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SP 편 제 4 호 67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9-SP, NO. 4, July 2012

논문 2012-49SP-4-9

스크린 콘텐츠 상 압축을 한 화소 역 양자화 방법

( Quantization Method in Spatial Domain for Screen Content Video 

Compression )

남 정 학
*
, 유 종 훈

*
, 심 동 규

**
, 오 승 

****

( Jung-Hak Nam, Jong-Hun You, Dong-Gyu Sim, and Seoung-Jun Oh )

요  약

최근 스크린 콘텐츠 상에 한 제작  서비스가 확 됨에 따라, 이를 한 새로운 압축 기술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차세

 비디오 압축 표 에서도 스크린 콘텐츠 상을 한 특별한 부호화 기술 표 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 인 단계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콘텐츠 상의 특성을 악하여 이러한 종류의 상에 한 부호화 성능 향상을 한 화소 역의 

양자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양자화 방법은 차분 신호를 변환 부호화 하지 않고 직  화소 역에서 양자화를 수행하며, 스크

린 콘텐츠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양자화된 차분 신호에 한 응 인 계수 측 기술과 화소 역 양자화를 한 인-루  필터를 

용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임의 근 모드, 지연 모드와 인트라 모드에서는 각각 평균4.4%, 5.1%와 4.9%의 부호화 

성능을 얻었다.  

Abstract

Expanding services and productions for screen content videos recently, necessity of new compression techniques is emerging. 

The next-generation video coding standard is also considering specified coding tools for screen content videos, but it is still 

preliminary stag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creen content videos for which we propose the 

quantization in spatial domain to improve coding efficiency. The proposed method directly employs quantization for residual 

signal without any transformations. The proposed method also applies adaptive coefficients prediction and in-loop filter for 

quantized residual signals in spatial domai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creen content videos. As a results, the proposed 

method for the random access, the low-delay and the all-intra modes achieve bit-saving about 4.4%, 5.1%. and 4.9%, 

respectively.

      Keywords : Screen content videos, HEVC, Quan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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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 이 확 됨에 따라, 기존의 자연 상뿐만 아니

라 주문형 게임 서비스나 자 책 (ebook)과 같은 다양

한 스크린 콘텐츠 상이 제작  서비스되고 있다. 스

크린 콘텐츠 상이란, 카메라에 의해 취득된 상이 

아닌,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인 으로 생성된 상을 

의미한다. 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 (CG)에 의해 생성

된 애니메이션 만화 는 화, 2D  3D 컴퓨터 게임 

상, 컴퓨터 화면을 송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증강 

실 (augment reality)을 해 자연 상과 컴퓨터 그

래픽 상이 혼합되어 있는 상, 자책과 같은 텍스

트 상 등이 있다. 한, 지상   이블 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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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인 많은 능 로그램에서 텍스트 자막을 빈번

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들도 스크린 콘텐츠 

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스크린 콘텐츠 상들은 일

반 인 자연 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스크린 콘텐츠 상은 사용되는 색상의 종류가 

한정 이며, 특정 밝기 값의 화소가 집 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 스크린 콘텐츠 상은 객체 경계 주변이

나 텍스트 등의 역에서 화소의 밝기 값이 크게 변하

는 강한 경계가 존재한다. 강한 경계를 포함하는 역

은 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한, 스크린 콘텐츠가 포함된 상의 객체 내부

는 백색 오차 (white noise)가 고, 객체 내부에서 화

소의 밝기 값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
 즉, 스

크린 콘텐츠 상은 객체 내부는 화소의 밝기 값의 변

화가 으나, 객체 경계에서 강한 경계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강한 경계들은 기존의 비디오 압축 기술인 

변환 부호화에 의해 많은 고주  성분이 발생하여 압축 

성능이 좋지 않다. 이에 차세  비디오 압축 표 인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에서는 자연 상

뿐만 아니라, 스크린 콘텐츠 상의 압축을 고려하여 

공통 실험 조건에 스크린 콘텐츠 상을 포함하 다.[6～

7]
 ISO/IEC MPEG과 ITU-T VCEG은 공동 연구 단체

인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를 결성하여 HEVC라는 비디오 압축 표 을 제정하고 

있다. HEVC의 압축 성능 목표는 기존의 H.264/AVC 

비 2배이다. HEVC 련 CD (Comittee draft)는 2012

년 1월에 완성되었고,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는 2013년 1월에 발표될 정이다. HEVC는 

차세  HDTV,  지연 화상 통신, 모바일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 등의 응용을 제공하며, QVGA와 같은 

모바일 상에서부터 UHD까지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다.[8～9] 하지만 HEVC도 이산 여  변환 기반의 변환 

부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경계 역에서는 압축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이 여 히 존재한다. 따라서 

HEVC 기반의 스크린 콘텐츠 상 특성을 고려한 새로

운 부호화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비디오 

압축 표 에서 사용하는 변환 부호화 방법인 이산 여  

변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10～15] Ye [10]는 H.264/AVC의 화면 내 측 모

드의 방향 따라, 각기 다른 변환 부호화를 용하는 모

드 기반 방향성 변환 (mode dependent directional 

transform, MDDT) 기술을 제안하 다. 이 기술은 카루

넨-뢰  변환 (Karhunen-Loeve transform, KLT)을 기

반으로 각 방향에 한 잔차 신호를 모아서 최 의 방

향성 변환 부호화 커 을 미리 정의하여 사용한다. 하

지만 이 기술은 화면 내 측 부호화 시에만 사용되는 

한계가 있다. Lim[12]는 H.264/AVC의 이산 여  변환과 

이산 정  변환을 응 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제안하

다. 이산 여  변환은 입력 신호의 자기 상 도가 높

을 때 효율 이며, 이산 정  변환은 입력 신호의 자기 

상 도가 낮을 때 신호의 압축 효과가 있다. 일반 으

로 시공간  측 이후에 얻은 잔차 신호도 여 히 자

기 상 도를 가지고 있지만, 텍스쳐가 복잡하여 측이 

잘 되지 않는 블록들은 잔차 신호에 고주 가 많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응  변환 기술이 효과 일 수 있다.

Narroschke[14]는 H.264/AVC는 변환 부호화를 사용

하지 않고, 화소 역에서 양자화하는 기술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H.264/AVC의 4⨉4 블록 단 로 비트율-

왜곡 최 화를 기반으로 주 수 역과 화소 역에서

의 양자화를 선택 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강한 경계를 

포함하는 역에 해서는 변환 부호화 이후의 주 수 

역의 양자화 보다 변환 부호화 없이 화소 역에서 

양자화 방법에 의해 양자화 오차를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콘텐츠 상의 특징을 고려하

여 HEVC 기반의 변환 부호화 기술을 개선하고 부호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스크린 

콘텐츠 상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한다. Ⅲ장에서 제안

하는 HEVC 기반 화소 역에서의 양자화 기술을 소개

한다. Ⅳ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며, Ⅴ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스크린 콘텐츠 영상의 특성

앞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스크린 콘텐츠 상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생성된 CG 상, 애니메이션 

화,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

연 상과 혼합된 형태인 CG 객체나 텍스트 자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스크린 콘텐츠 상의 특

징에 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상이다. 그림 

1(a)부터 1(d)는 HEVC 표 에서 테스트 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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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ketballPassText (b) ChinaSpeed (c) SlideEditting (d) SlideShow

(e) BasketballPass (f) BQMall (g) PartyScene (h) RaceHorse

그림 1. 실험 상

Fig. 1. Test sequences.

(a) BasketballPassText (b) ChinaSpeed (c) SlideEditting (d) SlideShow

(e) BasketballPass (f) BQMall (g) PartyScene (h) RaceHorse 

그림 2. 실험 상에 한 화소 밝기 값의 히스토그램

Fig. 2. Histogram of intensity values for test sequences.

하는 클래스 F의 스크린 콘텐츠 상이고, 1(e)부터 

1(h)는 클래스 C (WVGA, 832⨉480)의 자연 상이다. 
1(a)는 기존의 자연 상에 일부 텍스트 자막을 포함하

고 있는 “BasketballPassText” 상이고, 그림 1(b)는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생성된 2D 게임 “ChinaSpeed” 

상이고, 그림 1(c)와 그림 1(d)는 컴퓨터 화면으로 슬

라이드를 편집하는 “SlideEditting”와 슬라이드 젠

테이션을 하는 “SlideShow” 상이다.

그림 2는 각 실험 상에 해, 발생하는 화소의 밝

기 값에 한 히스토그램을 보여 다. 일반 으로 자연 

상에서 표 되는 특정 밝기 값의 발생 빈도수는 주변 

밝기 값의 발생 빈도수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즉, 인

한 화소의 밝기 값의 빈도수가 갑자기 변하지 않고, 

완만한 곡선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는 특정 화소의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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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ketballPassText (b) ChinaSpeed (c) SlideEditting (d) SlideShow

(e) BasketballPass (f) BQMall (g) PartyScene (h) RaceHorse 

그림 3. 실험 상에 한 경계 역 

Fig. 3. Edge region for test sequences.

기 값이 공간 으로 주변 화소들과의 상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크린 콘텐츠의 경우는 특정 

화소의 밝기 값의 분포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를 들어, “ChinaSpeed”와 “SlideEditting” 상에 

포함된 텍스트를 표 하기 한 특정 밝기 값들이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이는 자연 상과는 달리 스크린 콘

텐츠 상은 공간 으로 주변 화소와의 상 도가 떨어

지며, 화소 값이 격하게 변하는 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은 인트라 측 는 움직

임 측을 수행한 이후에도 많은 오차를 포함하게 되

며, 변환 부호화에 의해서 오차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스크린 콘텐츠에 존재하는 화소 값이 격히 

변하는 역은 객체와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객

체 내부에서는 오히려 자연 상 보다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가 다.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텍스

트나 객체 내부는 조명의 변화가 없고 밝기 값의 오차

가 존재하지 않아 공간 인 측이 더 잘될 수 있다.

스크린 콘텐츠 상의  다른 특성으로, 스크린 콘

텐츠 상은 자연 상 보다 강한 경계 역을 포함하

고 있다. 그림 3은 각 실험 상에 한 경계 역을 보

여 다. 경계 역은 Sobel 경계 역 검출 연산을 

용하 고, 강한 경계 역을 단하기 해서 문턱치 

값은 150을 사용하 다. 단, 텍스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계 역을 최소화하기 해서 경계 역을 구하기 

에 3⨉3 크기의 가우시안 필터링을 용하 다.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 상인 “BasketballPass” 

상은 강한 경계 역을 포함하지 않지만, 스크린 콘텐

츠 상인 “BasketballPassText” 상은 자막 부분에서 

강한 경계 역이 나타난다. “BQMall”과 “PartyScene” 

상에서는 경과 배경이 인 한 객체의 경계 부분과 

복잡한 텍스쳐 부분에서 강한 경계가 나타난다. 반면, 

스크린 콘텐츠 상에서는 객체의 경계 부분과 복잡한 

텍스쳐 부분뿐만 아니라 텍스트 역에서 강한 경계가 

나타난다. 강한 경계 역은 시공간 인 측이 잘 되

지 않기 때문에 인트라  움직임 측 이후에도 큰 잔

차 신호를 야기한다. 한, 이러한 역은 변환 부호화 

 양자화에 의해 오차가 증가될 수 있다. 

Ⅲ. 제안하는 화소 영역 양자화 방법 

이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스크린 콘텐츠 상

은 변환 부호화가 효과 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응 인 양자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은 화소 역 양자화와 주 수 

역 양자화를 선택 으로 사용한다.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은 차분 신호에 추가 인 변환 부호화 

없이 직  양자화를 용하는 것이다.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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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소 영역 양자화 설계

표 화를 진행 인 HEVC는 쿼드-트리 (quad-tree) 

기반의 새로운 부호화 단 인 CU (coding unit), PU 

(prediction unit), TU (transform unit)를 새롭게 정의

하 다. CU는 부호화 단 , PU는 측 블록의 단 , 

TU는 변환 부호화 단 를 의미한다. HEVC는 고정 크

기의 변환 부호화가 아니라, 4×4, 8×8, 16×16, 32×32 크

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변환 부호화를 사용하고 있다. 

즉, TU는 각 PU의 크기와 상 없이 CU안에서 계층  

구조로 분할이 가능하며, 부호화 라미터에서 결정한 

최  TU 깊이까지 비트 율-왜곡 최 화에 따라 가장 

효율 인 TU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4×4와 8×8 크기의 

변환 부호화는 H.264/AVC와 완 히 동일하며, 16×16과 

32×32 크기의 변환 부호화는 Chen's 이산 여  변환 

방법을 기반으로 정수 변환 부호화 형태로 설계되었다. 

HEVC의 양자화는 H.264/AVC와 유사하게 변환 부호

화와 함께 수행된다.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은 HEVC의 TU 단

에서 주 수 역의 양자화를 사용할지 화소 역에

서 직  양자화를 수행할지를 결정한다. 즉, 주 수 

역의 양자화 방법과 화소 역의 양자화 방법을 모두 

수행하여 비트율-왜곡 최 화 (rate-distortion 

optimization, RDO) 방법에 따라 최 의 양자화 방법을 

응 으로 선택한다. 일반 으로 화소 역의 양자화

는 주 수 역의 양자화에 의해 발생되는 오류의 양과 

화소 역에서 발생하는 양자화의 에러의 양이 비슷하

도록 화소 역에서 양자화를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소 역 양자화를 해 ITU-T의 VCEG 그룹에서 개

발한 KTA (key technology area) 기술의 화소 역 양

자화 방법과 동일한 푯값을 사용하 다. 이 양자화 

기술은 주 수 역의 각각의 양자화 라미터에 해 

화소 역에서 비슷한 양의 오차를 가지는 화소 역 

푯값을 정의하고 있다. 를 들어, 그림 4는 양자화 

라미터 (QP)가 27일 때, 화소 역 양자화의 푯값

을 보여 다. 이 경우, 6개 (0, 16, 42, 69, 122, 200)의 

양자화 값을 사용한다. 화소 역에서 양자화를 해야 

하는 각각의 잔차 신호는 6개의 양자화 푯값 에 가

장 오차가 은 값으로 양자화 된다. 만약 잔차 신호의 

값이 50인 경우, 가장 가까운 양자화 푯값인 42로 양

자화 된다. 실제 부호화되어 송되는 값은 푯값 42

에 해당하는 심볼 값이 송되며, 심볼 값은 0부터 각

그림 4. QP=27인 경우, 화소 역 양자화의 푯값 

Fig. 4. Representative value of spatial domain quantizer 

in the case of QP=27.

각의 양자화 푯값에 오름차순으로 할당된다.

제안하는 양자화 방법은 TU 단 에서 주 수 역 

양자화 방법인지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인지를 알려주

는 래그를 송한다. 이 래그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말단 TU에서 송되며, CABAC 방법으로 부호화

된다.  

(2) 화소 단위의 양자화된 차분 신호 예측

제안하는 화소 역에서 양자화된 차분 신호들은 주

수 역에서 양자화된 차분 신호와 달리, 공간 인 

치 정보를 그 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화된 

차분 신호들 간의 유사성이 여 히 존재하고 있다. 

한, 이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스크린 콘텐츠 상

은 객체 내부에서 밝기 값의 변화가 고, 노이즈가 

기 때문에 화소 역의 양자화된 계수는 비슷한 값을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자화된 차분 신호에 존

재하는 화소간의 유사성을 제거하기 하여 주변 화소 

값을 이용한 화소 단  측을 수행한다.[16] 양자화된 

차분 신호는 엔트로피 부호화기에 의해서 무손실 부호

화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부호화기 에 화소 단

의 측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화소 단  양

자화에 의해서 부호화된 모든 블록에 해서 차분 신호 

측을 사용한다. 화소 측은 해당 블록의 내부에 있

는 화소만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림 5는 화소 단 의 

양자화된 차분 신호에 한 측 방법의 의사 코드를 

보여 다. 

제안하는 화소 단 의 측 방법은 재 화소와 주변

에 있는 상측 화소  좌측 화소와의 유사성을 단하

여 응 인 측을 수행한다. 먼 , 블록의 첫 번째 화

소는 측할 주변 화소가 없기 때문에 0 값으로 측된

다. 두 번째로, 블록의 첫 번째 행에 있는 화소들은 상

측에 화소가 없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화소들에 의해서 

측되며, 블록의 첫 번째 열의 화소들은 좌측에 화소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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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양자화된 차분 신호

// 출력: 화소 기반 측된 차분 신호

BEGIN

  FOR row=0 to TU row DO

    FOR col=0 to TU col DO 

      IF row==0 AND col==0 THEN

      0으로 측

      ELSE IF row==0 THEN

      좌측 화소로 측

      ELSE IF col==0 THEN

      상측 화소로 측

      ELSE 

        IF (abs(좌측 화소-좌상측 화소) < 

           abs(상측 화소-좌상측 화소)) THEN

        상측 화소로 측

        ELSE

        좌측 화소로 측

        ENDIF

      ENDIF

    ENDFOR

  ENDFOR

END  

그림 5. 화소 단 의 양자화된 차분 신호에 한 측

의 의사 코드

Fig. 5. Pseudo code of prediction method for pixel-wise 

quantized residual signal.

가 없기 때문에 상측에 있는 화소들에 의해서 측된

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블록 내부에 있는 화소들은 

좌측 화소와 상측 화소를 이용하여 응 인 화소 측

을 사용한다. 좌측 화소와 좌상측 화소 간의 차이가 상

측 화소와 좌상측 화소 간의 차이보다 작은 경우, 재 

화소는 상측 화소로 측된다. 이는 좌측 화소와 좌상

측 화소 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좌측 화소가 좌상측 

화소와 더 유사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재 화소는 

상측 화소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반 의 경우에

는 좌측 화소에 의해서 재 화소를 측하게 된다.

(3) 화소 단위 양자화된 블록의 인-루프 필터

HEVC에는 H.264/AVC와 유사하게 변환 부호화와 

양자화에 의해 발생하는 블록킹 열화를 제거하기 해

서 8×8 크기보다 큰 CU 는 TU의 경계에서 디블록킹 

필터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화소 역에서 양자화된 

블록들은 변환 부호화를 용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킹 

열화 신에 각 화소 단 에서 열화가 발생한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는 HEVC 디블록킹 필터 신에 화소 

단  양자화가 용된 블록에 해서 화소의 열화를 

이고, 경계를 보 하는 양측 (bilateral) 필터를 용한

다.[17] 양측 필터는 인-루  필터의 형태로 화소 단  

양자화된 모든 블록에 해서 필터링을 수행하며, 

HEVC의 응  샘  오 셋 (SAO)을 용하기 이  

단계에 용한다.  그리고 필터링은 블록 내부의 화소

에만 수행되지만, 블록 경계의 화소들은 주변 블록에 

한 픽셀 값을 참조하여 필터링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인-루  필터는 낮은 복잡도로 화소 역 양자화 방법

에 한 부호화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양측 필터는 상의 잡음을 이는 동시에 객체의 경

계를 유지하는 필터로서, 식 (1)과 같이 근사성 함수와 

유사성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 필터에 의해 필터

링 되는 값 F(x, y)는 N×N 크기의 2차원 주변 블록의 

화소 값을 이용하여, 근사성 함수와 유사성 함수의 가

치 평균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N은 5

를 사용한다. 

 
 


















×

×

 (1)

식 (1)에서 R(·)은 해당 치에 한 화소의 밝기 값

을 나타내고, K(x, y)는 근사성 함수와 유사성 함수로 

구한 가 치의 체 합이며,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 (2)

근사성 함수 C는 재 화소와 주변의 인 한 화소 

사이의 기하학  근사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우시안 함

수 기반의 근사성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식 (3)에서 σc는 근사성 함수를 한 가우시안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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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임의 근 모드 지연 모드 인트라 모드

루  필터 off 루  필터 on 루  필터 off 루  필터 on 루  필터 off 루  필터 on

BD-rate BD-rate BD-rate BD-rate BD-rate BD-rate

BasketballPassText -0.6% -0.4% -0.3% -0.2% -0.7% -0.5%

ChinaSpeed -5.1% -3.9% -4.2% -3.2% -4.3% 0.3%

SlideEditting -9.9% -9.4% -10.6% -10.3% -11.8% -9.2%

SlideShow -2.1% -1.6% -5.2% -4.5% -2.7% -2.1%

평균 -4.4% -3.8% -5.1% -4.6% -4.9% -2.9%

표 2.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의 부호화 성능  

Table 2. Coding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patial domain quantization.

로서 본 논문에서는 σc=10을 사용한다. D는 재 화소

와 주변의 화소간의 유클리드 (Euclidean) 거리를 나타

낸다. 

 
 (4)

유사성 함수 S는 재 화소와 주변의 인 한 화소의 

밝기 값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우시안 함수 

기반의 유사성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식 (5)에서 σs는 유사성 함수를 한 가우시안 라미터

로서 본 논문에서는 σs=10을 사용한다. δ는 재 화소

와 주변 화소와의 밝기 값 차이로서 식 (6)과 같다. 

 
 (6)

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에 한 성능 평가를 

해서 HEVC 참조 소 트웨어인 HM2.0을 사용하

다.[18] 본 논문은 HEVC의 공통 실험 조건에 따라, 고효

율 (high efficiency) 환경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고효

율 환경에서 임의 근 (random access) 모드, 지연 

(low delay) 모드, 인트라 (all intra) 모드 등에 해서 

평가를 하 고, 실험 상은 클래스 F의 스크린 콘텐츠 

상을 사용하 다. 자세한 공통 실험 조건은 표 1과 

같다. 임의 근 모드, 인트라 모드, 지연 모드를 한 

I-슬라이스의 주기, GOP (group of picture) 등의 설정

과 각각의 상에 해 부호화하는 임 수는 

JCT-VC에서 권고하는 실험 조건을 따른다. 

표 2에서는 임의의 근 모드, 지연 모드, 인트라 

모드에 해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의 부호화 성능을 

보여 다. 먼 , 화소 역 인-루  필터를 사용하지 않

는 경우, 임의 근 모드에 해서는 평균 3.8%의 비트

율 감소를 보이며, 지연 모드와 인트라 모드에서는 

각각 평균 4.6%와 2.9%의 부호화 성능을 보 다.[19] 반

면, 화소 역 인-루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 

근 모드, 인트라 모드, 지연 모드에서 평균 4.4%, 

5.1%, 그리고 4.9%의 성능을 각각 얻었다. 즉, 본 논문

라미터 설정 값

QP 22, 27, 32, 37

Max CU size 64

Max Partition Depth 4

Qaud-tree TU Depth 3

Number of Reference 4

엔트로피 부호화 CABAC

RDO-Q 켜기

표 1. 실험 조건 

Table 1. Test conditions.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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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는 화소 역에 한 인-루  필터를 용

하여, 평균 1%의 추가 인 부호화 성능을 얻었다. 자연 

상에 일부 자막만 포함된 “Basketball-PassText” 상

은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에 의한 성능이 크

지 않았다. 반면, 많은 역이 텍스트와 공백으로 구성

되어 있는 “SlideEditting” 상은 인트라 모드에서 최

 11.8%의 부호화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ChinaSpeed” 상은 루  필터에 의해서 최  4%의 

부호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주 수 역에서의 양자화와 화소 

역의 양자화를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부호화기의 복

잡도가 일부 증가하게 된다. 임의 근 모드에 해서 

평균 14%의 부호화기 복잡도가 증가하며, 지연 모드

와 인트라 모드에 해서는 각각 16%, 27%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화소 역에 한 인-루  필터에 한 

복잡도는 평균 1% 미만의 인코더 복잡도를 가진다. 반

면, 복호화기에서는 부호화기로부터 송받은 래그 

값에 의해서 양자화기를 응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복호화기의 복잡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6은 주 수 역과 화소 역에 한 양자화 

계수에 한 를 보여 다. 그림 6에 표 된 블록은 

416 416 416 420

416 416 1020 1020

416 416 1020 416

416 416 1020 412

(a) 원본 밝기 값

   

0 0 0 4

0 0 604 604

0 0 604 0

0 0 604 -4

(b) 잔차 신호

19 -15 -9 15

-3 0 9 -10

-9 9 0 -3

-9 10 -3 0

(c) 주 수 역 양자화 계수

   

0 0 0 0

0 0 10 0

0 0 0 -10

0 0 0 -10

(d) 화소 역 양자화 계수

그림 6. 주 수 역과 화소 역에 한 양자화 계수

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quantized coefficients for the 

frequency domain and the spatial domain.

“ChinaSpeed” 상의 0번째 임에서 32번째 LCU의 

8번째 4⨉4 휘도 블록으로 텍스트 역 일부를 포함하
고 있다. 그림 6(a)는 원본 밝기 값으로 스크린 콘텐츠 

상의 특성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배경 부분은 일부 

화소 밝기 값의 변화가 있지만, 텍스트 역에서는 밝

기 값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블록은 율-

왜곡 최 화에 의해서 화면 내 측 DC 모드로 부호

화 되었다. 즉, 블록 내의 모든 화소는 416으로 측되

었다. 그림 6(b)는 잔차 신호를 보여 다. 배경 부분은 

오차가 으나, 텍스트 역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 으

며, 잔차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계 역을 포함

하고 있다. 그림 6(c)는 HEVC의 변환 부호화와 양자

화를 수행한 후의 블록 계수 값을 보여 다. 잔차 신호

에 포함된 강한 경계에 의해서 오차가 블록 체로 확

산되었다. 이 블록을 부호화하기 해 94 비트가 소요

되며, 복원한 후의 SSD (squared sum of difference) 

오차 값은 40으로 비트율-왜곡 비용은 580이다. 반면, 

(a) BasketballPassText 

(b) ChinaSpeed

그림 7.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분포 

Fig. 7. Distribution of blocks selected b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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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d)는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후의 계수 값

을 보여 다. 이 블록을 부호화하기 해 83 비트가 소

요되며, 복원한 후의 SSD 오차 값은 2로 비트율-왜곡 

비용은 479이다.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를 이용하

면 변환 부호화에 의한 오차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경계 역 보존을 통해서 압축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다. 

그림 7은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에 의해서 

선택된 블록의 분포를 보여 다. 흰색 블록으로 표시된 

역이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이 선택된 블록

이다. 그림 7(a)의 “BasketballPassText” 상에서 텍스

트 자막 역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많이 선택되었으나, 

상 부분을 차지하는 농구 경기 역에서 선택 비율

이 낮기 때문에 부호화 성능이 크지 않다. 반면,  그림 

7(b)의 “ChinaSpeed” 상에서는 텍스트 역과 게임 

아이콘 역에서 부분 제안하는 방법이 선택되었으

며, 배경 역과 자동차 객체 주변에서도 많은 블록이 

제안하는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이 선택되었다. 이는 

자연 상과 달리 게임 상의 객체  배경에 백색 오

차가 게 분포하고, 강한 경계를 많이 포함하고 있게 

때문으로 분석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 스크린 

콘텐츠를 한 화소 역 양자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양자화 방법은 HEVC의 TU 블록 단 로 화

소 역과 주 수 역의 양자화를 선택 으로 사용하

다. 한, 본 논문에서는 화소 역 양자화기 뿐만 아

니라 양자화된 차분 신호의 측과 양측 필터로 구 한 

인-루  필터를 통하여 화소 역 양자화에 한 부호

화 성능을 향상시켰다. HEVC 시험 상들에 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임의 근 모드, 지연 모드, 인트라 

모드에서 각각 평균4.4%, 5.1%와 4.9%의 부호화 성능

을 얻었다.

향후 HEVC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환 부호화 블록 크

기를 고려한 화소 역 양자화 방법에 한 연구를 진

행할 것이다. 한, 모든 상에 고정 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소 역 양자화기 신에 상의 특성에 따라 

응 으로 화소 역 양자화기를 업데이트하는 연구를 

통하여 더 높은 부호화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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