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12월 123

123

요약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는 높

은 코딩 성능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 복잡도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과정을통해여러가지코딩툴들을검증하고있다. 이중

메모리압축기술은IBDI 적용에따른참조메모리크기및메모리

대역폭 증가를 줄이거나 또는 8 비트 연산일지라도 초고해상도

를다루는HEVC 특성상ME, MC 과정에서발생하는메모리대역

폭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 본 기고는 다양한 메모리 압

축기술들을소개하고코딩성능측면, 계산복잡도측면, 그리고

메모리대역폭감소측면에서각기술들을비교하고향후메모리

압축기술의전개방향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I. 서 론

현재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표준화단체에서는차세대비디오코

덱인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고성

능의 코딩 효율과 낮은 처리 복잡도를 제공하기 위

해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IBDI

(Internal Bit-Depth Increase) 기술과 메모리 압축

기술이JCT-VC에소개되었는데, IBDI 기술은8 비

트 단위 내부연산을 12 비트 단위로 증가하여 라운

딩 에러를 줄임으로써 정확도를 높여 코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고, 메모리 압축 기술은 12 비트 연산

에 따른 참조 메모리 크기 및 메모리 대역폭 증가를

줄이거나 또는 8 비트 연산일지라도 ME (motion

estimation), MC (motion compensa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메모리대역폭을줄이기위해고안된기술

이다. JCT-VC 3차 회의가 진행된 현재 1, 2차 회의

에서 TE (Tool Experiment) [1,2], 2, 3차 회의에서

AhG [3]이 각각 구성되어 IBDI가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메모리 압축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본 기고서는 JCT-VC에

소개된다양한메모리압축방법들을살펴보고차이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 HEVC

▫전병문/ LG전자

IBDI (Internal Bit-Depth Increase)와

메모리 압축 기술

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특집



124 방송공학회지 15권 4호

532   특집: 차세대비디오압축기술HEVC

점, 코딩 성능, 계산 복잡도,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

성능 등을 각각 비교하고 향후 메모리 압축 기술의

전개방향에대해논하고자한다.

II. IBDI (Internal Bit-Depth Increase)
개요

HEVC 코덱은 720p, 1080p와 같은 HD급 영상뿐

만 아니라 4Kx2K, 8Kx4K와 같은 초고해상도 영상

에 대해 AVC/H.264 대비 고효율의 압축성능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U-T의

VCEG (Video Coding Expert Group) 표준화 단체

에서 IBDI [4,5] 기술이 제안되었고, 이것은 코딩 과

정의 8비트 단위의 산술연산을 12비트 단위로 연산

하게함으로써산술연산중에발생하는라운딩에러

를최소화하여코딩효율을높이도록하였다. 

JCT-VC 3차 회의가 끝난 현재 HEVC 표준은 실

험조건을 크게 HE (High Efficiency) 와 LC (Low

complexity) 로구분하였는데, 12비트단위의IBDI 기

술은 HE (High Efficiency)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로 채택되었다. <그림 1>의 인코더 블록도에 나와

있듯이IBDI 기술은참조메모리를제외한모든코딩

과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트라 예측, ME/MC

를위한보간, 변환, in-loop 필터링과같은부동소수

점 연산에 적용됨으로써 라운딩 에러를 줄이고 정밀

도를 높임으로써 코딩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에반해, LC (Low complexity)의경우변환단계에서

만 4 비트 더 증가하여 연산하는 TPE (Transform

Precision Extension) 기술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HE

(High Efficiency)와 LC (Low complexity)는 코딩 효

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복잡도를 우

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의해 구분되어지며, 일반

적으로 residual quadtree 깊이 레벨, 보간 필터 종류,

CABAC/ VLC과같은엔트로피코딩방법, IBDI 적용

여부등의차이가존재한다. 

<그림 1> 인코더에서의 12비트 IBDI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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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메모리 압축 개요

HE 조건에서12비트IBDI를적용하게되면, 12비

트 단위의 영상을 참조 메모리에 저장할 경우 8비트

단위로 저장하는 종래 코덱과 비교했을 때 참조 메

모리의 크기와 메모리 대역폭은 각각 1.5배 증가하

게 되고 이것은 코딩 복잡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외에HEVC 코덱자체가초고해상도영

상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참조 메모리 크기가 커

야되고또한인코더및디코더의ME, MC 과정에서

높은 메모리 접근 대역폭 때문에 코딩 복잡도가 높

아지는문제점이있다.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1>에 표현된 것처럼 DPB (Decoded Picture

Buffer), 즉참조메모리에영상을저장할때낮은비

트로 압축된 신호로 저장하고 ME, MC를 위해 참조

메모리를 참조할 때는 다시 이전 비트로 풀어 읽어

오는 기술이 필요하다. 위의 예처럼 참조 메모리에

영상을 저장할 때 압축하여 저장하고, ME, ME를 위

해참조메모리에압축되어저장된영상을복원하여

읽어오는 구조를 메모리 압축 기술이라고 한다. <그

림 2>는 메모리 압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인코더와 디코더는 메모리 압축을 위해 동일한 압

축, 복원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코더와 디코

더사이에미스매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IV. 메모리 압축 기술

본 장에서는 JCT-VC에 제안된 메모리 압축 기

술들에 대해 소개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기

술은 참조 메모리의 크기 및 참조 메모리에 데이터

를 저장하고 읽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복잡도를 줄

이는것이목적이고이것은대체로하드웨어기반의

코덱솔루션을개발하는기관에서많은관심을갖고

기술을제안하였다. 

1. 1-D DPCM 기반 메모리 압축 [6] 

<그림3>은1-D DPCM 예측구조를보여주고있

다. <그림 3>에서 메모리 압축 단위 (MCU : me-

mory compression unit)인 1-D DPCM 블록은 8개

의 픽셀로 구성되며, 가장 왼쪽에 위치한 픽셀은 베

이스 픽셀로서 8비트 PCM 코딩이 되고 나머지 7개

<그림 2> 메모리 압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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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은 왼쪽 픽셀 값과의 차이를 5비트로 표현하는

DPCM 코딩을하게된다. 여기서MCU 크기, DPCM

코딩을 위해 할당되는 비트 크기, 비선형 양자화 매

트릭스 등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정보들

은 비트 스트림에 포함되어 디코더에 전송된다. 이

것은 인코더의 메모리 압축과 디코더에서의 메모리

압축이동일하게수행되는것을보장하기위함이다. 

메모리 압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행해진

다. 1-D 블록이N 개의 연속된 픽셀로 구성되어 있

다고 가정할 때 x(n) 은 블록의 n 번쩨 픽셀 값이고

압축된 시그널인 y(n) (n=0,.., N-1) 은 아래 수식

을통해x(n) 으로부터유도된다. 여기서epqridx(n)

은 양자화된 값의 인덱스, xr(n) 은 x(n)의 복원된

값, xp(n)은 x(n)의 예측 값, ep(n)은 예측 에러,

epqr(i)은 i 번째 인덱스의 양자화된 값, 그리고 B

는원픽셀의비트크기이다. 

반대로 y(n)으로부터 복원된 시그널인 xd(n)은

아래수식에의해구해진다. 

위과정을통해MCU 단위로참조메모리에저장하

거나ME, MC를위해압축된데이터를읽어올때, 각각

<그림 3> 1-D DPCM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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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CU를 어떻게 정렬하여 읽어오느냐에 따라 메모

리 대역폭의 성능은 좌우된다. <그림 4>와 같이 세로

방향으로4개의MCU를하나의그룹으로묶어읽어오

는것이가장효율적임을실험을통해제시되었다.

2. 2-D ADPCM 기반 메모리 압축 [7]

2-D ADPCM (Adaptive DPCM) 기술은 1-D

DPCM 기반의 MCU를 2차원으로 매핑하여 읽어오

<그림 5> 2-D ADPCM 예측구조

<그림 4> MCU 스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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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효과적임을 발견하고 1차원 개념을 2차원으로

확장한기술이다. 

<그림 5>는 2-D ADPCM 예측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상단에있는베이스픽셀은PCM 코딩,

첫 윗줄과 첫 왼쪽 줄에 위치한 픽셀들은 DPCM 코

딩, 그리고 나머지 픽셀들은 위 또는 왼쪽의 주변

픽셀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적응적 방식인 ADPCM 코딩을 하게 된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 1-D DPCM 기술은 2-D ADPCM

에서 MUC의 세로값이 1인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양자화를 적용한 DPCM 메모리

압축 [8]

1절과 2절에서 소개된 1-D DPCM과 2-D

ADPCM 기술은 고정된 하나의 비선형 양자화 매트

릭스를 사용한 반면, 이번 절에 소개되는 기술은 여

러 개의 비선형 양자화 매트릭스를 제공하고 각

MCU에서 최적의 양자화 매트릭스를 선택함으로써

압축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때 다중 비선형 양

자화 매트릭스는 사이드 정보로써 비트 스트림의

SPS 또는 PPS에 정의되어 디코더에 전송된다. 그러

<그림 6> 선택적 양자화를 적용한 1-D DPCM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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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각MCU에서선택하는양자화매트릭스인덱스는

비트스트림이아닌참조메모리에표기되어진다. 

<그림 6>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MCU가

8x1 픽셀 크기이고 5비트 DPCM이며 선택할 수 있

는 양자화 매트릭스 개수는 4라고 가정하자. 하나의

MCU를 표현하는 총 비트수는 43비트이지만, 일반

적으로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정렬되므로 하나의

MCU는 48비트 단위로 정렬되고 따라서 5비트가

사용되지 않고 남게 된다. <그림 6>에서는 MCU에

사용된양자화매트릭스인덱스를표시하기위해추

가적으로 2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트 정렬하고

남은5비트에표시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4. 영상 코딩 기반 메모리 압축 [9]

<그림 7>은 변환, 스캐닝, 비트플레인 코딩 등으

로 구성된 영상 코딩 기술을 기반한 참조 메모리 압

축, 복원 과정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압

축하는 블록 크기는 휘도 (luminance) 성분에 대해

4x4, 채도 (chroma) 성분은 2x2이고 Hadamard 변

<그림 7> 참조 프레임 압축, 복원 구조

<그림 8> 비트플레인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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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지그재그 스캔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8>과

같이비트플레인코딩은변환계수를이진수로표기

하고 MSB (Most Significant Bit)를 포함하는 비트

플레인부터 코딩을 시작하며 휘도와 채도성분 구분

없이 함께 코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트플레인

코딩은미리지정된저장크기까지코딩을진행하며

저장하다가지정된크기를벗어나게되면남은데이

터는저장하지않고버리게된다. 즉, 저장장치의크

기에 따라 유연성 있게 압축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

점이있다. 

5. CRFB (Compressed Reference Frame Buffer)

기술[10]

<그림9>는변환, 양자화, DC 예측, 엔트로피 코딩

등으로 구성된 참조 프레임 압축, 복원 과정을 나타

내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변환은 리프팅 스킴에

기반한정수변환이고DC 값은MPEG-4 에채택된

DC 예측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엔트로피 코딩 방법

으로 EG (Exponential-Golomb) 0과 3이 DC 에러

값과 나머지 양자화된 변환 계수값을 코딩할 때 사

용된다. 

6. IBDI 에서의 적응적 스케일링 기법 [11]

이 기술은 IBDI를 적용하여 연산단위가 12비트이

고 따라서 참조 메모리에 저장될 영상이 12비트 단

위일 때 참조 메모리에 8비트 단위로 압축하여 저장

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압

축의 경우 블록 단위로 스케일링을 하고 메모리 복

원 단계에서는 픽셀 단위로 스케일링을 하게 된다.

메모리 압축을 위한 블록 단위 스케일링은 아래와

같은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1) 4x4 블록에서 최소값 min, 최대값 max를 구

한다. 

(2) 다음과 같이 min 값의 비트 연산을 통해 8비

트M 값을구한다. 

M = min >> 4

(3) max 와(M<<4) 사이의영역R을계산한다. 

(4) R이 (128 << S)보다 작은 값을 갖게 하는 스

케일링값S를구한다. 

<그림 9> CRFB (Compressed Reference Frame Buffer)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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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일 S가 4를 갖는다면, 다음과 같이 블록의

모든 픽셀에 고정된 스케일링 연산을 적용하

여 새로운 P 값을 구하고 저장한다. 이때 S와

M값은0 이된다.

P = (pixel_value+8)>>4

만일 그렇지 않다면, 블록 안의 픽셀은 다음과

같은 스케일링 연산을 통해 새 P 값을 구하고

S와M값을함께저장한다. 

P = (pixel_value - (M<<4))>>S) 

위에서 구한 파라미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압축

형식은아래와같다

flag(1); // fixed or adaptive saling

if (flag){  // fixed scaling : 128 bit

for (i=0; i<16; i++) u(8);  // P 

else {  // adaptive scaling : 122 bit

u(2); // S : [0..3]

u(8); // M : [0..255]

for ( i=0; i<16; i++) u(7); // p

}

또한 메모리 복원은 아래와 같이 픽셀 단위로 이

루어진다.

D = P << 4; // fixed scaling

D = (P<<S) + (M<<4) + ((S!=0) ? (1<<(S-

1)):0); // adaptive scaling

V. 메모리 압축 실험 결과

JCT-VC 2차 회의 후에 만들어진 AhG [3]에서

는 다양하게 제안된 메모리 압축 기술에 대해 메모

리 대역폭을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툴 제작을 하고

TMuC (Test Model under Consideration) 소프트웨

어에 탑재하여 TE (Tool Experiment) 에 참여한 기

관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TE 참여 기관은

자신들의기술에대해코딩성능, 계산복잡도(인코

딩, 디코딩 시간), 그리고 AhG에서 배포한 툴로부터

측정한 메모리 대역폭 실험결과를 JCT-VC 3차 회

의에보고하게되었다. 

JCT-VC 2차 회의 후에 만들어진 TE [2]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실험환경을 결정하였는데, 하나는

IBDI가 적용되는 환경, 즉 HE 조건에서의 메모리 압

축과다른하나는IBDI가적용되지않는환경, 즉LC

조건에서의 메모리 압축 실험이다. 이외 소프트웨어

는 TMuC 버전 0.7을 사용하고 다른 실험 조건은

JCT-VC B300 [12]에정의된것을따르게된다.

- IBDI 적용: 12비트to N비트

•HE (High Efficiency), RA (Random Access)

실험환경

•HE (High Efficiency), LD (Low Delay) 실험

환경

- IBDI 미적용: 8비트to N비트

•LC (Low Complexity), RA (Random

Access) 실험환경

•LC (Low Complexity), LD (Low Delay) 실

험환경

4장에서 기술한 다양한 메모리 압축 기술들에 대

해 TE에서 제시한 실험 조건 하에서의 결과들은 다

음과 같다. <표 1>은 IBDI가 적용된 HE 환경에서

TMuC 0.7 대비 메모리 압축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코딩 성능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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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압축이란 영상을 참조 메모리에 저장할 때 작

은 단위 비트로 줄여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원래 비

트 단위로 복원하는 기술이므로 TMuC 0.7 대비 성

능 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기술들이

얼마나 적게 성능 저하를 발생시키느냐가 비교대상

이 된다. 마찬가지로 <표 2>는 IBDI가 적용 안된 LC

환경에서 TMuC 0.7 대비 메모리 압축 기술이 적용

되었을때코딩성능저하를보여주고있다. 

<표 3>과 <표 4>는 각 메모리 압축 기술의 계산

복잡도를비교한 결과이다. 실험결과를통해영상코

딩 기반 메모리 압축 [9] 기술과 CRFB [10] 기술이

다른 메모리 압축 기술들에 비해 각각 2배, 1.5배 정

도의 높은 디코딩 시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

은 [9]와 [10] 기술이 각각 변환, 스캐닝, 비트플레

인 코딩과 변환, 양자화, DC예측, 엔트로피 코딩 등

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메모리압축기술
1-D DPCM 기반 영상코딩기반 CRFB (Compressed Reference Frame Buffer) IBDI 에서의적응적
메모리압축[6] 메모리압축[9] 기술[10] 스케일링기법[11]

메모리압축율 12-bit to 7-bit 12-bit to 5.33-bit 12-bit to 8-bit 12-bit to 8-bit
(58.3%) (44.4%) ( 66.7%) (66.7%)

실험조건 RA LD RA LD RA LD RA LD

BD-rate 0.8 3.0 2.9 4.7 0.3 1.7 0.1 1.4

<표 1> IBDI를 적용한 HE에서의 코딩 성능 비교

메모리압축기술
1-D DPCM 기반 영상코딩기반 CRFB (Compressed Reference Frame Buffer) IBDI 에서의적응적
메모리압축[6] 메모리압축[9] 기술[10] 스케일링기법[11]

실험조건 RA LD RA LD RA LD RA LD

인코딩시간증가율 -2.6 -0.4 3.0 1.9 8 6 0.32 0.47

디코딩시간증가율 2.7 2.9 96.6 100.1 47 36 1.32 1.51

<표 3> IBDI를 적용한 HE에서의 계산 복잡도 (시간 증가율) 비교

메모리압축기술
1-D DPCM 기반 영상코딩기반 CRFB (Compressed Reference Frame Buffer) 
메모리압축[6] 메모리압축[9] 기술[10]

메모리압축율 8-bit to 5-bit 8-bit to 5.33-bit 8-bit to 4-bit
(62.5%) (66.7%) (50%)

실험조건 RA LD RA LD RA LD

BD-rate 8.1 11.9 2.9 3.0 2.5 3.4

<표 2> IBDI를 적용하지 않은 LC에서의 코딩 성능 비교

메모리압축기술
1-D DPCM 기반 영상코딩기반 CRFB (Compressed Reference Frame Buffer) 
메모리압축[6] 메모리압축[9] 기술[10]

실험조건 RA LD RA LD RA LD

인코딩시간증가율 -1.9 1.2 1.9 0.3 3 7

디코딩시간증가율 3.1 2.1 114.2 111.2 47 55

<표 4> > IBDI를 적용하지 않은 LC에서의 계산 복잡도 (시간 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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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결과라고볼수있다. 

<표 5>와 <표 6>은 AhG에서 제공한 메모리 대역

폭측정툴을사용해서얻은실험한결과를보여주고

있다. (32, 64), (64, 128), (128, 128), (256, 256)의

조합은 DDR 메모리의 주소와 버스트 얼라인먼트 비

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256, 256) 조합에서 각 기술

들을비교했을때영상코딩기반메모리압축[9] 기

술이가장좋은성능을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VI. 결 론

12비트 IBDI를 적용한 HE 환경이나 IBDI를 적용

하지 않은 LC 환경에서도 높은 메모리 접근 대역폭

은 높은 코딩 복잡도를 유발하고 이것을 줄이기 위

해 다양한 메모리 압축 기술이 소개되었다. 각 메모

리압축기술들은코딩성능측면, 계산복잡도측면,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 감소 측면에서 장, 단점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각 칩의 하드웨어 구조가 달라 메

모리 압축 기술이 반영된 통일된 비트 스트림 포맷

을정의하기가어렵다는점과사용자는인코더와디

코더가 서로 다른 칩 솔류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메모리 압축 기술을 HEVC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이슈가 제기되었다. 향후 JCT-VC 표

준단체에서이문제를지속적으로논의할것으로보

이며 메모리 압축 기술 자체에 대한 성능 개선 작업

도병행될것으로판단된다. 

메모리압축기술
1-D DPCM 기반 영상코딩기반 CRFB (Compressed Reference Frame Buffer) IBDI 에서의적응적
메모리압축[6] 메모리압축[9] 기술[10] 스케일링기법[11]

실험조건 RA LD RA LD RA LD RA LD

32bit/ 64bit -18.0 -18.3 -44.5 -44.8 -14.7 -14.8 -26.9 -27.4

64bit/128bit -26.8 -27.5 -50.5 -51.0 -23.8 -24.4 -34.7 -35.5

128bit/128bit -32.6 -33.6 -54.3 -55.1 -29.8 -30.8 -39.8 -40.9

256bit/256bit -48.4 -49.6 -61.3 -62.2 -44.5 -45.7 -48.3 -49.5

<표 5> IBDI를 적용한 HE에서의 메모리 대역폭 감소 비교

메모리압축기술 1-D DPCM 기반메모리압축[6] 영상코딩기반 메모리압축[9]

실험조건 RA LD RA LD

32bit/ 64bit -6.4 -5.4 -25.9 -25.5

64bit/128bit -20.2 -20.2 -39.5 -40.3

128bit/128bit -25.6 -26.2 -46.1 -47.0

256bit/256bit -40.3 -41.0 -56.0 -56.9

<표 6> > IBDI를 적용하지 않은 LC에서의 메모리 대역폭 감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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