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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full-HD 3D 방송, UD(ultra-definition) 영상 서비스, mobile

device 향 양방향 HD급 화상통신 등 기존 영상 서비스의 품질을

월등히향상시키고자하는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본기고에서

는기존H.264/AVC 영상압축표준의성능을2배이상향상시키

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새로운 차세대 영상 압축 표준인

HEVC(high-efficiency video coding; MPEG-H/H.265)의 표준화 동

향을 소개한다. 또한, 현재 HEVC test-model (HM) version 1을 구

성하고있는요소기술들을결정하기위해진행되었던성능평가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HM의 전반적 구성

및현재성능수준에대한평가결과를보인다.

I. 서 론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은 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

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뿐 아니라 YouTube 등의

streaming service, 화상 통신 등 다양한 영상 서비

스 분야의 핵심 기술 역할을 해 왔다. 현재 기존 2D

영상 서비스의 제한된 현장감을 극복한 3D 영상 서

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mobile 기기에서조차도

full-HD급 1080p 영상의 재생이 가능해지고 있다.

한편 기존 1080p 해상도를 크게 확장한 UD(ultra

definition)급 contents의 생성 및 display가 가능한

장비들도 속속 마켓에 등장하고 있어 멀지 않은 미

래에이러한기기들이보편화될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신규 영상 서비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면, 영상 압축이 적용되기 전의 데이터 량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 DTV 방송이

1080i@60Hz 규격, 즉 1920x540 크기의 화면을 1

초에 60번씩 전송하는데 비해, 완전한 full-HD라고

할 수 있는 1080p@60Hz의 경우 2배의 데이터량

이 필요하다. 한편, 양쪽 눈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

는 현재 2D 방송을 3D stereoscopic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전달될 정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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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제작해야하므로다시2배의데이터량이필

요하게 된다. 또한, 4096x2048, 8192x4096 등 기

존 full-HD의 해상도를 월등히 뛰어넘는 초고해상

도 영상 서비스의 경우 full-HD 대비 각각 4배, 16

배에 달하는 엄청난 데이터 량을 처리해야 한다. 이

러한 데이터 량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송

인프라, system 성능, bus bandwidth, 영상 압축 기

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이 요구되며, 본

기고에서는 그 중 기존 영상 압축 기술의 성능을 크

게 향상시키기 위해 ISO/IEC MPEG과 ITU-T

VCEG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인 HEVC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차세대 영상 압축 표준의 필요성이 토

의되었던 사전 논의 단계를 소개하며, 3장에서는

H.264/AVC 대비 현존하는 기술들의 수준을 평가

했던 Call-for-Evidence 단계를 소개한다. 4장에

서는 HEVC 표준의 초기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진

행되었던 Call-for-Proposal 단계 및 그 결과물인

Test-Model under Consideration (TMuC)에 대해

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010년 10월 확정된 HEVC test-model(HM)

version 1에 대해 그 구성 및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을맺는다.

II. 사전 논의 단계

H.264/AVC가 표준화 된 이후, ISO/IEC MPEG에

서는다중layer를갖는구조적확장인scalable video

coding (SVC) extension과multi-view contents의압

축을 지원하는 multi-view video coding (MVC)

extension에대한표준화아이템을발굴하였으며, 실

제 표준화는 ITU-T VCEG과의 공동 기구인

JVT(joint video team)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ITU-T VCEG에서는 이러한 기능적 확장 이외에도,

H.264/AVC의reference software인JM에기반하여,

압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소 기술을

추가하여 KTA(key technology area)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성능향상을추구해오고있었다.

1. New Challenges in Video Coding

Standards (2008.07, 85th MPEG)

2008년 4월, 프랑스 Archamps에서 열린 84차

MPEG 미팅에서는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수 제기되었고, MPEG 의장에 의해

차기 미팅에서 future audio/video coding 기술에 대

한 brainstorming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의해,

2008년 7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85차 MPEG 미

Doc. No. Title Summary

m15577
Requirements for next-generation •High-quality, high-resolution, high bit-precision, rich chroma format, 

video coding standard and high frame-rates

m15682 Industry Trends around Video Coding
•Ultra high-resolution capturing / display device 존재

•H.264/AVC 대비2배이상압축률을갖는고효율표준안을만들자

m15704
Consideration on an approach for •모든응용분야를포괄하는표준안대신, 좁은영역

developing a new video codec (1080p 이상, UD 포함)에최적화된표준안을빠른시간내에만들자

<표 1> 85차 MPEG 미팅 기고서-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의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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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에서는 HEVC 표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New Challenges in Video Coding Standards[1]라는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발표되었던

기고서 6종은 크게 (1)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의 요

구 조건 (2) 기술 방향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의 요구 조건에 대한 기

고서들은<표2>와같다.

이 기고서들에 의하면, 신규 표준화에 대한 needs

가 주로 고해상도, 고화질 application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H.264/AVC 대비 2배

이상의 고효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

은기술적측면에서바라본기고서들이다.

이 기고서들에 의해 H.264/AVC의 요소 기술들 중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예: 4x4 transform)

16x16 크기로단일화되어있는블럭크기를확장하면

1080p 등 고해상도에서 20% 이상의 비트 절감을 달

성할수있다는것이알려지게되었다[2]. 이러한기고

서들에기반하여, MPEG에서는다양한기술분야로부

터의의견청취를위한workshop을기획하였다.

2. Workshop on New Directions in

Video Coding (2008.10, 86th MPEG)

2008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86차 MPEG 미팅에

서는New Directions in Video Coding이라는제목으

로 워크샵이 열렸다. 총 4개의 세션(network, de-

vice, environments, compression)에 대해 11건의

발표가 있었으며,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록 네트워

크나 저장공간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는 하나, full-HD 화상 통신이나 UD contents 등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며, H.264/AVC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압축 효율을 갖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상세한 내용은 86차 MPEG output document

N10174[3]을참고하면된다. 

한편, MPEG에서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H.264/AVC 대비 고효율을 갖는 신규 영상

압축 표준을 HVC(high-performance video

coding)로 명명하고 다음의 세 가지 output 문서를

작성하여배포하게된다.

이중에서N10175(Vision and Requirements)[4]

는 워크샵의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차세대 영상 압

축 표준안이 가져야 할 목표를 정의한 문서이며,

N10176(Call for test materials)[5]은 추후 기술 평

가를 위해 사용될 테스트 영상들을 수집하기 위한

공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K 영상 등 그동안 사용

되지않았던영상들에대한요구사항이많이제기되

었으며, 제한적으로 테스트에 사용되던 기존 1080p

영상들에 대해서도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전을 잘

Doc. No. Title Summary

m15579
Analysis for Ad Hoc Group on New •High resolution material에서 H.264/AVC의요소기술들의성능을

Challenges in Video Coding Standardization 평가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Ad Hoc Group on •16x16 크기이상의블럭및transform, 최대34방향의intra 예측

m15580 New Challenges in Video Coding Standardization 기술을이용하여CIF, 4CIF, 720p, 1080p 각각 4, 10, 15, 22%의

비트절감을보고

m15578
On motion block size and partitions for 4:4:4 •16x16 크기이상의블럭에대한필요성제기

coding •4:4:4 chroma format 환경에서의 성능보고

<표 2> 85차 MPEG 미팅 기고서 - 기술 분석 기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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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의견이대두되어새로운영

상들을수집하기로결정되었다. 

N10177(Draft Call-for-Evidence)[6]은 HVC로

명명된 차세대 영상 압축 표준화를 위해, 현재 존재

하는기술의수준이어느정도인가를파악하기위한

Call-for-Evidence 단계의 draft 문서이다. 원래 계

획으로는 86차 MPEG 미팅에서 공식 버전을 공개

하고자 하였으나, 테스트 영상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86차 MPEG 미팅에서는 draft

버전만을 공개하고, 테스트 영상을 수집하기 위한

Call-for-Test-Material 단계를 진행한 후, 87차

MPEG 미팅에서 Call-for-Evidence 단계 문서를

공개하기로합의한다.

3. 표준화 기구 관련 이슈와 Call-for-

Evidence 단계연기(2009.02, 87th MPEG)

2009년 2월에 열린 87차 MPEG 미팅에서는

Call-for-Test-Material에 대한 응답 기고문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5개의 신규 4K 영상

이 기고되었고, 1080p@50Hz 영상, WVGA

(832x480), WQVGA (416x240)과 같이 wide-

screen용 mobile 영상 등 다양한 application에 대한

영상들이제안되었다.

막힘 없이 진행되던 HVC 표준화가 첫 번째 벽에

부딪힌 것은 표준화 기구와 관련된 이슈였다. 다수

의 기구에서 ISO/IEC MPEG에서 진행되던 HVC 표

준화와ITU-T VCEG에서동일한목적으로진행되

던 NGVC(next-generation video coding) 표준화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준을 만듬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켓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이 당시 ISO/IEC MPEG과 ITU-T VCEG은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었는데, 별다른 공용 소프트웨어

가 없이 독립 기고문들에 의해 진행되던 ISO/IEC

MPEG과는 달리, ITU-T VCEG의 경우 KTA(Key

Technology Area) software를 기반으로 유효성이

증명된 요소 기술들을 덧붙여나가는 과정을 수년간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 압축 분

야를주도하던대다수의기관들은ITU-T VCEG에

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ISO/IEC MPEG에서의 활

동은상대적으로미미한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KTA는 H.264/AVC

의 많은 기반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4-5개

정도의 요소 기술만 적용된 상태로서, 성능 향상 폭

이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었던 반면, ISO/IEC

MPEG에서는30% 이상의성능향상이가능함을보

이는 기고문들이 제안되고 있었다. 한편, 역사적으

로 볼 때, ISO/IEC MPEG은 광기기 및 방송 표준화,

Doc. No. Title Summary

N10175
Vision and Requirements for High-Performance •High-performance Video Coding(HVC)의 requirement를정의한

Video Coding (HVC) Codec 문서

Call for test materials for future high-performance •HVC 표준화를위한평가영상수집공고
N10176

video coding standards development

N10177
Draft Call for Evidence on High-Performance

Video Coding (HVC)
•기술조사단계(call-for-evidence)를 위한문서초안

<표 3> 86차 MPEG 미팅 - 주요 output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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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VCEG은 통신 표준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 convergence가 부각되면서 더 이상

광기기, 방송, 통신 등 application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견으

로간주되었다.

두기구가공동으로표준화를진행할것인지에대

한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으며, 만일 공동으로 진행

한다면 H.264/AVC를 ISO/IEC MPEG과 ITU-T

VCEG이 공동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JVT(Joint Video Team)를 그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또한 쉽게 수렴되지 않았다. MPEG 의장

은 신규 영상 압축 표준이 H.264/AVC의 확장이 아

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JVT

활동은H.264/AVC로끝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함

으로써, 사실상 JVT에 의한 신규 표준화에 반대하

는입장을밝혔다.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MPEG

쪽에서 진행하던 HVC Call-for-Evidence 단계는

또 다시 draft 단계로 끝나게 되고, 차기 미팅으로 일

정이 지연된다. 한편, 테스트 영상을 추가로 더 수집

하기 위한 Call-for-Test-Materials 단계는 계속

진행된다.

III. 기술조사단계(Call-for-Evidence)

1. HVC Call-for-Evidence 단계 진입

(2009.04, 88th MPEG)

Call-for-Evidence 단계는통상적으로테스트하

고자 하는 requirement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기

술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평가된 기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표준화 단계가 더 진행

되기보다는further research로분류되어추가기고

서를 받게 되며, 기술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

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표준안을 구성할 초

기 기술들을 선정하는 Call-for-Proposal 단계로

진입하게된다.

ISO/IEC MPEG과 ITU-T VCEG간 공동 표준화

이슈는아직결정되지않았으나, MPEG에서는HVC

의Call-for-Evidence 단계를독자적으로진행하기

로 결정하고, 2009년 4월 88차 MPEG 미팅에서

HVC의 Call-for-Evidence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진행되었다. 추가 1080p 영상들이 Call-

for-Test-Materials 단계에 대한 응답 기고문으로

제안되었고, 채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timeline이정의되었다[7].

HVC Call-for-Evidence timeline:

•2009-04-30: H.264/AVC High-Profile

anchor 공유완료

•2009-06-01: Call-for-Evidence 단계 참가

의사접수

•2009-06-22: 기술문서제출마감

•2009-06-27: 비트 스트림, decoder binary 제

출마감

•89th MPEG: Call-for-Evidence 결과평가

2. HVC Call-for-Evidence 단계결과평가

(2009.07, 89th MPEG)

2009년7월런던에서열린89차MPEG 미팅에서

는 HVC Call-for-Evidence 단계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졌다. 세부 내용은 89차 MPEG 미팅 output

document N10721[8]을 참고하면 된다. 다음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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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간략하게요약한것이다.

HVC Call-for-Evidence 평가 결과:

•총9개의기관에서결과를제출함

•Class B(1080p)의 경우 H.264/AVC 대비 평균

30% 비트절감이보고됨

•Class A(4K), Class C(WVGA), Class

D(WQVGA)의 경우 H.264/AVC 대비 평균 각

각19%, 23%, 15%의비트절감이보고됨

•주관적평가결과로도H.264/AVC 대비상당한

수준의성능개선이확인됨

<표 4>는 HVC Call-for-Evidence에 제출된 기

고서중M16574[9]와M16592[10]의결과를요약

한 것이다. Class B(1080p)에서 H.264/AVC 대비

30.30% 비트절감이보고되었으며, 모든Class에대

한 평균은 약 22%로, H.264/AVC 대비 뚜렷한 성능

향상을이룬것을알수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표준 초안을 이루는 기술들

을 선정하기 위한 단계인 Call-for-Proposal로 진

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draft 문서가 만

들어졌다. Call-for-Evidence 단계와의 주요 차이

점이라면 full functionality / low-complexity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 각각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테스

트영상일부가변경되었다. 그러나, ISO/IEC MPEG

과 ITU-T VCEG간 공동 협력 방식에 대한 이견 차

이를 좁히지 못하고 Call-for-Proposal 단계는 차

기미팅으로연기되게된다.

IV. 초기 기술 선정 단계 (Call-for-
Proposal) 및 Test-Model

under Consideration (TMuC)

Call-for-Proposal 단계는 향후 표준화에 있어

초기 기술로 사용될 요소 기술들을 선정하는 단계

로서, 정해진 테스트 조건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기고서를 고르는 작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보통 이

단계를 경쟁 단계라고 한다면, 이후의 단계는

Call-for-Proposal 단계에서 선정된 요소 기술들

을 개선하거나, 신규 요소 기술을 추가하는 협력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test-model이라고 불리는 초기 기술 집합 및

이에 대한 reference software가 정해지게 되며,

규격 초안으로서, working draft 문서가 만들어지

게 된다.

1. Call-for-Proposal 단계 연기

(2009.10, 90th MPEG)

2009년 10월 90차 MPEG 미팅에서는 Call-for-

Proposal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2009년 10월 Call-for-

Proposal 단계가 공표되고, 2010년 1월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다수의 기관에 의해

Call-for-Proposal 단계의 평가를 연기하자는 의견

이 제시된다. 주요 이유로 제시된 것은 테스트 영상

및 조건의 추가 개선, ISO/IEC MPEG과 ITU-T

VCEG간의 협력 방안 확정 등이며, 추가로 Call-

for-Evidence 단계 이후 Call-for-Proposal 단계까

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Call-for-Evidence 단계에

참가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Call-for-Proposal 단계

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들 수 있다.

BD-rates (%)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Average

19.30% 30.30% 22.94% 15.10% 21.91%

Doc. No M16574 M16592 M16574 M16574

<표 4> HVC Call-for-Evidence 단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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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의장, MPEG-video 의장, MPEG-test 의장

및 소수의 기관들은 2009년 10월 Call-for-

Proposal 단계 공표에 동의하였지만, 다수 기관들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다음과 같이 연기된 일정이 수

립된다.

HVC Call-for-Proposal timescale:

•2009.11: draft Call-for-Proposal 공표

•2009.11: anchor 데이터확보

•2010.01: final Call-for-Proposal 공표

•2010.02: Call-for-Proposal 조건에 맞는 결과

물제출

•2010.03: 주관적평가실시

•2010.04: Call-for-Proposal 단계결과평가

2. ISO/IEC MPEG, ITU-T VCEG의 공동

프로젝트 합의 및 Call-for-Proposal

단계 진입 (2010.01, 91st MPEG)

2010년1월91차MPEG 미팅에서는차세대영상

압축 기술 표준화를 ISO/IEC MPEG과 ITU-T

VCEG간공동프로젝트로추진하는데합의한다. 즉,

ISO/IEC MPEG에서 진행되어 온 HVC 표준화와

ITU-T VCEG의 NGVC 표준화를 하나로 합치고,

공동으로 Call-for-Proposal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H.264/AVC 이후 하나의 신규 영상 압

축 표준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

정 사항에 의해, 공동으로 문서가 만들어졌고, 공식

적으로Call-for-Proposal 단계에진입하게되었다.

Class Sequences Rate (Mbit/s) Constraint set

A Traffic (4096x2048@30Hz)
2.5, 3.5, 5, 8 and 14 1

4K PeopleOnStreet (3840x2160@30Hz)

B1 ParkScene (1920x1080@24Hz)
1, 1.6, 2.5, 4 and 6 1, 2

1080p Kimono1 (1920x1080@24Hz)

B2
Cactus (1920x1080@50Hz)

1080p
BasketballDrive (1920x1080@50Hz) 2, 3, 4.5, 7 and 10 1, 2

BQTerrace (1920x1080@60Hz)

BasketballDrill (832x480@50Hz)

C BQMall (832x480@60Hz)
0.384, 0.512, 0.768, 1.2 and 2 1, 2

WVGA PartyScene (832x480@50Hz)

RaceHorses (832x480@30Hz)

BasketballPass (416x240@50Hz)

D BQSquare (416x240@60Hz)
0.256, 0.384, 0.512, 0.850 and 1.5 1, 2

WQVGA BlowingBubbles (416x240@50Hz)

RaceHorses (416x240@30Hz)

E
Vidyo1 (1280x720@60Hz)

720p
Vidyo3 (1280x720@60Hz) 0.256, 0.384, 0.512, 0.850 and 1.5 2

Vidyo4 (1280x720@60Hz)

•Constraint set 1 (random access) - 1초 random access interval, hierarchical-B structure

•Constraint set 2 (low-delay) - no backward prediction

<표 5> Joint Call-for-Proposal 테스트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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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Joint Call-for-Proposal의 테스트 조건

을요약한것이다. Call-for-Evidence 단계와는달리

low-delay 환경의 성능을 별도로 테스트해야 한다

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크게 2개의 테스트 조건이 정

의되었다. Constraint set 1은delay에대한constraint

가완화되어있는반면, 1초마다random access가가

능하도록 하는 조건이며, Constraint 2는 backward

prediction이 금지되는 low-delay 테스트 조건이다.

상세한 내용은 Joint Call for Proposals on Video

Compression Technology [11]을참고하면된다.

3. 공동 표준화 기구 설립과 Call-for-

Proposal 단계 평가 (2010.04, 92nd

MPEG, 1st JCT-VC)

2010년 4월 92차 MPEG 미팅에 앞서, ISO/IEC

MPEG과 ITU-T VCEG은 신규 영상 압축 표준화

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JCT-VC)이라는 기구를

설립하는데 합의한다. JCT-VC의 chair로는

ISO/IEC MPEG을 대표하는 Jens-Rainer Ohm 교

수와 ITU-T VCEG을 대표하는 Gary Sullivan이 선

정되었다. 한편, 공동으로 진행할 신규 영상 압축 표

준화의 이름으로는 High-Efficiency Video

Coding(HEVC)을사용하기로하였다.

92차 MPEG 미팅과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JCT-VC 미팅에서는Joint Call-for-Proposal의결

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총 27개의 기고서가

제출되었으며모든기고서에대해H.264/AVC 대비

비트 절감률(객관적 성능 평가), encoder/decoder

수행 시간이 측정되었으며, MPEG test-group에서

진행한 대규모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

되었다. <표6>은Joint Call-for-Proposal에참여한

기고서들 중 상위 10개 기관에 대한 H.264/AVC 대

비비트절감률을정리한것이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기고서들이

H.264/AVC 대비 20% 이상의 높은 비트 절감률을

보인 것은 물론, 최대 40%의 비트 절감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HEVC 표준화가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

당히 성숙된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

히 MPEG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로 치루어진 주관

적 화질 평가 결과 또한 MOS(mean opinion score)

Doc. No Constraint set 1 (%) Constraint set 2 (%) Average (%)

A124 39.49 39.48 39.49

A121 30.85 32.92 31.89

A114 31.64 30.58 31.11

A125 31.95 29.97 30.96

A109 28.45 28.38 28.42

A117 28.77 26.05 27.41

A127 28.58 24.03 26.31

A116 29.79 22.17 25.98

A123 22.00 22.13 22.07

A118 22.11 21.94 22.03

<표 6> Joint Call-for-Proposal 객관적 성능 평가 결과 (H.264/AVC 대비 비트 절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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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로환산하였을때, H.264/AVC 대비2배이상의

압축률을갖는test case가다수관측되는등주관적

화질측면에서는객관적으로예측된성능개선이상

의성능향상이가능함을보였다[12].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는 각 제안 기관에게 해당

기관에대한세부정보만이제공된관계로<표7>에

Constraint set 1, Class B에 대한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일부를정리하였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유사한 MOS 점수로 맞추

었을때, 1080p 영상에대해약61% 비트절감을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Constraint set 1,

Class B의 객관적 비트 절감률로 예측된 값인 43%

에비해월등히높은값이다.

4. Test Model under Consideration (TMuC)

(2010.04, 92nd MPEG, 1st JCT-VC)

Joint Call-for-Proposal의결과평가이후, HEVC

test-model version 1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시작되었다. 기본적인원칙은객관적, 주관적

평가에서 1위를 한 기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HEVC test-model version 1을 만드는 것이지만,

JCT-VC chair를비롯하여절대다수의기관들이이

러한 방식에 대해 반대를 하였고, Joint Call-for-

Proposal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다수의 기관들의 기

술이함께포함된형태로진행하기를원하였다.

JCTVC-A033[13]은 BBC, Ericsson, Fraun-

hofer HHI, Nokia, Qualcomm, RIM, Samsung,

Tandberg가 모여서 만든 test-model에 대한 제안

기고문이다. 이 기고문은 test-model에 대한 공감

대가 쉽게 형성되지 않자, 상위 성능을 보인 기관들

을중심으로표준화미팅중간에급하게만들어져서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정교하게 테스트 되지 않은

요소 기술들의 집합을 정의하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그 타당성이 증명될 수 없었으며, 그 역할이 겹치는

요소 기술들도 복수개가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태

생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JCTVC-

A033이 발표된 후,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회사들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JCT-VC chair들은

test-model과 software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모

두가 참가하는 별도의 break-out 회의를 갖고,

JCTVC-A033을 수정하여 Test-Model under

Consideration(TMuC)를만든후, 추후몇번의미팅

을거쳐HEVC test-model을만들도록제안하였다.

<표 8>은 Test-Model under Consideration,

JCTVC-A205[14]에서 정의된 주요 기술들을 기

Sequence
H.264/AVC A124

Bit-rates (kb/s) MOS Bit-rates (kb/s) MOS Reduction (%)

Kimono 4000 8.86 1600 8.56 60.0

ParkScene 4000 7.41 1600 7.78 60.0

Cactus 7000 8.61 3000 8.24 57.1

BasketballDrive 7000 7.44 3000 8.17 57.1

BQTerrace 10000 8.77 3000 9.17 70.0

Average 6400 8.22 2440 8.38 60.9

<표 7> Joint Call-for-Proposal 주관적 성능 평가 결과 일부 (10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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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분야별로요약한것이다.

한편, 2차 JCT-VC 미팅 직후, TMuC reference

software로 JCTVC-A124 기고서의 software가 선

정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다른요소기술들을덧붙

여나가기로결정되었다. Reference software에대한

source 관리 및 version control은 Fraunhofer HHI와

BBC가 공동으로 svn을 이용해 제공하기로 하였으

며, 다음의링크에서쉽게다운로드할수있다.

TMuC (and HEVC) reference software (svn):

https://hevc.hhi.fraunhofer.de/svn/svn_TMuCSoftware/

http://hevc.kw.bbc.co.uk/svn/jctvc-tmuc

TMuC (and HEVC) issue tracker (bug fix 및 각

종software issue에대한관리시스템):

http://hevc.kw.bbc.co.uk/trac

Technical Field Coding tools

* Coding unit: 8x8 up to 128x128 in quadtree structure (A124)

Framework
* Prediction unit: square, rectangular, asymmetric (A124) and geometric types (A121)

* Unit merging (A116)

* Transform unit: quadtree (A116)

Transform * Integer transform from 4x4 to 64x64 (A124)

Alternative transform
* 4x4 and 8x8 blocks: mode-dependent directional transform (A121)

* >=16x16 blocks: rotational transform (A124)

* 4x4 block: H.264 intra prediction

* 8x8 block: angular prediction (A119)

Directional intra prediction * >=16x16 blocks: arbitrary directional intra prediction (A124)

* Adaptive intra smoothing (A116)

* Edge-based intra prediction (A114)

Additional intra prediction
* Planar prediction (A119)

* Combined intra prediction (A125)

* Single pass switched interpolation filter with offset (A121)

Interpolation filter
* DCT interpolation filter (A124)

* Directional interpolation filter (A119)

* Maximal-order interpolation of minimal support (A116)

*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A124)

Motion vector prediction * Motion vector scaling (A121)

* Implicit motion vector prediction (A116)

* PIPE (A116)

* V2V code with load-balancing feature (A120)

Entropy coding * Event-based VLC (A119)

* Adaptive coefficient scanning (A119)

* Context modeling and adaptive coefficient scanning (A116)

In-loop filter * Low-complexity deblocking (A119)

* Coding unit based adaptive loop filter (A124)

Misc. * Internal bit-depth increase (A124)

<표 8> Test-Model under Consideration (TMuC) 주요 기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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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HEVC test-model (HM)

1. TMuC를 이루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상세 검증 요구 (2010.07, 93rd MPEG,

2nd JCT-VC)

2010년 7월 2차 JCT-VC 미팅에서는 TMuC을

기반으로 HEVC test-model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

력이 재개되었다. 각 기관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

누어졌는데, 먼저 TMuC내에 기술 다수를 채택시킨

기관들의 경우 TMuC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2

차 JCT-VC 미팅에서 HEVC test-model을 확정지

으려고 한데 비해, 다른 기관들은 TMuC이 가진 여

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선 검증 과정을 거친 후,

HEVC test-model을 차기 미팅에서 정의하자는 의

견을제시하였다.

JCTVC-B122[15]는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

출한기고서로서, 주요내용은HEVC test-model을

결정함에 있어 현재의 TMuC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합리하며, TMuC 내의 각 요소 기술들을 정

확히 평가한 후, 기술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는 유효

요소 기술들로만 HEVC test-model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비록 TMuC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관계로기고서의내용이그대로받아들여지지는않

았으나, 이 기고서에 의해 JCT-VC chair들은

HEVC test-model 선정을 차기 미팅으로 미루고,

차기 미팅에서는 TMuC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기술

들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도록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TE(Tool Experiment) 12:

Evaluation of TMuC Tools[16]가 만들어진다.

TE12에서는 TMuC을 구성하는 모든 평가 가능한

요소기술들에대해, 압축률에미치는영향(비트절

감률), encoder/decoder 속도 변화를 측정하여, 차

기미팅에서평가할수있도록정의되었다.

2. HEVC test-model version 1 결정

(2010.10, 94th MPEG, 3rd JCT-VC)

TE12: Evaluation of TMuC Tools의 결과[17]에

따라 TMuC에 포함되어 있던 많은 요소 기술들이

HEVC Test-Model (HM) version 1에서 제외되게

된다. <표9>은HM version 1을 구성하고있는주요

기술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TMuC와 비교하면 약

½에해당하는요소기술들이제거되었다는것을알

수있다.

<표10>은이렇게정의된HM version 1과 TMuC

간 성능 및 수행 속도를 정리한 것이다. Intra-only,

random access(1초마다 I-slice를 넣음), low

delay(backward prediction을금지함)의3가지테스

트 조건에 대해 결과를 얻은 것이며, 모든 coding

tool들을사용하는high-efficiency case와저복잡도

를 목표로 coding tool을 정의한 low-complexity

case에 대해 각각 평가하였다. 상세한 테스트 정의

는[18]을참조하면된다.

<표 10>의 결과에서 보면, HM version 1은

TMuC 대비 약 2-3% 정도의 성능 하락이 관측되

며, low-complexity case의 경우에는 오히려 큰 폭

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ncoding

time은 low-complexity intra-only의 경우 1/12,

다른 경우는 약 1/4로 줄어들었다. Decoding time

또한 1/2~1/6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HM

version 1이 TMuC에 비해 encoder/decoder 복잡

도를 크게 낮추면서도 성능 하락은 최소화 하였음

을알수있다.

<표 11>은 HM version 1과 Joint Call-for-

Proposal에서 최고의 객관적 성능을 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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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TVC-A124 간 성능 비교 결과이다. 역시 성능

하락은 약 2-3% 정도에 불과하지만 encoding/

decoding time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JCTVC-A124가 H.264/AVC 대비 약

40%의 비트 절감률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HM version 1은 H.264/AVC 대비 약

37-38% 정도의 비트 절감률을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Technical Field Coding tools

Framework * Coding unit: 8x8 up to 64x64 in quadtree structure

* Prediction unit: square, rectangular types

* Coding unit level merging

* Transform unit: quadtree

Transform * Integer transform from 4x4 to 32x32

Directional intra prediction * Unified intra prediction for all sizes

Interpolation filter * DCT interpolation filter

* Directional interpolation filter

Motion vector prediction *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Entropy coding * CABAC

* Event-based VLC

* Context modeling and adaptive coefficient scanning

In-loop filter * Low-complexity deblocking

* Coding unit based (diamond-shape) adaptive loop filter

Misc. * Internal bit-depth increase

* Transform precision extension

<표 9> HEVC Test-Model (HM) version 1 주요 기술 요약

Sequence
High-efficiency Low-complexity

I RA LD I RA LD

Class A -4.1 -2.0 - -2.8 3.9 -

Class B -3.2 -2.2 -1.6 -2.6 4.0 4.4 

Class C -2.8 -1.7 -0.7 -1.6 1.7 2.6 

Class D -2.4 -0.8 -1.5 -1.3 2.8 2.2 

Class E -4.3 - -3.3 -2.0 - 16.9 

All -3.2 -1.7 -1.7 -2.0 3.0 5.7 

Enc. Time (%) 789 363 398 1201 220 273

Dec. Time (%) 245 356 334 415 599 641

<표 10> HM version 1과 TMuC 간 성능 비교 (HM version 1이 anchor)
(I = Intra, RA = random access, LD = low-delay)

Sequence High-efficiency

I RA LD

Class A -3.8 -3.1 -

Class B -1.3 -2.3 -0.6 

Class C -1.0 -2.7 -1.8 

Class D -1.8 -2.7 -2.6 

Class E -1.2 - -1.5 

All -1.6 -2.6 -1.6 

Enc. Time (%) 608 331 310

Dec. Time (%) 177 120 111

<표 11> HM version 1과 JCTVC-A124 간 성능 비교
(HM version 1이 anchor) (I = Intra, RA = random access,
LD = low-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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