지막 위치에 대한 임계치를 20으로 설정한 결과

Threshold = 20

Sequence BDR TS

Class C

BasketballDrill 0.9% 24%

BQMall 1.6% 23%

PartyScene 1.3% 24%

RaceHorses 2.1% 23%

Class D

BasketballPass 1.7% 19%
BlowingBubbles 1.7% 21%

BQSquare 2.0% 24%
RaceHorses 2.0% 22%

AVG. 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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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시간 변화량 TS(Time Saving)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TS(%) = 
 

×       식 (2) 

     

    여기서 TSref 는 HM-7.0 로 부호화 했을 때 소요시간 이고, 

TSprob 는 제안한 방법을 HM-7.0 에 적용하여 부호화 했을 때 소요

되는 시간이다. 

    표 2의 실험결과는 NZTC의 위치가 0부터 5인 경우 하위 TU 로

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고 반대로 6이상인 경우에는 기존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얻은 결과이며 임계치 5 는 위 식(1)에서 BDR을 0.5 로 설

정한 후 계산한 결과를 정수화한 수치이다. 표 3은 위 표 2 와 마찬가

지로 BDR을 1.5 로 설정 했을 때의 임계치 값 20 으로 실험한 결과이

다.

    실험 결과와 같이, 임계치를 5로 설정한 경우에는 약 0.5% 정도

의 미미한 BD-RATE 증가가 있었으며, 복잡도의 척도인 TS는 기존 

HEVC 대비 19%가 감소하였고, 임계치를 20 으로 설정한 경우 약 

1.7% 의 BD-RATE 증가와 23% 정도의 TS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BD-RATE에 적응적으로 NZCT 의 마지막 위치에 

대한 임계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미비한 객관적 화질의 증가만으로 

복잡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고속화 방식인 CBF 의 

값에 따른 고속 PU 결정방법[3]과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높은 복잡도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4.결론

    본 논문에서는 0 이 아닌 변환 계수의 마지막 위치에 따른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TU의 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HM-7.0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 심각한 화질열화 없이 약 20% 정도의 

부호화 시간 감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CBF 값으로 하위분할

을 결정하는 방법은 단순히 변환된 계수의 존재 유무만으로 하위 분할

을 결정하는 반면 본 논문은 양자화된 변환 계수의 저주파 및 고주파

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임계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 특성에 

따라 TU의 하위분할을 결정짓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양자화 파라미

터 및 영상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임계치를 얻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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