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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MPEG에서는 ITU-T와 함께 JCT-VC(Joint Collaboration

Team on Video Coding)를 구성하여 H.264/AVC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고효율의 비디오 압축 표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표준을 가칭으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라 부른다.

HEVC는 기존의 비디오 압축 표준들과 같이 하이브리드 부호화

구조를사용하고있으며, 고해상도및고효율의압축을실현하기

위해서많은새로운기술들이소개되었다. UHD급이상의고해상

도영상을위해큰블록단위의부호화처리와변환부호화기술

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H.264/AVC의 화면 내 예측과 화면 간 예

측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은 기술들이 소개되었다. 본 기고

에서는 다양한 HEVC 기술 중에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I. 서 론

최근 HD 영상에 대한 방송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고해상도및고화질의동영상을지원하는많은디지

털 제품이 일상 생활에 보급화 됨에 따라 복잡도는

높지않으면서도고성능의압축기술의필요성이대

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사항에 따라 MPEG

과 VCEG이 연합한 JCT-VC팀은 HEVC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HEVC 표준화는 2010년 4월 독일

의 드레스덴 미팅을 시작으로, 스위스의 제네바에

이어 중국의 광저우 미팅까지 진행되었고, 3차 미팅

에서는 HM (HEVC test model)을 결정하였다.

HEVC는 높은 부호화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향후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의

연산 복잡도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HM

을 위한 초기 부호화 툴의 결정 시에 복잡도가 크게

작용을하였다.

HEVC에는 부호화 및 움직임 예측 단위, 변환 부

호화단위, 화면내부호화방법, 움직임벡터부호화

방법, 엔트로피부호화방법, 루프및디블록킹필터,

비트 심도 조절 등의 기술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 H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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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ing ones의 부호를 부호화 한다. 그리고 나머지

계수(Level)에 대해 VLC로 부호화 한다. 마지막 0

아닌 계수를 기준으로 앞쪽의 0의 개수(Total

zeros)를 부호화 하며, 각 계수와 계수 사이의 0의

개수(Run before)를부호화한다. 

CABAC는 H.264/AVC의 하이 프로 파일에서 사

용되는엔트로피부호화기술로써산술부호화를기

초로 한다. CABAC는 CAVLC 대비 7%~14% 정도

되는 높은 압축률을 보이며, 코드워드 부호화 방법

이아닌블록부호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즉, 심볼

과코드워드를맵핑테이블을통하여부호화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 안에 있는 심볼들에 대해

부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심볼에 대해 1 비

트보다 작은 단위로 코딩이 가능하다. <그림 1>은

CABAC의 블록도이다. CABAC의 입력으로는 동영

상 부호화 후 나온 구문 정보이다. 각각의 구문에 대

하여 이진화를 수행하고, 이진화 된 각각의 심볼을

문맥 모델을 통하여 LPS의 발생 확률을 알아낸다.

여기서LPS(Least Probable Symbol)는0과1 두심

볼중적은발생확률을갖는심볼을의미한다. 이후,

이진 산술 코딩을 한 후 나온 결과가 비트스트림이

된다. 각각의모듈에서역할은다음과같다. 

•이진화(Binarizer)

부호화이후동영상압축출력물인구문에대해서

이진화를 통하여 0과 1의 조합으로 바꾼다. 이는 여

러 종류의 구문을 오직 0과 1의 두 심볼조합으로 바

꾸는 과정이다. 이진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고정길이 이진화 방법, k-th order exp-golomb

이진화 방법, 트리를 구성하여코드워드를생성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각 구문의 이진화 방법은

구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진화 한 각 구문의 출

력인 0과 1의 집합을 bin string이라 하고 각각의 0

또는1을빈(bin)이라칭한다. 

•문맥모델(Context modeler)

이렇게 출력된 bin string에 대하여 각각의 빈에

대한 확률을 조사한다. Bin string은 각 구문을 이진

화 한 것이므로, 해당되는 구문을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빈의 확률 정보를 얻어낸다. 확률 정보는 구문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매크로 블록의 문맥 정보와

이전단계의부호화된빈의정보를이용하여현재빈

<그림 1> CABAC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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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을 구한다. 또한 현재 빈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구문의확률을업데이트한다. 

•이진산술부호화(Binary arithmetic coding)

문맥모델에서 선택된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빈을 이진 산술 코딩을 한다. 현재 코딩할 빈의 확률

비율로 현재 확률영역을 나누어 LPS의 영역과 MPS

의영역을구분한다. 현재코딩할빈이1일경우, 1에

해당하는 심볼 영역이 다음 코딩할 빈의 확률영역이

된다. 0일경우반대이다. 이렇게점점영역을줄여가

며영역의위치정보를코딩하고확률영역이너무작

을경우, 재정규화를통하여확률영역을넓혀준다. 

III. HEVC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

H.264/AVC CABAC는CAVLC에비해높은압축

률을 보이지만, 높은 복잡도와 순차적인 구조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문맥

모델에서는 주변의 문맥 정보와 이전 빈의 값을 이

용하여 문맥을 선택하고 확률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빈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

리고, CABAC는 문맥 모델 이후, 출력된 빈에 대해

서 산술 부호화를 할 때에도 현재의 확률 영역은 다

음 빈의 확률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렬처리

가 어렵다. JCT-VC 미팅에 CABAC의 부호화 효율

은유지하면서도낮은복잡도를가지고병렬화에적

합한 새로운 엔트로피 알고리즘들이 많이 기고되었

다. HEVC에 제안된 엔트로피 기술들은 HE(High

Efficiency) 모드를 위한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과

LC(Low Complexity) 모드를 위한 저 복잡도 엔트

로피부호화방법을대상으로분류된다. 

1. 고효율 비디오 압축을 위한 엔트로피

병렬 부호화 기술

HEVC 고효율 엔트로피 부호화를 목표로 기고된

기술은 대체로 CABAC구조를 병렬화 하는 방법이

다. CABAC에서병렬화가가능한요소는빈단위병

렬화, 슬라이스 단위 병렬화, 구문 단위 병렬화 등으

로 나누어 진다. 각각의 병렬화 방법에 대하여

HEVC에서실제제안된기술을소개한다. 

•빈단위병렬화(bin-level parallelism)

빈 단위 병렬화 방법으로는 HHI와 RIM에서 V2V

기술이 제안되었다. V2V는 기본적으로 H.264/AVC

CABAC와 비슷한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빈 코더를 이용하여 병렬로 빈을 부호화하는

<그림 2> V2V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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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슬라이스0이 슬라

이스1보다 하나의 매크로블록이 먼저 복호화되고,

슬라이스 1에서는 슬라이스 0의 매크로블록의 문맥

정보를 참조하여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엔트로

피 복호화 과정과 이후의 모든 복호화 과정은 각각

의슬라이스가독립적으로동작가능하다. 

•구문단위병렬화(syntax-level parallelism)

구문 단위 병렬화로 먼저 TI사에서 제안한 구문

단위의 엔트로피 병렬화 기술이 있다. 전체 엔트로

피 부호화를 해야 할 구문에서 문맥 모델 시 구문을

다수의 그룹으로 분리한다. 형성된 각각의 그룹을

구문그룹이라하고엔트로피코딩의기본단위가된

다. 구문 그룹은 독립적으로 엔트로피 부호화가 가

능하며엔트로피부호화후각각부분비트스트림이

하며, 각부분비트스트림은 복호화기에서는 병렬적

으로 복호화가 가능하다. 단, 전체 비트스트림에서

부분비트스트림을구분하기위하여시작코드를추

<그림 4> 인터리빙 된 엔트로피 슬라이스

<그림 5> 구문 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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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부호화한다. 

구문 단위 병렬화의 또 다른 방법으로 PCP

(Parallel Context Processing) 기술이 제안되었다.

병렬 문맥 처리 기술은 문맥 모델 부분의 순차적 특

성과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한 기술로써, DCT 양자

화 계수에 대하여 병렬 문맥 처리를 수행한다. 일반

적으로 양자화된 DCT 계수는 전체 비트스트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H.264/AVC에

서는부호화및복호화과정이순차적으로수행되기

때문에복잡도가높다. 

<그림 6>은 H.264/AVC의 양자화된 DCT계수

크기의 문맥 처리 방법을 보여준다. CABAC에서

양자화된 DCT 계수를 코딩할 때, 다음의 4가지 구

문을 이용하며, 아래의 last_significant_coeff_flag가

1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면서 양자화된 DCT 계수

를 부호화하게 된다.

•signifiant_coeff_flag: 0이 아닌 계수가 있는지

여부를알려주는구문

•last_significant_coeff_flag: signifiant_coeff_flag

가 1인 경우, 현재 계수가 마지막 계수인지를

알려주는구문

•coeff_abs_level_minus1: 각각 계수의 크기를

부호화하기위한구문

•coeff_sign_flag: 각각 계수의 부호를 부호화하

기위한구문

병렬문맥처리기술에는크게세가지(coefficient

sign PCP, Coeff Level BinIdx 0 PCP, Significance

Map PCP)가 제안되었다. 먼저, Coefficient Sign

PCP 기술은 H.264/AVC에서 0이 아닌 계수를 부호

화할 때 필요한 구문 간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제

안되었다. 0이 아닌 계수를 부호화하기 위한 구문인

coeff_abs_level_minus1와 coeff_sign_flag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빈평면(bin-plan)을 이용하여 각각의 구

문을 독립적으로 문맥 모델링 하고, 이로 인해 엔트

로피 병렬 복호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7>은 문맥

처리에서크기와부호를다른빈평면으로부호화하

는방법을보여준다. 

Coeff Level BinIdx 0 PCP 기술은 coeff_abs_

level_minus1에 대한 구문을 병렬화하는 방법이다.

양자화된 DCT 계수는 여러 빈으로 표현 되는데, 각

<그림 6> H.264/AVC의 양자화된 DCT계수 크기의 문맥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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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빈의 위치(bin index)에 따라 문맥정보가 다르

게 결정된다. 이는 각각의 빈 위치에 대해 주변의 문

맥 정보를 사용하는 것인데, 제안하는 기술은

coeff_abs_ level_minus1의0번째빈과다른빈에대

해 다른 방법으로 문맥 모델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coeff_abs_ level_minus1구문 내의 빈에 대해서 병

렬화를 적용한다. Coefficient Sign PCP 기술과

Coeff Level BinIdx 0 PCP 기술을 이용하였을때, 성

능측정에서 2.2~3배 정도 연산 속도가 증가됨이 보

고되었다. 

마지막으로Significance Map PCP 기술은signifiant_

coeff_flag 구문과 last_significant_coeff _flag구문 간

의 의존성을 줄여 문맥 모델 시 병렬 구조로 복호화

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방법은 0이 아닌

계수가있는지여부를조사하는signifiant_coeff_flag

를 일정 개수만큼 연결하여 쓰고, 마지막 계수가 나

왔는지를 결정하는 last_significant_coeff_flag를 묶

어 보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signifiant_coeff_flag

4개와 last_significant_coeff_flag를 묶어 코딩 할 경

우, 의존성을 줄여 signifiant_coeff_flag마다 last_

significant_coeff_flag를 보내지 않고 4개 단위로 보

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엔트로피 복호화가 가능

하고또한bit를절약할수있다. 이로인해signifiant_

coeff_flag와 last_significant_coeff_flag를 일정 비트

만큼 파싱하여 한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문맥 모델

에서 병렬화가 가능하다. 반면에 0이 아닌 계수가 3

개일 경우, 4개 단위로 signifiant_coeff_flag를 보내

기때문에비트의낭비가발생할수있다.

이번절에서설명한고효율비디오엔트로피코딩

부분에서는 새로운 구조의 기술들이 제안되었지만

최근에 결정된 HM에서는 H.264/AVC의 CABAC이

채택되었다. 이는제안된 기술들이엔트로피 부호화

<그림 7> 문맥 처리에서 크기와 부호를 다른 빈 평면으로 부호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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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체적으로병렬화가되지않고병렬화에따른부

호화 효율 저하, 복잡도 증가, 메모리 사용량 증가와

같은이유이다. 

2. 저 복잡도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

이동 기기 또는 휴대용 기기를 목적으로 제안된

낮은 복잡도의 엔트로피 코딩 기술은 주로 H.264/

AVC 엔트로피 코딩에서 낮은 복잡도를 가진

CAVLC를 기본 구조로 사용하였다. CAVLC는 엔트

로피부호화해야할심볼을가변길이의코드워드를

맵핑하여평균정보량을 줄이는방법이다. 심볼을 코

드워드로 맵핑하는 방법은 전체 영상의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심볼에 대해 길이가 짧은 코드워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CAVLC는 맵핑 테이블을 업데이

트하여심볼의확률에적합한코드워드를맵핑하는

데, 여기서 맵핑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각각

의 심볼 발생 확률에 대해 코드워드를 업데이트 하

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확률 분포에 대하여 맵핑

테이블 전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HEVC LCEC

부분에 제안된 기술 중 노키아(Nokia)에서 제안한

기술은 심볼과 코드워드를 맵핑 할 때, 매핑 테이블

을 사용하지 않고 자주 나오는 심볼에 대해서 길이

가짧은코드워드를할당되도록적응적으로매핑테

이블을업데이트하는것이다.

<그림 9>는 발생빈도가 높은 심볼에 대해 매핑테

이블을 적응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7번 코드 넘버(심볼에 해당)가 현재 코딩 할 때 사

용되었다면,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높아진 발생확률

에 따라 매핑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업데이

트방법은맵핑테이블에서현재코드에사용된7번

코드 넘버에 해당되는 테이블 인덱스(코드워드에

해당)를 6번 코드 넘버에 해당하는 테이블 인덱스

와서로바꾸는방법이다.

<그림 10>은 LCEC의 양자화된 DCT 계수를 부호

화하기 위한 간략한 흐름도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

이, 흐름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CAVLC의 기본 구성

과유사한구조를갖는다. LCEC 부호화단계는스캐

<그림 8> Significance Map에 필요한 두 구문을 병렬 문맥처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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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맵핑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

<그림 10> LCEC 알고리즘 흐름도








	095-s.pdf
	096.jpg
	097.pdf
	098.pdf
	099.jpg
	100.pdf
	101.pdf
	102.pdf
	103.pdf
	104.pdf
	105.jpg
	106.jpg
	1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