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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內唯一의 日本 工学 . 産業 技術情報図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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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02-55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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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특허 정보
특허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특허청 홈페이지 전자출원포털 배너 ‘수수료 관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 등 사회적 약자는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www.patent.go.kr/jsp/ka/menu/fee/main/
FeeMain01.jsp)

특허상담 /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는 없나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특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등을 통하여 교육을 요청하면 공익변리사의 현장방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선행기술검색을 무료로, 쉽게 할 순 없나요?
•특허 선행기술은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링크된 ‘키프리스 바로 따라하기’를 참조하세요.

특허 출원 후 진행절차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출원에 관한 진행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조건별 검색’ 또는 ‘사건번호별 검색’으로 조회 후 확인하세요.

심사관에게 직접 기술설명을 할 수 있나요?
•심사관에게 발명의 기술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심사관 면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심사관/심판관면담 > 심사관면담’을 참조하세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나요?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방법, 심판청구료 등 자세한 것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www.kipo.go.kr/ipt)를 참조하세요.

특허관련 유용한 참고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절차, 특허청 지원시책 등 특허 참고서적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 간행물 ▶ 기타정보’에서 검색항목 ‘제목’에 서적명 입력)
서적명

주 요 내 용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2.10.17.)

지식재산권리의 기본 개념과 우리 특허법의 기본원칙,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에 대
하여 안내

“직무발명보상제도”
(2013.03.2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와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 권리의 귀속과 보상 방법에 대
하여 안내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원 실전
가이드북”(2011.12.21.)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온라인 특허출원 방법, 특허청의 심사과정 및 각종 수수
료 납부 방법까지 특허출원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2013.09.02.)
“Good/Bad 보정사례집”
(2014.09.02.)

특허출원 전 R&D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해 특허청
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책과 개인, 사회적 약자, 여성에 대한 지원시책을 소개
심사관들의 보정방안 제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
록 여러 유형의 참고사례 소개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미국 특허, 세계 저널 인용률 1위*의 세계적인 공학 학술정보

The Standard for Standards, 세계 130여 개국에서 사용하는

Standards &
Digital Library

Source*: Thomson Reuters Journal Citation Reports 2012
1790 Analytics LLC 2011 (1997-2010 누적)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을 위한 컨소시엄 혜택을 지금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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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41권 10호 (2014년 10월)
학회소식
12 학회소식 / 편집부
16 학회일지
17 특집 편집기 / 김재곤, 최해철
특집명 : HEVC 기반 확장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
18 HEVC 기술 소개 - Part I: 기본 구성 요소
/ 김재일, 안상수, 김대은, 김문철

31 HEVC 기술 소개 - Part II: 부호화 성능 향상 툴
/ 김재일, 안상수, 김대은, 김문철
※학회지 10월호 표지(vol 41. No 10)

44 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
/ 이선일, 김찬열, 박정훈

52 HEVC 3D Extension 표준 기술 / 오병태
61 HEVC Scalable Extension(SHVC) 표준 기술 소개
회지편집위원회
■

위원장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

위 원 강
공
권
김
김
김
김
김
남
성
심
엄
이
전
최
최
허
홍

문
준
기
은
정
재
정
종
기
홍
완
우
흥
병
중
해
비
용

식
진
룡
원
호
곤
호
옥
창
석
보
용
노
태
호
철
또
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삼성전자 마스터)
(부경대학교 교수)
(대림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부천대학교 교수)
(충청대학교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한경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밭대학교 교수)
(LG유플러스 상무)
(서울대학교 교수)

■

사무국 편집담당
변 은 정 과장(내선 1)
TEL : (02)553-0255(대)
FAX : (02)552-6093

■

학회 홈페이지
http://www.theieie.org

/ 강정원, 이진호, 이하현

69 HEVC screen content coding extensions 표준화
동향 / 양승하, 심혁재, 전병우

80 HDR/WCG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MPEG 활동 / 오승준
89 HEVC 코덱 구현 및 상용화 기술
/ 안용조, 박세진, 심동규

98 논문지 논문목차
101 신간안내
정보교차로
102 국내외 학술행사 안내 / 편집부
109 특별회원사, 단체회원

The Magazine of the IEIE

회
장
수석부회장
고
문

감
사
부 회 장

산업체부회장
소사이어티회장

협동부회장

상임이사

산업체이사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총괄, JSTS편집)
구 원 모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김 흥 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신 종 균 (삼성전자 사장)
이 기 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이 희 국 (LG그룹기술협의회 사장)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 사업, 추계, 회지편집, 재무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 영문논문지, 국제협력, 교육/홍보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 기획, 하계, 국문논문지, 표준화
김 창 용 (삼성전자 부사장)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 신호처리소사이어티
곽 우 영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 달 수 (TLI 대표이사)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김 용 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 창 현 (삼성전기 부사장)
박 찬 구 (LS 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여 상 덕 (LG디스플레이 부사장)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최 길 천 (한능전자 회장)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황 승 호 (삼성전자 부사장)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 재무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 총무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 회원/정보화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 사업
고 요 환 (SK하이닉스 고문)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용 석 (삼성전자 상무)
김 태 진 (더즈텍 사장)
박 동 일 (현대자동차그룹 상무)
오 의 열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정 한 욱 (KT 상무)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최 진 성 (SKT 전무)
홍 국 태 (LG전자 상무)

김 경 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양 웅 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이 재 욱 (노키아티엠씨 명예회장)
천 경 준 (씨젠 회장)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박 현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산학연, 회원, 지부
안 승 권 (LG전자 사장) - 산학연
박 성 욱 (SK하이닉스 사장)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 통신소사이어티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 컴퓨터소사이어티
전 영 현 (삼성전자 부사장) - 반도체소사이어티
김 기 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일 영 ((전)KT 사장)
김 주 신 (만도 사장)
김 철 동 (세원텔레텍 대표이사)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송 문 섭 (엠세븐시스템 사장)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이 상 준 (넥스파시스템 대표이사)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윤 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임 차 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이사)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 SPC논문
김 태 찬 (고려대학교 박사) - 산학연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 사업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표준화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기획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성 욱 (LG전자 상무)
김 진 선 (SK이노베이션 전무)
민 경 오 (LG전자 전무)
송 창 현 (네이버 이사)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조 영 민 (스카이크로스코리아 대표이사)
최 승 종 (LG전자 전무)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이

사

협동이사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회원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업
김 근 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M) - 정보화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추계)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표준화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노 용 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 사업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 회원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추계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 학술/정보화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기획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 정보화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 하계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 기획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 사업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 하계
정 대 현 (삼성전기 상무) - 산학연
정 의 영 (연세대학교 교수) - ITC, 추계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논문편집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교육, 홍보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 기획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 기획
홍 성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사업/산학연/학술(추계)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 정보화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 사업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 SPC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기획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종 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표준화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 사업/산학연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 산학연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 회원
박 재 영 (광운대학교 교수) - 표준화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 학술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 SPC / 정보화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 산학연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SPC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 사업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이 용 식 (연세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회원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논문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 SPC
지 창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기획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SPC
최 수 용 (연세대학교 교수) - 사업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 SPC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 회원
김 동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김 시 원 (삼성전자 부장) - 사업/산학연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 SPC/논문편집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 사업
김 회 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 총무간사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 학술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 ITC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 논문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 SPC / 사업 / 학술(추계)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 기획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 산학연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 회원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 추계
이 재 성 (고려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 회원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 기획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총무간사
최 성 현 (서울대학교 교수) - SPC/논문편집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 SPC/논문편집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 SPC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 사업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 학술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 사업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 회원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정보화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 총무간사
김 현 수 (삼성전자 부장) - 산학연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박 정 욱 (연세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 회원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 표준화
유 상 동 (SK하이닉스 팀장) - 산학연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정보화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 학술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 SPC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교육/홍보
장 석 호 (단국대학교 교수) - 정보화
조 성 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 표준화
최 세 호 (포스코 팀장) - 교육/홍보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허 비 또 (LG유플러스 상무) - 회지편집

지부장 명단
강 원 지 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울산지부
제 주 지 부
호 서 지 부
미 국 지 부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박 길 흠 (경북대학교 교수)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광주·전남지부
대전·충남지부
전 북 지 부
충 북 지 부
일 본 지 부

최 조 천 (목포해양대 교수)
박 덕 규 (목원대학교 교수)
박 민 식 (전주비전대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The Magazine of the IEIE

위원회 명단
자문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서 정 욱 (명예회장)
이 태 원 (명예회장)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임 제 탁 (명예회장)
정 정 화 (한양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박 성 한 (명예회장)
변 증 남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홍 승 홍 (명예회장)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영 권 (명예회장)
나 정 웅 (명예회장)
박 진 옥 (명예회장)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충 웅 (명예회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지 창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 성 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서 진 수 (강릉대학교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이 종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회 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김 동 현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윤 국 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장 길 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노 용 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오 성 회 (서울대학교 교수)
윤 석 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이 재 성 (고려대학교 교수)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남 기 창 (연세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권 오 상 (경기공업대학교 교수)
김 병 화 (동원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기획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학술연구위원회
위 원 장(하계)
위 원 장(추계)
위
원

SPC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논문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회원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근 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M)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장 석 호 (단국대학교 교수)

사업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안 춘 기 (고려대학교 교수)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최 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 승 옥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홍 국 태 (LG전자 상무)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최 수 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 태 찬 (고려대학교 박사)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유 상 동 (SK하이닉스 팀장)
정 대 현 (삼성전기 상무)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정 석 재 (영진전문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심 재 훈 (경북대학교 교수)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세 호 (포스코 부장)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류 시 복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동 훈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구 정 래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팀장)
김 병 철 (한양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간사겸임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박 주 현 (픽셀플러스 실장)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이 민 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용 희 (한라대학교 교수)
장 현 수 (㈜아이에이 부장)
좌 성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종 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세 광 (경북대학교 교수)
신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윤 대 원 (특허법인 다래 이사)
이 상 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연구관)
이 서 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이 종 묵 (SOL 대표)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옥 수 (인피니언코리아 이사)
두 영 호 (현대오트론 책임연구원)
박 재 영 (광운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이 경 범 (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상 미 (한국전파진흥원 팀장)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장 미 혜 (연세대학교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한 태 수 (기술표준원/표준협회 표준코디)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김 근 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M)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장 석 호 (단국대학교 교수)

산학연협동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회지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허 비 또 (LG유플러스 상무)

교육홍보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김 동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준 태 (건국대학교 교수)
박 정 욱 (연세대학교 교수)
이 석 필 (상명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표준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정보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The Magazine of the IEIE

지부담당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박 현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박 길 흠 (경북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박 덕 규 (목원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최 조 천 (목포해양대 교수)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박 민 식 (전주비전대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간사겸임

박 성 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간사겸임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달 수 (TLI 대표이사)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간사겸임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선거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포상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재정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인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JSTS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Byung - Gook Park (Seoul National Univ.)
Dim - Lee Kwong (A*STAR)
Akira Matsuz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Changsik Yoo (Hanyang Univ.)
Deog - Kyoon Jeong (Seoul National Univ.)
Eun Sok Kim (USC)
Hi - Deok Lee (Chungnam Univ.)
Hyoungsub Kim (Sungkyunkwan Univ.)
Hyun - Kyu Yu (ETRI)
Jin - Koo Rhee (Dongguk Univ.)
Jong - Uk Bu (Sen Plus)
Min - kyu Song (Dongguk Univ.)
Nobby Kobayashi (UC Santa Cruz)
Rino Choi (Inha Univ.)
Seung - Hoon Lee (Sogang Univ.)
Songcheol Hong (KAIST)
Sung Woo Hwang (Korea Univ.)
Tae - Song Kim (KIST)
Vojin G. Oklobdzija (Univ. of Texas at Dallas)
Woodward Yang (Harvard Univ.)
Yogesh B. Gianchandani (Univ. of Michigan, Ann Arbor)
Younghee Kim (Changwon National Univ.)

Cary Yang (Santa Clara Univ.)
Chennupati Jagadish (Australian National Univ.)
Dong S. Ha (Virginia Tech)
Gianaurelio Cuniberti (Dresden Univ. of Technology)
Hoi - Jun Yoo (KAIST)
Hyungcheol Shin (Seoul National Univ.)
Jamal Deen (McMaster Univ.)
Jinwook Burm (Sogang Univ.)
Meyya Meyyappan (NASA Ames Research Center)
Moon - Ho Jo (POSTECH)
Paul D. Franzon (North Carolina State Univ.)
Sang - Hun Song (Chung - Ang Univ.)
Shen - Iuan Liu (National Taiwan Univ.)
Stephen A. Campbell (Univ. of Minnesota)
Tadahiro Kuroda (Keio Univ.)
Tsu - Jae King Liu (UC Berkeley)
Weileun Fang (National Tsing Hua Univ.)
Woogeun Rhee (Tsinghua Univ.)
Yong - Bin Kim (Northeastern Univ.)

Society 명단
통신 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부 회 장
협동부회장

이

사

연구회위원장

간

사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구 경 헌 (인천대학교 교수)
류 승 문 (㈜카서 대표이사)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상 훈 (KT 부문장/사장)
정 일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상 연 (SK Telecom 상무)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권 순 철 (KT 전무)
김 병 남 (에이스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 영 한 (숭실대학교 교수)
김 용 석 (㈜답스 대표이사)
김 주 완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방 승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연 임 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이 승 호 (㈜하이게인 부사장)
정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성 원 진 (서강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윤 종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기원 교수)
임 종 태 (홍익대학교 교수)
정 윤 채 (삼성전자 전무)
조 인 호 (에이스테크놀로지 박사)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 통신연구회
유 제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스위칭 및 라우팅연구회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연구회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수) - ITS연구회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보보안시스템연구회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 군사전자연구회
류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방송ㆍ통신융합기술연구회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무선 PAN/BAN연구회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미래네트워크연구회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연 철 흠 (LGT 상무)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김 연 은 (㈜브르던 대표이사)
김 인 경 (LG전자 상무)
박 용 석 (㈜LICT 대표이사)
오 정 근 (㈜ATNS 대표이사)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노 윤 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이 종 창 (홍익대학교 교수)
장 병 수 (KT 상무)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반도체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수석부회장
연구담당부회장
사업담당부회장
학술담당부회장
총 무 이 사
편 집 이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 학 이 사

재 무 이 사
회 원 이 사
연구회위원장

간

사

전 영 현 (삼성전자 부사장)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이 윤 식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정 희 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조 대 형 (스위스로잔연방공대 총장수석보좌관)
조 태 제 (삼성전자 마스터)
조 한 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강 태 원 (넥셀 사장)
김 달 수 (TLI 대표)
김 만 복 (리버트론 사장)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태 찬 (삼성전자 마스터)
김 한 기 (코아로직 사장)
송 태 훈 (휴인스 사장)
신 용 석 (케이던스코리아 사장)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이 윤 종 (동부하이텍 상무)
이 종 열 (FCI 부사장)
최 세 환 (멘토 부사장)
최 승 종 (LG전자 전무)
황 규 철 (삼성전자 상무)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 성 (고려대학교 교수) - 반도체 재료 및 부품연구회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 SoC설계연구회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 RF 집적회로연구회
정 원 영 (동부하이텍 상무) - PCB & Packaging연구회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경 구 (인천대학교 교수)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신 윤 승 (삼성전자 고문)
임 형 규 (SK 부회장)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박 성 정 (건국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장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김 동 현 (ICTK 사장)
김 준 석 (ADT 사장)
손 보 익 (LG전자 전무)
양 중 섭 (SK하이닉스 상무)
이 도 영 (실리콘파일 사장)
정 해 수 (Synopsys 사장)
최 종 찬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어 영 선 (한양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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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부 회 장
협동부회장
총
재
편
학

무
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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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이
이

사
사
사
사

사 업 이 사

홍 보 이 사
산 학 이 사
연구회위원장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정 (단국대학교 교수)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신 인 철 (단국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임 기 욱 (선문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현 숙 (동아방송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우 운 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대 휘 (㈜경봉 대표이사)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 천 식 (세종대학교 교수)
임 병 민 (㈜Agerigna 부회장)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조 병 순 (㈜시엔시 인스트루먼트 사장)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이 기 영 (을지대학교 교수)
기 장 근 (공주대학교 교수)
이 석 환 (동명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강 문 식 (강릉원주대 교수)
강 상 욱 (상명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원 일 (세종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성 로 (목포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허 준 (경민대학교 교수)
강 철 호 (한국연구재단 PD)
김 성 길 (㈜K4M 이사)
김 홍 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노 소 영 (월송출판 대표이사)
류 수 정 (삼성종합기술원 수석부장)
박 승 창 (㈜유오씨 사장)
오 승 환 (LG C&S 과장)
유 준 재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조 승 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김 영 천 (전북대학교 교수)
김 종 윤 (경동대학교 교수)
김 진 홍 (한성대학교 교수)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김 선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 성 철 (LG히다찌 팀장)
이 우 범 (상지대학교 교수)
진 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융합컴퓨팅연구회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신경망/퍼지연구회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멀티미디어연구회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 유비쿼터스 시스템연구회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M2M/IoT연구회

신호처리소사이어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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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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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부회장

이

사

협 동 이 사

연구회위원장

총 무 간 사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김 응 규 (한밭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김 상 룡 (방송통신위원회 PM)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혜 란 (연세대학교 교수)
안 치 득 (연세대학교 교수)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이 춘 (현대·기아자동차 전무)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강 현 수 (충북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구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용 환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박 호 종 (광운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신 재 섭 (㈜픽스트리 대표이사)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종 설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창 우 (카톨릭대학교 교수)
장 세 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 음향 및 신호처리연구회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 영상신호처리연구회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영상이해연구회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바이오영상신호처리연구회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신 원 호 (LG전자 상무)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지 인 호 (홍익대 교수)
김 남 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 해 광 (세종대학교)
서 정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장 길 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서 영 호 (광운대학교 교수)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기 승 (건국대학교 교수)
임 재 윤 (제주대학교 교수)
최 승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시스템 및 제어 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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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김 덕 원 (연세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김 영 진 (생산기술연구원 교수)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양 웅 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김 동 현 (국방기술연구소 박사)
최 현 택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안 창 범 (광운대학교 교수)
오 상 록 (KIST 책임연구원)
이 흥 규 (㈜아이솔테크놀로지 박사)
허 용 록 (선영특허법률사무소 소장)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황 운 희 (국방기술품질원 박사)

박 종 국 (경희대학교 교수)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임 익 헌 (한전전력연구원 교수)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총
학
편
사

무
술
집
업

이
이
이
이

사
사
사
사

산학연이사
회 원 이 사
재 무 이 사
홍 보 이 사
간
사
연구회위원장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고 낙 용 (조선대학교 교수)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최 진 영 (서울대학교 교수)
강 대 희 (유도㈜ 부사장)
엄 광 식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박사)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 재 하 (한경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재 병 (전북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
한 수 희 (건국대학교 교수) - 제어계측연구회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남 기 창 (연세대학교 교수) -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연구회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력전자연구회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능로봇연구회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 국방 정보 및 제어연구회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 자동차전자연구회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 의료영상시스템연구회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전 영 주 (한의학연구원 박사)
이 학 성 (세종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산업전자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수석부회장
부 회 장
협동부회장

지

이

부

장

사

협 동 이 사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김 장 권 (대림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병 화 (동원대학교 교수)
윤 길 중 (대덕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강 사 성 (한국후지쯔 부장)
강 현 웅 (이지테크 대표)
권 태 일 (빅썬시스템즈 대표)
김 연 길 (DB정보통신 부장)
김 용 업 (삼성SDS 부장)
김 응 연 (인터그래텍 대표)
김 종 인 (LG엔시스 본부장)
김 진 선 (청파이엠티 대표)
김 태 형 (하이버스 대표)
남 승 우 (상학당 대표)
박 현 찬 (나인플러스EDA 대표)
서 영 석 (한국하니웰 대표)
성 재 용 (롯데정보통신 대표)
송 광 헌 (복두전자 대표)
이 선 형 (가온아이 본부장)
이 영 준 (비츠로시스 본부장)
장 철 (LG히타찌 상무)
장 대 현 (지예스비텍 상무)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
최 신 혁 (소프트피아 대표)
김 윤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 강원지부
김 태 용 (구미대학교 교수) - 대경지부
홍 용 인 (부산정보대학교 교수) - 부경지부
송 도 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 충청지부
이 종 하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 호남지부
강 동 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교 교수) 강 희 훈 (여주대학교 교수)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구 성 모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권 오 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경 복 (경복대학교 교수)
김 덕 영 (부천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종 찬 (경북전문대학교 교수)
명 기 환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방 경 호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배 효 관 (동원대학교 교수)
백 승 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서 무 교 (대구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신 진 섭 (경민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양 승 호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오 태 명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용 승 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이 기 정 (포항대학교 교수)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이 명 문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승 우 (동원대학교 교수)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이 현 수 (마산대학교 교수)
장 우 석 (구미대학교 교수)
전 호 익 (혜전대학교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주 진 화 (오산대학교 교수)
최 승 덕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 의 선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최 학 윤 (김포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강 현 석 (이지테크 이사)
김 민 준 (LG엔시스 차장)
김 정 석 (ODA테크놀로지 대표)
박 선 순 (텔루스 대표)
오 재 곤 (LG하다찌 이사)
원 우 연 (케이넷 대표)
이 관 희 (이디 이사)
이 재 준 (한백전자 부장)
최 병 진 (LG엔시스 부장)
최 영 진 (이디네트워크 대표)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윤 한 오 (구미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곽 은 식 (경봉 부사장)
김 용 수 (엠시스템즈 대표)
김 종 부 (인덕대학교 교수)
김 창 일 (아이지 대표)
박 용 후 (이디 대표)
서 한 석 (한국마이크칩스테크놀로지 이사)
윤 광 선 (LG전자서비스 부장)
임 일 권 (KCC 상무)
조 한 일 (SKCNC 부장)
최 영 일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 덕 수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선 태 (직업능력개발원 실장)
김 영 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노 재 성 (서일대학교 교수)
박 종 우 (재능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변 상 준 (대덕대학교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이 동 훈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재능대학교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장 성 석 (영진전문대학교 교수)
정 석 재 (영진전문대학교 교수)
최 선 정 (국제대학교 교수)
최 중 한 (해천대학교 교수)
황 수 철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순 식 (청파이엠티 부장)
송 재 진 (인터그래텍 부장)
유 성 철 (LG엔시스 차장)
이 현 성 (프로랩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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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 욱 (국민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고 요 환 (SK하이닉스 고문)
공 진 흥 (광운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권 오 현 (삼성전자 부회장)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경 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김 달 수 (TLI 대표이사)
김 덕 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김 수 중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영 권 ((전)몽골 후레정보통신대학교 총장)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장 권 (대림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 주 신 (만도 사장)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 태 진 (더즈텍 사장)
김 현 철 (울산대학교 교수)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길 흠 (경북대학교 교수)
박 민 식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박 성 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박 진 옥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송 문 섭 (엠세븐시스템 사장)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강 훈 (중앙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곽 우 영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구 원 모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권 순 철 (KT ENS 대표이사)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대 환 (국민대학교 교수)
김 도 현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시 원 (삼성전자 부장)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오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주 완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창 현 (삼성전기 부사장)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김 태 찬 (고려대학교 박사)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류 수 정 (삼성종합기술원 마스터)
민 경 오 (LG전자 전무)
박 덕 규 (목원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성 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박 정 욱 (연세대학교 교수)
박 찬 구 (LS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박 현 숙 (동아방송대학교 교수)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증 남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창 현 (네이버 이사)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안 승 권 (LG전자 사장)
양 웅 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여 상 덕 (LG디스플레이 부사장)
오 승 준 (광운대학교 교수)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구 경 헌 (인천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기 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 덕 규 (경북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용 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재 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정 삼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진 선 (SK컨티넨탈이모션 대표이사)
김 창 용 (삼성전자 부사장)
김 철 동 (세원텔레텍 대표이사)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나 정 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노 용 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규 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 래 홍 (서강대학교 교수)
박 병 하 (삼성전자 전무)
박 세 근 (인하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 현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서 경 학 (한국연구재단 단장)
서 정 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송 기 환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송 홍 엽 (연세대학교 교수)
신 종 균 (삼성전자 사장)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원 치 선 (동국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이 기 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이 문 기 ((전) 연세대학교 교수)
이 상 설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승 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이 충 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 혁 재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임 병 민 (Newmmatrix(HongKong)co.,Ltd Board)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장 만 호 (이노피아테크 대표이사)
전 경 훈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전 영 현 (삼성전자 부사장)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정 원 영 (동부하이텍 상무)
정 정 화 (한양대학교 교수)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영 민 (스카이크로스코리아 대표이사)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천 경 준 (씨젠 회장)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최 종 찬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하 영 호 (경북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사장)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성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황 승 호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기 영 (을지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용 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 윤 식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 태 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형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이 희 국 (LG기술협의회 사장)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임 제 탁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임 형 규 (SK텔레콤 부회장)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정 의 영 (연세대학교 교수)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경 록 (충북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이사)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성 현 (서울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최 종 환 (대덕대학교 교수)
최 진 성 (SK텔레콤 전무)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홍 국 태 (LG전자 상무)
홍 대 형 (서강대학교 교수)
홍 승 홍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황 선 영 (서강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사무국 직원 명단
송기원 국장 - 업무총괄, 기획, 자문, 산학연, 선거
이안순 부장 - 재무(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회원, 포상, 임원관련
배지영 차장 - 국내학술대회, 총무, JSTS, 시스템 및 제어/신호처리(소)
배기동 차장 - 사업, 표준화, 반도체/컴퓨터/산업전자(소), 용역
변은정 과장 - 국문논문, 학회지
김천일 과장 - 정보화, 교육/홍보, 홈페이지, 통신(소)
이수진 사원 - 국제학술대회, SPC, 국제협력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상 화 (에스넷시스템 대표이사)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승 규 (한국폴리텍6대학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이 용 식 (연세대학교 교수)
이 윤 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 태 원 (퀄컴코리아 부사장)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익 헌 (전력연구원 처장)
임 차 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용 진 (광운대학교 교수)
정 재 훈 (단국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한 욱 (ITS 대표이사)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조 성 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 의 식 (가천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진 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최 조 천 (목포해양대 교수)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표 현 명 (KT 렌탈 사장)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허 비 또 (LG유플러스 상무)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홍 기 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제 3차 전체이사회 회의

ICEIC 2015의 경우 lab-to-lab 미니워크샵(회로설계,영상,
로보틱스 분야 등)을 개최하기로 함

제 3차 전체이사회가 9월 12일(금) 오후 5시 학회 회의실에서

- 사업 : 워크샵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워크샵 등록을 요청함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홍보 : Webzine 발간 등에 대해 보고함
- 정보화 :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대해 보고함

1. 성원보고

- 표준화 : 연속사업, COSD 지정 추진상황 등을 보고함

15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

- 산학연 :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함

2. 위원회 보고

3. 소사이어티 보고

- 총무 : 간선평의원 선출에 대해 보고함. 수석부회장 선거 시
에 이메일 및 문자발송을 금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4. 심의사항

사항을 공지함(스팸성 메일 및 문자의 다량발송으로 인한

-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함

회원들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함)

- 간선평의원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논의함. 취지에는 동

- 회원 : 회원가입 홍보전략 수립중 임을 보고함

감하나 개선안에 대한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 SPC : SCI 등재 및 연구재단 등재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이

성이 제기됨. 따라서 타 학회의 내용 및 문구를 참조하여 안

사의 논문 투고를 요청함

을 수정 후에 재상정하기로 함

- 논문편집 : 논문 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함
- 회지편집 : 회지특집 현황을 보고함. 학회지 명을 변경하는
것을 논의중임
- 재무 : 수입 및 지출 회계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
고함
- 기획 : 간선평의원 제도개선, 선출직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
수석부회장 선출제도 개선 안을 심의사항으로 올린 경위에
대해 보고함
- 하계 : 총 700여편의 논문발표, 약 850명이 참석하여 성황
리에 개최되었음을 보고함
- 추계 : 추계 진행상황을 보고함
- 국제협력 : ISCE와 ITC-CSCC 개최결과를 보고함
ICEIC, ITC-CSCC 2015 준비 진행상황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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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검토함. 선출직

그리고 회로 설계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최

부회장 후보를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방안, 자천이

신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이슈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회원간의 과열방지 등

자리가 되었으며, 이날 참석은 80여명이 하였다.

을 감안하여 사전공지 및 자천은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를 도출함. 부회장 선출관련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좀

제27회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

더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안을 수정한 후 재상정

신호처리소사이어티에서는“제27회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위원

하기로 함

장 : 조남익 교수, 서울대)”
를 9월 26일(금)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 수석부회장 선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함. 단독 출마시 인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호처리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

준과정에서 부결된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의

는 국내 전문가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다양한 연구

견이 있음. 따라서 인준방법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는 점에 동감하고 재상정하기로 함
- 회원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승인함
- ICCE Korea 개최“추진”
을 승인함(개최를 승인한 것은 아
님). 201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논문발표 중심의 학술
성격 보다 제품 및 시연 중심의 학술대회를 표방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안을 검토하는 것을 승인함
- 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행사를 본회와 사전협의하는 제도
를 마련하기로 함
- 직전 연말/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동 건에 대해 기획위
원회와 사업위원회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함
- 일본지부의 추가지원에 대해 논의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제27회 신호처리 합동학술대회

안에서 회장단이 논의 후 지원하는 것으로 승인함

3D TSV Integration Workshop

제21회 B4G 이동통신포럼

반도체소사이어티에서는“3D TSV Integration Workshop”
을

통신연구회에서는 10월 1일(수)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우곡국

9월 25일(목)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에서 개최하였다.

제회의장에서“제21회 B4G 이동통신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카메라 시스템/모듈, 이미지 신호처리, 센서 소자,

이번 행사에서는 4세대를 넘어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연

3D TSV Integration Workshop

제21회 B4G 이동통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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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

2014 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

를 모시고 최근의 기술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약
90명이 참석하였다.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회장 : 오창현 교수, 고려대)에서는 대
한전기학회와 공동 주최로 10월 16(목) ~ 18(토), 제주 휘닉스아

차세대 휴먼 인터랙션 및 로봇 기술 워크샵

일랜드에서“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
회에는 약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10월 18일(토)“최신 자

대한전자공학회 사업위원회(부회장 : 구용서 교수, 단국대)에서는

기공명 영상기술 워크샵”
도 연계하여 학문적 교류를 나누었다

“차세대 휴먼 인터랙션 및 로봇 기술 워크샵”
을 10월 15일(수)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대한전
자공학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핵심 원천산업인 휴먼 인터랙션 및
로봇 기술에 우리나라의 강점인 전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미래의 주역인 학부/대학원생들에게 새로운 비전
을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로봇분야 공
학인들간의 진정한 융합과 소통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

차세대 휴먼 인터랙션 및 로봇 기술 워크샵

CMOS 이미지센서(CIS) 기술 워크샵
반도체소사이어티에서는“CMOS 이미지센서(CIS) 기술 워크샵”
을 10월 15일(수)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 1부에서는 모바일 제품에 탑재되는 카메라 기술 동향,
카메라 모듈의 기술 동향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미지 신호처
리, 3D Vision 센서에 대한 다양한 기술동향을 소개하였으며, 2
부에서는 최신 Pixel 기술과 저잡음 아날로그 회로 기술을 소개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및 3부에서는 카메라 Big 센서 기술
과 자동차 향 이미지 센서 기술 동향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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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성, 황도성, 황상현, 황선욱, 황승휘, 황재성, 황재필, 황진규

신규회원 가입현황
(2014년 9월 19일 - 2014년 10월 19일)

<현대자동차>
이상 291명

◎정회원
이건우(LIG넥스원), 조용진(LIG넥스원), 권구덕(강원대학교),

◎평생회원

김산해(국방과학연구소), 박진태(국방과학연구소), 윤경식(김천대

노소영(도서출판월송)

학교), 신동관(삼성전자), 양윤선(양전자시스템(주)), 이규용(에이

이상 1명

투유정보통신), 전상엽(한국외국어대학교), 조한신(한밭대학교),
강기완, 강동우, 강승원, 강승재, 강형모, 고성윤, 고진영, 고현민,
고형근, 공석구, 공승기, 곽희천, 권영환, 권오정, 권용민, 권용석,
김경철, 김경초, 김경혜, 김광섭, 김귀선, 김규리, 김기철, 김기현,
김남호, 김도곤, 김도훈, 김동수, 김동혁, 김문종, 김미옥, 김범규,

◎학생회원

김비호, 김삼용, 김상규, 김상일, 김새롬, 김석민, 김선민, 김선아,

이호진(경북대학교), 전유석(단국대학교), 최균건(도쿄공업대학),

김성운, 김성은, 김성환, 김세혁, 김세호, 김수진, 김승민, 김신구,

김상훈(성균관대학교), 김성진(성균관대학교), 이보현(성균관대학교),

김신정, 김영식, 김영철, 김용주, 김우성, 김재홍, 김재희, 김정민,

안종선(충남대학교), 정재경(한국외국어대학교), 나문수(한양대학교)

김정환, 김정훈, 김정훈, 김종규, 김종수, 김종현, 김중범, 김증일,

이상 9명

김지혜, 김지훈, 김철민, 김치명, 김해중, 김현상, 김현수, 김현수,
김형곤, 김홍준, 남기영, 남재정, 노태선, 노현우, 라형규, 류승규,
문성호, 문희성, 민재웅, 박경홍, 박동훈, 박두열, 박범춘, 박상규,
박성철, 박세진, 박세훈, 박정인, 박정희, 박종배, 박준근, 박준영,
박진석, 박태형, 박태환, 박한길, 박현수, 반현석, 배경식, 배명환,
배용수, 배호준, 백혜림, 서강운, 서석현, 서영덕, 성기택, 성동현,
성유경, 성재용, 손경호, 손병태, 손수미, 송미연, 송상록, 송연주,
신범철, 신상훈, 신용현, 신욱진, 신현국, 심동수, 안오영, 안종훈,
안준식, 양덕진, 양보람, 양상혁, 양진모, 어문정, 오세영, 오홍민,
우도희, 우성일, 원상복, 원지은, 유 미, 유수정, 유일선, 윤대영,
윤성수, 윤정기, 윤종후, 윤주만, 윤주훈, 윤진화, 윤헌중, 이강훈,
이광순, 이기석, 이기종, 이동주, 이동주, 이동현, 이동호, 이동휘,
이상돈, 이상문, 이상민, 이석한, 이성용, 이성우, 이수용, 이승현,
이영종, 이영진, 이영훈, 이완희, 이용성, 이용주, 이용준, 이용준,
이용훈, 이우진, 이은상, 이인동, 이재혁, 이재호, 이재홍, 이정기,
이정식, 이정엄, 이정헌, 이종복, 이종석, 이종영, 이준호, 이지수,
이진영, 이창병, 이철훈, 이철훈, 이태석, 이학성, 이현경, 이현승,
이호진, 이효근, 이 훈, 임경빈, 임성웅, 임익순, 임재완, 임종경,
장광수, 장주명, 장지웅, 장진수, 장창수, 장태진, 장효석, 전슬기,
전영태, 전익균, 전호태, 정강호, 정규호, 정동혁, 정무경, 정상현,
정연재, 정영균, 정의윤, 정인성, 정창영, 정태환, 정해윤, 조길상,
조민국, 조성환, 조재민, 조정태, 주준환, 주형진, 지성구, 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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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선, 한지희, 허남웅, 허수영, 허승철, 허영원, 홍경국, 홍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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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기반 확장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

최신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는 기존의 H.264/
AVC 표준 보다 2배 향상된 압
축 성능을 제공하는 비디오 서
비스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초고화질의
차세대 UHD(Ultra-High
Definition) 방송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의 고
김재곤 편집위원
화질 비디오 서비스를 보다 활
(한국항공대학교)
성화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 장비의 고화질
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ISO/IEC MPEG과 ITU-T
VCEG의 공동그룹인 JCT-VC
에서는 HEVC 표준화를 성공
적으로 완료한 후 이를 바탕으
로 보다 다양한 기능 및 응용
을 위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Range, Scalable, 3D
Extension은 HEVC의 후속 버
최해철 편집위원
전으로 표준화가 완료되었거나
(한밭대학교)
마무리 단계이며, SCC(Screen
Content Coding)는 최근 표준
화 를 시 작 하 였 고 , HDR/WCG(High Dynamic
Range/Wide Color Gamut)는 차세대 비디오 포맷에 대
한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이들 모두 HEVC가
기본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특집호는 이러한
HEVC에 기반한 새로운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의
확장 표준 기술에 대하여 해당 표준화 전문가의 소개를
실었다.
우선,“HEVC 기술 소개(김문철 외)”
에서는 Part I과
Part II의 두 편으로 나누어 2배의 압축 성능을 구현한
HEVC의 기본 구조와 개별 부호화 툴들에 대해서 소개하
였다. 이를 통하여 어떤 새로운 부호화 접근방법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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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부호화 기술들이 높은 압축 성능을 가능하게 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이선일)”
에서는 HEVC 1차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은 확장된 컬러 포맷(4:2:2 및
4:4:4)과 12 비트 이상의 높은 비트 심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된 부호화 툴을 중심으로 HEVC Range
Extension의 기술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 응용 분야를 살
펴본다. 넷째, “HEVC 3D Extension(오병태)”
에서는
HEVC 기반으로 다시점 및 깊이영상을 부호화함으로써
JCT-3V의 3D 비디오 부호화의 4가지 트랙 중 가장 우
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3D-HEVC의 표준 기술을 소개한
다. 다섯째, “HEVC Scalable Extension(SHVC)(강정
원)”
에서는 HEVC의 계층적 부호화 기법을 소개하며, 기
존 H.264/AVC SVC Extension에 비하여 구현 복잡도
를 대폭 개선한 코덱 구조와 성능을 살펴본다.
여섯째,“HEVC Screen Content Coding Extensions
표준화 동향(전병우)”
에서는 기존의 카메라로 획득된 자연
영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 컴퓨터로 생성된
스크린 콘텐츠에 대한 부호화 표준 기술을 소개한다.
일곱째“HDR/WCG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MPEG 활
동(오승준)”
에서는 최근 MPEG에서 인간의 인지 범위에
보다 더 가까운 미래 비디오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HDR/WCG의 표준화 활동을 살펴본다. 선행 중인 요구
사항 도출 및 탐색실험(Exploration Experiment)을 소
개하고 향후 표준화를 전망 및 국내의 대응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HEVC 코덱 구현 및 상용화 기술(심동규)”
에
서는 2배의 성능향상과 함께 증가한 막대한 코덱의 복잡
도 감소를 위한 다양한 구현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
한 상용화 기술을 살펴본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본 특집호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집호가
최신 비디오 압축 표준인 HEVC 및 미래 HEVC 기반의
다양한 비디오 코덱 표준 기술에 대한 좋은 소개 자료로
활용되어 UHDTV, 3DTV, IPTV, 모바일/인터넷 스트리
밍, 영상 장비 등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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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기술 소개 Part I: 기본 구성 요소

Ⅰ. 서 론
HEVC는 ISO/IEC 산하 MPEG 과 ITU-T 산하 VCEG 이 공동으
로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JCT-VC)을 구성
김재일
한국과학기술원

하여 표준화한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이다. MPEG 쪽에서는
ISO/IEC 23008-2 - MPEG-H Part 2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으로, VCEG에서는 ITU-T H.265로 불리고 있으며, 공식
적인 공통명은 HEVC 명명된다 (간혹 논문 등에서 H.265/HEVC로
표기하나 이는 공식적인
이름이 아님). 2013년

안상수
한국과학기술원

1월 제12차 JCT-VC
제네바 회의에서 HEVC
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

HEVC는 ISO/IEC MPEG과 ITU-T
VCEG이 공동으로 구성한
JCT-VC에서 표준화한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이다.

한 1차 버전 최종 표준
안이 발표되었다. HEVC는 기존 H.264/MPEG-4 AVC와 비교하
여 거의 동등 주관적 화질 대비 약 2배의 압축 부호화 성능을 목표
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UHD TV 방송, 3DTV 방송, IPTV, 감시카
김대은
한국과학기술원

메라, 디지털 캠코더, 스마트폰 등의 응용분야에서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에 빠른 속도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비디오 부
호화 표준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HEVC의 기본 구성 요소를 기존
H.264/MPEG-4 AVC 표준과 대비하여 설명한다.

Ⅱ. HEVC 표준화 현황
김문철
한국과학기술원

2003년 H.264/MPEG-4 Part 10 Advanced Video Coding
(AVC) 표준이 제정된 이후, AVC 표준은 DMB, IPTV, 디지털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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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시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빠른 속도로 적
용되어 산업화 되었다. 이후, ISO/IEC MPEG과 ITUT VCEG은 서로 AVC 표준 기술보다 부호화 성능이 더
향상된 새로운 차세대 비디오 압축 부호화 기술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사항 및 사전 기술 탐색 실험을 수
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1월에 MPEG과 VCEG
는 공동으로 차세대 비디오 압축 부호화 규격 개발을

<그림 1> HEVC의 부호화 과정

위한 기술제안요청서를 발표하였고, 2010년 4월 독
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1차 JCT-VC 회의에서 27

지 다양한 크기 화면에 대해 개선된 압축 성능을 얻기

개의 기술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HEVC

위해 신호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예측 방법 및 변환 방

표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많은 기술

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기본 부호화 단위 블록의 크기

기고와 기고 기술들의 표준 채택을 위한 경쟁을 통해

를 최대 64×64 크기로 확장하여 부호화 블록이 재귀

2013년 1월 HEVC 1차 버전 최종 표준안을 완성하

적 분할 구조로 분할 되도록 설계하여 다양한 특성의

였다. 이후, HEVC 1차 버전을
바탕으로, 전문가용 컬러포맷
(4:2:2, 4:4:4) 및 높은 비트
샘플(12 bit 이상)을 지원하는 2
차

버전인

HEVC Range

Extensions을 표준화 하였으며,

입력 신호에 대해 부호화 효율이

HEVC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비디오 부호화 방식이며, 다양한 부호화
기술을 도입하여 AVC 대비 동등
주관적 화질 대비 약 50% 정도의
부호화 성능을 향상 하였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최대화 되도록 부호화 단위 블록
이 적응적으로 분할되어 부호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환 블록
또한 신호 특성에 따라 가변 블
록 크기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
여 압축 성능 향상을 얻었다. 움

Multi-View HEVC, 다시점과 깊이맵을 부호화하기 위

직임 벡터 부호화 향상을 위한 Advanced Motion

한 3D HEVC,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 영상을 부호화하

Vector Prediction (AMVP), 유사 움직임 벡터 재사용

기 위한 HEVC Screen Content Coding 기술에 대한

을 위한 움직임 블록 병합(Merge) 및 스킵(SKIP) 예측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2개의 파트로 구성되

구조 등을 사용하여 부호화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비

어 있다. Part I에서는 2D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디오 부호화 과정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HEVC 1차 버전에 대한 기술적 개괄을 제공하고,

서 병렬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AVC 구

Part II에서는 HEVC 1차 버전에 채택된 부호화 툴의

현시 발생되었던 부화소 화면 보간 및 디블록 필터,

특징에 대해 상세설명하기로 한다.

CABAC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였다. HEVC의 주관적
화질 및 객관적 화질 개선을 위하여 인루프(in-loop)

Ⅲ. HEVC 기본 구성 기술

필터인 디블록킹필터(DF: Deblocking Filter) 이외에
SAO
（Sample Adaptive Offset) 필터를 추가적으로 도

HEVC 비디오 부호화 표준은 기존의 MPEG-2

입하여 부호화된 영상의 복원영상을 원 영상과 최대한

Video, AVC와 같은 비디오 부호화 표준들과 비슷하게

비슷하도록 하는 기법도 채택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로

부호화 블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호화 모드를 선택적

인하여, HEVC는 AVC 대비 동등 주관적 화질 대비 약

으로 사용하여 부호화 하는 하이브리드 비디오 부호화

50% 정도의 부호화 성능을 향상 하였다[1]. <그림 1>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HEVC는 UHD TV와

은 HEVC 부호화 과정 블록도를 나타낸다. <그림 1>에

같은 대형 화면에서부터 스마트 폰과 같은 작은 화면까

서 T는 변환 과정, Q는 양자화 과정, IT는 역변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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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리고 IQ는 역양자화 과정을 나타낸다. TSM은 변

의 PU 및 TU의 분할 구조는 HEVC가 향상된 부호화

환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자화 과정만은 이용한 부호화

성능을 발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방법인 Transform Skip Mode를 나타낸다. AMP는

AVC의 매크로블록에 대응되는 HEVC의 CTU는 64

Asymmetric Motion Partition의 약자로서 비대칭 움

×64, 32×32, 16×16, 8×8 크기 중의 하나로 선

직임 블록 분할을 통한 움직임 예측 방법(툴)을 나타낸

택이 가능하다. HEVC의 기본 부호화 단위인 CU는 <

다. 본 장에서는 HEVC의 성능 향상을 위해 확장 및

그림 2>와 같이 각 크기마다 분할 직전 CU의 가로, 세

새롭게 제안된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로 크기의 1/2 크기인 쿼드트리 형태로 분할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CTU 크기가 32×32

1. 확장 블록 부호화 구조

인 경우, 가능한 CU 분할 블록의 크기는 32×32,

HEVC는 다양한 특성의 영상 신호를 효과적으로 예

16×16, 8×8이다. HEVC의 CU 부호화 과정은 화

측 부호화하기 위해 기존의 16×16 매크로블록 보다

면간/화면내 예측 모드로 수행될 수 있다. 화면간/화면
내 예측을 위한 예측 블록 유닛을

큰 확장된 부호화 단위 유닛인
CTU(Coding Tree Unit)를 가지
며, CTU는 신호의 특성에 따라
쿼드트리 구조로 분할되는 유연
한 부호화 유닛(CU: Coding
Unit) 블록을 가진다. 이 각각의

HEVC는 기존 16x16매크로블록보다
큰 확장된 부호화 단위인
CTU(Coding Tree Unit)를 가지며
이는 쿼드트리 구조로 분할되는 유연한
CU(Coding Unit)를 가진다.

HEVC에서는 PU라 하며 <그림
2>와 같이 CU가 2N×2N일 때
2N×2N SKIP, 2N×2N Inter,
2N×N Inter, N×2N Inter,
2N×2N Intra, N×N Intra 예
측 모드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호

CU 블록은 재귀적 쿼드트리 구
조로 하위 CU로 분할될 수 있다. <그림 2>는 CTU 및

화 된다(단, 8×8 CU의 경우에만 4×4 Intra 모드를

CU 분할 블록의 예와 각 CU 분할 블록 내의 예측 유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위 직사각 형태의 PU 모드 외

닛(PU: Prediction Unit) 블록과 변환 유닛(TU:

에 2N×nU, 2N×nD, nL×2N, nR×2N 형태의 모

[1]

Transform Unit) 분할 블록의 예를 나타낸다 . <그림

드도 지원하며[2], 화면간 예측 모드에서 대칭형/비대칭

2>에서 보듯이 이러한 유연한 CU 분할 구조와 CU 내

형 PU 모드의 예가 <그림 2>에 보여진다. 예를 들어
64×64 CU는 64×64 SKIP, 64×64 Inter, 64×
32 Inter, 32×64 Inter, 64×16 Inter, 64×48
Inter, 16×64 Inter, 48×64 Inter, 64×64 Intra
PU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부호화 될 수 있다.
HEVC의 TU는 <그림 2>와 같이 PU를 수행해 얻어
진 CU 내의 잔차신호에 대하여 PU의 형태와 상관없이
쿼드트리 형태로 32×32에서부터 4×4 까지 정수화
된 이산여현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통해 변환 부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HEVC의 변환 과
정은 AVC와는 다르게 TU 블록이 PU 블록의 경계를
넘는 잔차신호에 대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
AVC의 CBP(Coded Block Pattern)에 해당하는 HEVC
의 CBF(Coded Block Flag)는 각각의 TU 블록이 변환

<그림 2> HEVC의 2N×2N CU에 대한 PU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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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작은 CU 블록으로 분할되어

에 대한 정보를 시그널링 한다.
HEVC에서 최적의 분할 블록 (CU/PU/TU) 조합은

부호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TU에 관해 언급했듯

식 (1)과 같이 AVC에서 부호화 모드 결정을 위해 사용

이 nR×2N PU 블록의 경우 nR×2N 경계에 상관없

한 최소 율-왜곡 값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의 모드 결

이 2N×2N 크기로 변환(2N×2N TU)이 수행된 것을

정 방법을 이용한다.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HEVC에서는 각 크기의 CU
(1)

식 (1)에서 Rn은 n-번째 CU, PU, TU 블록 조합 모
드를 사용하여 부호화하였을 때 발생한 비트수이며, 이

마다 SKIP 모드가 지원되는 것이 특징인데 <그림 3>
에서 보듯이 다양한 크기의 많은 CU 블록이 SKIP 모
드(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를 선택하여 부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때 SSEn(Sum of Squared Error)은 원신호(fn(x, y))와
복원된 신호(fˆn(x, y))간 차이의 제곱합으로서 식 (2)와

기의 블록 예측 및 가변 블록 변환을 통해 입력 신호에

같이 계산된다.

적응적인 효과적 부호화 수행이 가능해져서 크게 개선
(2)

결국, 식 (1)을 통하여 발생 비트 수를 최소화 하면

이와 같이 HEVC는 SKIP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크

된 부호화 성능을 발휘 할 수 있게 되었다.

2. 화면내 예측 모드

서 복원 화질의 왜곡이 최소화되는 부호화 모드가 최종

AVC에서 휘도 신호의 화면내 예측 방법은 16×16

부호화 모드로 선택된다.
<그림 3>은 실제 BQMall의 한
영상에서 CTU 내의 CU, PU,
TU의 최종 분할 블록 모드를 도
식화한 그림이다. CU 블록이 복

크기의 블록에 대하여 DC와

HEVC의 휘도 신호에 대한 화면내
예측 방법은 총 35개의 방향성 예측
모드를 지원하여 AVC 보다 정교한
방향성 예측을 수행한다.

plane 모드를 포함한 4개의 방
향성 예측 모드를 가지고, 8×8
과 4×4 크기의 블록에 대해서
는 <그림 4(a)>와 같이 DC 예측
모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방향

잡도가 높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성 예측 모드를 통해 화면내 예측 부호화를 수행한다
[3]

. 반면, HEVC의 휘도 신호에 대한 화면내 예측 방법

은 AVC 보다 정교한 방향성 예측을 수행하는데 <그림
4(b)>와 같이 DC와 planar 모드를 포함한 총 35개의
방향성 예측 모드를 4×4, 8×8, 16×16, 32×32,
64×64 크기의 블록에 대해 적용하며, 방향성 예측 데
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1/32-화소 단위의 정교한 선형
보간 방법을 사용한다[4].
기존 AVC에 비해 HEVC는 휘도 신호 블록에서 총
35개의 부호화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호화 모드를
시그널링하기 위한 비트 오버헤드가 커지게 된다. 따라
서 화면내 예측 모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
하여 주변 블록 모드 정보 및 선택 비율이 높은 모드
정보를 포함하여 총 3개의 MPM(Most Probable
<그림 3> CTU내 CU, PU, TU 부호화 선택 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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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비하여 복잡도가 낮고, 복잡도가 높다 하더라도
휘도의 방향성과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예측 모드만을 이용하여 색차 신호의 화면내
방향성 예측 부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5].

3. 화면간 예측 모드
화면간 예측 부호화 모드는 AVC에 비해 예측 부호화
블록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움직임 벡터의 예측 성능

(a)

을 향상하기 위해 이전 비디오 표준에서 사용하던 참조
블록 보다 더 많은 참조블록을 사용하고, 사용된 참조
블록에 대한 정보를 복호화기로 전송한다[1]. 또한 움직
임 벡터에 사용되는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 Merge 모드
로 명명되는 새로운 움직임 벡터 부호화 기술을 적용하
였다.
3.1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AMVP)
<그림 5>에서 보듯이 H.264/MPEG-4 AVC는 움

(b)

<그림 4> AVC 및 HEVC의 화면내 방향서 예측 모드

직임 벡터의 예측을 위해 동일 화면내의 주변 블록 3
개만을 이용하지만, HEVC는 기본적으로 동일 화면내

드와 유사한 HEVC의 planar 모드는 16×16 plane

의 주변 블록 5개를 사용하고 선택적으로 한 개의

모드에 비하여 병렬처리와 단순 연산이 가능하게 되었

collocated 블록을 참조 블록으로 사용하여 움직임 벡
터의 예측(AMVP)을 수행한다[6].

다. HEVC의 planar 모드는
CTU내 모든 CU 크기의 휘도 및
색차 신호에 적용 가능하며 이는
텍스처가 점차적으로 변하는 단
순한 영역에서의 압축 성능 및
주관적 화질을 향상하는데 매우

화면간 예측 부호화 모드는 다양한
예측 부호화 블록의 종류, 향상된
움직임 벡터 예측 방법(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및
Merge)을 적용하였다.

중요한 부호화 도구로 사용된다.

<그림 5(a)>에서 AVC는 3개의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 중 중간
값을 일률적으로 움직임 벡터 예
측 값으로 사용하며, 복호화기에
서도 추가적인 정보 없이 주변 블
록의 움직임 벡터 중 중간 값을

색차 신호 블록의 화면내 예측을 위하여 AVC에서는

계산할 수 있으므로 움직임 벡터 예측을 위해 부가적으

DC(모드 0), Horizontal(모드 1), Vertical(모드 2),

로 전송되는 정보가 없다. 반면에, <그림 5(b)>에서 보

Plane(모드 3) 모드만을 사용한다. 하지만, HEVC는

듯이 HEVC는 좌측 2개의 참조 블록(A0, A1) 중 A0를

planar (모드 0), vertical (모드 26), horizontal (모

기본 후보 블록으로 사용하고 A0가 참조 블록으로 사

드 10), DC (모드 1) 모드 이외에 휘도 신호 블록에서

용가능하지 않을 때 A1을 좌측 후보 블록으로 사용한

최적의 방향성 모드로 선택되었던 모드를 재사용하는

다. 상단 3개의 참조 블록(B0, B1, B2)도 동일하게 B0

모드(DM 모드)를 추가로 사용하여 색차 신호 블록의

를 기본 후보 블록으로 사용하고 B0가 참조블록으로

화면내 예측 부호화를 수행한다. 색차 신호는 휘도 신

사용가능하지 않을 때 B1을 후보 블록으로 사용하고,

872 _ The Magazine of the IEIE

22

▶ ▶ ▶ HEVC 기술 소개 - Part I: 기본 구성 요소

일링하여 움직임 예측 벡터로 사용.
3. 1과 2 중 최소 RD 비용 관점에서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선택.
4. 상단 주변 블록에서 후보 블록을 결정.
5. 3번에서 스케일링된 움직임 벡터가 선택되지 않
았을 경우 4번의 움직임 예측 벡터에 스케일링
(a)

과정을 적용함. 단, 3번에서 스케일링된 움직임

(b)

<그림 5> H.264/AVC와 HEVC의 MV 예측 비교

벡터가 선택되었을 경우 5번 과정은 생략.
최종적으로 결정된 2개의 후보 블록 중 최적의 움직

B0과 B1 모두 사용가능하지 않을 때 B2를 후보 블록으

임 예측 성능을 보이는 후보 블록을 움직임 예측 블록으

로 사용한다. 만약 후보 1이나 후보 2가 존재하지 않

로 선택하고, 후보 블록 중에서 어떤 블록을 참조 블록

을 경우 collocated 블록을 나머지 후보로 사용한다.

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복호화기로 전송한다.

<그림 5(b)>에 보이듯이 collocated 블록은 기본적으로

움직임 벡터 예측 블록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하지만 기

TB가 사용되고 TB가 사용가능하지 않을 때 TC가 사용

존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 보다 더 정밀한 움직임 예측이

된다. AMVP는 부호화 성능 향상을 위해 움직임 벡터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정보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스케일링 과정(scaling process)을 사용한다. Scaling
process는 현재 화면과 참조 화면의 시간상 차이를 보

3.2 Merge 모드와 Merge_SKIP 모드

정하여 움직임 벡터에 적용함으로써 부호화 성능 향상

움직임 벡터 Merge 모드는 기본적인 Merge 모드와

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스케일링 값은 식 3과 같

Merge_SKIP 모드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기본적

이 현재 화면과 참조화면의 Picture Order Count

인 움직임 Merge 모드는 AMVP와 동일하게 5개의 주

(POC) 차이와 현재 화면과 움직임 예측에 사용되는 참

변 블록과 2개의 collocated 블록을 사용한다. <그림 6>

[6]

조 블록의 참조화면 POC 차이의 비로 정해진다 .

은 Merge 모드와 Merge_SKIP 모드의 비교를 보인다.
<그림 6>에서 Merge 모드는 AMVP와 다르게 참조
(3)

화면 번호나 움직임 차분 정보(MVD: Motion Vector
Difference) 등이 전송되지 않고 참조 블록의 참조 화

스케일링을 포함한 움직임 벡터 예측 과정을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면 번호와 움직임 벡터가 현재 블록의 움직임 예측에
그대로 사용된다. 따라서 오직 merge_mode_flag 정보

1. 좌측 주변 블록에서 후보 블록을 결정.

와 Merge 모드 후보 블록 번호만이 전송된다. 반면에,

2. 1번에서 결정된 후보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스케

Merge_SKIP 모드는 기본적인 Merge 모드와 다르게
잔차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Merge 모드는
참조 블록의 움직인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 예측을 수
행하므로, 예측 참조 블록이 존재하고 예측 참조 블록
과 현재 블록의 잔차 신호가 전송된다. 하지만
Merge_SKIP 모드는 움직임 예측 과정을 수행하지 않
고 예측 참조 블록을 그대로 현재 블록의 예측 블록으
로 사용하므로 잔차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다.

<그림 6> Merge 모드와 Merge_SKIP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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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휘도 신호의 필터계수

화소를 보간한다. b0,0 의 경우 위와 동일한 정수 화소

부화소 위치

필터 계수

에 1/2 화소를 위한 필터를 적용한다. c0,0 또한 동일

1/4

-1, 4, -10, 58, 17, -5, 1, 0

한 정수 화소에 3/4 화소를 위한 필터를 적용한다. 각

1/2

-1, 4, -11, 40, 40, -11, 4, -1

위치의 필터 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화소와 정수화소

3/4

0, 1, -5, 17, 58, -10, 4, -1

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필터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동일
한 정수화소를 이용하여 각 부화소를 보간 할 수 있도

3.3 부화소 수준 움직임 예측을 위한 보간 필터

록 하였고 이에 따라 1/2 부화소와 1/4 부화소를 동

HEVC는 움직임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에 보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복원 영상에 보간 필터를 적용하여 부화소 영상을 만들
[1]

보간 필터를 통하여 기존 영상보다 4배 확장된 영상

고 이를 움직임 예측에 사용한다 . 휘도 신호를 예로

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정수 화소 움직

들어 설명하면, 1/2 화소 위치의 보간 화소 값을 생성

임 뿐 아니라 부화소 움직임단위로 움직임 예측을 수행

하기 위하여 8-tap 필터를, 1/4 화소 위치에서는 7-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더 정교한 움직임 예측이

tap 필터를 한번에 적용한다. 휘도 신호의 보간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전송해야 할 잔차 신호의 양을 감소시켜

되는 3 가지 종류의 필터 계수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인 부호화 성능향상에 기여한다.

<그림 7>은 정수 화소를 사용하여 보간한 부화소들
의 위치를 나타낸다. 대문자로 쓰인 화소가 정수 화소

4. 변환 및 양자화

이고 소문자로 쓰인 화소가 1/2또는 1/4 부화소이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비디오 부호화 방식과 유사하게

보간 과정은 우선 <표 1>에 있는 보간 필터를 정수

HEVC에서는 화면내 또는 화면간 예측이 수행된 이후

화소에 적용하여 a, b, c, d, h, n 위치의 부화소를

예측 블록과 원 신호 블록 간의 4×4, 8×8, 16×

생성하고 앞서 생성된 부화소를 이용하여 나머지 9개

16, 32×32 크기의 잔차신호 블록에 대해 변환 및

의 부화소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a0,0 는 1/4 위치이

양자화 과정을 수행한다. HEVC의 변환 과정은 변환

므로 1/4 위치의 필터계수를 A-3,0, A-2,0, A-1,0,

커널 계수가 모든 크기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는 변환

A0,0, A1,0, A2,0 의 정수 화소 위치에 적용하여 a0,0

커널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작은 크기의 변환 커널 계
수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이 큰 변환 커널 계수만을
이용해서 작은 변환 커널 값의 생성이 가능하다[5]. 뿐
만 아니라 HEVC의 변환 과정이 16 비트 이내에서 연
산이 가능하도록 절삭연산 (clipping operation)을 수행
하게 하여 하드웨어 구현시 복잡도 증가를 억제하였다.
한편, 양자화 및 역양자화 과정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
하여 다중 norm을 사용한 AVC와는 달리, HEVC에서
는 모든 변환 커널 요소(주파수) 위치에서 단일 norm
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환 계수의 모든 위치에서 주어진
QP 값에 대해 동일한 양자화 스텝으로 양자화를 수행
한다.
HEVC의 변환 커널은 DCT 기반의 정수 변환 커널
뿐만 아니라 화면내 예측 모드의 4×4 블록에 대해서

<그림 7> HEVC의 보간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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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을 적용한다[5]. 이는 4×4 화면내 예측의 경우 예

경우 AVC에 비해 총 문맥 정보 수가 감소하였고 다양

측 블록내 화소간의 상관도가 높기 때문에 DST를 적용

한 기술을 이용하여 엔트로피 부호화 처리 용량

[4]

함으로써 부호화 성능 개선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8]
(throughput)을 개선하였다 . 또한, AVC와 다르게 쿼

또한, 4×4 블록의 화면내 및 화면간 예측 모드에서

드 트리 구조의 CU나 TU의 깊이 역시 문맥 정보에 영

변환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양자화를 수행하는 변환 스

향을 준다[1].

킵 모드(TSM: Transform skip mode)를 지원한다[1].

HEVC 표준에서 잔차신호를 변환 및 양자화하여 생

텍스트(글자)가 많이 존재하는 영상 등에서 볼 수 있듯

성된 변환계수를 엔트로피 부호화하기 위한 계수 스캐

이, 블록 내 텍스처가 복잡한 신호의 경우 변환을 수행

닝은 4×4 크기로 이루어진다. 즉 변환 블록의 크기가

하지 않는 것이 부호화 성능을 향상하게 된다. 따라서

4×4 보다 큰 16×16 이나 8×8인 경우에는 16개

이런 특별한 경우 부호화 성능 및 주관적 화질을 향상

또는 4개의 4×4 영역으로 나누어 스캐닝 한다. <그
림 9>는 8×8 크기 변환 블록의

하기 위하여 변환 스킵 모드가
지원된다.
<그림 8>은 변환 및 변환 스킵
과 양자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
림 8>에서 M은 변환 블록의 크기
에 해당한다. 변환 스킵 모드인
경우 변환 과정은 수행하지 않고

HEVC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기반의 정수 변환
커널 뿐만 아니라 화면내 예측 모드의
4×4 블록에 대해서는
DST(Discrete Sine Transform)
기반의 정수 변환커널을 적용한다.

변환 계수를 대각선 방향으로 스
캐닝하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화면내 예측으로 부호화 된 경
우는 변환계수 스캐닝 방향이 <그
림 9>에서 나타나는 대각선 방향
외에도 화면내 예측의 방향에 따
라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이 가능

양자화 과정만을 수행하며, 변환
st

스킵 모드가 아닌 경우 변환 및 두 번의 절삭연산(1
nd

Clipping과 2 Clipping)을 통한 2-D 변환 및 양자화
과정을 수행 한다.

하다. <그림 10>은 수평방향, 수직방향으로의 변환계
수 스캐닝을 나타낸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 외에 수직, 수평 방향으로 변환
계수를 스캐닝 하는 것은 화면내 예측의 방향성에 따라

5. 엔트로피 부호화 (Entropy Coding)
비디오 부호화에서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은 부호화기

달라지는 잔차신호의 양자화된 변환 계수 배치를 효율
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함이다.

의 각 모듈에서 생성된 신택스 요소를 최종 비트스트림
으로 출력한다. HEVC에서는 AVC에서 이용된 엔트로
피 부호화기중 하나인 CABAC(context-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7]을 이용한다[1]. 신택스 요
소를 압축하기 위해 문맥 정보를 얻어서 이진 산술 부
호화를 한다는 점에서 AVC의 CABAC과 HEVC의
CABAC은 개념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HEVC의

<그림 9> HEVC에서 8×8 TU 에 대한 대각선 (diagonal)
<그림 8> HEVC의 변환 및 변환 스킵과 양자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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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상이다. 원본 영상에서는 부드럽게 변화하던 화
소 값이 인접한 두 블록의 부호화 특성의 상이함으로
인해 복원 영상에서는 블록의 경계 주변에서 불연속적
으로 변화하며 나타나는 것이 블록화 현상이다. 이 블
록화 현상은 주관적인 화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부호
화 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블록화 현상은 블록 경계에
서 나타나므로 HEVC에서는 PU와 TU의 경계에 대해
<그림 10> HEVC에서 화면내 예측의 방향성 스캐닝 방법[9]

디블록킹 필터를 적용한다. 이때 모든 경계에 대해 동
일한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경계 강도(boundary

변환 계수를 스캐닝 한 후에 HEVC는 AVC와 유사하

strength, BS)와 경계 주변의 화소 값을 이용하여 계

게 0이 아닌 마지막 변환계수의 위치, 중요도 맵, 변환

산된 값을 특정 임계치와 비교하여 필터 적용 여부 및

계수의 부호와 레벨 등을 전송한다. 그러나 HEVC에서

종류를 결정한다. 필터 적용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는

는 변환 블록의 크기가 이전 표준에 비해 매우 크기 때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BS 값은 AVC에서 0-4의 값

문에 이를 더 적합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변화 되었다.

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HEVC에서는 0-2의 값만을 갖
도록 간소화 되었다. 또한 AVC에서는 4×4 크기의 블

6. 루프내 필터

록에 필터가 적용되었지만 HEVC에서는 8×8크기 이
상의 블록에 한하여 적용시킴으

루프내(in-loop) 필터는 복/부
호화가 끝난 복원 영상에 적용되
는 화질 향상 기술이다. 필터가
적용된 영상의 객관적 및 주관적
화질이 개선됨은 물론, 화질이 개

HEVC에는 디블록킹 필터를 수행한
후 SAO(Sample Adaptive
Offset) 필터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두 종류의 루프내 필터를 채택하고 있다.

선된 영상이 다음 부·복호화 과

로써 필터링 복잡도를 낮췄다.
또한 HEVC의 디블록킹 필터는
프레임 내의 모든 수직 경계에 대
해 수평 필터가 적용된 이후에 프
레임 내의 모든 수평 경계에 대해

정에서 참조영상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부호화 효율

수직 필터가 적용되며, 각각의 수평 필터링 및 수직 필

또한 향상된다. HEVC에는 두 종류의 루프내 필터를

터링 간에는 서로 의존성이 없으므로 다수의 필터링을

[10]

채택하고 있다. 디블록킹 필터 를 수행한 후 SAO 필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1]

터 를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디블록킹 필터는 블록화
왜곡 (blocking artifact)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필

(2) SAO(Sample Adaptive Offset)

터로 AVC에서 이용되던 필터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복

SAO는 디블록킹 필터와는 달리 HEVC 표준에 새롭

잡도가 개선된 형태로 HEVC에 적용되었다. 한편 블록

게 포함된 기술로서, 디블록킹 필터로 처리된 영상에

의 경계 주변에 있는 화소에만 적용되는 디블록킹 필터

적용하여 원본 영상과의 오차를 줄이는 추가적인 루프

와 다르게 SAO 필터는 복원 영상의 모든 화소를 정해

내 필터이다. SAO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화

진 기준대로 분류하여 적응적으로 오프셋 값을 적용하

소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카테고리 마다 적응

여 원본영상과의 차이를 감소시킨다.

적으로 오프셋을 가감하여 화질을 향상시킨다. 화소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

(1) 디블록킹 필터(deblocking filter)

방법이 있다. 주변 화소와 현재 화소의 밝기 값을 비교

블록화 현상이란 예측과 변환 및 양자화 등 비디오

하여 화소를 분류하는 EO(edge offset, SAO type 1-

부호화의 각 모듈이 블록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에 나타

4)와 화소 값 자체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BO(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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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SAO type 5)가 그 두 가지 방법이다. HEVC
부호화기에서는 CTU 별로 4개 타입의 EO와 1개 타입
의 BO, 총 5개 타입의 SAO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CTU내의 화소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오프셋을
가감한다. 또한, CTU에 따라 SAO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율-왜곡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대해
서는 해당 CTU는 SAO를 적용하지 않는다. 화소의 밝
기 값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BO는 복원 영
<그림 11> 주변화소를 정의하는 4 타입

상의 특정 밝기 영역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인다. BO
를 적용하는 경우 화소 값을 32 구간의 등 간격으로

<표 2> 화소 값의 관계에 따른 카테고리 분류

분류한 후 CTU내의 모든 화소를 각 32개의 구간으로

카테고리

화소 값의 관계

분류한다. 그 중 원본 영상과 가장 밝기 차이가 많이

0

아래에 해당 없음

나는 연속되는 4구간에 대해 오프셋을 적용한다.

1

C < N1 and C < N2

주변 화소와 현재 화소의 밝기 값의 관계를 이용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EO는 부호화 과정 중에 에지 영

2

C < N1 and C = N2 or C = N1 and C < N2

3

C > N1 and C = N2 or C = N1 and C > N2

4

C > N1 and C > N2

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름 왜곡(ringing artifact)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EO를 적용하는 경우 우선 주

(1) 병렬 처리를 위해 추가 확장된 신택스

변 화소를 정의하는 4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다. <그림

HEVC에서는 화면의 복호화의 병렬 처리를 위하여

11>은 현재 화소와 주변 화소를 정의하는 4개의 타입

AVC에서 지원 되었던 슬라이스 신택스와 새롭게 채택된

(SAO type 1-4)을 나타낸다. <그림 11> 에서 나타나

타일(tile)과 WPP (Wavefront Parallel Processing)을

는 C와 N1, N2(숫자를 아래 첨자로 수정)의 밝기 값의

지원한다[1]. 타일은 슬라이스와 비슷하게 각 타일이 서

관계에 따라 C의 카테고리가 정해진다. <표 2>는 각

로 독립적으로 부·복호화가 수행된다. 또한, 타일은 항

카테고리별 화소값의 관계를 나타낸다. 각 화소를 <표

상 직사각형태의 모양만을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온전

2>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오프셋을 적용

한 형태의 CTU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HEVC에서 타

한다.

일과 슬라이스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아

부호화 효율 향상을 위해 현재 CTU의 왼쪽이나 위쪽
CTU의 SAO정보를 merge하여 SAO 신택스 요소에 할
당되는 비트를 줄일 수도 있다.

래 두 조건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해야 한다[5].
(a) 한 슬라이스 안에 있는 모든 CTU는 같은 타일에
속해야 한다.
(b) 한 타일 안에 있는 모든 CTU는 같은 슬라이스에

7. 하이레벨 신택스

속해야 한다.

JCT-VC 표준화 회의과정에서 AVC 하이레벨 신택스

WPP는 부호화 단위 블록을 기반으로 병렬 부·복호

를 기반으로 HEVC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

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MPEG-2 Video, MPEG-4

영하여 HEVC 하이레벨 신택스를 설계 하였다. 따라

Visual, AVS(Audio Video Standard), VC(Video

서, 본고에서는 AVC 하이레벨 신택스에서 확장 되거나

Codec)-1을 비롯한 AVC에서 비표준 형태로 사용되어

새롭게 추가된 HEVC 하이레벨 신택스 기술을 중심으

왔던 기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표준 방식의 WPP는

로 기술한다.

엔트로피 부호화 및 복호화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을 해
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13]. 따라서 HEVC는 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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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들이 행(row) 단위로 병렬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Skipped Leading, NAL 타입 8, 9번) 화면으로 정의

WPP를 정의하였는데, 현재 CTU 블록의 왼쪽과 위,

한다.

대각선 위쪽 CTU의 부호화(복호화)가 끝난 직후 곧바

AVC의 IDR 화면과 동일하게, HEVC의 IDR 화면은

로 부호화(복호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HEVC

복호화 순서상 IDR 화면이 나오는 경우 뒤에 복호화

WPP는 엔트로피 부호화에서 CTU 행의 첫 번째 CTU

되는 화면이 IDR 화면 이전 화면을 참조 할 수 없도록

블록의 엔트로피 부호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함과 동시

한다. 하지만, HEVC에서의 새롭게 정의된 CRA 화면
은 복호화 순서상 CRA 보다 이

에 병렬화 처리가 가능 하도록 하
기 위해, 현재 CTU 블록의 오른
쪽 위 CTU 블록의 문맥 모델
(context model)을 이 용 해
CABAC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
국, HEVC WPP는 CABAC의 엔

HEVC에서는 복호화의 병렬처리를
위하여 AVC에서 지원 되었던
슬라이스 신택스와 새롭게 채택된
타일(tile)과 WPP(Wavefront
Parallel Processing)을 지원한다.

후에 있는 LP들이 CRA 화면 이
전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때, 복호화가 불가
능한 RASL 화면과 복호화가 가
능한 RADL 화면이 발생하게 된
다. 또한, HEVC는 두 개의 비

트로피 부호화 성능 저하를 최소
화 하면서도 CTU 행 단위의 병렬처리가 부호화기(복호

트스트림을 이어 붙이기(splice) 위한 BLA 화면을 지원

화기) 구현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며, 반드시 결합되는 비트스트림은 IRAP 화면으로
시작되어야 한다[13]. BLA 화면은 이어 붙여진 비트스

(2) 임의접근을 위한 하이레벨 신택스

트림 내에 IRAP 화면에 해당하는 LP가 없는 경우

AVC는 임의 접근을 위하여 IDR (Instantaneous

BLA_N_LP(NAL 타입 18)로 정의되고, RADL 화면만

Decoding Refresh) 화면을 정의하고 있다. 만약 복호

존재 하는 경우에는 BLA_W_RADL(NAL 타입 17)로,

화기에서 IDR 화면이 입력되는 경우 복호화기의 참조

RADL과 RASL 화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면 버퍼를 비우게 된다. 하지만 GOP 내에 IDR보다

BLA_W_LP(NAL 타입 16)로 정의된다[13].

화면 디스플레이 순서가 앞선 화면간 예측 부호화된 화
면의 경우, IDR에 의하여 참조 화면 버퍼가 비워졌기

Ⅳ. 결 론

때문에 선택이 더 제약된 참조 화면만을 사용해야 하므
로 부호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AVC에서 임

본고에서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규격인 HEVC의 기

의 접근을 위해 IDR 화면만을 정의했던 것에 비해,

본 구성 요소들에 대해 소개 하였다. HEVC는 기존의

HEVC에서는 임의 접근을 위한 화면을 IRAP(Intra

비디오 압축 코덱들과 비교하여 압축 성능을 크게 향상

Random Access Point) 화면으로 정의하고, IDR 화

시켰으며, 향후 도래하는 UHD TV 방송이나 3D 비디

면(NAL 타입 19, 20번), CRA(Clean Random

오 부호화 응용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Access, NAL 타입 21번) 화면, BLA(Broken Link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응용분야와 IPTV 등 스트

Access, NAL 타입 16, 17, 18) 화면으로 나누어 세

리밍 분야에도 넓은 응용 분야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

[13]

부적으로 정의한다 . 또한, IRAP 화면 주변에서, 화

다. 본고의 Part II 에서는 HEVC 표준에 새롭게 채택된

면 재생 순서는 앞에 있지만 복호화 순서가 뒤에 있는

각 요소 기술의 특징 및 부호화 성능에 서술한다.

화면을 LP(Leading Picture)라 하고 LP 중에서 부호
화가 가능한 화면을 RADL(Random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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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기술 소개 - Part II: 부호화 성능 향상 툴

HEVC 기술 소개 Part II: 부호화 성능
향상 툴
Ⅰ. 서 론
HEVC는 기존 H.264/MPEG-4 AVC의 동등 주관적 화질 대비
약 2배의 압축 부호화 성능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부호화 성능
김재일
한국과학기술원

개선은 HEVC의 표준 참조 소프트웨어인 HM(HEVC test Model)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HEVC 표준 참조 소
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인 HM 15.0을 기준으로 부호화기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툴 단위의 상세 기능 분석과 부호화 성능 분석을 실험
결과와 함께 설명한다.

안상수

Ⅱ. HM의 획득 및 실행

한국과학기술원

HM은 HEVC 표준화 과정에서 제안된 기술의 성능 및 복잡도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HEVC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HEVC 표준안으로 채택된 기술들은 참조 소프트웨어인 HM에 구현
되었고, 이미 채택된 다른 제안 기술들과 통합되면서 부·복호화기
의 성능 및 복잡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HM 소스 코드는 누구
김대은
한국과학기술원

에게나 접근 가능하며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1]. HM 소
스 코드의 build 폴더 내 visual studio 또는 linux로 컴파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존재 한다. 이를 통해 컴파일을 하면 bin 폴
더 내 실행파일인 TAppEncoder와 TAppDecoder 파일이 생성된다
(visual studio 인 경우). 이 파일로 -c [configuration.cfg]를 통해
쉽게 실행이 가능하다. HM의 경우 AVC와 비슷하게 configuration
(cfg) 파일을 통해 실행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실험을 위한 cfg 파일

김문철
한국과학기술원

은 HM의 cfg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각 입력 영
상 및 양자화 파라미터 값에 대해 부호화기 실행이 가능하다. H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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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기와 복호화기 실행을 위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과정 (1) : 64×64 크기의 CU에 대해 예측, 변환/

HM의 doc 폴더 내에 있는 software-manual.pdf 파

양자화, 역양자화/역변환 및 CABAC 수행을 통

일에 상세설명이 되어 있다.

해 최소의 율-왜곡 값을 발생하는 최적의 PU와

본고에서는 HM의 부호화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여

TU 부호화 모드를 결정한다.

러 툴에 대해 설명한 후 각 툴이 어느 정도의 부호화

과정 (2) : 64×64 CU를 32×32 크기의 CU 4개

성능 개선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 접

로 분할하고 첫 번째 CU에 대하여 64×64

근(Random Access: RA) 부호화 조건에서 부호화 실

CU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율-왜곡값이 최소인

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와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또

최적의 PU와 TU 부호화 모드를 결정한다.

한, 모든 영상에 대한 테스트는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

과정 (3)-(6) : (2)의 32×32 CU를 16×16 크기

기 때문에 Class A 영상인 Kimono, ParkScene,

의 CU 4개로 다시 분할하고, 각 16×16 CU

Cactus, BasketballDrive 영상 100 프레임에 대하여

에 대해 율-왜곡값이 최소인 최적의 PU와 TU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고, 다시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HM
15.0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HM에서 권고하는 실험조건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JCTVC-L1100 문서에 포함된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Y-BDBR

HM(HEVC test Model)은 한 CTU
내의 입력 영상을 효율적으로 부호화
하기 위해 최적의 CU, PU 및 TU의
모드 조합 결정하는데, 이는 재귀
구조의 복잡한 수행 과정을 거친다.

[2]

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

16×16 CU에 대해 4개의 8×8
CU로 분할하고 각 8×8 CU에
대해 율-왜곡값이 최소인 최적의
PU와 TU 부호화 모드를 결정한
다. 4개 8×8 CU의 율-왜곡값
의 합과 16×16 CU의 율-왜곡

값과 비교하여 16×16 블록의 분할 여부를 결

Ⅲ. HM 기본 구성 기술

정한다. 이를 나머지 3개의 16×16 CU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본 장에서는 HM의 기본 구성 기술인 확장 블록 부

과정 (7) : 과정 (2)에서 계산된 첫 번째 32×32

호화 구조와 화면내 예측, 화면간 예측, 변환 및 양자

CU의 율-왜곡값과 과정 (3)-(6)에서 얻은 4개

화, 엔트로피 부호화, 인루프 필터에 대한 기술을 상세
히 소개하고, 각 부호화 툴의 성능을 제시한다. 또한,
본 장의 마지막에는 HEVC와 AVC의 부호화 성능을 비
교하여 제시한다.

1. 확장 블록 부호화 구조
HM은 한 CTU 내의 입력 영상을 효율적으로 부호화
하기 위해 최적의 CU, PU 및 TU의 모드 조합을 결정
하는데, 이는 재귀 구조의 복잡한 수행 과정을 거친다.
<그림 1>은 64×64 CTU내 최적의 CU 분할 과정을
나타낸다. CU가 64×64 크기에서 8×8 크기까지의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율-왜곡 비용을 계산하고, 분할
전후와 비교하여 최적의 분할 모드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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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4×64 CTU내 최적의 CU 분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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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TU 크기에 따른 Y-BDBR 증가

것을 알 수 있다.
TU 블록 크기는 HM 15.0 부호화기 cfg 파일의 파

32×32 CTU

16×16 CTU

Kimono

3.5%

23.4%

라 미 터 인

ParkScene

2.3%

10.3%

QuadtreeTULog2MinSize를 통해 설정이 가능하다.

Cactus

2.3%

13.0%

BasketballDrive

4.1%

23.5%

Average

3.1%

17.6%

QuadtreeTULog2MaxSize와

실제 TU 크기에 log2를 취한 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32×32 TU 크기에서 4×4 TU는 5에서 2의 값으로
설정한다. <표 2>는 비교 기준(앵커, anchor)의 TU

16×16 CU의 율-왜곡값의 합과 비교하여 첫

크기가 32×32에서 4×4까지 가변될 수 있도록 설정

번째 32×32 블록 내에서 최적 조합의 CU 분

했을 때, 비교 대상의 TU 크기를 16×16에서 4×4

할을 결정한다. 이를 나머지 3개의 32×32

까지, 그리고 8×8에서 4×4까지 설정했을 때 얼마나

CU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부호화 성능 저하(비트량 증가)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과정 (8) : 마지막으로 64×64 CU 율-왜곡 값과 4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표 2>에서 보듯이 32×32 크

개의 32×32 CU의 율-왜곡값의 합을 비교하

기의 TU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최대 TU 크기가 16×

여 64×64 블록 내에서 최적 조합의 CU 분할

16 인 경우) 3.3%의 성능저하만 발생하지만, 16×

을 결정한다.

16 크기의 TU를 사용하지 않을 때(최대 TU 크기가 8

HEVC의 기본 부호화 단위 블록인 CTU의 크기는

×8 인 경우)는 11.8%의 큰 성능 저하가 발생됨을 알

HM 15.0 부호화기에서 cfg 파일의 파라미터인

수 있다. 결국, 현재 실험한 영상에서 16×16 TU가

MaxCUWidth와 MaxCUHeight 값으로 설정할 수 있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표 1>은 HM 15.0에서 64×64 CTU 대비 32

HM 15.0 부호화기 cfg 파일에서 CU를 기준으로

×32 CTU와 16×16 CTU의 부호화 성능을 나타내며

하는 TU의 깊이(depth) 값 설정은 화면간 모드일 경우

HEVC가 AVC의 16×16 크기의 매크로블록 비해 64

QuadtreeTUMaxDepthInter, 화면내 모드일 경우

×64와 32×32 크기 단위의 부호화 블록을 새롭게 도

QuadtreeTUMaxDepthIntra 파라미터를 통해 가능하

입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크게 개선 되었음을 알 수

다. 예를 들어 QuadtreeTUMaxDepthInter = 1 (또

있다.

는, QuadtreeTUMaxDepthIntra = 1)인 경우 HM에

<표 1>에서 보듯이 CTU 크기를 32×32로 설정하

각 CU마다 변환 및 양자화의 율-왜곡값 비교를 통해

였을 경우 성능저하(비트율 증가)는 평균 3.1%로 크지

결정되는 최적의 TU 조합은 CU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않지만, 16×16 크기로 설정 했을 때 큰 성능 저하가

TU만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표 3>은 HM의 최대 TU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EVC에서 64×64

깊이인 3으로 설정하였을 때 대비 TU 깊이를 2와 1로

CU로 인한 부호화 효율 성능 향상은 대체로 작지만,

설정 했을 때의 성능 저하(Y-BDBR 증가)를 나타낸다.

32×32 CU로 인한 성능 향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U와 동일한 크기 TU

33

<표 2> TU 크기에 따른 Y-BDBR

<표 3> TU 깊이 조절 실험의 Y-BDBR

16×16~4×4 TU

8×8~4×4 TU

TU 깊이 = 2

TU 깊이 = 1

Kimono

6.5%

21.7%

Kimono

0.4%

0.9%

ParkScene

0.4%

2.6%

ParkScene

0.3%

1.0%

Cactus

2.1%

8.0%

Cactus

0.2%

0.9%

BasketballDrive

4.3%

14.7%

BasketballDrive

0.4%

1.2%

Average

3.3%

11.8%

Average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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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U 모드 선택에 Y-BDBR 성능 평가

만 아니라 2N×N Inter, N×2N Inter 모드까지 사용

AMP off

2N×2N Only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2.2%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Kimono

0.5%

1.9%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실험 영상이 달라질 경우 약간

ParkScene

0.6%

2.0%

은 다른 결과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PU의

Cactus

0.5%

2.7%

BasketballDrive

0.6%

2.3%

Average

0.6%

2.2%

다양한 모드를 사용하여 율-왜곡 비교 과정을 통한 성
능 개선보다는 다양한 크기의 2N×2N SKIP 모드 및
2N×2N Inter 모드, 2N×2N Intra 모드만을 사용하

만을 부호화에 사용(TU 깊이가 1인 경우만 사용)한다

여 부호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성능에 더 큰 영향을

하더라도 평균 1.0%의 성능 저하만 발생함을 알 수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다. 따라서 TU 깊이를 1로 설정해도 큰 성능 저하가
없기 때문에 낮은 복잡도의 부호화기를 설계하는 경우
에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2. 화면내 예측 모드
HEVC의 화면내 예측 모드는 본고의 Part I에서 설

한편, PU는 본고의 Part I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각

명하였던 것처럼 총 33개의 방향성 모드에 모드 0인

2N×2N CU에 대하여 대칭형 형태의 2N×2N SKIP,

planar 모드와 모드 1인 DC 모드를 더하여 총 35개

2N×2N Inter, 2N×N Inter,
N×2N Inter, 2N×2N Intra,
N×N Intra와 화면간 비대칭형
형태의

AMP(Asymmetric

Motion Partition) 모드인 2N×
nU, 2N×nD, nL×2N, nR×

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화면내 예측 모드에서는 35개 방향성
모드에 대해 간단한 SATD 율-왜곡
값으로 소수의 모드를 선별하고,이에
대해 변환 및 양자화가 필요한율-왜곡
값으로 최종 모드를 결정한다.

2N 모드가 있다. PU의 각 부호

2>는 33개의 방향성 모드 중
31번 방향성 모드를 사용하여
예측 데이터를 생성하는 예를 나
타낸다. HEVC 화면내 방향성
예측은 현재 블록 내의 화소값을
예측하기 위해 현재 블록 경계에

화 모드에 대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AMP 모드를

인접한 부호화된 주변 화소들에 대해 각 두 화소간 거

사용하지 않는 경우(AMP 모드 off시)와 대칭형 구조에

리를 32 등분하여 선형 예측을 수행하게 된다. 31번

서 정방형 2N×2N SKIP, 2N×2N Inter, 2N×2N

방향성 모드의 경우 한 화소를 32 등분 단위로 나누었

Intra 모드만 사용했을 때의 성능 비교를 <표 4>에 제

을 때 오른쪽 17 만큼의 선형 예측을 통해 예측 데이

시 하였다.

터를 생성하게 된다.

<표 4>에서, AMP 모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평균

HEVC의 planar 모드는 <그림 3>과 같이 위 오른쪽

0.6% 정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반면, AMP 모드 뿐

(TR: Top Right)에 있는 인접블록 경계 화소 값을 이
용하여 좌측 라인과 선형 예측을 통해 예측 데이터를

<그림 2> 화면내 예측 데이터의 생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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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EVC planar 화면내 예측 모드의 데이터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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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M에서 화면내 예측 부호화 수행 과정

만들고, 왼쪽 아래(LB: Left Bottom)에 있는 인접블록

<그림 5> 화면내 슬라이스에서 휘도 신호의 방향성 모드
[3]

선택 예

경계 화소 값을 이용해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서 두 예
측 데이터 블록의 평균을 planar 모드의 예측 데이터

<표 6> B-슬라이스 부호화시 화면내 예측 모드 선택 비율

로 생성한다. 이러한 예측 데이터 생성은 병렬처리가

영상

QP

화면내 예측 모드 선택 비율

용이하기 때문에 병렬 모드가 지원되는 하드웨어에서

ParkScene

27

24.5%

빠른 속도의 처리가 가능하다.

ParkScene

32

28.0%

HEVC의 화면내 예측 부호화 수행 시 총 35개의 부

BasketballDrive

27

38.1%

BasketballDrive

32

34.2%

호화 모드로부터 최적의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CU 크기의 조합에 대한 변환 및 양자화를 비롯

<그림 5>는 BQMall 영상을 QP = 27로 부호화한

한, 역변환, 역양자화, CABAC를 통한 율-왜곡 값 계

후, 화면내 슬라이스(I-Slice)에서 화면내 예측 모드의

산 및 비교는 매우 높은 연산 복잡도를 초래한다. 따라

최종 선택된 방향성 모드를 도시하였다. HEVC의 화면

서 현재 HM의 화면내 예측 모드에서는 <그림 4>와 같

내 예측 모드는 이전 AVC에 비해 다양한 방향성 모드

이 35개의 방향성 모드에 대하여 SATD 및 모드 비트

및 다양한 크기의 planar 모드가 추가되어 화면내 블

정보만을 이용하여 간단한 SATD 율-왜곡 값을 계산하

록에 잘 맞는 예측이 가능하다.

고, 이때 64×64에서 16×16 화면내 예측모드는

HEVC의 화면내 예측 모드가 화면간 예측 부호화를

SATD 율-왜곡값이 가장 작은 3개의 모드를, 8×8에

위한 P 또는 B 슬라이스에서 부호화 성능에 어느 정도

서 4×4 화면내 예측모드는 SATD 율-왜곡값이 가장

의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면간 예

작은 8개의 모드를 이용해 변환 및 양자화가 필요한

측 부호화를 수행함에 있어 B 슬라이스만 사용하는 조

율-왜곡 값을 통하여 최종적인 모드를 결정하게 된다.

건에서 화면내 예측 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HM

방향성 모드가 결정이 되고나서 최종적으로 HEVC의

15.0 소드 코드를 수정하여 실험한 결과를 <표 5>에

화면내 예측 모드를 위한 TU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제시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EVC 화면

<표 5> 화면내 예측 모드 off시 Y-BDBR 성능
Y-BDBR

35

내 예측모드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 부호화 성능이 크게
가변적이다.
한편, 화면내 예측 모드를 B 슬라이스 부호화에 적용

Kimono

2.0%

ParkScene

1.3%

하였을 경우 화면내 예측 모드가 선택 비율을 <표 6>

Cactus

4.7%

에 제시 하였다. <표 6>의 실험 결과는 B 슬라이스 부

BasketballDrive

12.2%

호화시 화면내 예측 모드 적용 여부에 따라 성능에 큰

Average

5.1%

영향이 없는 ParkScene 영상과 큰 성능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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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asketballDrive 영상에 대해 QP = 27과 32를
적용한 결과이다.
<표 6>에서 보듯이 ParkScene 영상과 BasketballDrive
영상에 대해 서로 다른 QP 값들에 대해 약간의 화면내
예측 모드의 선택 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큰 차

(a)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

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입력 영상의 특
성상 ParkScene 영상과 Kimono 영상의 경우에는 패
턴이 거의 없는 랜덤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로서 화면내
예측이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Cactus

(b)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 scaling

영상과 BasketballDrive 영상의 경우에는 화면 내에
공간적 유사도가 높은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여 화면내
예측 성능이 전체 부호화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c) 움직임 예측 범위의 구성

3. 화면간 예측 모드
3.1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AMVP)
(1) 움직임 예측 초기점 선택

(d) 최종 움직임 벡터 예측 블록의 선택

<그림 6>은 HEVC에서 움직임 벡터 예측 방법을 나
타낸다. <그림 6(a)>는 현재 블록의 왼쪽과 위쪽 블록

<그림 6> 움직임 벡터 예측 블록의 선택 및 움직임 예측

의 움직임 벡터(MV)를 움직임 벡터 예측 값으로 모두

터를 후보 MVP로 사용한다. 따라서 공간 MVP 후보는

사용 가능한 경우로서 공간 움직임 벡터 예측(MVP) 후

좌측 인접 블록의 MV, 좌측 인접 블록의 스케일링된

[4]

MV, 상단 인접 블록의 MV, 상

보(candidate)가 된다 . 좌측이
나 상단 둘중에 하나라도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림 6(a)>
처럼 collocated 블록의 MV가 움
직임 벡터 예측(MVP) 후보
(candidate)가 된 다 . 이 때
collocated 블록은 바로 직전에

Merge 모드는 공간 MVP(Motion
Vector Predictor) 후보 4개와
시간 MVP 후보 1개를 참조 후보
블록으로 사용하고, 이중에 가장 작은
율-왜곡 값을 갖는 참조 후보를 참조
블록으로 사용한다.

부호화된 참조화면에서 선택된

단 인접 블록의 스케일링된 MV
가 된다. <그림 6(c)>에서 보듯이
공간 MVP 후보가 가리키는 블록
과 현재 블록의 왜곡값(Sum of
Absolute Difference: SAD)을
이용하여 가장 작은 SAD값을 갖
는 공간 MVP 후보를 선택하고

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를 위해 공간적 움직임벡터 예

그 MVP가 가리키는 지점을 중심으로 움직임 예측 범

측 후보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만약 현재

위(Search Range: SR)를 구성한다.

블록의 참조 픽쳐와 공간 MVP 후보의 참조 픽쳐가 다
른 경우에는, 현재 픽쳐의 참조 픽쳐와 후보 블록의 참

(2)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 선택

조 픽쳐의 순서(Picture Order Count: POC) 차이만큼

<그림 6(d)>에 보이듯이, SR 내에서 움직임 예측을

움직임 벡터를 스케일링하고 이 스케일링된 움직임 벡

수행하고, 최소의 율-왜곡 값을 갖는 위치를 현재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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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최종 MV로 결정한다. 이 MV는 그대로 전송되지
않고 전송되는 정보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블록의
MVP 후보와의 차분 벡터(MVD)가 전송된다. 이를 위
해 움직임 초기점 선택에 사용된 MVP 후보들 중 가장
작은 MVD를 발생하는 MVP 후보를 최종 MVP로 선택
하고 그 MVP 위치(MVP index)값과 움직임 벡터 차분
(a) 2N×2N PU의 MVP 생성을 위한 참조 가능 인접
공간/시간 블록

을 전송한다.
3.2 Merge 모드/Merge SKIP 모드
(1) Merge 모드
Merge 모드는 2N×2N PU 뿐만 아니라 N×2N,
2N×N, 2N×nU, 2N×nD, nL×2N, 그리고 nR×
2N 크기 등 모든 PU 크기에 적용 가능한 모드이다.
<그림 7>은 각 PU 크기에 따른 Merge 모드의 공간
MVP 후보 블록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것은 2N×2N
PU(<그림 7(a)>의 어두운 블록)와 여타 비정방형 PU(<

(b) 2N×N, N×2N, AMP PU 의 MVP 생성을 위한
참조 가능 인접 공간 블록

<그림 7> PU 크기에 따른 Merge 모드의 참조 블록

그림 7(b)>의 어두운 블록)는 참조하는 인접 블록이 다

조 화면 번호, 참조 방향 정보의 전송 여부이다.

르다. 이는 각 CU 복호화 과정에 병렬처리가 가능하도

Merge 모드는 주변 블록의 MVD, 참조 화면 번호, 참

[5]

록 참조 블록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 <그림 7(b)>와

조 방향을 그대로 이용하고 별도의 움직임 예측 과정

같이 인접하는 PU를 참조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동

없이 인접 블록과 MVD, 참조 화면 번호, 참조 방향이

일 CU내의 PU들의 의존성을 차단하여 각 PU의 병렬

지시하고 있는 블록을 참조 블록으로 사용하여 움직임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CU 병렬처리의 속도를 향

예측을 진행하고 이 참조 블록과 현재 블록간의 잔차

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하였다.

신호의 합으로 예측 블록을 구성한다.

Merge 모드는 AMVP와 다르게 공간 MVP후보 4개
와 시간 MVP 후보 1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후보 블

(2) Merge SKIP 모드

록을 참조 후보 블록으로 사용하고, 이중에 가장 작은

Merge SKIP 모드는 2N×2N PU에만 적용 가능한

율-왜곡 값을 갖는 참조 후보를 참조 블록으로 사용한

모드이다. Merge SKIP 모드는 후보 블록의 MV, 참조

다. <그림 7>에서 보이듯이 Merge 모드는 A1, B1,

화면 번호, 참조 방향을 동일하게 사용하며, 움직임 예

B0, A0, B2의 순서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 중

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인접 블록과의 MVD,

사용가능한 순서대로 4개의 공간 후보 블록을 선택한

참조 화면 번호, 참조 방향으로 유도된 참조 블록을 그

다. 또한 시간적 후보 블록도 Tb, Tc 순서로 사용가능

대로 예측 블록으로 사용한다. 즉, AMVP나 Merge 모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Tb를 후보 블록으로 사용

드가 참조 블록과 잔차 신호를 이용하여 예측 블록을

하며 Tb가 사용가능하지 않을 때 Tc를 후보 블록으로

구성하는데 비해, 잔차 신호의 전송 없이 참조 블록을

고려한다. 따라서 AMVP의 참조 블록 정보를 전송하기

그대로 예측 블록으로 사용함으로써 잔차 신호 전송에

위해서는 1 비트만 사용되지만, Merge 모드의 참조 블

의해 발생되는 정보량을 감소시켰다. Merge SKIP 모

록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2 비트가 사용된다.

드일 경우 SKIP flag 정보만을 전송하고 SKIP 모드가

Merge 모드와 AMVP와의 또 다른 차이는 MVD, 참

37

아닐 때에만 Merge flag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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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예측 모드의 전송 정보
MVD

Ref idx

Ref List

잔차신호

AMVP

o

o

o

o

Merge

x

x

x

o

Merge SKIP

x

x

x

x

비트량을 절약한다. AMVP, Merge SKIP, Merge 모
드들에 대해 각 전송되는 정보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a) TSM 수행

4. 변환 및 양자화

(b) TSM 미수행

<그림 8> TSM 적용/미적용 시 주관적 화질 비교

HM 15.0에서는 부호화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AVC에서부터 개발된 RDOQ(Rate- Distortion

4 블록에서 변환을 수행하지 않는 새롭게 적용된

Optimized Quantization) 방법을 HM에 맞도록 적용

TSM(Transform Skip Mode) 모드를 지원한다. TSM

하여 부호화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변환 및

툴의 경우 텍스트 영상과 같이 블록 내 텍스처가 복잡

양자화 이후 양자화 계수 값을 올림과 내림, 양자화 계

한 신호의 경우 변환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부호화 성
능을 향상하게 된다. TMS 모드

수가 3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한 율-왜
곡 값을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최종 양자화 계수 값이 결정된

RDOQ는 간단한 연산을 통해 부호화
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6%의
큰 부호화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는 텍스트 영상인 HM의 Class F
영상에 대해 부호화 성능 및 주관
적 화질을 크게 개선하였다.
TSM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표 8>은 HM 15.0 부호화
기에서 RDOQ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저하된 Y-BDBR

Class F 영상인 BasketballDrillText, ChinaSpeed,

성능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HM 15.0 부호하

SlideEditing, SlideShow에 대하여 TSM을 사용하지

기의 RDOQ는 간단한 연산을 통해 부호화를 수행함에

않았을 때의 객관적, 주관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

도 불구하고 평균 6%의 큰 부호화 성능 향상을 가져온

험을 수행하였다. <표 9>는 TSM을 사용하지 않았을

다. 하지만, RDOQ를 실행하기 위하여 왜곡값 뿐만 아

때 Y-BDBR 증가를 나타낸다.

니라 율 값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모드 결정시 CABAC

<표 9>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을 사용하지 않는 저복잡도 부호화기의 경우 <표 8>과

8.5%의 Y-BDBR 성능 저하(비트율 증가)가 발생하

같은 성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며, 이는 화면내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변환 및 양

또한, HEVC의 화면내 또는 화면간 모드에서는 4×
<표 8> RDOQ 오프 실험 결과 Y-BDBR 성능

자화를 통해 데이터가 손실되어 화면 왜곡이 크게 발생
<표 9> TSM 오프시 Y-BDBR 성능

Y-BDBR

Y-BDBR

Kimono

5.8%

BasketballDrillText

0.3%

ParkScene

4.4%

ChinaSpeed

14.5%

Cactus

6.3%

SlideEditing

13.6%

BasketballDrive

7.5%

SlideShow

5.5%

Average

6.0%

Averag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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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예측데이터로 사용하는 이후 블록들의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변환 블록을 두 레벨로

화질이 점차적으로 저하되어 전체적인 성능이 크게 저

나누어서 부호화 한다.

하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그림 8>은 TSM의 수행
여부에 따른 화면의 왜곡을 주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3) 계수 레벨 (coefficient level)

그림이다. <그림 8>에서와 같이 TSM을 사용하지 않는

HEVC에서 계수 레벨을 부호화 하는 것은 AVC에서

블록에서는 텍스트에 블러링(blurring)이 크게 발생 하

하던 것과 일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계수

여 주관적 화질 저하가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레벨이 1 보다 큰지 (coeff_abs_level_greater1_flag),
2 보다 큰지(coeff_abs_level_greater2_flag)를 부호화

5. 엔트로피 부호화 (Entropy Coding)

하고 나머지 값(coeff_abs_level_remaining)을 부호화

HEVC의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에서 변환계수 부호화

한다. 이와 같이 부호화를 하면 스캐닝 횟수를 줄여서

부분은 AVC와 유사하지만 HEVC의 변환 블록의 크기

데이터 처리량 및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1, 2 보

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변화들이 도

다 큰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Golomb-Rice 코드와

[6-7]

입되었다

Exp-Golomb 코드로 이진화 된다.

.

(1) 마지막 계수 (last significant coefficient)

(4) 부호 데이터 (sign data)

HEVC에서는 변환 블록에 대하여 0이 아닌 변환 계

HEVC에서 계수의 부호는 각 심볼이 동일한 확률로

수를 알려주는 4×4 크기의 서브블록의 중요도 맵

발생하며 서로 연관이 없다고 가정하여 부호화된다. 신
택스 요소 coeff_sign_flag는 전체

(significance map)을 전송하기
전에 0이 아닌 마지막 계수의
수평 및 수직 좌표가 부호화된
다. 좌표 값은 우선 접두사
(prefix)와 접미사(suffix)로 각
각 이진화 된다. 신택스 요소

디블록킹 필터는 블록 경계강도
(boundary strength, Bs)와 경계
주변의 화소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특정 임계치와 비교하여 필터
적용 여부 및 필터 강도를 결정한다.

last_significant_coeff_x_prefix

비트스트림 양에서 의미 있는 비율
을 차지한다. 이에 HEVC에서는
부호 데이터 은폐(sign data
hiding, SDH)라고 알려진 방법이
압축 효율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되었다. 부호화된 계수의 위치

와 last_significant_coeff_y_prefix는 truncated

와 개수에 따라 부호비트가 조건적으로 부호화된다.

unary방 식 으 로

나 머 지

SDH가 이용될 때, 4×4 서브블록에 0이 아닌 계수가

last_significant_coeff_x _suffix 와 last_sig

적어도 두 개 있고, 첫 번째 계수와 마지막 계수의 스캐

nificant_coeff_y_suffix는 고정 길이로 이진화된다.

닝 위치가 3 보다 클 때, 첫 번째 계수의 부호 비트는

이 진 화

되 고

계수 크기 합의 패리티로부터 추론된다. 그 외의 경우
(2) 중요도 맵 (significance map)

에 부호 비트는 평범하게 부호화 된다.

AVC와 마찬가지로 HEVC에서도 CBF (coded block

이 같은 방식으로 HEVC에서 변환 계수 부호화를 효

flag)가 해당 변환 블록에 0이 아닌 계수가 남아있는가

과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이전 표준에 비해 많은 이점

를 표시한다. 모든 계수가 0이면 CBF값이 0이 된다.

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계수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마지막 계수까지 스
캔하여 중요도 맵이 부호화 된다. HEVC에서는 발전된

6. 디블록킹 필터

예측 기술들로 인해 많은 계수들이 0의 값을 갖게 되

디블록킹 필터는 블록 경계강도(boundary strength,

어 중요도 맵이 매우 성긴(sparse) 형태로 나타난다.

Bs)와 경계 주변의 화소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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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디블록킹 필터 미적용시 BDBR 성능
BD-rate

(piecewise cubic)

Sequence

Y

U

V

Kimono

8.0%

5.0%

3.8%

ParkScene

1.9%

1.0%

-0.2%

Cactus

3.2%

3.4%

3.7%

BasketballDrive

4.4%

4.0%

4.9%

Average

4.4%

3.3%

3.1%

<그림 9> HEVC 디블록킹 필터 적용 순서
<표 10> Bs값의 결정 조건
조건

Bs

적어도 한 블록이 화면내 예측

2

적어도 한 블록에 0이 아닌 변환계수가 존재

1

두 블록의 MV가 정수 화소 단위로 1이상 차이

1

두 블록이 상이한 참조영상에서 움직임 예측을 하거나 움직임
벡터의 개수가 다름

1

그 외의 경우

0

(a) 디블록킹 필터 적용 영상

정 임계치와 비교하여 필터 적용 여부 및 필터 강도를
결정한다. <그림 9>는 디블록킹 필터의 순서도를 나타
낸다.
Bs값은 0-2의 값을 갖는데, 경계 양쪽의 블록 특성
에 따라 결정된다. <표 10>은 Bs값이 결정되는 조건을
나타낸다[8].

(b) 디블록킹 필터 미 적용 영상

<그림 10> ParkScene 영상에 대해 QP 37에서 RA 구조
로 부호화한 영상의 56번째 프레임의 디블록킹
필터 적용 및 미적용시의 화질 비교

한 경계에 대해 Bs를 판단할 때는 <표 10>에 나오는
조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판단한다. 만약

조로 각 영상을 100 프레임을 부호화하여 비교한 결

위의 조건이 참으로 판단되면 아래의 조건들은 판단하

과이다. 디블록킹 필터를 적용하지 않을 때 평균

지 않는다. Bs값이 0인 경계에 대해서는 필터가 적용

4.4%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되지 않으며 Bs 값이 1, 2인 경우는 그 값에 따라서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디블록킹 필터가 주관적

임계값이 다르게 적용되어 필터의 강도를 선택하는데

인 화질 향상에도 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영향을 준다. 필터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임계

<그림 10>은 디블록킹 필터를 적용한 복원영상과 적

값은 β
와 tC값으로 이는 QP에 대한 함수로서 참고문헌

용하지 않은 복원영상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9]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디블록킹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영

디블록킹 필터는 실제 부호화 효율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표 11>은 디블록킹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

상의 TU와 PU경계에서 발생하는 블록화 현상이 디블
록킹 필터를 적용하면 많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우 성능을 나타낸다. <표 11>은 Random Acces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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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O (sample adaptive offset) 필터링

것인지와 각 카테고리별로 얼마만큼의 오프셋을 적용해

SAO는 모든 화소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

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율-왜곡 최적

카테고리마다 적응적으로 오프셋을 가감하여 원본영상

화를 통하여 최적의 SAO 타입과 오프셋 값을 결정하는

과 복원영상의 차이를 줄이는 필터링이다. 화소를 카테

데 왜곡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고속화 알고리즘이 적용

고리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EO(edge offset, SAO

되어 실행 속도 역시 향상되었다.

type 1-4)와 BO (band offset, SAO type 5),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EO의 경우, 영상을

8. AVC와 HEVC 부호화 성능 비교

압축할 때 변환 및 양자화로 인해 생기는 진동무늬왜곡

AVC와 HEVC의 부호화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ringing) 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15.0과 JM 참조 소프
트웨어인 JM 18.6[11]을 사용하

11>은 영상의 에지부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진동무늬왜곡 현상
을 1차원 단면으로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화소들은 SAO의 적용으로
원본영상과 유사한 밝기 값을 갖

HEVC는 기존의 AVC 대비 고정된
QP를 사용하였을 때 평균 42.2%의
비트율 효율 향상이 있었으며, 영상이
복잡할수록 큰 부호화 성능 개선을
보였다.

게 된다.

였다. M 15.0은 임의 접근 cfg
파일을, JM 18.6은 HM 15.0
과 비교를 위해 제공되는 cfg 파
일 (encoder_JM_RA_B_HE.cfg)
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각
참조소프트웨어의 QP 값은 HM

한편 BO 클래스의 경우 특정 밝기 구간의 값이 양자

의 기본 실험 조건인 22, 27, 32, 37에 대하여 부호

화 등으로 인해 동일하게 밝아지거나 어두워진 경우 효

화를 수행 하였다. <표 12>는 HM 15.0과 JM 18.6

과적으로 화질을 향상시킨다.
<그림 12>는 영상에 SAO가 적용되었을 때와 적용되
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SAO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영상의 에지
주변에서 진동무늬왜곡 현상으로 인해 많은 화질 저하
가 발생하지만 SAO를 적용한 경우 에지 주변이 선명하
게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호화기 관점에서는 현재 처리하는 CTU에 대해
SAO를 통해 어떤 클래스 및 타입으로 화소를 분류할

(a) SAO 미적용 영상

(b) SAO 적용 영상

<그림 12> SAO 적용시와 미적용시의 주관적 화질 비교 -

BasketballDrillText 영상, QP 32, 100번째 프
레임 (HM 12.0)
<표 12> HM 15.0과 JM 18.6의 비교실험 결과
Y-BDBR

Kimono

-48.4%

ParkScene

-35.7%

Cactus

-38.3%

<그림 11> 변환 및 양자화로 인해 발생하는 링잉 현상,

BasketballDrive

-46.4%

점선이 원본이고 실선과 점이 복원영상[10]

Average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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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호화 성능 비교 결과이다.

의 이해”
.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JM18.6 대비 HM

[6] Sullivan, G. J., et al., “Overview of the High

15.0 부호화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HM 15.0이 Y-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Standard,” IEEE

BDBR에서 평균 42.2%의 비트가 절약 되었고,

Trans. Circuits Syst. Video Technol., vol. 22, No. 12,

Kimono 영상에서 48.4%의 최대 비트 감소를 보였

pp. 1649-1668. Dec. 2012.

다. 결국, 고정된 QP로 실험을 하였을 때 거의 50%의

[7] Sole, J., et al., “Transform Coefficient Coding in

비트가 감소하였으며 영상이 빠르고 복잡한, Kimono

HEVC,”IEEE Trans. Circuits Syst. Video Technol.,

와 BasketballDrive 영상에서 HM 15.0이 JM 18.6

vol. 22, No. 12, pp. 1765-1777. Dec. 2012.

에 비하여 큰 부호화 성능 개선을 보였다.

[8] Andrey N., et al., “HEVC Deblocking Filter,”IEEE
Trans. Circuits Syst. Video Technol., vol. 22, No. 12,

Ⅳ. 결 론

pp. 1746-1754. Dec. 2012.
[9] JCT-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text

본고에서는 최근 표준화가 완성된 차세대 비디오 압
축 부호화 규격인 HEVC의 기본 요소 기술에 대한 특

specification draft 10 (for FDIS & Last Call),”JCTVCL1003_v34, Geneva, Switzerland, Jan. 2013.

징 및 성능에 대해 소개 하였다. 특히, 기존의 AVC 대

[10] Fu, C., et al.,“Sample Adaptive Offset in the HEVC

비 HEVC가 고정된 QP를 사용하였을 때 평균 42.2%

Standard,” IEEE Trans. Circuits Syst. Video

의 비트율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영상이 복잡할수록 부

Technol., vol. 22, No. 12, pp. 1755-1764. Dec. 2012.

호화 성능이 큰 개선을 보였다. HEVC는 기존의 비디

[11] JM reference software, [Online]. Available:

오 부호화 표준들과 비교하여 압축 성능을 크게 향상

http://iphome.hhi.de/suehring/tml/ download/

시켰으며 향후 도래하는 UHDTV 방송이나 3D 비디오

jm18.6.zip.

부호화 응용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
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응용분야와 IPTV 등 스트리
밍 분야에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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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

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

Ⅰ. 서론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표준은 2013년 1월에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입력 비디오의 형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4:2:0 컬러 포맷과 최고 10비트의 비트 심도(Bit-depth)를
지원한다[1]. HEVC 1차 버전의 표준화가 완료된 이후, HEVC의 기
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키는 표준화가 추가되어 이미 완료되었
거나 일부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것들로는 Range
이선일
삼성전자

Extension, Scalable Extension, 3D-HEVC 등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중, 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HEVC

Range

Extension 표준의 목적
은 HEVC 1차 버전이
지원하지 않는 확장된
컬러 포맷(4:2:2 및
4:4:4)과 12비트 이상
김찬열
삼성전자

HEVC Range Extension 표준의
목적은 HEVC 1차 버전이 지원하지
않는 확장된 컬러 포맷(4:2:2 및
4:4:4)과 12비트 이상의 높은 비트
심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의 높은 비트 심도를 지
원하는 것이다[2]. HEVC Range Extension은 기본적으로 HEVC 버
전 1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며, 확장된 컬러 포맷에서 늘어난 색
차 성분(chroma component)을 처리하고 높은 비트 심도를 지원하
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들이 우선적으로 표준에 반영되었고, 이에 덧
붙여 비손실(lossless) 부호화 등 Range Extension의 응용 분야에서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부 신규 기술 또한 추가되었다[3].

박정훈
삼성전자

<표 1>은 HEVC Range Extension에서 새롭게 정의된 Profile들을
나열하고, 각 Profile이 Range Extension에서 새롭게 채택된 기술
들 중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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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EVC Range Extension Profile 과 개발 기술 지원 매핑
Monochrome
HEVC Range Extension 기술

Main 12

Main
4:2:2
10/12

Main
4:4:4
8/10/12

Main
Intra
8/10/12

Main
4:2:2
Intra
10/12

8/10/12

16

8

16

Main 4:4:4
Intra

Main 4:4:4
Still Picture

12

16

Implicit RDPCM

X

O

X

X

O

X

X

O

O

O

O

Explicit RDPCM

X

O

X

X

O

X

X

O

O

O

O

TS rotation

X

O

X

X

O

X

X

O

O

O

O

TS context

X

O

X

X

O

X

X

O

O

O

O

TS size

X

O

X

X

O

X

X

O

O

O

O

Rice adaptation

X

O

X

X

O

X

X

O

O

O

O

Intra smoothing disable

X

O

X

X

O

X

X

O

O

O

O

Cross-component prediction

X

X

X

X

O

X

X

O

O

O

O

Chroma QP offset

X

X

X

O

O

X

O

O

O

O

O

Extended precision processing

X

O

X

X

X

X

X

X

O

X

O

H.264/AVC 표준에서는 같은 목적의 Fidelity Range

Range Extension의 성능 개선 수준을 실험 결과를 통

Extension (FRExt) 확장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해 검증하고, 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의

4:2:0 컬러포맷 및 8비트 심도의 입력 비디오를 부호

의미와 향후 응용 분야 등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대신

화하는 High Profile을 새롭게 추가하고, 8×8 정수

한다.

변환 등의 신규 기술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H.264/AVC 표준 자체의 성능을 추가 개선하는 작업

Ⅱ. 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

[4]

을 병행하였다 .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HEVC Range Extension에
서는 이미 표준화 완료된 버전 1
의 Main 및 Main 10 Profile을
대치할 수 있는 신규 Profile은 정
의되지 않았으며, 12비트 이상의
높은 비트 심도를 지원하더라도

본 절에서는, HEVC 버전 1에

Transform skip 기술은 각 변환
단위(Transform Unit, TU)에서
선택적으로 변환을 생략하는 기술이며,
Screen content의 부호화 성능을
향상시킨다.

포함되었으나 HEVC Range
Extension에서 디자인이 변경되
었 거 나 ,

HEVC

Range

Extension에 새롭게 추가된 기
술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컬러포맷이 4:2:0 혹은 4:2:2인
경우, Range Extension만의 신규 기술이 대부분 포함
되지 않도록 Profile을 구성함으로써, 버전 1과의 디자
인 통일성을 최대한 유지토록 했다.

2.1 Transform skip 개선 기술
Transform skip 기술은 각 변환 단위(Transform
Unit, TU)에서 선택적으로 변환을 생략하는 기술이며,

HEVC Range Extension에서 확장된 컬러 포맷과

변환 부호화를 통해 오히려 화질의 열화가 발생하는 특

고 비트 심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변화들은 표준

수한 형태의 입력 비디오, 예를 들어 Screen content

문서 전반에 걸친 많은 변경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

의 부호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HEVC 버전 1에도

나,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므로 지면

채택되어 있는 기술이다[5]. TU에서 변환이 생략될 경

제약상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먼

우, 실제 부호화되는 것이 변환 계수가 아닌 Intra 혹

저 Range Extension에 새롭게 추가된 기술들을 간략

은 Inter 예측 후의 잔차 신호 자체이기 때문에 변환

히 살펴본 후, H.264/AVC FRExt 대비 HEVC

계수의 부호화를 가정하고 설계된 HEVC 버전 1의 관

45

전자공학회지 2014. 10 _

895

▶ ▶ ▶ 이 선 일, 김 찬 열, 박 정 훈

련 기술들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
시 이미 HEVC 버전 1의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였기 때
문에 다른 기술을 일체 변경하지 않고, Transform
skip을 4×4 TU에 한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버전 1의
표준화는 완료되었다.
HEVC Range Extension은 Screen content가 일반
적으로 취하는 4:4:4 컬러 포맷의 입력 비디오도 부호
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Screen content에 효과적인

<그림 1> Transform skip rotation 의 동작

Transform skip 기술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먼저 Transform skip이 4x4 TU만이 아닌 모든 크기

전시켜 그 분포를 변환 계수와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부

의 TU에 적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호화 성능을 향상시킨다. Transform skip rotation은

Transform skip이 적용되는 최대 TU 크기는 Picture

Intra 모드가 적용된 4×4 TU에만 적용된다.

[6]

Parameter Set (PPS)에 포함시켜 전송케 하였다 . 그
리고 Transform skip이 적용된 TU의 Significance

2.2 Residual DPCM 기술

map 부호화를 위하여, Context 모델을 휘도

Residual DPCM (RDPCM) 기술은 Transform skip

(luminance)와 색차 성분 각각 1개씩 총 2개를 추가

이 선택된 블록의 잔차 신호에 수직 혹은 수평 방향의

하여, 변환 계수와 통계적 특징이 상이하게 다른 잔차

화소 단위 차분 부호화를 적용하는 기술이며, HEVC

신호의 Entropy 부호화 효율을

Range Extension에 새롭게 추가

[7]

향상시켰다 . Transform skip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추가된 기
술은 Transform skip rotation
[8]

이다 . 일반적으로 잔차 신호에
변환을 적용할 경우, 저주파 대역

Residual DPCM (RDPCM) 기술은
Transform skip이 선택된 블록의
잔차 신호에 수직 혹은 수평 방향의
화소 단위 차분 부호화를 적용하는
기술이다.

된 기술이다. RDPCM 기술은
Implicit RDPCM과 Explicit
RDPCM의 두 가 지 형 태 로
HEVC Range Extension에 채택
되었는데, Implicit RDPCM의 경
우 Intra 모드로 부호화되는 블록

에 0이 아닌 계수들이 집중되어
있고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계수들이 0의 값을 가지

에서, 추가 정보의 전송 없이 Intra 예측 모드에 기반

는 분포를 갖게 된다. 그러나 Intra 예측이 적용된 블

하여 RDPCM의 방향(수직 혹은 수평)을 결정하는 방법

록의 잔차 신호는 변환 영역에서 고주파 대역에 해당되

이며[9], Explicit RDPCM은 Inter 모드로 부호화되는

는 블록내 우측 하단 부분에 0이 아닌 샘플값이 주로

블록에서, RDPCM의 방향을 알려주는 flag를 직접 부

위치하는 분포를 갖게 된다. 이는 HEVC의 Intra 예측

호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10], 두 방법 모두 잔차 신

이 좌측과 상단 블록의 인접 샘플에 기반하여 예측 신

호의 차분 부호화 방식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인접 블록으로

RDPCM 기술은 H.264/AVC에서 지원하는 Intra

부터 멀리 떨어진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예측의 정확도

residual transform-bypass coding 방식과 기본적으

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통계적 분포를 갖

로 동일한 기술이며, 특히 비손실 부호화에서 큰 성능

는 잔차 신호를 변환 계수 특징에 맞게 설계된

향상을 얻을 수 있다.

Entropy 부호화 기술로 부호화할 경우, 압축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Transform skip rotation 기술
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잔차 신호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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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skip이 선택되는 빈도가 월등히 높은
4:4:4 컬러 포맷의 Screen content 영상을 부호화하
는 경우에 변환 계수(Transform skip이 선택된 경우
잔차 신호 샘플)의 절대값이 매우 커지게 되어 버전 1
의 Rice 인자 adaptation 방법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
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EVC
Range Extension에서는 Slice 내에서 변환 계수 절대
값의 통계적 분포를 누적해나가는 방식으로 Rice 인자
adaptation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었다[11].

<그림 2> 신규 Rice 인자 adaptation 방식

<그림 2>는 신규 Rice 인자 adaptation 방식의 동작
요소 (syntax element) 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부호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4×4 CG를 해당 블록이

된다. 먼저 sig_coeff_flag를 이용, 해당 변환 계수가

휘도 성분인지 여부와 (isLuma), Transform skip이

0 혹 은 0이 아 닌 값 을 갖 는 지 나 타 낸 후 ,

적용된 블록인지 (isTSFlag)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coeff_abs_level_grater1_flag와 coeff_abs_level

sub-block type (sbType) 중 하나로 분류된다. 각

_greater2_flag를 이용하여 0아닌 변환 계수의 절대값

sbType별로 slice 시작 시점에 0으로 초기화되는 일종

이 각각 1과 2보다 큰지를 표시한다. 해당 변환 계수

의 통계치 누적기인 statCoeff 배열이 존재하며, 이 값

의 절대값이 2를 초과하는 경우, coeff_abs_level

을 CG내 첫번째 0이 아닌 변환 계수의 값에 따라 <그
림 2>의 3단계에 나타낸 바와

_remaining 문법 요소를 추가로
부호화하여 나머지 절대값을 나타
내게 된다. HEVC에서는 이 문법
요소의 이진화(binarization)를
위하여 Golomb-Rice code를 사
용한다. Golomb-Rice code는 절

Range Extension에서는 Slice
내에서 변환 계수 절대 값의 통계적
분포를 누적해나가는 방식으로 Rice
인자adaptation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었다.

같이 업데이트하며, 이 값에 기
반 하 여 CG내 의 Rice 인 자
(cRiceParam)의 값을 0이 아닌
값으로 초기화하게 된다. CG내
에서 Rice 인자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HEVC 버전 1과 기본적

대값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그 발
생 확률이 낮아지는 입력 신호의 가변 길이 부호화

으로 동일하나, 최대 4의 값만을 가질 수 있는 제한이

(variable-length coding)에 최적인 특징을 갖는

사라진 점은 다르다. 새로운 Rice 인자 adaptation 방

Universal code의 일종으로, 절대값의 크기가 0에 가

식은 12비트 미만의 비트 심도를 갖는 일반 영상에 대

까울수록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변환 계수의 이진화

해서는 압축 성능 향상 효과가 거의 없으나, 12비트

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일종의 변수인 Rice 인자

이상의 높은 비트 심도를 갖는 비디오, 혹은 Screen

(Rice parameter)를 조절함으로써 입력 신호의 확률

content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영상에 대해서는 매우

분포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EVC 버

우수한 압축 성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 1에서는 Rice 인자를 4×4 단위의 coefficient
group (CG) 별로 0으로 초기화한 후, 부호화하는 변
환 계수의 절대값의 크기에 기반하여 최대 4까지 단조
[1]

2.4 Cross-component 예측 기술
영상의 휘도와 색차 성분 간의 유사성을 이용한

증가하도록 Rice 인자 adaptation이 설계되어 있다 .

Cross-component예측 기술은 HEVC 버전 1에서도

그러나 Range Extension에서는 12비트 이상의 높은

활발하게 제안되었고 채택이 유력한 단계까지 갔었으

비트 심도의 비디오를 부호화하거나, 상대적으로

나, 휘도와 색차 성분의 부호화가 상호 의존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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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결
[12]

호 샘플을 복원하는 과정 중 least-significant bits

국 채택되지 못했다 . HEVC Range Extension은 휘

(LSB)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견되어, 이 과정이 입력 비

도와 색차 성분간의 유사성이 더욱 큰 4:4:4 컬러 포

트 심도에 연동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15]. HEVC 버

맷의 입력 영상의 부호화도 지원해야 하므로 Cross-

전 1에서는 coeff_abs_level_ remaining 문법 요소를

component 예측 기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이진화한 길이가 최대 32비트를 넘지 않도록 변환 계

논의 끝에 잔차 신호 영역에서 Cross-component 예

수 부호화 방법이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HEVC

[13]

측을 수행하는 기술이 채택되었다 . 본 기술이 적용

Range Extension에서는 입력 비트 심도가 12비트를

되었을 때, 복호화기(Decoder)단에서 (x,y) 위치의 색

초과하는 경우, 이 길이가 최대 46이 되는 문제가 있

차 성분 잔차 신호 rc(x, y)는 전송된 색차 성분의 잔차

었다. 이를 해결키 위해 해당 문법 요소의 이진화 방법

신호 차분값 Δrc(x, y)와 휘도 성분의 잔차 신호 rL(x, y)

을 수정하여 16비트의 입력 비트 심도에서도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eff_abs_level_remaining를 이진화한 최대 길이가
(1)

식 (1)에서 Cross-component 예측을 수행하는 데에

32비트를 넘지 않도록 디자인이 변경되었다[16].

2.6 기타 기술

사용하는 scaling factor α
는 {-8, -4, -2, -1, 0,

HEVC의 Intra 예측은 주변 블록의 인접 샘플을 참

1, 2, 4, 8} 중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부호화

조 샘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압축 성능 향

기(Encoder)가 구해 TU 단위로 전송해주므로, 복호화

상을 위해 참조 샘플에 필터링을 적용하는 단계가 포함

기 단에서는 별도의 계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다. 그러나 Screen content와 같이 높은 선예

Cross-component 예측 기술은 4:4:4 컬러 포맷의

도를 유지하는 것이 주관적 화질 향상에 중요한 입력

영상에서 압축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표

영상을 부호화할 때에는, 이 참조 샘플 필터링 단계를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4:4:4 컬러 포맷을 위한

생략하는 것이 부호화 효율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경우가

Profile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다.

있다. 따라서 HEVC Range Extension에서는 Intra
예측 시, 참조 샘플의 필터링 단계를 선택적으로 생략

2.5 Extended precision 처리 기술

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이 채택하였다[17].

Extended precision 처리 기술은 매우 높은 비트 심

HEVC 버전 1은 부호화 단위(Coding Unit, CU)로

도의 입력 비디오를 부호화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휘도 성분의 양자화(Quantization)을 위한 QP값을 조

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들을 포함하여, <표 1>에 표시

절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으나, 색차 성분에 대해서는

된 바와 같이 최고 16 비트의 입력 비트 심도를 지원

오직 Slice 수준에서만 QP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하는 Profile에서만 지원한다. 먼저 변환 계수가 취할

있다. 그러나 4:2:2, 4:4:4 등 확장된 컬러 포맷을

수 있는 값의 범위의 경우, HEVC 버전 1에서는 입력

제공하는 HEVC Range Extension에서는 좀 더 정밀

15

비트 심도와 무관하게 [-2 , 2 -1]의 범위를 갖도록

한 Rate control 등을 위해 더 늘어난 색차 성분 샘플

고정되어 있었으나, HEVC Range Extension에서는

들의 양자화도 Slice 내에서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

extended_precision_processing_flag가 1로 활성화될

는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HEVC Range

경우, 입력 휘도 혹은 색차 비트 심도(BD)와 연동하여

Extension은 CU 단위로 색차 성분의 QP 값을 조절할

Max(15, BD+6)

15

-1]의 범위를 가질 수 있게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18]. HEVC

하였다[14]. 그리고 입력 비트 심도가 12비트를 초과하

Range Extension에 신규 추가된 기술들이 대부분

는 경우, Transform skip이 선택된 블록에서, 잔차 신

4:4:4 컬러 포맷을 지원하는 Profile에서만 지원되는

[-2

Max(15, BD+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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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달리, 색차 성분을 위한 CU 단위 QP값 제어는

HT, SHT는 각각 Main-Tier, High-Tier, Super-

4:2:2 컬러 포맷을 지원하는 Profile에서도 사용할 수

High-Tier이며, 각각 실험시 사용하는 QP값의 범위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차이를 두어 서로 다른 비트율 및 화질을 지원하는 다
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

Ⅲ. HEVC Range Extension의 성능 실험
결과

였다 (SHT로 갈수록 높은 비트율 영역에 해당된다).
입력 영상으로는 1920×1080 혹은 2560×1600
의 해상도를 갖고, 4:2:2 혹은 4:4:4의 컬러 포맷 형

본 절에서는 HEVC Range Extension (Main
4:4:4 12 Profile)의 성능을 H.264/AVC (High

식이며, 입력 비트 심도는 최대 12비트인 RGB 혹은
YCbCr 영상들이 사용되었다[19].

4:4:4 Predictive Profile)과 비교한다. 비교 실험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HEVC Range Extension

위한 Software로는 HM-14.0+RExt-7.0 (HEVC

은 H.264/AVC대비 AI-NT, RA-MT, LB-MT 부호

Range Extension)과 JM-18.6
(H.264/AVC)을 사용하였으며,
실 험 조 건 은 HEVC Range
Extension의 공통 실험 조건에 정

화 환경에서 각각 -25%, -

HEVC Range Extension은
H.264/AVC 대비 크게 압축 성능을
향상시켰다.

[19]

의된 바를 따랐다 . 참고로 본

33%, -38%의 압축 성능 향상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실험 영상 중 하나
인 Traffic 영상에 대한 HEVC

절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20]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

Range Extension과 H.264/AVC의 부호화 성능 차이

며, 해당 기고문에는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인 HEVC

를 각각 RA와 LB 부호화 환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각

Screen content coding 확장 표준과의 성능 비교 결과

Rate-Distortion (RD) 곡선을 보면 HEVC Range

도 제시되어 있다.

Extension이 H.264/AVC 대비 크게 압축 성능을 향

<표 2>는 다양한 부호화 환경에서 HEVC Range

상시켰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tension의 H.264/AVC 대비 성능을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표에서 AI는 모든 프레임을 Intra로 부호화
하는 All Intra, RA는 주기적으로 Intra 프레임을 삽입
하여 (본 실험 환경에서는 1초 간격) 영상의 임의 탐색
이 가능하게 만든 Random Access, LB는 시간적으로
현재 프레임 이전의 프레임들만 Inter 예측 시 참조 가
능케 제한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등의 응용 분야에 사용
되는 Low delay 환경을 제공하되, 시간적으로 현재 시
점 이전에 존재하는 프레임들에 관해서는 양방향 Intra

<그림 3> Traffic 영상(2560x1600, YCbCr 4:4:4)에

예측을 허용하는 Low-delay B 실험 조건이다. MT와

대한 RA 환경에서의 압축 성능 비교

<표 2> HEVC Range Extension 의 H.264/AVC 대비 압축 성능
AI-MT

AI-HT

AI-SHT

RA-MT

RA-HT

LB-MT

LB-HT

RGB 4:4:4

-32.6%

-25.1%

-19.6%

-36.0%

-25.1%

-36.2%

-25.0%

YCbCr 4:4:4

-22.4%

-19.0%

-14.8%

-35.1%

-29.8%

-39.8%

-32.9%

YCbCr 4:2:2

-19.7%

-15.8%

-11.7%

-30.2%

-27.8%

-35.9%

-31.0%

평균

-25.2%

-17.4%

-13.2%

-32.7%

-28.8%

-37.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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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물려 HEVC
Range Extension 기술도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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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3D Extension
표준 기술

Ⅰ. 서 론
차세대 방송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서 사실적이고 몰입감을 주
는 실감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다 실감있
는 영상 표현을 위해 2차원의 평면적인 정보를 뛰어넘는 3차원의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입체감
을 제공해 주는 방식에 따라서 양안시점 기술 (Stereoscopy), 다시
점 영상 기술 (Multiview), 라이트필드 기술 (Light-field),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 (Holography) 등이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다[1-4].
위 언급한 여러 3차원 기술 중에서, 안경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두 눈에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의 양안시점 기술은 사업화 및
보급화가 완료되어 있지
만, 보다 사실적이고 실
감적인 3차원 입체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다시점 영상 및 깊이영상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인 Multiview plus
depth map (MVD)을 기반으로 한
3차원 비디오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점의 영상을 처리하고자 자유시점 방식 (Freeviewpoint TV)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77차 MPEG회의에서부터 다시점 방식의 Multiview video coding
(MVC) 표준화가 진행되어 완료되었으며[5], 보다 넓고 다양한 수의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점 영상 및 깊이영상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인 Multiview plus depth map (MVD)을 기반으로 한 3차원 비
오병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디오 표준화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오고 있다[6-7]. 3차
원 비디오 표준화에서도 HEVC의 표준화와 마찬가지로 ISO/IEC 산
하 MPEG 그룹과 ITU-T 산하 VCEG 그룹이 공동으로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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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시점의 영상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즉,

Development (JCT-3V)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를 진행

MVD 기반 방식이란 다수의 N개 시점의 영상을 처리

[8]

하기 보다는 그보다 적은 K개 시점의 영상만을 처리해

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우선 Ⅱ장에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Ⅱ

서 압축/전송하고 전송되지 못한 (N-K)개 시점 영상은

장에서 다시점 기반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의 소개 및 표

K개의 전송된 영상을 바탕으로 깊이영상 기반 합성방

준화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다. 그리고 Ⅲ장에

법 (Depth-image based rendering, DIBR)을 통해

서는 HEVC기반 3차원 부호화 기술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현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1>은 MVD 시

여러 압축 기술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접근방법에 대하

스템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Ⅳ장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그림 1>과 같이 MVD 기반 방식에서는 기존
H.264/AVC 혹은 HEVC등에서 다루었던 텍스쳐 영상

Ⅱ. 3차원 비디오 시스템

과 다른 깊이영상 (depth map)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입력이 추가되고, 깊이영상 기반 합성방식이 시스템에

3차원 입체감 표현을 하는 방식은 앞서 서론에서 살

추가됨에 따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많이 제기

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

되었다. 일반적으로 3D 비디오 시스템에서 크게 고려

인 제약조건 및 기술적 한계와 현재 기술적 수준을 고

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는 1) 효율적인 깊이영상 획득방
법, 2) 텍스쳐 및 깊이영상의 효

려하여 MPEG그룹에서는 다시점
기반의 방식을 차세대 3차원 비
디오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존 H.264/AVC 기반의 다시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시점의 영상을 동시에
처리하여 시청자들이 보다 사실적인
3차원 입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점 표준화 방식인 MVC 표준을
완료하였으며, 다시점에 깊이영상을 추가한 방식인

율적인 압축방법, 3) 효율적인 깊
이영상 기반 영상 합성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표준화 이슈
에서 다루는 MVD 데이터의 효율
적인 압축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MVD 기반 방식에 대한 표준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8]. 이번 장에서는 MVD 기반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의 간략한 기술 및 이슈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화 진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2. MVD 포맷의 표준화 진행 현황
3차원 비디오 시스템 표준화를 시작했던 2011년에
는 기존 2차원 영상 표준인 H.264/AVC 및 다시점 표
준인 MVC가 이미 표준이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었으

1. MVD 기반 3차원 비디오 시스템

며, 차세대 비디오 표준인 HEVC 표준에 대한 기술개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3차원 비디오 시스

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맞추어서 JCT-

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시점의 영상을 동시에 처리

3V에서는 기존 AVC 및 MVC 뿐 아니라 곧 표준화 완

하여 시청자들이 보다 사실적인 3차원 입체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시점 방식은 기존 MVC 기
반 압축기술을 이용하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수많
은 시점 (약 100시점 이상)의 영상을 빠르게 처리하고
전송하는 것은 영상의 획득 및 압축 관점에서 큰 어려
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
안된 방법이 깊이영상 기반 합성기술을 통해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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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앞둔 HEVC까지 모두 고려하여 동시에 표준화를

시스템에서는 텍스쳐 영상 뿐 아니라 깊이영상이 추가

진행하였다. 즉 AVC 및 MVC기반 3차원 비디오 표준

되었기 때문에 압축효율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

기술 및 HEVC기반 3차원 비디오 표준기술이 동시에

존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2차원 영상에서는 비트량

개발된 것이다. 또한 각각 기술에 대한 표준기술을 개

을 동등하게 맞춘 후 주관적 혹은 객관적인 화질을 평

발할 때, 단순하게 2차원 영상을 3차원으로 확장한 간

가하여 압축효율을 평가했던 반면, 3차원 영상에서는

단한 방식의 표준도 고려하고, 확장할 때 보다 복잡한

부호화 하여 전송된 영상 뿐 아니라 복호화 이후 합성

기술을 넣어서 압축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방식의 표준

을 통해 생성되는 영상까지 화질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

도 동시에 고려되었다. 이 결과 3차원 비디오 표준은

에 평가방법 선정이 복잡해진다.

아래의 4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
[8]

이러한 여러 복잡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현재 JCT3V에서는 화질평가시 텍스쳐 영상의 비트량만 고려하

였다 .

는 방법, 혹은 텍스쳐 영상과 깊이영상의 전체 비트량
● MVC extension for inclusion of depth maps

을 고려하는 방법 2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화질 평가를 하는 방법에서도, 압축/전송된 텍스쳐 영

(MVC+D)
● AVC compatible video-plus-depth extension

상의 화질만 평가하는 방법, 합성을 통해 생성된 영상
의 화질만 평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3D-AVC)
● Multiview HEVC extension (MV-HEVC)

서 평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깊

● HEVC 3D extension (3D-HEVC)

이영상의 화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실
제 깊이영상은 합성을 위한 부가정보로서 보내는 것이
며, 실제 사용자는 깊이영상 자체

위 4가 지 트 랙 중 에 서 ,
MVC+D는 기존 MVC에 깊이영
상을 추가하도록 확장한 방식이
며, MV-HEVC는 기존 HEVC에
서 다시점 영상 구조로 확장한
방식이다. 이 2가지 트랙 기술은

3D-HEVC에 적용된 기술은 크게
의존 시점 영상(dependent view)에
적용된 압축 기술, 깊이영상에 대한
압축기술, 부호화단에만 적용되는
기술들이 있다.

상의 화질 평가는 합성영상의 화
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정하
였다. 위의 여러 가지 기준을 종
합하여 3차원 비디오의 압축 성
능은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바탕

기존 기반 시스템에서 syntax 수
준의 확장만을 목표하여 표준화가 각각 2013년 및

를 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이영

[9]

으로 평가한다 .

2014년 초에 완료되었다. 반면, 3D-AVC는 AVC 기
반으로 다시점 및 깊이영상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 보

● Texture 비트량 / Texture 평균 화질

다 복잡한 기술들을 넣고 성능검증까지 완료하여 지난

● Texture+depth 비트량 / Texture 평균 화질

2013년 10월에 표준화를 완료하였다. 유사하게,

● Texture+depth 비트량 / 합성영상 평균 화질

3D-HEVC도 HEVC 기반으로 다시점 및 깊이영상을
위한 압축기술을 추가하여, 현재 MV-HEVC 보다

Ⅲ. 3D-HEVC 주요 기술

10~20% 정도 추가 성능향상을 이룬 상태이며, 다가
오는 2015년 2월에 표준화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앞선 Ⅱ장에서 MVD 기반의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의
표준화 과정 중 HEVC 기반 최적의 압축효율을 목표로

3. 3차원 비디오 시스템 압축효율 평가방법
기존의 2차원 영상 시스템과는 다르게 3차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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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의존시점이 의존하는 독립시점, 혹은 다른 의존시점 영

3D-HEVC에 적용된 기술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

상의 정보를 참조하는 방식이다. 기존 독립시점의 부호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존 시점 영상

화 기술에서 가장 압축효율이 높은 방식은 시간적으로

(dependent view)에 적용된 압축 기술이다. 3D 비디

앞뒤에 있는 영상을 참조영상으로 움직임을 예측하는

오 압축에서는 기존 HEVC와의 호환성을 이유로 독립

Motion-compensated prediction (MCP) 이다. 의존

시점 (base-view)에 대한 추가적인 압축기술은 금지하

시점 부호화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동일한 access unit

고 있다. 따라서 3D-HEVC에서 주로 목표로 하고 있

내에서 부호화가 완료된 독립시점 (혹은 다른 의존시

는 부분은 의존시점에 대한 압축 기술이다. 두 번째로

점)의 영상을 참조영상 시점간 차이를 예측하는

는 새롭게 추가된 깊이영상에 대한 압축기술이다. 깊이

Disparity-compensated prediction (DCP) 방식을 사

영상이 나타내고 있는 영상의 정보가 기존 텍스쳐 영상

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시점간 참조방식은 <그림

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MCP를 위한 참조

서 여러 가지 깊이영상만을 위한 기술들이 소개되었다.

영상 뿐 아니라 DCP를 위한 참조영상까지 동시에 고려

세 번째로 부호화단에만 적용되는 기술들이 있다. 이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조영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기 술 들 은 비 표 준 화 (nonnormative) 기술로서 표준화 범
주 밖의 기술들이지만, 기술 적
용여부에 따라 다른 기술들의 영
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기술들

구성하는지에 따라 압축효율에

의존시점 부호화 기술의 가장 기본적
인 접근방법은 의존시점이 의존하는
독립시점, 혹은 다른 의존시점 영상의
정보를 참조하는 방식이다.

은 표준화 회의에서 함께 논의되
고 있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Test
Model 및 Draft text 문서를 참
고하기 바란다[10-11].
MCP에서 motion vector (MV)

의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 주변 블록에서 MV 예측하여

위 언급한 3가지에 대하여 다음의 3개의 절에서 보

motion vector prediction (MVP)값을 사용하는 것과

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지나치게 세부

유사하게, DCP를 수행하는 과정 중 disparity vector

적인 기술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지양하도록 하고, 각

(DV)를 예측하는 Derivation of disparity vectors 과

각의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분석과 기존 HEVC방식

정이 필요하다. 3D-AVC의 경우에는 의존시점에서 깊

과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이영상이 텍스쳐 영상보다 먼저 부호화된다는 점을 이
용하여 압축된 깊이영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DV를 예측

1. 의존시점 부호화 기술
의존시점 부호화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3D-HEVC의 경우는 항
상 텍스쳐 영상부터 압축하게 되므로, 깊이영상의 정보
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점을 보완한 방식이 다음에 소
개할 Disparity vector from neighboring blocks

<그림 2> MCP 및 DCP를 이용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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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oNBDV 과정 개략도

(NBDV) 기술이다.

<그림 5> 주변 시점을 이용한 움직임 정보 유도과정

NBDV기술의 DV 예측 접근방법은 현재 부호화 하고
자 하는 블록의 공간적 혹은 시간적 주변 블록에서 DV

한 기술들과 유사하게 MCP를 위한 MV 예측도 향상시

를 찾아오는 방법이다. 현재 3D-HEVC에서는 공간적

킬 수 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의존시점의

/시간적 주변 블록으로 <그림 3>과 같은 위치의 블록

MV를 예측하고자 할 때, 이미 부호화된 다른 시점의

을 탐색한다. 해당 주변 블록이 DCP가 사용되었을 경

현재 부호화 하고자 하는 블록과 대응되는 블록의 MV

우 이때 사용했던 부호화된 DV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값을 얻어오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그림 5>에서 보

혹은 MCP가 사용된 주변 블록에서는 MCP가 참조하는

여주고 있다.

블록을 찾아 여기에서 사용된 DV값을 얻어오는 방식이

<그림 2>과 같이 각 블록마다 MCP와 DCP가 혼재되

다. 만약 주변 블록에서 모두 DV를 찾아오지 못할 경

어 있고, 각각을 찾는 방법도 2차원 영상보다 복잡하

우에는 간단하게 zero벡터를 사용하게 된다.

게 구성되어 있다. 즉, 시간적 참조영상 뿐 아니라, 시

위 언급한 NBDV기술은 깊이영상 없이 DV를 효과적

점간 참조영상이 더해지면서 예측을 위한 후보군이 추

으로 찾아내는 기술이지만, 실제 깊이영상의 정보를 이

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후보군들 중 최적의

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에 한계가 있게 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Merge candidate list (MCL)를

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기술이 바로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차

Depth-oriented NBDV (DoNBDV) 기술이다. <그림

례 표준화 회의를 걸쳐 보다 효율적인 MCL 구성방법

4>와 같이 의존시점의 DV를 찾는 과정에서 NBDV를

이 연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여

통해 얻어진 DV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 DV를 이용

본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Test

하여 이미 부호화된 다른 시점의 깊이영상의 실제 값을

model 및 Draft text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10-11].

참조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이처럼 DoNBDV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살펴볼 기술은 Advanced

에서는 실제 깊이영상의 값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

residual prediction (ARP)이다. 이 방법은 블록에서

므로 의존시점에서 DV 예측 정확도를 보다 향상시킬

MCP를 통해 1차로 얻어진 잔차신호 (residual) 정보를

수 있다.

한 번 더 예측하여 정보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때 한

아직까지 효율적인 DCP를 위한 DV 예측과정에 대한

번 더 예측을 하기 위해 다른 시점의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들을 소개하였다. 이 과정은 의존시점의 효율적인

것이 해당 기술의 접근방법이다. <그림 6>과 같이 우

압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

선 의존시점의 현재 블록을 MCP를 통해 예측을 한

다. 하지만, 위 과정을 조금만 변형한다면 위에서 언급

후, 현재 블록에 대응되는 다른 시점의 블록을 D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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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강한 에지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에지정보를 손실없이 잘 부호화
하는 것이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압축 기술들이 연구되어 오
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깊이영상 기술 중 중요한 기술
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기존 HEVC에서도 효율적인 Intra 압축을 위해서 여
<그림 6> ARP의 예측과정 유도과정

러 가지 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깊이영상
압축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이용하여 찾고, 해당블록의 MCP 예측 잔차신호를 바

Depth mode modeling (DMM) 기술을 적용하고 있

탕으로 현재 블록의 잔차신호를 한 번 더 예측하는 방

다. DMM 기술은 초기에 DMM1 ~ DMM4의 4가지
기술이 제안되었으나, 표준화 과

식이다. 위 과정에서 MV와 DV
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 또한 물
론 적용 가능하다.
아직까지 살펴본 모든 기술은
현재 3D-HEVC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시점 구조를 이용한 방법
으로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알고

깊이영상은 대부분 homogenous하며
강한 에지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위해 Depth Mode
Modeling 방법, Segment-wise
DC 방법,Motion Parameter
Inheritance 기술들이 적용된다.

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DMM1과
DMM4의 2가지 기술만 적용되
고 있다.
DMM1 기술은 직선으로 분리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탐
색해 보고 최적의 블록 분할을 찾
는 방식이다. 위 과정을 위해서는

접근방법이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살펴

<그림 8>과 같이 해당 블록에서 직선이 시작하는 위치

본 기술 외에도, 시점간 luminance 보정을 위한

및 끝나는 위치 등의 정보가 추가로 압축/전송해야 한

Illumination compensation (IC) 기술, NBDV등으로
예측된 깊이정보를 이용하여 예측을 진행하는 View
synthesis prediction (VSP) 기술, 깊이영상의 mask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블록을 임의의 2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Depth-based block partitioning (DBBP) 기
술 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2. 깊이영상 부호화 기술
본고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깊이영상에 적용
된 기술이다. 기존 2차원 영상에서부터 많이 연구되어
온 텍스쳐 영상과는 다르게, 깊이영상은 영상을 획득하
는 방법에서부터 영상이 표현하고 있는 정보까지 기존
텍스쳐 영상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7>에서 쉽게 보여지듯이, 깊이영상은 대부분 같
은 물체에서는 대부분 유사한 정보를 가지는
homogenous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경과 배경,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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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ndo Dancer 영상의 텍스쳐 (위) 및 깊이영상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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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egment-wise DC (SDC) 압축 방법이다. SDC 방
법에서는 잔차신호를 압축할 때, 기존 방식대로
transform 및 quantization을 진행하지 않고, 간단하
게 각 예측 분할 영역을 하나의 DC값으로 대체한 후,
Depth look-up table (DLT)을 사용하여 quantization
<그림 8> DMM1의 블록 분할 방법

없이 적은 비트로 압축을 할 수 있다. 비교하자면,
DMM이 깊이블록의 예측에 관한 기술이었다면, SDC
는 잔차신호를 압축하는데 깊이영상의 특징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초기 SDC 기술은 Intra
mode 에서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Simplified intermode depth coding (SIDC) 이라는 이름으로 inter

<그림 9> DMM4의 블록 분할 방법

mode에까지 유사한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Motion parameter inheritance (MPI) 기술은 깊이

다. 즉 DMM1에서는 기존 방법에 비해 부가정보를 늘

영상의 MV를 찾을 때 적용되는 기술이다. 앞서 III-1

려 최대한 잔차신호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절에서 텍스쳐 영상의 MV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MPI 기

블록 분할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탐색하는 과정은 시간적 복
잡도가 너무 커서, 이를 줄이는
여러 가지 기술도 추가로 제안되
었다.
DMM4는 분할을 위해 직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9>

깊이영상의 왜곡을 측정할 때기존과
달리 왜곡된 깊이영상을 바탕으로
합성영상을 생성해보고,
이를 왜곡없이 합성된 영상과 비교하는
View SynthesisOptimization
(VSO) 방식을 적용한다.

술은 깊이영상에서 효율적으로
MV를 찾는 기술이다. 세부적인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해당 깊이
영상 블록의 MV를 찾을 때, 이
와 상응되는 텍스쳐 영상의 MV
를 재활용 하는 방법이다. 이때,
해당 깊이영상의 PU와 상응하는

와 같이 현재 블록에 상응되는
텍스쳐 블록을 우선 분할하고, 분할된 경계를 이용하여

텍스쳐 영상의 PU 크기가 다를 수 있는 경우, <그림

깊이영상 블록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복호화

10>과 같이 중간 위치에 있는 MV값을 참조한다. MPI

단에서 텍스쳐 블록의 경계를 찾아야 하는 복호화의 복

를 통해 얻어진 MV는 merge list 에 첫 번째 위치로

잡도 증가를 가져오지만, 부가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

할당되어, 다른 경쟁 MV 후보군과 경쟁하여 선택되어

으며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분할이 가능해져 압축효율의

진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DMM1 및 DMM4에서 블록 분할이 완료되면 각각
의 영역은 DC 모드와 같이 Constant partition value
(CPV) 라 불리는 1개의 대푯값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해당 예측값은 블록의 주변값을 이용하여 예측되는데,
실제 평균값과 예측값이 상이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차
분값 (ΔCPV)을 추가로 부호화 하여 전송하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DMM과 더불어 또 한가지 중요한 깊이영상 압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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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PI의 MV정보 참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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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개한 기술 이외에도 의존시점 깊이영상 블록에

VSO 방식은 encoder 내부에서 실제 합성을 진행하

서 DV를 찾을 때 깊이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Disparity

여 distortion을 예측하고 있어 그 예측값이 상당히 정

derived depth (DDD) 기술, 깊이영상의 블록 분할 시

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R-D 과정에서 항상 블록 레

텍스쳐 영상의 분할정보를 이용하는 Depth quadtree

벨의 합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복잡도의 연산

prediction (DQP) 기술 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량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빠른 방법으로 distortion을 예측하는 방식이 제안되어

3. Encoder 제어 기술

실제 렌더링을 진행하지 않고 모델을 이용한 방법으로

III-1절 및 III-2절에서 언급한 기술은 모두

합성영상의 distortion을 예측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encoder 및 decoder 단에 동시에 적용되는 표준화 기

이 방식은 VSO 방식 중 TU의 split 모드 결정 과정을

술인 반면, 이번 절에서는 encoder에서만 적용되는 기

대체하여 복잡도를 크게 감소시켰다.

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초기에는 깊이영상 압축 시 기존 사용하던

HEVC 등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encoder 제어

distortion 측정방식인 Sum of squared differences

기술은 Rate-distortion (R-D) 비용 함수를 통한 모드

(SSD)를 모두 VSO기반 distortion으로 대체하여 사용

결정방법이다. 이 과정은 여러 가지 후보 압축기술 중

하였지만, 위 과정으로 인해서 압축된 깊이영상이 너무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압축효율에

심하게 왜곡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후 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D-HEVC에서도 마찬

정을 통해 VSO와 SSD기반 distortion을 일정 비율로

가지로 R-D 비용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깊이

섞어서 고려하는 방식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영상의 경우 새롭게 distortion을 정하여 사용하는 방
식을 적용하고 있다.

4. 주요 기술 성능 평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MVD 시스템에서 깊이영상은 새

JCT-3V에서는 3D-HEVC에 채택된 각각의 기술들

로운 시점의 영상을 합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가정

에 대하여 별도의 Ad-Hoc Group (AHG)를 두어 표준

보로서, 실제 시청자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정보이다.

화 진행에 따른 성능을 꾸준하게 평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깊이영상의 왜곡을 측정할 때, 기존

현재 소개된 각각의 기술들에 대한 성능 및 3D-

의 MSE와 같이 각각의 픽셀 luminance의 차이를 이

HEVC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은 AHG에서 기고한 성능

용한 왜곡함수 결정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이와는 달

평가 기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

리, 왜곡된 깊이영상을 바탕으로 합성영상을 생성해보
고, 이를 왜곡없이 합성된 영상과 비교하여 distortion

Ⅳ. 결 론

을 측 정 하 는 방 식 이 바 로 View Synthesis
Optimization (VSO) 방식이다. VSO 방식의 개략도는
<그림 11>과 같다.

지금까지 미래 비디오 표준기술 중 3차원 영상을 위
한 깊이영상 기반 다시점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
고, 이를 위한 표준기술로서 HEVC 확장 기술인 3DHEVC의 세부 기술에 대한 소개 및 접근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현재 3차원 비디오에 대한 표준
화가 크게 4가지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각각
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1년 내
완료가 계획되어 있다. 이 기술들은 각각의 용도에 맞

<그림 11> VSO 방식의 개략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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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박물관, 게임 등의 각종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AHG5 : Performance evaluation for 3D-HEVC and
its coding tools, ITU-T SG16 WP3 ISO/IEC
JTC1/SC29/WG11, Doc. JCT3V-I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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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HEVC Scalable Extension(SHVC) 표준 기술 소개

HEVC Scalable
Extension(SHVC) 표준
기술 소개
Ⅰ. 서 론
근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에는 다양한 대역폭, 프로토콜 및
QoS(Quality of Service)를 갖는 이종망(3G/LTE, 와이파이, 유선
랜)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용자 단말(텔레비전, 데스크탑, 노트북, 태
블릿 PC, 스마트폰)들의 성능 및 접근성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비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디오 부호화 방식에는, <그림 1>에 표현된 바와 같이 비계층
강정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실

적 부호화 방식과 계층적 부호화 방식이 존재한다.
비계층적 부호화 방식은 원본 비디오 영상을 사용자 소비환경마다
독립적으로 부호화 하거나 이미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각각의 소비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환부호화(transcoding)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하고자 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따로 부호화 혹은
변환부호화를 수행해야

이진호

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실

량을 필요로 한다는 단
점이 있다.

계층적 부호화 방식은 하나의 비트스
트림으로 다양한 공간해상도/프레임율
/화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디오
영상을 스케일러빌러티 특성에 따라
계층적으로 부호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계층적 부호화
방식은 하나의 비트스트림으로 다양한 공간 해상도/프레임율/화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적(spatial), 시간적(temporal), 화질적
(SNR) 스케일러빌리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디오 영상을 계층적
으로 부호화 하는 방식으로,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의 일부인 특정 계
이하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실

층들을 추출하여 소비환경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복호 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때, 비트스트림 추출은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계층식별자를 분석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계층식별자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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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 정 원, 이 진 호, 이 하 현

본 고에서는 기존 계층적 부호화 방식 표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에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에서 표준화를 완료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2] 기반 계층적
부호화 방식인 HEVC Scalable Extension (SHVC,
Scalable HEVC)[3] 기술을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II
장에서 SHVC 부호화의 기본 구성 기술을 설명하고,
III장에서 SHVC에서 제공하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
기술한다. IV장에서 표준화 작업시 사용된 부호화 기술
<그림 1> 비계층적 부호화 방식 및 계층적 부호화 방식 개념도

의 평가 방법에 따른 SHVC 압축 성능에 대해 살펴보
고,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계층들만을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층적
부호화 방식은 부호화 및 복호화 복잡도가 높다는 단점

Ⅱ. SHVC 기본 구성 기술

을 가지나, 한 번의 부호화와 단순한 추출을 통하여 다
양한 소비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ITU-T 산하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

계층적 부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부호화 표준은

과 ISO/IEC 산하 MPEG(Moving Picture Experts

MPEG-2, H.263, MPEG-4 Part 2 Visual 및

Group)의 영상 부호화 공동 협력팀인 JCT-VC는 차세

H.264/AVC (Advanced Video Coding) 등이 있으며,

대 영상 부호화 표준인 HEVC의 개정표준으로서 스케

H.264/AVC 기반 계층적 부호화 방식인 SVC

일러빌리티 지원을 위한 SHVC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1]

(Scalable Video Coding) 는 독립 부호화 방식 대비

SHVC는 2012년 10월 CfP(Call for Proposal)에 응

높은 부호화 효율을 목표로 하여 공간적, 시간적, 화질

답한 코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표준화가 시작되었으며, 2014

적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도록
2007년에 개발이 완료되었다.
SVC는 복호하고자 하는 최상위
계층만을 복호하고 하위계층들은
계층간 예측에 필요한 최소의 정
보만을 복호하는 단일루프 복호화
방식을 채택하여 연산량 및 메모

SHVC는 SVC 표준의 단점인 구현
복잡도를 줄이고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호하고자 하는 최상위
계층이 참조하는 모든 하위계층의
영상들을 복호하는 다중루프 복호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년 8월 최종개정표준안(FDAM:
Final Draft AMendment)을 발
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SHVC 표준화에서는 SVC 표
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HEVC v.1 표
준화 기간 중에 스케일러빌리티

리 사용량을 줄였지만 그로인한
구현 복잡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H.264/ AVC 표준

지원 구조 설계를 위한 AHG(ad-hoc group) 활동을

화시 계층적 부호화 기술로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가 이

진행하고 HEVC v.1의 표준화가 완료되기 전에 SHVC

루어지지 않았고, H.264/AVC 표준화가 완료된 이후

표준화를 시작하는 등 HEVC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데

인 2004년 추가표준안인 SVC 표준화를 시작함에 따

계층적 부호화 방식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하

라 스케일러빌리티 지원을 위한 최적의 구조설계가 이

였다.

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SVC

SHVC의 기본 부호화기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부

는 화상회의 등의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호화 계층은 기본계층(base layer)과 향상계층

전반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enhancement layer)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 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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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HVC 부호화기 구조

<그림 3> 계층간 텍스처 예측 개념도

의 향상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 SHVC에서 기본 계층

플값)를 현재 부호화 계층에서 예측신호로 사용하는 것

은 HEVC v.1 혹은 H.264/AVC 부호화기로 부호화

을 의미한다. SHVC에서는 HEVC v.1의 블록레벨 툴

되며, 향상계층은 HEVC를 기반으로 부호화 된다. 향

수정 및 추가 없이 계층간 텍스처 예측을 수행하기 위

상계층의 부호화를 위해 하위계층의 영상을 참조하는

해서 <그림 3>과 같이 계층간 참조 영상(ILR picture:

것이 가능하며, 이때, 참조되는 계층을 참조계층

inter-layer reference picture)을 현재계층의 화면간

(reference layer)이라 한다.

(inter) 예측을 위한 참조 영상 리스트에 추가하여 예측

SHVC는 SVC 표준의 단점인 구현 복잡도를 줄이고

신호로 사용한다.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공간적 스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호하고자 하는 최상위 계

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계층의 해상도

층이 참조하는 모든 하위계층의 영상들을 복호하는 다

에 맞도록 참조계층의 복호된 영상에 대해 업샘플링

중루프 복호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HEVC v.1

(up-sampling)을 적용하여 계층간 참조 영상을 생성

의 블록 레벨 툴을 수정하지 않고 SHVC 구현이 가능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 참조 영상
인덱스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조 영상 인덱스 접근 방식은 향
상계층이 시간적으로 동일한 위치

계층간 참조 영상은 장기참조

계층간 예측은 하위 참조계층의 예측
신호나 텍스쳐 정보를 상위 계층의
예측신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 있는 하위 참조계층 복호영상

영상(long-term reference
picture)으로 취급되며 현재계층
의 참조영상 리스트인 L0 또는
L1 리스트에 추가되어 HEVC

의 텍스처 또는 움직임 정보를 스케일링(업샘플링)하여

v.1의 화면간 참조영상들과 동일하게 움직임 예측 및

향상계층과 하위계층의 해상도 차이를 보정한 다음, 향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계층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ME/MC: Motion

현재 계층의 참조 영상들을 이용한 화면간 예측 부호화

Estimation/ Motion compensation)에 사용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계층간 참조 영상을 이용한 예측 부호화

으로 기본적으로 HEVC v.1과 동일한 부/복호화 구조

및 계층간 참조 영상과 현재 계층의 참조 영상의 결합

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을 이용한 예측 부호화도 가능해 진다.
한편, 현재계층의 부호화 대상 블록과 가장 유사한

1. 계층간 텍스처 예측(Inter-layer texture
prediction)

계층간 참조 영상내의 블록은 화면내의 동일위치에 있
는 블록이기 때문에, SHVC 부호화기는 계층간 참조

계층간 텍스처 예측은 시간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

영상을 현재계층의 참조영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움직

는 하위 참조계층의 복호된 영상의 텍스처 정보(즉, 샘

임 벡터(MV: Motion Vector)를 [0, 0]인 경우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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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휘도 신호 업샘플링 필터 계수
위상 p

보간 필터 계수
fL[p,0] fL[p,1] fL[p,2] fL[p,3] fL[p,4] fL[p,5] fL[p,6] fL[p,7]

0

(a) 참조계층 블록

(b) 현재계층 블록

<그림 4> 계층간 움직임 매핑 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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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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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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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

1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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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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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

3

-1

6

-1

3

-9

47

31

-10

4

-1

7

-1

4

-11

45

34

-10

4

-1

8

-1

4

-11

40

40

-11

4

-1

하여 부호화 속도를 높였고 CABAC(Context-

9

-1

4

-10

34

45

-11

4

-1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의 효율성으로

10

-1

4

-10

31

47

-9

3

-1

[4]

인한 부호화 효율도 향상시켰다 .

2. 계층간 움직임 예측(Inter-layer motion
predic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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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2

-11

4

-1

12

0

1

-5

17

58

-10

4

-1

13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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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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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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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5

0

1

-2

4

63

-3

1

0

하위 참조계층의 움직임 정보를 현재계층에서 예측신
<표 2> 색차 신호 업샘플링 필터 계수

호로 사용하는 것을 계층간 움직임 예측이라 한다.
HEVC v.1에서는 화면간 예측을 위해 예측 블록 주변

위상 p

fC[p,0]

fC[p,1]

fC[p,2]

fC[p,3]

0

0

64

0

0

블록의 부호화된 움직임 정보와 부호화 순서상 이전에
부호화된 인접 영상에 포함된 블록의 움직임 정보

보간 필터 계수

1

-2

62

4

0

2

-2

58

10

-2

한다. SHVC에서는 HEVC v.1 부/복호화기의 신택스

3

-4

56

14

-2

(syntax) 혹은 블록레벨 알고리즘을 수정하지 않고 하

4

-4

54

16

-2

위계층의 움직임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계층의

5

-6

52

20

-2

TMVP를 위한 인접 영상으로 참조 영상 리스트에 포함

6

-6

46

28

-4

(TMVP, Temporal Motion Vector Predictor)를 이용

되어 있는 계층간 참조 영상을 이용한다.
참조계층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현재계층의 TMVP로

7

-4

42

30

-4

8

-4

36

36

-4

9

-4

30

42

-4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참조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

10

-4

28

46

-6

에서 현재계층의 해상도에 맞게 움직임 정보를 매핑

11

-2

20

52

-6

(mapping)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 4>는 계층간

12

-2

16

54

-4

해상도 차이가 2배인 경우의 움직임 정보 매핑 방법을

13

-2

14

56

-4

14

-2

10

58

-2

15

0

4

62

-2

나타내며 (a)는 참조계층의 복원된 블록, (b)는 현재계
층의 블록을 의미한다. HEVC v.1에서 16x16 블록
단위로 움직임 정보를 압축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우에 매핑하고자 하는 대상 16x16 블록의 중앙

SHVC에서도 16x16 단위로 매핑을 수행한다. 즉, 현

(xPCtr, yPCtr)에 위치한 샘플에 대응하는 참조계층

재계층의 영상을 16x16 단위의 블록으로 분할했을 경

블록의 샘플(xRef, yRef)에서 (4, 4)만큼 이동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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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L, yRL)을 찾고 해당하는 샘플을 포함하고 있는
16x16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정
보로 매핑한다. 이때, 움직임 벡터의 크기는 계층간 해
상도 차이를 고려하여 현재 계층의 해상도에 맞게 스케
일링하여 얻어진다.

3. 업샘플링 필터(Up-sampling filter)

<그림 5> 이종 코덱 스케일러빌리티 지원 SHVC
부호화기 구조

참조계층의 복호된 영상 해상도를 현재계층의 해상도
에 맞도록 업샘플링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터는 <표

에 업샘플링 필터를 제외하고는 공간적 스케일러빌리티

1>과 <표 2>에 표현된 바와 같이 휘도 신호에 대하여

를 지원하는 예측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8탭, 색차 신호에 대하여 4탭의 16위상 필터 계수를

SHVC는 앞에서 설명한 시간적, 공간적, 화질적 스

사용한다. 6비트의 정밀도를 갖는 필터계수는, 기본적

케일러빌리티 이외에 이종 코덱 스케일러빌리티와 색영

으로, HEVC v.1의 움직임 보상 보간 시 사용하는

역 및 비트심도 스케일러빌리티 기능도 지원하며,

DCT-IF(Discrete Cosine Transform-based

III.1과 III.2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Interpolation Filter)와 동일하며, 계층간 해상도의 차
이가 2배 및 1.5배인 경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율을
지원하도록 모든 위상에 대한 필터 계수를 추가하여 설
계하였다.

1. 이종 코덱 스케일러빌리티 (Hybrid codec
scalability)
이종 코덱 스케일러빌리티는 기본계층이 HEVC 부호
화 방식이 아닌 이종의 부호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Ⅲ. SHVC의 스케일러빌리티

기능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호화 방식에 대
해 역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SHVC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스케일러빌리티에는 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디오 압축 표준인

간적, 공간적, 화질적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다. 시간적

H.264/AVC와의 역호환성 제공을 위하여, SHVC는
<그림 5>와 같이 기본계층을

스케일러빌리티는 프레임율(예를
들어, 15Hz, 30Hz, 60Hz와
같이 영상의 초당 화면 재생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HEVC
v.1 표준 기술에서 이미 지원하
고 있기 때문에, SHVC에서 이를

SHVC는 시간적, 공간적, 화질적
스케일러빌리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이외에 이종 코덱 스케일러빌리티와
색영역 및 비트심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기술은

HEVC v.1이 아닌 H.264/AVC
로 부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기본계층은 H.264/AVC로
부호화하고, 향상계층 부호화시
H.264/AVC로 부호화된 기본계
층이 참조계층인 경우에, 해당하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적 스케일러빌리티는 영상의 공

는 기본계층의 복원영상을 II.1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

간 해상도(예를 들어, Full-HD, UHD)를 조절할 수

이 계층간 텍스쳐 예측에 사용된다. 이때, 예측구조를

있는 기능으로 II장에서 기술한 계층간 텍스처 예측,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본계층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계층간 움직임 예측, 업샘플링 필터를 적용한 계층간

계층간 움직임 예측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측 구조를 사용하여 지원된다. 화질적 스케일러빌리

이러한 방식으로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의 기본계층은

티는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의 화질을 조절할 수

H.264/AVC 복호기에서 정상적으로 복호될 수 있으

있는 기능으로, 계층간의 공간해상도가 동일하기 때문

며, 향상계층은 H.264/AVC 복호기와 SHVC 복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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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심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른 영향
으로 색영역 스케일러빌리티는 비트심도 스케일러빌리
티와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7>은 색영역 및 비트심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SHVC 부호화기의 구조를 나타낸다[5].
기본계층은 HD 방송을, 향상계층은 UHD 방송을 제공
하는 경우에, Rec. BT. 709의 HD 영상을 부호화하
고, 복원된 해당 영상을 Rec. BT.2020의 색영역으로
변환(비트심도 변환 포함)한 후 업샘플링하여 계층간
<그림 6> HDTV와 UHDTV를 위한 색영역 비교

참조영상으로 사용한다. 색영역 변환 시 3D
LUT(Look-Up Table) 방식이 적용되며, 사용되는 3D
LUT은 향상계층의 입력영상과 기본계층의 복원영상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결정된다[6].

Ⅲ. SHVC 성능
JCT-VC에서는 공통 실험 조건[7]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SHVC 참조 소프트웨어인 SHM(SHVC test
<그림 7> 색영역 및 비트심도 스케일러빌리티 지원 SHVC
부호화기 구조

model)[8]을 이용하여 제안한 기술을 실험하고 평가하였
다. <표 3>에서와 같이 총 7개의 영상에 대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Class A는 4K 영상의 부호화 특성

가 모두 존재하는 단말에서 복호가 가능하게 된다.

을 관찰하기 위하여 4K 영상에서 2560×1600 크기
의 영역을 선택하여 만든 실험영상이다.

2. 색영역 및 비트심도 스케일러빌리티 (Color
gamut and bit-depth scalability)
색영역 스케일러빌리티는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색영

공통 실험 조건하에서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해상도
비율이 2배 및 1.5배인 공간 해상도 스케일러빌리티
경우와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해상도가 동일하나 화질

역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HD 방송에서 Rec. BT.

<표 3> 공통 실험 조건

709, UHD 방송에서 Rec. BT. 2020에서 권고하는
색영역을 사용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중요하게 부각되고

Class

Sequence

Frame Frame
EL
count rate resolution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c. BT. 2020의 색

A

Traffic
PeopleOnStreet

영역이 Rec. BT. 709보다 넓은 색영역을 포함하고

Kimono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ParkScene

더 넓은 색영역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B

BasketballDrive

역을 고려하는 경우에, HD 영상을 채널당 8 비트의

BQ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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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40

24

Cactus

비트심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방송에서 지원하는 색영
비트심도로 표현하고 UHD 영상을 채널당 10 비트의

150

500

50

Random
Intra Laocwc-edsesla/y
P or B

2560x
1600

2x

2xSNR

1920x
1080

2x
1.5x
SNR

2x
1.5x
SNR

*EL: Enhancemen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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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M14.0(BL+EL) 대비 SHM 6.1(BL+EL) 의

<표 5> HM14.0(EL) 대비 SHM 6.1(BL+EL) 의

BD-rate 성능

BD-rate 성능

2x
Y

U

1.5x
V

Y

U

SNR
V

2x

Y

U

V

-

-

-

AI

-21.9% -20.6% -20.8% -31.8% -32.3% -32.7%

RA

-16.5% -8.2% -7.7% -27.0% -20.4% -19.1% -20.9% -10.4% -7.6%

Y

U

1.5x
V

Y

U

SNR
V

Y

U

V

9.4%

-

-

-

AI

12.8% 14.9% 14.6% 10.5% 9.8%

RA

19.0% 31.1% 31.8% 16.0% 26.4% 28.7% 14.3% 29.9% 34.2%

LD-B -10.3% -3.1% -2.3% -21.5% -16.1% -14.4% -12.5% -5.2% -2.2%

LD-B 28.3% 38.8% 40.0% 24.8% 33.2% 36.0% 24.3% 34.7% 39.3%

LD-P -11.2% -3.6% -2.6% -22.4% -16.1% -14.8% -12.6% -4.7% -1.4%

LD-P 26.5% 37.7% 39.2% 22.9% 32.8% 35.1% 23.5% 34.7% 39.5%

이 다른 화질(SNR) 스케일러빌리티 경우에 대한 실험을

향상계층을 HEVC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부호화하는

하였으며, SHM 6.1을 HEVC v.1 참조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비해 BD-rate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9]

HM 14.0(HEVC test model) 에 대해 비교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환경에 비디오 콘텐츠를 서비스

<표 4>는 HEVC로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을 각각

하는 경우에, 소비환경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부호화하

simulcast 방식으로 부호화하는 경우 대비 SHVC로 계

는 것보다 SHVC를 사용하는 것이 네트워크 자원 및
콘텐츠 저장/관리에 효율적이라

층간 예측을 수행하여 향상계층
을 부호화하였을 경우의 부호화
성능(BD-rate)을 나타낸다.
Luma성분인 Y에 대해 SHVC가
10.3% ~ 31.8%의 비트율을

SHVC는 다양한 소비환경에 비디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 네트워크
자원 및 콘텐츠 저장/관리에 매우 효
율적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HVC는 여러계층을 동시에 부
호화 및 복호화하므로 인해 부호
화 및 복호화시 연산량이 증가하
고, 메모리 사용량 또한 50%이

감소시키며, 특히 1.5배 공간 해
상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경우에 압축 성능이

상 증가한다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실시간 부호화 및

가장 좋음을 보여준다. 이는 2배 공간 해상도 스케일

복호화를 위한 고속화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러빌리티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해상도 차이가 작기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리고, 화질적 스케일러빌리티의 경우와 비교
하여 실험에서 사용하는 계층간 QP(Quantization

Ⅵ. 결 론

Parameter) 차이가 적기 때문에 1.5배 공간 해상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계층간
예측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SHVC 비디오 부호화 표준을 소개하고
부호화 기술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SHVC는 참조 영상

<표 5>는 HEVC로 향상계층을 부호화한 경우 대비

인덱스 접근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HEVC v.1 코덱

SHVC로 계층간 예측을 수행하여 향상계층을 부호화하

설계의 많은 부분을 재사용하여 구현의 복잡도가 낮고,

였을 경우의 부호화 성능(BD-rate)을 나타낸다.

스케일러빌리티 제공을 위한 최적화된 상위구조를 가진

HEVC로 향상계층만을 부호화한 경우에 비해 계층간

다. 향후 스케일러빌리티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예측을 수행하여 부호화한 경우의 비트율이 luma 성분

서 SHVC 표준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 Y에 대해 10.5% ~ 28.3% 증가한다.
<표 4>와 <표 5>의 실험결과를 통해, SHVC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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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HEVC screen content coding extensions 표준화 동향

HEVC screen content
coding extensions
표준화 동향
Ⅰ. 서 론
종래의 영상 압축 표준은 주로 카메라로 촬영된 자연 영상의 효율
적인 부호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버전 1[1-2]의 표준화 도중에 스크린 콘텐츠(screen
content)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효율적인 부호화 방법의 필요성을 인
지하게 되었다. 스크린 콘텐츠란 컴퓨터를 사용해 생성된 인공적인
영상을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 컴퓨터 그래픽스, 그래
양승하
성균관대학교

프 등을 포함하는 영상 (<그림 1> 참고)을 예로 들 수 있다. HEVC
버전 1의 표준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 진행 중에, 향후 스크린 콘텐
츠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크린 콘텐츠를 고려한 새로
운 기술들이 제안되기 시작하였으나, 버전 1의 기술 표준 확정을 늦
추는 대신, 4×4 변환
크기 블록에 대하여만
변환 생략(transform
skip)을 선택적으로 적용

심혁재
성균관대학교

하는 기술만을 채택하는

스크린 콘텐츠란 컴퓨터를 사용해
생성된 인공적인 영상을 말하는데,
예로 텍스트, 컴퓨터 그래픽스, 그래프
등이 있다.

것으로 버전 1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변환 생략 기술만으로는 스크린 콘텐츠의 특수성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4년 3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제 17회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표준화 회의부터 HEVC SCC(screen content coding)[3] 표
준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HEVC SCC는 앞서
전병우
성균관대학교

표준화가 시작된 HEVC RExt(range extensions)[4]를 토대로 개발되
고 있기 때문에, HEVC RExt에 채택된 기술은 현재의 HEVC SCC
에서도 지원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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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EVC SCC에서 사용하는 스크린 콘텐츠 실험영상의 예 (sc_flyingGraphics, 1920x1080, 첫 번째 프레임)

종래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은 큰 범주에서 두 예측

라서 현재 진행 중인 HEVC SCC 표준화를 위한 기술

방법을 통해 영상의 중복성(redundancy)을 제거한다.

제안들은 주로 이러한 두 가지의 새로운 특성을 어떻게

첫 번째는 화면 내 예측 (intra prediction)을 통한 중

잘 활용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복성 제거이다. 이 방법은 인접블록의 복원 화소 값을

본 고에서는 HEVC SCC 표준 개발을 위한 테스트

사용하여 현재 블록의 화소 값을 예측한 후 현재 블록

모델인 SCM (Screen Content Coding Test Model)

에서 감산하도록 하여 영상의 공간적 중복성 제거를 그

2.0 소프트웨어[5]에 채택된 기술 중 기존 HEVC RExt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화면 간 예측 (inter

와 차별화되는 3가지 기술을 설명한다. 우선, 화면 내

prediction)을 통한 중복성 제거이다. 이 방법은 현재

예측 부호화 기술의 일종인 IBC(Intra Block Copy) 모

프레임(frame)과 시간적으로 인접한 프레임간의 움직

드와 팔레트(palette) 모드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

임 예측(motion estimation)과 보상(motion

로 예측을 통해 발생한 잔차 신호에 적용되는 적응적

compensation)을 수행하여 영상간에 존재하는 시간적

컬러 공간 변환(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 기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SCC의 표준화과정을 위한

술에 대해 소개한다. 한편,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기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 예측 방법은 일

중 앞의 두 기술(IBC 모드와 palette 모드)은 SCC 영

반적인 영상(자연 영상) 내에 존재하는 중복성을 제거

상의 독특한 특성을 주로 반영하기 위한 기술인 반면,

하기에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스크린 콘텐츠(screen

적응적 컬러 공간 변환 기술은 SCC의 특성과는 관련성

content)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형태의 중복성에 대해

이 적으며, SCC 영상 혹은 자연 영상의 구분 없이 성

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은 연구팀에 의하여 관

능을 갖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찰되었다. 이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일반적인
자연 영상과 스크린 콘텐츠가 상호 차별되는 특성이 있

Ⅱ. IBC(Intra Block Copy) 모드

기 때문인데, 그 두드러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즉, 스크린 콘텐츠의 경우, 1) 강한 에지 성분이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크린 콘텐츠(screen

많이 발생한다는 것과; 2) 동일 프레임 내에 반복적으

content)에서는 일반적인 영상과는 달리 한 화면 내에

로 발생하는 패턴이 많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

서 유사한 패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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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그림 2>의 MV, motion vector), IBC 기술은 현
재 프레임 내의 복호화가 완료된 영역만을 참조 영역으
로 설정한다(<그림 2>의 BV, block vector).

1. Block Vector prediction
IBC 기술에서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예측 블록까지
의 위치를 지시하는 2차원 벡터를 블록 벡터(block
<그림 2> 화면 간 예측과 IBC와의 개념적 차이

vector, BV)라 한다. 화면 간 예측의 움직임 벡터
(motion vector, MV)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IBC와 화

것을 공간적 중복성(spatial redundancy)이라고 표현

면 간 예측을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인“블록 벡

할 수도 있지만, 기존 HEVC 버전 1까지의 화면 내 예

터”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움직임 벡터와 블록 벡터는

측이 주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중복성이 갖는 의미와는

정확도(pel precision)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갖는데, 움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그 차이점 중 하나는 그 대상과

직임 벡터는 1/4 화소 단위의 정확도(quarter-pel
accuracy)를 갖지만, 블록 벡터

의 거리(distance) 이다. 즉, 화
면 내 예측에서 말하는 공간적 중
복성은 한 영역의 화소 값들이 공
간적으로 바로‘인접’
한 영역의
화소 값들과 유사성(혹은 연속성)

Intra Block Copy 기술은 한 화면
내의 유사한 패턴을 참조하여 화면내
부호화 하는 기술이며,이를 위해 벡터
(거리)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을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는 1 화소 단위의 정확도(full
pel)로 표현된다. 블록 벡터는 움
직임 벡터와 마찬가지로 예측 부
호화를 수행한다. 즉, 탐색을 통
해 결정한 블록 벡터를 블록 벡터

IBC 기술에서 말하는 공간적 중복성은 한 영역의 화소

예측 값(block vector predictor, BVP)과 블록 벡터 차

들이‘다른’영역의 화소들과 그 형태 혹은 구성에 있

분 값(block vector difference, BVD)으로 나누어 부

어서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호화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화면 내 예측의 경우에는 거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1)

않는 반면, IBC 기술은 필연적으로 벡터(거리)의 개념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움직임예측

SCM 2.0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BVP는 2개의 후

(좀 더 구체적으로는 HEVC 버전 1의 화면 간 예측 부

보벡터(entry)를 가지는 BVP 후보 리스트에서 선택되

호화 기술인 AMVP (Advanced Motion Vector

며, BVP 후보 리스트는 1) 현재 블록에 인접한 바로

[6]

Prediction) )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즉, 블록

이전 블록의 블록 벡터와, 2) 현재 블록과 인접하지는

단위의 탐색을 통해 예측 값을 찾은 후, 원본 값과 예

않으나 과거에 IBC로 부호화가 완료된 블록의 블록 벡

측 값의 차분 값인 잔차 신호를 부호화한다는 점과 예

터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구체적인 BVP 후보 리스트

측 값까지의 위치를 부호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을 수 있다. 이때 IBC 기술과 화면 간 예측과의 가장

Step 1: 현재 PU(Prediction Unit)의 좌측 인접 블

큰 차이점은 예측 값의 탐색이 수행되는 참조 영역의

록인 <그림 3>의 a1 위치에 IBC 모드가 사용된 경우,

시간적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그림 2>에서 볼

a1 위치의 BV를 BVP 후보 리스트에 저장한다. 참고

수 있듯이 종래의 화면 간 예측은 현재 프레임(t

로 <그림 3>은 AMVP의 spatial MVP(motion vector

frame)을 제외한 다른 프레임(예를 들어, 이를 (t-1)

predictor) 후보와 IBC의 BVP 후보 리스트 생성 과정

frame으로 표시하였다)을 참조 영역으로 설정하는데

에서 사용되는 참조 위치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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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와 (-CU 넓이,0)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앞선
과정을 통해서도 BVP 후보가 결정되지 못한 8×8 크
기의 CU의 경우, CU넓이는 8 이므로 최종 BVP 후보
는 각각 (-16,0)과 (-8,0)으로 결정한 후 이를 BVP
후보 리스트에 추가하고 과정을 종료한다. 만일, 디폴
트 벡터중 하나만 필요한 경우에는 (-2×CU 넓이,0)
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3> Spatial MVP 후보와 BVP 후보

2. Intra Block Copy 탐색 영역

언급하였듯이 IBC의 BVP 후보 리스트 생성과정은

IBC 모드는 HEVC RExt의 표준화 과정에서 이미 논

AMVP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지만, 상호간의 차이점은

의된바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HEVC RExt 최종 버

AMVP의 spatial MVP 후보 생성 과정에서는 <그림

전 (즉, 버전 2기술)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의

3>의 {a0, a1, b0, b1, b2} 위치 블록의 정보를 사

IBC 기술과 현재 SCC에 제안되고 있는 IBC 기술 간의

용하지만, BVP 후보 리스트 생
성 과정에서는 {a1, b1} 위치의
블록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Step 2: 상단 위치의 참조 여
부는 부/복호화기의 메모리 사용

가장 큰 차이점은 탐색 영역의 크

Palette 부호화는 블록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소 값을 특정 인덱스로
표현한 후, 비트 스트림에는 인덱스
정보를 부호화 하는 것이다.

을 고려하여 동일 CTU(Coding

기에 있다. HEVC RExt 표준화
과정에서 사용되던 IBC 탐색 영
역은 현재 CU가 속한 CTU와 인
접한 좌측 CTU로 한정되었다.
이와 달리, 현재 HEVC SCC 표

Tree Unit) 내부로 한정된다. 즉, b1 위치가 현재 PU

준화 과정에서 논의되는 IBC 탐색 영역은 현재 프레임

가 속한 CTU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b1 위치는 참

내부의 영역 중 현재 CU 이전에 부호화가 완료된 모든

조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 b1 위치에서 IBC 모드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탐색 영역의 확장은 부호화 효율

가 사용되었다면 BVP 후보 리스트에 해당 BV를 추가

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증가된 부호화 효율을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2개의 서로 다른 BVP

살펴보면, all intra 환경을 기준으로 최대 69.39%의

후보가 생성된 경우 BVP 후보 리스트 생성과정을 종료

BD-rate[7] 성능 향상을 보이며, 전체 실험 영상 평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step으로 넘어간다.

적으로는 19.06%의 BD-rate 성능 향상이 보고 되었

Step 3: 과거에 IBC 모드가 사용된 PU 중, 부호화

다[8]. 또한 자연 영상에서는 IBC의 탐색 영역의 크기를

순서를 기준으로 현재 PU와 가장 가까운 과거 2개의

증가시켜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실험결과 보

PU가 가지는 BV를 BVP 후보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

고[8] 또한 살펴보면, IBC가 스크린 콘텐츠에 대하여 주

때 고려하는‘과거의 PU’
도 현재 PU가 속한 CTU 내

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PU로 한정된다. 이 과정에서 BVP 후보 리스트에

이는 자연 영상에 비해 스크린 콘텐츠에서는 유사한 형

이미 존재하는 BVP와 과거의 BV가 상호 중복된다면

태나 패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해당 BV는 BVP 후보 리스트에 추가되지 않는다.

것이라 할 수 있다.

Step 4: 상기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 다른 2개의
BVP 후보가 다 생성되지 않은 경우 (즉, 2개의 BVP

Ⅲ. Palette 모드

후보 리스트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BVP 후보는 현
재 CU의 넓이를 참조하여 디폴트 값인 (-2×CU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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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다양한 영상 포맷(BMP, GIF, TIFF, PNG

에는 특히 palette 부호화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등)에서 사용 되어 오던 것이다. 예를 들어 16 color

palette 부호화 과정은 크게 palette table을 부호화

혹은 256 color bitmap의 경우에는 16 혹은 256 개

하는 과정과 color index map(컬러 대신 인덱스로 맵

의 컬러 정보를 인덱스(index)로 만든 palette를 가지

핑된 영상 또는 블록)을 부호화하는 2개의 과정으로 나

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의 HEVC SCC 표준화

눌 수 있다.

를 위한 SCM 2.0에 palette 부호화라는 새로운 부호
화 방법이 채택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부호화 방식에는

1. Palette table coding

비록 차이가 있지만, palette이라는 기본 개념에 있어

<그림 4>는 palette table의 생성 과정을 부호화 입

서는 기존의 bitmap에서 의미 하는 바와 상당히 유사

장에서 개념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우선 화소 값들을

하다.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을 때 N 개의 피크가 있다고

palette 부호화는 블록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소

가정하고, N 개의 피크 화소 값을 major color라고 정

값을 특정 인덱스로 표현한 후, 비트 스트림에는 인덱

의하고, major color를 중심으로 설정한 양자화 구간

스 정보를 부호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화소 값과

(quantization zone) 내부에 위치한 컬러들은 major

인덱스 간의 맵핑 정보를 palette table으로 정의하고,

color로 양자화 한다. 최종적으로 N 개의 major color

각 화소 값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color index라 한다.

는 각각의 color index로 맵핑된다. 이때 major color

palette 부호화 기술과 기존 압축 부호화 방식을 비

로 표현되지 않는 양자화 구간 외부의 화소 값은

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

escape color이라 하며, escape color는 color index로

적인 영상 압축 기술은 예측(prediction), 양자화

부호화 하지 않고 화소 값 자체를 양자화 하여 부호화

(quantization), 엔트로피 부호화(entropy coding)의 3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4> 에서는 한 가지 컬러

가지 주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 장에서 설명한 IBC

채널(예, R)의 히스토그램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실제

기술이나 기존의 화면 내 예측(intra prediction) 기술

color index 값 하나는 3 채널(예, R, G, B) 화소 값

역시 위의 3가지 주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들의 조합을 대표한다. 즉, 하나의 color index가 주어

예측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영역(혹은 블록)을 부호화

졌을 때 3 채널로 이루어진 완전한 화소 값을 생성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양자화와 엔트로피 부호화

수 있다.

과정만으로 압축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palette

지금까지 palette table의 color index 생성과정을 개

부호화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결과론

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생성된 palette table은

적으로 IBC나 화면 내 예측 기술이 활용하는 공간적

CU별로 독립적으로 부호화해야 하는데, 만약 각 CU의

중복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palette 부호화가 선택된

palette table 간에 공통요소가 있다면 전송 정보를 상당

다고 볼 수 있다. palette 부호화는 현재 블록을 구성
하는 컬러 정보(화소 값의 가짓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여기서 컬러 정보가 적다는 것은
각 컬러를 인덱스로 표현했을 때(즉, palette으로 생성)
더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 콘텐츠 중 그래프나 도형 등이
많은, 예를 들어, ppt 스크린을 생각해보면, 사용되는
컬러의 수는 제한적이며(적으며), 그래프나 도형 내부
에서는 유사한 색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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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alette table의 predictor 생성 과정

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1) Palette stuffing

각 CU별 palette table 간의 예측부호화를 수행한다. 이

<그림 5>에서 만약 CU1에서 사용된 총 color index

와 관련된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수가 적다면 CU2에 대한 predictor가 가지는 color

palette table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소 값 히스

index의 개수 역시 적을 것이다. 이것은 predictor로

토그램을 기반으로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될 후보 color index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color

palette 모드로 부호화된 CU를 참조하여 현재 CU 의

index를 재사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활용 빈도가

[9]

palette table의 predictor (이전 CU의 palette을 사용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SCM
2.0에서는 palette stuffing이라

함)를 생성하며, predictor 내의
각 color index (palette entry)
별로 현재 CU에 실제로 사용되
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flag)
를

전송한다. 이

flag는

previous_palette_entry_flag 라

palette stuffing 기술은 시간적으
로 가장 가까운 CU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전 CU의 palette table
로부터 현재palette table의
predictor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고 부른다. <그림 5>는 palette

는 기술을 채택하였다. 본 기술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CU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전 CU의
palette table로부터 현재 palette
table의 predictor를 생성하는 기
술이다. <그림 5>를 예로 들면,

table 생성 과정에서 과거의 CU를 참조하는 과정의 예

CU3에 대한 palette table의 predictor가 가지는

를 보여주고 있다. SCM 2.0 발표 이전의 palette 모

entry 중 최우측 요소(검정색)는 CU2가 아닌 CU1으

드 구현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CU2를 현재 부호화 중

로부터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SCM 2.0 발

인 CU 라 할 때, palette 모드가 사용된 CU 중, 부/복

표 이전의 palette 모드는 1개의 CU를 참조하여

호화 순서를 기준으로 현재 CU와 가장 인접한 CU(<그

predictor를 생성하였으나, palette stuffing 기술을 채

림 5>의 CU1)의 palette table을 현재 CU의

택한 SCM 2.0의 palette 모드는 2개의 CU를 참조하

predictor로 사용한다.

여 predictor를 생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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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or index map coding

(2) Grouping reuse flag
상기 palette stuffing 기술은 palette table의

앞서 설명한 palette table이 생성된 이후, 현재 CU

predictor가 갖는 palette entry 개수가 적은 경우를

내의 화소들은 color index로 바뀌어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반대로 predictor 내의

color index map이라 한다. color index map의 부호

palette entry의 개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화에 앞서, CU 단위의 palette_transpose_flag를 사용

previous_palette_entry_flag의 개수 또한 증가한다(비

하여 color index의 스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

트 량 증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의

다. 따라서 color index map의 스캔 방향은 각 CU별

flag 4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 단위로 그

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

사용 여부를 알리는 정보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

로 구해진 color index map은 ‘INDEX 모드’,

다. 이 그룹 단위의 flag는 palette_all_zeros_in_group

‘COPY_ABOVE 모드’
, 그리고‘ESCAPE 모드’
의 3

flag(이하 grouping reuse flag)라 한다. grouping

가지 모드를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각 모드의 의미와

reuse flag는 현 그룹에 포함된 palette entry들이 모

전송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1’
로 설정되며, 이때 그룹

INDEX 모드: 런(run)의 시작 color index 값과 런

내의 previous_palette_entry_flag들은 전송되지 않는

길이(run-length)를 부호화 한다. 따라서 모드 정보,

다. 추가적으로 영상 부호화에서 널리 활용되는

color index, 런 길이의 3가지 정보가 전송된다.

EOB(end of block, 블록 내에서 부호화되는 마지막

COPY_ABOVE 모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상단 행

샘플임을 알리는 flag)와 유사
한 개념의 flag도 사용되고 있
다. 이는 palette_last_group
flag이라 하며, 해당 그룹이 현

의 color index들을 런 길이만큼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 기술은 컬러 공간 변환을
통해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재 CU의 palette table에서 사

현재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채워 넣
는다. 따라서 모드 정보, 런 길이
의 2가지 정보가 전송된다.
ESCAPE 모드: escape color로

용된 마지막 palette entry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리

결정된 화소는 상기 INDEX 모드와 COPY_ABOVE 모

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grouping reuse flag 값이‘0’

드를 사용하지 않고, 화소 값을 직접 양자화 하여 전송

인 경우(즉, 현재 그룹 내의 palette entry 중 현재 CU

한다. 따라서 escape color 화소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더

에 사용된 palette entry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라도 런 길이를 사용하지 않고, 각 escape 화소별로 모

경우), palette_last_group flag를 통해 추가적인 그룹

드 정보와 양자화된 화소 값의 2가지 정보가 전송된다.

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리며, palette_last_group flag

이렇게 3가지 모드를 이용한 color index map의 부

가‘1’
인 경우 현재 palette table에 대한 predictor의

호화 과정은 <그림 6>의 간단한 예에서 확인할 수 있

시그널링을 종료한다.

다. palette 모드로 인해 향상되는 부호화 효율을 살펴
보면, all intra 환경을 기준으로 최대 25.98%의

(3) Palette sharing

BD-rate 성능 향상을 보이며, 전체 실험 영상 평균적

palette sharing은 과거의 palette 모드로 부호화된

으로는 10.60%의 BD-rate 성능 향상이 보고되었다.

CU의 palette table을 현재 CU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

한편, 자연 영상의 부호화 성능만을 보면 0.05%의

법이다. 이때 사용되는 과거 CU는 부/복호화 순서를

미세한 BD-rate 성능 저하를 보인다[10]. 요약하면,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바로 이전의 palette 모드로 부호

palette 모드 역시 IBC와 마찬가지로 스크린 콘텐츠에

화된 CU로 한정한다.

대하여 매우 효율적인 기술이지만, 자연 영상에 대해서
는 그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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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601(최초에는 CCIR.601)은 SD급, BT.709는
HD급을 위하여 제정된 표준이다. 또한 YCbCr은 이전
컬러시스템인 YUV의 특성을 이어받은 컬러 공간이지
만, YUV는 텔레비전을 위한 아날로그 신호이고
YCbCr은 디지털 신호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영상 압축에서 YCbCr 컬러 공간이 선호되어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RGB로 표현된 신호는 각 채널 간의 상관도가 높기 때
문에 상당한 중복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저장이나 전송
혹은 압축의 관점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지시각시스템(HVS: Human Visual
System)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의 눈은 밝기 성
<그림 6> color index map 부호화

분(Y)보다 색차 성분(Cb, Cr)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색차 성분은 서브 샘플링하거나 압축하기에 용

Ⅵ.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

이하다.
YCbCr 컬러 변환은 영상 압축 관점에서 유용한 측면

앞의 두 기술, 즉 IBC와 palette 부호화는 스크린 콘

을 가지지만, RGB에서 YCbCr로(변환) 또한 YCbCr에

텐츠를 위해 설계된 기술인데 반해, adaptive color

서 RGB로(역변환)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

space transform 기술은 컬러 공간 변환을 통해 부호화

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YCbCr 4:2:0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 콘

의 경우에는 RGB로 역변환 할 경우(RGB → YCbCr

텐츠와는 큰 관련성이 없으며, 스크린 콘텐츠와 자연 영

→ RGB) 26~40dB 수준으로 떨어지고, 서브 샘플링

상 모두의 경우에 있어 압축 효율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없는 4:4:4의 경우에도 대략 53dB 수준으로 화질

HEVC 버전 1은 전통적인 영상 압축 방법과 마찬가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컬러 정보의 손실을 막

지로 YCbCr 영상의 부호화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RGB 컬러 정보의 직접 부호화라

지만 HEVC range extensions 및 SCC에서는 컬러 변

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컬러 채널 간의 중

환에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을 막기 위하여 RGB의 직

복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adaptive color space

접 부호화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술은 RGB 직

transform은 이러한 중복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본

접 부호화의 압축 효율을 돕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은 RGB 컬러 공간에서 예측(prediction) 과정이

컬러 변환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

끝난 이후에 적용되는데, 즉 원본 값과 예측 값의 차분

되는 영상 시스템과 컬러 변환이 설계된 이유에서 찾을

값인 RGB 컬러 공간의 잔차 신호에 적용되며, 해당 잔

수 있다.

차 신호의 컬러 공간을 선택적으로 변환한다. <그림

전통적인 시스템들의 압축과정은 영상 획득과 디스플

7>은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 기술이 적용된

레이에서 사용하는 컬러 공간괴는 다른 공간을 사용하

복호화기 구조를 나타낸다. 참고로 <그림 7>의 cross-

여 왔다. 구체적으로 영상의 획득과 디스플레이 시에는

component prediction 기술은 HEVC RExt 표준에 채

RGB 컬러 공간의 데이터가 사용되지만 영상의 압축 시

택된 기술로, 각 컬러 채널간의 중복성을 예측 과정 수

에는 YCbCr 컬러 공간이 사용되어 왔다. YCbCr 컬러

행을 통하여 감소시킨다. 따라서 채널 간 중복성을 줄

공간은 1982년에 제정된 컬러 변환 표준으로, ITU-R

이기 위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adaptiv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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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을 포함한 복호화 순서도

space transform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행하여 최대의 decorrelation을 제공하는 변환을 찾아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의 경우에는

내는 과정을 통해 설계되었다. 여기에 역변환의 계산을

prediction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decorrelation을

수월하게 설계하기 위해 KLT의 값을 약간 조정하여 식

수행하는 변환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와 식 (3)의 최종 변환을 얻게 되었다[11]. 따라서 식
(3)의 경우에는 덧셈 연산만으로 역변환이 가능하다.

1. YCoCg & YCoCg-R color space

YCoCg 변 환 은 정 규 화 된 변 환 (normalized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에서 사용하는 컬러

transform)이 아니라는 특징을 갖는다. 즉, Y와 Cg

공간은 YCoCg이다. 이는 손실 부호화와 무손실 부호

신호의 norm은 √
6/4이고 Co 신호의 norm은 √
8/4이

화에 따라 각각 YCoCg와 YCoCg-R 컬러 공간이라는

다. 따라서 손실 부호화에 adaptive color space

다른 명칭을 갖는다.

transform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우선 손실 부호화에 사용되는
[11]

컬러 공간 변환인 YCoCg

변환

을 살펴보면, YCoCg 변환은 변
환(forward transform) 과정에
서는 식 (2)가, 역변환(inverse

QP(quantization parameter) 값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 기술은 RGB 실험 영상
평균적으로18.01%의 BD-rate 성능
향상이 보고되었다.

을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SCM 2.0에서는 Y, Co, Cg 채
널별로 (QP-5, QP-3, QP-5)
값이 적용된다. 컬러 공간 변환
이후, 양자화 과정에서 QP 값을

transform) 과정에서는 식 (3)이

조정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HEVC RExt의 잔차 신호

사용된다.

부호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참고로 디블록
(2)

킹 필터링(deblocking filtering) 시에는 컬러 공간 변
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CU에 할당된 기본 QP 값을
기반으로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한다.
YCoCg와 RGB 신호간의 변환 과정은 수학적으로 손

(3)

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식 (2)의 나눗셈 연산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소수 단의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손실이 허용되는 손실 부호화 모드와는 달리,

식 (2)와 (3)의 YCoCg 변환/역변환은 수많은 영상에

무손실 부호화 모드의 경우 무손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하여 3×3 integer correlation matrix를 계산하고,

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표현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

이에 대하여 KLT(Karhunen-Loeve Transform)을 수

인 비트 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무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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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시의 adaptive color space transform에서는
[11]

정수 연산만으로도 완벽한 복원이 가능한 YCoCg-R

상태이다. 따라서 산업계 및 학계는 HEVC SCC의 표
준화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환을 사용한다. 변환 및 역변환은 각각 식 (4)와 식
(5)가 사용되는데, 이는 YCoCg 변환을 l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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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HDR/WCG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MPEG 활동

Ⅰ. 서 론
최근들어 TV 시장에서는 UHDTV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MPEG 표준화 활동에서도 비디오분야에서는
UHD 콘텐츠 부호화를 위한 표준인 HEVC 표준 버전1과 이를 확장
한 RExt(Range Extension) 표준을 제정하였다. UHDTV 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사용자가 현장감과 실재감을 주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나 해상도(resolution)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TV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대역의 밝기와 콘트라스트(contrast) 값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칼
라 성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SD급, HD급, UHDTV급을 위한 색재
현공간에 대한 표준으로 각각 ITU-R BT.601, BT.709,
BT2020이 있다. BT.709보다 더 넓은 색재현공간을 WCG(Wide
Color Gamut)이라고 부른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BT.2020과
DCI(Digital Cinema Initiatives) P3가 있다. 향후 TV는 현존하는
색재현범위(Color Gamut)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많은
색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콘텐츠는 더 넓은 범
위의 밝기와 콘트라스트뿐만 아니라 WCG을 를 가질 것이다. <그림
1>은 CIE 1931 색도성분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이러한 콘텐츠
들은 카메라로 얻거나 컴퓨터로 생성한 영상일 것이며 방송, 통신,
광매체, 각종 메모리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급될 것이다.
현재 제공되는 TV 시스템은 0.1~100 cd/m2 정도의 밝기를 가
지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SDR (Standard Dynamic Range) 기반이
오승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다. 이 정도의 밝기는 전구, 태양의 표면, 밤하늘의 밝기가 각각
10,000 cd/m2, 수십만 cd/m2, 0.005 cd/m2 라는 점에서 볼 때
실생활에서 접하는 밝기영역을 훨씬 밑도는 값이며, 일반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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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00,000 cd/m2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표 1> HDR/WCG 콘텐츠 시장분야와 그 속성

재 SDR 수준의 콘텐츠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

구분

[1]

지 못한다 . 그러므로 향후 TV 서비스에서는
EDR(Extended Dynamic Range)을 넘 어 서

Contribution

HDR(High Dynamic Range)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K cd/m2 정도 이상의 밝기대역을
HDR라고 하며, EDR은 SDR과 HDR 사이의 밝기대역
을 가진다.
B2B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HDR과 WCG(Wider
Color Gamuts)이 반영된 미래 콘텐츠 시장을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MPEG 비디오 부호화 표준기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HEVC 버전1 표준이
제정되는 시점인 2013년부터 상기한 HDR/WCG 콘

속성
- 여러 회에 걸친 복부호화
- 편집가능 및 저지연 (인트라 또는 매우 짧은 GOP
구조)
- 시퀀스 혼합과 크로마 키잉(chroma keying)
- 상대적으로 고 비트율 (저 압축율)
- 풀크로마(full chroma, 4:4:4) 보존
-

고충실도(High Fidelity)
상대적으로 고비트율
긴 GOP 구조
다양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 (저비트율, SDR, 좁은
색재현 범위, 저해상도 등)
- 풀크로마(4:4:4) 보존

B2C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

적당한 충실도
다양한 비트율
다양한 GOP 크기
다양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 (저비트율, SDR, 좁은
색재현 범위, 저해상도 등)
- 고비트율에서는 풀크로마

텐츠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HDR/WCG 콘텐츠
부호화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
다. 이 활동은 헐리우드 영화 콘텐츠 시장을 등에 업은

과가 크다.’
고 주장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HDR HDTV
기술을 선보여서 큰 관심을 끌었

미국 NB(National Body)를 중심
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의 돌비사
(Dolby Laboratories, Inc.)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돌비사는 2014년 1월 라스베가
스 에 서 개 최 된 CES2014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HDR
(High Dynamic Range)/
WCG(Wider Color Gamuts)
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부호화 표준
작업에 착수하였다.

(Cosumer Electronics Show
2014)에서‘더 좋은 화소가 더 많은 화소보다 파급효

다. MPEG Requirement 그룹에
서는 미국 NB를 중심으로 주장하
는 상기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2014년 4월 스페인 발렌시아에
서 개최된 108차 MPEG 회의에
서 HDR/WCG 콘텐츠 부호화를

위한 AhG(Ad Hoc Group)을 구성하고 아홉 개의
EE(Exploration Experiment) 팀을 형성하여 본격적으
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였다[1-2]. Alpen-AdriaUniversitat Klagenfurt가 호스트하는 이메일 리플렉
터

xyz@lists.uni-klu.ac.at를

만 들 고 ,

http://lists.uni-klu.ac.at/mailman/listinfo/xyz를
통하여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AhG 그룹과 각 EE 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7월 현재 요구사항
을 비롯한 세 가지 문서가 작성되었다[1,3,4]. 이 그룹에
서는 HDR/WCG 콘텐츠 부호화의 필요성을 자세히 분
석하기 위하여 콘텐츠 생성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
지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시장분야와 그 속성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HDR/WCG EE 팀
<그림 1> CIE 1931 크로마시티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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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호화기

(b) 복호화기 구조와 SEI 메시지
<그림 2> Technicolor 사의 코덱 구조

츠 부호하 표준을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부호화기가 신호를 분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
력신호는 선형 4:4:4 RGB 또는 XYZ 신호로 변환되어

Ⅱ. HDR/WCG 복부호화기 구조

분리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변조신호는 정합과정을 통해
적응적인 저비트깊이로 표현되고, 부호화되기 전에 다운

HDR/WCG 콘텐츠를 부호화하기 위한 비디오 표준

샘플링 된다. 변조된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보조 픽

화 활동이 매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범용적인 복부호

쳐(Auxiliary picture), (Frame packing), (Additional

화기 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서 매우 활발

SEI message) 등 세 가지가 있다. 상세한 과정은 [5]와

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크니칼라사(Technicolor, Inc.)

[6]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단의 LBD 신호는 변조신호를
원신호에서 제거한 것이다. LBD

가 2014년 7월 109차 MPEG
회의에서 제안한 모델은 <그림
[5]

2>와 같다 .
<그림 2(a)>에서 부호하기 입력
신호는 고비트깊이(high bit-

MPEG에서는 HDR/WCG 비디오
콘텐츠 부호화를 위하여 비디오 표준
레벨과 시스템 표준 레벨에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depth: HBD)를 가지는 HDR 비

신호는 정합과정을 거치고 입력신
호 포맷에 따라 색도 다운샘플링
과정과 색변환 과정을 거친다. 출
력된 LBD 신호는 HEVC로 부호
화된다.

디오이다. HBD 입력은 두 개의 저비트깊이 신호로 분

복호화기에서 변조신호는 업샘플링과 역정합 과정을

리된다. 하나는 입력신호의 저주파 성분인 변조신호이

거친다. 이 과정에서 SEI에 실려온 역정합 매개변수가

고, 나머지 하나는 변조신호 성분을 원신호에서 제거한

사용한다. LBD 신호도 SEI에 실려온 역정합 매개변수

LBD(Low Bit-Depth) 신호이다. 복호화기는 <그림

를 사용하여 색 재샘플링과 색전이 과정을 거쳐서 역정

2(b)>와 같이 부호화기와 대칭인 동작을 하면서 세 종

합된다. 결과 신호는 복조된 신호와 재결합되어 SEI에

류의 메타데이타를 반영하여 비트스트림을 복원하고 재

실려온 목표 출력 포맷으로 변환된 후에 재생된다.

생한다.

932 _ The Magazine of the IEIE

82

▶ ▶ ▶ HDR/WCG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MPEG 활동

Ⅲ. HDR/WCG 비디오 표준화 요구사항

3) 전이함수(Transform Function)
부호화기로 입력되는 비디오에 적용될 전이함수는 정

지난 109차 회의에서 작성된 요구사항 문서에서는

수 및 부동 소수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시스템

HDR/WCG 비디오 콘텐츠 부호화를 위하여 비디오 표

들이 전이함수와 선형/비선형 고정 소수점 표현에 정합

준 레벨과 시스템 표준 레벨에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

하는 부호레벨 정합을 사용하여 넓은 입력 DR을 정합

[1]

다 . 비디오 표준 레벨에서는 DR, 비트 깊이, 포맷,

시킨다. 더 넓은 DR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이함

색공간, 비트율, 압축효울, 복잡도, 호환성 관점에서

수와 정합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중 부호화

세부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작성된 요구사항을 자세히 살

전이함수도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입력 부호화 전이함

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를 다른 함수로 정합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이 정합
방법이 부호화 효율성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거나 디스플

1. 비디오 표준 레벨

레이 관점에서 더 적합할 수 있다. 수신기에서는 신호
를 재생하기 위하여 적합한 역전이함수를 적용한다. 휘

1)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 DR)

도와 색도는 다른 전이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DR은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의 비 또는 범위이다. 디스플레이의 DR은 갭쳐 도구나

4) 색 샘플링과 포맷

제작 도구의 DR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의 DR에

4:2:0, 4:2:2, 4:4:4 색도 포맷을 제공해야 한다.

대한 디스플레이 정합 방법 또는 함수가 정해져야 한
다. DR 정합은 부호화기와 수신단에서 이루어진다. 표

5) 색공간

준에서는 현시점에서 획득하고 재생하는 범위뿐만 아니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색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라 중장기적으로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비트스

● CIE 1931 XYZ

트림의 DR을 디스플레이 DR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

● ITU-R BT.2020 표준

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데이터를 규정한다.

● DCI-P3 (SMPTE ST 428-1:2006)
● ITU-R BT.709 표준

2) 콘텐츠와 입력 형태 및 비트 깊이

● CIE Luv (CIE 1976)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지원할 계획이다.

EDR 및 HDR은 상기한 색공간을 적당하게 조합한

● 카메라로 찍은 비디오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표준에서는 비트스트림 색공간을

● 정지영상

재생 색공간으로 변환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 애니메이션

를 규정한다. 압축 잡음의 영향뿐만 아니라 압축 잡음

● 고대비(high contrast) 보안 카메라 콘텐츠

과 정합 방법들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한다. 전이함수,

입력 데이터 포맷으로 정수 및 IEEE 754 반정밀도

색공간 변환, 색도 서브/업샘플링, 압축 들간의 상호작

부동소수점을 지원한다. 표준에서 고정 소수점 연산을

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도 조사한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 소수점 포맷을 부
호화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한 정수 포맷

6) 픽쳐 포맷

으로 정합시키는 방법을 고려한다. 수신기가 복호화된

표준에서 취급하는 공간해상도는 다음과 같다.

비디오 포맷을 디스플레이 용도로 정합시키는 방법이

● HD: 1920×1080

제공되어야 한다.

● UHD-1: 3840×2160
● UHD-2: 76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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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24, 25, 30, 50, 60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fps를 지원하며, 100, 120 fps도 고려한다. 29.97
11) 호환성 문제

fps와 같은 비정수 포맷도 지원한다.

콘텐츠 생성, 캡쳐, 재생 기술 등은 시대에 따라 진
7) 압축 성능, 화질, 비트율

보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보급되더라도

부호화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객관적 척도 방

현재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뿐만 아니라 시각적 무손실 압
축 방법도 제공한다. HEVC 표준
이 HEVC 현재 버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것보다 15% 이상 효율적
으로 EDR, HDR, WCG 비디오를
압축하기 위하여 기존 표준은 다

HDR/WCG 비디오 신호의 표현 및
부호화 방법 평가,주관적/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객관적 압축왜곡척도 등 아홉
개의 Exploration Experiment
팀이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스케일러빌리티 기능이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시간적, 색공간,
DR 스케일러빌리티 등이 검토되
고 있다. 그러나 호환성을 제공
하기 위하여 부호화 효율이 크게
저하되지 말아야 한다.

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준에 새로운 부호화 도구를 추가하여 수정

12) 복잡도

● 새로운 메타데이터, SEI (Supplemental

표준화하려는 기술은 사용 예상시점에서 코덱을 구현

Enhancement Information)와 VUI(Video

할 수 있는 수준의 복잡도를 가지도록 한다. 다음과 같

Usability Information)에 새로운 항목 추가,

은 동작점을 제공하면서 복잡도, 압축효율, 화질 간에

HEVC 부호화기의 비표준 조정, 선/후처리 등을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포함한 비표준 수정

● HEVC 버전1, RExt(Range Extension) 등과 유
사한 복잡도를 가지면서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하는

8) 부호화와 트랜스코딩을 위한 다중 생성
한 번 부호화된 비디오 시퀀스를 집 안밖에서 배포하
기 위하여 트랜스코딩 하거나, MPEG DASH를 사용하
는 적응형 비트율 스트리밍을 위하여 콘텐츠를 다양한
비트율과 해상도를 가지도록 트랜스코딩하는 경우에 다

하나 이상의 동작점
● 복잡도가 증가되지만 화질면에서 유사한 향상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동작점
비디오 복부호화를 위한 도구의 복잡도 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복잡도도 고려한다.

시 부호화를 하더라도 심한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아
야한다.

13) 프로화일/레벨
응용분야에 따라 프로화일/레벨을 규정한다.

9) 화상 처리
프레임율 변환, 잡음제거, 크로마 키잉(chroma
keying) 등과 같은 화상처리를 거치더라도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2. 시스템 레벨
MPEG-2 시스템, MPEG DASH, 인터넷 프로토콜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네트워크에
서 비트스트림을 용이하게 실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10) 오버레이 처리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MP4와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

콘텐츠 상에 그래픽을 오버레이 하거나, 서로 다른

되는 파일 포맷에 비트스트림을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DR 또는 색공간을 가진 콘텐츠를 양측에 재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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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선형 입출력 데이터를 다루는 코덱구조

Ⅳ. Exploration Experiments의 역할

2014년 10월 회의까지 지속될 EE3는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을 다룬다[4].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MPEG에서는 아홉 개의 EE 팀을 구성하여 HDR/

기존하는 객관적 평가척도 중에서 한 개 이상의 방법을

WCG 비디오 표준 기술을 제정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택한다. PSNR, SSIM(Structural Similarity)과 같은

있다. EE1(Exploration Experiment 1)에서는

방법들이 SDR 시퀀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듯이

HDR/WCG 비디오 신호를 표현하고 부호화하는 방법을

HDR 비디오 부호화 방법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평가한다. 이미 정해놓은 앵커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왜곡척도를 찾는다. 초기 시각적인 시험은 로

[4]

수 있는 비표준 처리 방법이 있는 가를 결정한다 . 현

잔 연방 공과대학교(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재 고려하는 처리 분야는 색변환, 다운/업 샘플링, 전이

Lausanne, EPFL)가 수행하고 있다. EPFL에서는 소

[4]

함수 등이다 . 색변환 분야에서는 Y’
u’
v’(Y’
을 위한

스와 부호화된 시험 시퀀스 간의 객관적 척도와 SIM2

PQ), Y’
u”
v”(PQ 와 PH-10K), Y’
CbCr, 적응형 색변

디스플레이에서 측정된 시각적 평가치 사이의 상관도를

환 등을 고려하며, 다운/업 샘플링 분야에서는 에일리

분석한다. 사용하는 주요 시퀀스는 Seine, Market3,

어싱(aliasing) 제거 필터 (Y’
CbCr), 다운/업 샘플링을

FireEater2, Tibul2, Balloon 등 테크니칼라사가 제공

위한 선형 대 비선형 공간 (Y’
CbCr), 음수 탭을 피하기

한 다섯 개와 Lux, Typewriter 등이다. 스템사(Stem,

위한 짧은 필터, YCbCr과 Y’
uv용 2탭, 적응형 다운/

Inc.) 또는 텔레스코프사(Telescope, Inc.)가 각각 추가

업 샘플링 등을 시험하고, 전이함수 분야에서는 돌비

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시퀀스도 사용될 수 있다.

2

PQ-10K를 앵커로 하여 PH-5K 및 10K cd/m 에서

109차 MPEG 회의에서 제공된 HEVC Main10,

최적화된 필립스사(Phillips, Inc.)의 전이함수, 테크니

4:2:0 앵커 생성을 위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부호화

칼라사의 G-Log 등을 시험하고 있다.

체인을 시험에 사용하고 있다. 이 환경에서 사용되는

EE2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주관적 화질 평가
[4]

방법을 조사한다 .
1) 2015년경에 사용될 디스플레이에서 복호화된 시
퀀스의 화질을 평가
2) 주관적 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비디오 부호화 알고
리즘의 성능을 비교
HDR 디스플레이 한 개를 사용할 경우의 시청 시험
방법은 side-by-side 방식이고, 시각적인 비교는
“four-stimuli”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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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공간은 YCbCr이며, 각 시험 시퀀스에 대하여 압축하
지 않은 시퀀스 1개와 낮은 비트율료 압축된 3개 버전
이 제공된다. 이 시험이 종료되면 YDzDx 색공간을 사
용한 HEVC Main10과 다른 평가 방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시험용 시퀀스 포맷은 4:4:4 RGB BT.709,
openEXR이다. 이 그룹에서 평가되는 객관적 평가척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RGB 신호를 PQ-TF 16비트 영역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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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R Y’
CbCr 4:4:4 각 성분에 대한 MSE를

1) 초기에는 PQ 전이함수를 사용하고 이후 다른 전

측정하여 세 값에 대한 평균치로 나타낸다. XYZ

이함수를 사용하여 12 또는 10 비트로 샘플을

신호를 적용한 경우는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표현하였을 때 DR 신호에 대한 비트깊이 표현의

2) deltaE2000 또는 PSNR_deltaE2000-peak

특성을 조사한다. 시험 초기에는 최대 밝기를

2

65504인 경우에는 100, 1000, 5000 cd/m 에

10,000 cd/m2로 제한하고, EE1 팀의 결과에

해당하는 흰색 참고 휘도값에 대하여 시험한다.

따라 5,000, 2,000, 1,000 cd/m2로 확장시

3) mPSNR[7]

킨다. 검정 휘도 레벨은 0.005 cd/m2에 맞춘다.

EE4에서는 HDR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들의 성능평
[8]

가를 위한 객관적인 압축 왜곡척도를 조사하고 있다 .
HDE 코덱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전이함수를 통해 가
공된 입출력 데이터 사이의 왜곡을 측정하는 경우 기존

2) 위 결과에 기반을 두고 8 비트 표현에 대하여 평
가를 진행할 것인 가를 결정한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HDR 콘텐츠에도 적용하며, 더
큰 비트깊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처럼 YCbCr/YUV 비디오의 각 컴포넌트에 대한

비디오 압축을 위한 비트깊이 측면에서는 상기한 조

PSNR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다. EE4에서는

사결과에 기반을 두고 12 비트와 10 비트 상황에서

이런 경우를 위한 왜곡척도 방법을 조사하는 것이다.

부호화기를 시험한다. 어떤 한 비트깊이가 특정한 전이

EE5에서는 HDR 콘텐츠 색도성분에 대한 서브샘플링
[9-10]

함수로 주어진 데이터 표현을 위하여 충분하지 않으면

. 색도성분 서브샘플링은

그 비트깊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 다

HDR 콘텐츠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기

수의 표현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각 경우들에 대하여 성

때문에 4:4:4와 4:2:0 간에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이

능분석을 하여 각 표현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성능을

HDR 부호화 체인에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판정한다. 12 비트 대 10 비트 비교에 가장 큰 비중

HDR/WCG 콘텐츠 보급을 위하여 4:4:4와 4:2:2 색

을 두고 있다.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도성분 서브샘플링 포맷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평가하

8 비트 경우를 시험할 필요가 있으면 출력 비트를 8

며, 더불어 4:2:2와 4:2:0 포맷의 경우에 압축 성능을

비트로 하여 YCbCr 709 10 비트 앵커를 생성하기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다운/업샘플링 방법을 조사

위하여 정해놓은 조건과 동일한 시험 조건을 사용한다.

한다. 더불어 색도성분 서브샘플링이 YDzDx, CIE u’
v’

Main-10 대신에 Main 프로화일을 사용한다. 결과는

과 같은 색 표현방법에 미치는 영향과 부호화 효율 및

10 비트 및 12 비트 앵커와 비교한다.
EE8에서는 HDR/WCG 표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

비디오 화질에 주는 영향을 조사한다.
EE6에서는 HDR 콘텐츠와 부호화에 적용될 색변환
[11]

방법을 조사한다 . 다양한 색변환 방법들이 특정한
전이함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가와 색 다운샘플

요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HDR 콘텐츠를 확보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EE9에서는 SDR TV에서 콘텐츠를 보고 평가하기 위
하여 HDR에서 SDR로 변환하는 방법을 조사한다[13].

링과 비트깊이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조사한다.
EE7에서는 비디오 신호 표현과 EDR 및 HDR 콘텐

HDR 콘텐츠 압축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트 압축에서 발생하는 영향력들과 비트깊이 간의 요구

H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하지만 초기에는 SDR 디

사항을 평가한다. DR, 최대 밝기, 다양한 전이함수, 색

스플레이에서 HDR 콘텐츠를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공간, 색도성분 샘플링 등과 비트깊이 간의 상호 영향

HDR 부호화 시스템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

[12]

을 다른 EE 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한다 .

로 예상된다. 비록 이 결과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겠지

비디오 신호 표현을 위한 비트깊이 측면에서는 다음과

만 문제점들을 보다 쉽게 인식하여 더 깊은 연구를 할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HDR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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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S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
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판단한다.

Sapporo, Japan, July 2014.
[2] A. Luthra, E. Francois, and W Husak, “AHG on
Support of HDR XYZ Color Space and HDR,”N14501,
108th MPEG meeting, Valencia, Spein, April 2014.

Ⅴ. 결 론

[3] A. Luthra, et al., “Test sequences and anchor
generation for HDR and Wide Gamut Content

최근들어 TV 시장에서는 UHD TV와 HDR TV가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HDTV 화면크기에서 인간
2

Distribution,”N14548, 109th MPEG meeting, Sapporo,
Japan, July 2014.

이 인지할 수 있는 100,000 cd/m 정도의 밝기 대

[4] A. Luthra, et al., “Exploration Experiments for HDR

역을 제공하여 고급 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장이

and Wide Gamut Content Distribution,”N14549, 109th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돌비사의 HDR 기술과 헐리우드
콘텐츠 시장이 맞물리어 HDR
TV 시장의 가능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MPEG 비디오 부호화

MPEG meeting, Sapporo, Japan,

디스플레이 제조업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미래 TV 시장 확보를 위하여 매우
적극적으로HDR/WCG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July 2014.

그룹에서는 HEVC 버전1 표준이

[5] F.
“

Le

Leannec,

Modulation

et

al.,

channel

information SEI message,”
m33776, 109th MPEG meeting,
Sapporo, Japan, July 2014.

제정된 2013년을 기점으로 2014년 4월 108차

[6] F. Le Leannec, et al.,“Usage of modulation channel

MPEG 회의에서 Requirement 그룹에서 HDR/WCG

for high bit-depth and floating point signal

콘텐츠 부호화를 위한 AhG 산하에 아홉 개의 EE 팀을

encoding,”m33939, 109th MPEG meeting, Sapporo,

구성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였

Japan, July 2014.

다. 본고에서는 지난 109차 회의에서 정해진 요구사

[7] J. Munkberg, P. Clarberg, J. Hasselgren and T.

항 문서를 포함한 세 개의 결과문서를 기반으로 아홉

Akenine-Moller, “High Dynamic Range Texture

개의 EE 팀에서 수행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Compression For Graphics Hardware”, ACM

현재까지는 테크니칼라사와 돌비사 등 몇몇 기관들만
이 기술 기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디오 표준화

Transactions on Graphics (Proceedings of ACM
SIGGRAPH 2006), vol. 25, no. 3, 2006.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EE

[8] E. Francois, H. Thoma, EE4 participants,“Description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활

of Exploration Experiments 4 on objective distortion

발하게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제

metrics for HDR video coding,”m34368, 109th MPEG

조업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업

meeting, Sapporo, Japan, July 2014.

체들이 미래 TV 시장 확보를 위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H. Thoma and E. Francois,
“Report on the XYZ/HDR
Exploratory Experiment 5 (EE5): Subsampling and its
impact on coding performance and video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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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코덱 구현 및 상용화 기술

HEVC 코덱 구현 및
상용화 기술

Ⅰ. 서 론
최근 고해상도,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ISO/IEC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과 ITU-T
VCEG (Video Coding Expert Group)에서는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를 결성하여 H.264/AVC 보
다 2배 향상된 압축효율을 목표로 새로운 비디오 압축 표준인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1-2].
안용조
광운대학교

2013년 1월 HEVC 1차 버전의 최종 표준안이 완료된 이후에도
scalable, multi- view,
및 range 에 대한 확장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특히, HEVC는 고화질
3D 방송 및 UHD 방송

HEVC는 H.264/AVC 대비 높은
객관적 화질 및 주관적 화질 향상이
있었으나, 이에 의한 복잡도 증가는
극복해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등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방송 기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박세진
광운대학교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의료 영상 기기, 및 감시 (surveillance) 시
스템 등에서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EVC는 종래의 비디오 압축 표준과 마찬가지로 블록기반의 하이
브리드 부호화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압축효율 향상을 위한 신규
기술들을 적용하여 H.264/AVC 대비 40%의 객관적 압축 성능 향
상 및 60%의 주관적 화질 향상을 보인다[3-4]. 세분화된 부호화 단
위, 화면 내 예측 방향성의 증가, 움직임 예측 결정 기법의 향상 및

심동규
광운대학교

다양화된 인-루프 필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신규 기술들의 적용은
압축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복잡
도 증가는 코덱 구현 및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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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5]. 본고에서는 이러한 HEVC 코덱의 복잡도

규 요소 기술에 대한 평가와 검증의 기반을 제공하기

감소를 위한 다양한 구현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

위한 목적으로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HEVC

를 활용한 상용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reference Model)을 제공하고 있다[6].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총 18회의 JCT-VC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Ⅱ. HEVC 코덱 구현

HM 16.0 버전이 제공되고 있다. JCT-VC에서 제공
하고 있는 HM을 코덱 구현의 목적에 맞춰 불필요한

HEVC 코덱의 구현 방법은 하드웨어기반 구현과 소

기능들을 제거하거나 소프트웨어 최적화 수행, 하드웨
어 구현을 위한 C 코드 변환 작

프트웨어기반 구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높은 복잡도를
차지하는 모듈만을 전용 하드웨
어로 설계하는 코덱 구현 방법 또

기존 비디오 코덱 표준 대비 복잡도
증가현상은 디코더에 비해 인코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업 등의 과정을 통해 참조 소프
트웨어에 대한 초기 설계를 수행
한다.

한 사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HEVC 코덱의 구현 목정 정의에서 실시간 구현을 위한
고속화 및 병렬화 기법에 이르는 소프트웨어기반 초기
구현과 전용 하드웨어 모듈의 적용 예를 살펴본다.

2. HEVC 코덱의 복잡도 분석
HEVC 코덱의 구현 목적에 대한 정의와 참조 소프트
웨어의 초기 설계가 완료되면, 최적화된 구현을 위해
복잡도 분석과정을 수행한다. 복잡도 분석과정은 최적

1. HEVC 코덱의 구현 목적 정의 및 설계

화 과정이 필요한 병목점을 검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HEVC 코덱의 구현을 위해서는 구현의 목적을 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HEVC 코덱

하고, 이에 따른 지원 기능의 선정 및 주요 모듈 분류를

은 I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신규 기술들의

통한 설계과정이 선행되어야한다. HEVC 코덱은

적용으로 인하여 기존 비디오 코덱에 비해 높은 복잡도

profile에 따라, Main, Main 10, Still profile로 분류

를 나타낸다. 특히, 기존 비디오 코덱 표준 대비 복잡

되며, level과 tier에 따라 지원 해상도와 CPB (coded

도의 증가현상은 디코더에 비해 인코더에서 두드러지게

[2]

picture buffer) 크기에 제약을 두고 있다 . 이와 더불

나타난다[7-8]. [7]에서는 HEVC와 H.264/AVC 디코더

어, scalable, multi-view, range와 같은 확장 표준을

의 주요 모듈에 대한 연산 복잡도를 산술 연산과 명령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profile, level, tier 및 확장표준

어의 개수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표준

들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코덱을 구현하는 것

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6.0과 JM 18.3을 이용하

은 범용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코덱의 구

여 디코딩을 수행하였을 때 27.7~75.5%의 디코딩

현 목적 및 사용범위에 벗어난 불필요한 기능들의 추

시간의 증가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8]에서는

가, 요구되는 리소스의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HEVC 코덱의 복잡도를 HM 8.0을 이용하여 측정하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profile, level, tier 및 확장 표

였다. <그림 1>은 [7]과 [8]에서 측정한 HM 인코더

준 중 HEVC 코덱의 목적에 따라 profile, level, tier의

및 디코더 주요 모듈의 복잡도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결정 및 지원하는 기능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그 목적에

2(a)>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HM 인코더에서는 화

맞는 최적화된 코덱의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면 간 예측에서 80%의 가장 높은 복잡도를 보이는 것

위와 같은 코덱의 구현 목적에 대한 정의가 완료되

으로 나타났으며, 변환 및 양자화 14%, 엔트로피 부

면, 코덱 구현의 첫 단계인 참조 소프트웨어 구현과정

호화 3%, 화면 내 예측 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이 필요하다. JCT-VC에서는 CfP (Call-for-

2(b)>는 HM 디코더의 복잡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Proposal)에서 선정된 초기 기술 및 이후 추가되는 신

움직임 보상 43%, 엔트로피 복호화 24%, 루프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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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M 채택 고속화 알고리듬의 부호화 손실 및 시간
Class

AI

RA

LD

A

1.2%

2.0%

-

B

1.3%

2.5%

1.7%

C

2.0%

2.8%

1.5%

D

2.4%

2.9%

1.6%

E

2.0%

-

2.2%

Overall

1.8%

2.5%

1.7%

Enc. Time

62%

48%

48%

Dec. Time

100%

99%

99%

(a) HM 인코더 주요 모듈별 복잡도 비율

알고리듬 레벨 고속화 기법은 디코더에 비해 인코더
에 적용하기 적합하며, 다양한 고속화 알고리듬들이 연
구되어왔다. 특히, HEVC에서는 쿼드-트리 구조의 부
호화 단위에 대한 DFS 기반의 RDO 수행과정에서 발
생하는 연산과정을 간소화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HEVC 표준화 단계에서 HM 소
프트웨어에 채택된 대표적인 고속화 알고리듬은 화면
내 예측 모드 결정 과정을 고속화한 RMD (Rough
(b) HM 디코더 주요 모듈별 복잡도 비율

<그림 1> HM 인코더 및 디코더 주요 모듈별 복잡도 비율

21%, 화면 내 예측 6%, 역변환 및 역양자화 4% 순

Mode Decision)[9], Skip 모드 조기 검색 기법 (ESD:
Early Skip Detection)[10], 조기 부호화 단위 결정 기
법 (ECU: Early CU decision)[11] 및 cbf를 이용한 PU
결정과정 조기 종료 기법 (CFM: Cbf Fast mode)[12]이

으로 나타났다.
HEVC 코덱 구현을 위해 작성
된 참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초기
복잡도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소
개될 다양한 코덱의 최적화 과정
에서도 반복적인 복잡도 분석의

있다. RMD는 기존 비디오 코덱

알고리듬 레벨 고속화 기법은 코덱
구현과정에서 선행한 복잡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병목현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알고리듬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과 분석 결과에 기반한 최적
화 수행이라는 순환구조의 구현이 수행되어야 한다.

에 비해 크게 증가한 화면 내 예
측의 방향성에서 발생하는 복잡
도를 감소시켰다. ESD는 Inter
2N×2N 모드의 움직임 벡터와
cbf 특성을 이용하여 현재 CU의
최적의 모드를 Skip 모드로 조기

결정하는 알고리듬으로 33%의 복잡도 감소를 나타낸
다. ECU는 현재 CU에서 Skip 모드가 최적의 모드로

3. 알고리듬 레벨 고속화 기법

선택되었을 때, 하위 CU 결정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으

HEVC 코덱 구현에서 속도 향상을 위한 첫 단계로

로 HM의 인코딩 시간을 42% 감소시켰다. CFM은 현

알고리듬 레벨 고속화 기법을 들 수 있다. 알고리듬 레

재 부호화하는 PU의 luma와 chroma의 cbf가 모두

벨 고속화 기법은 코덱 구현과정에서 선행한 복잡도 분

zero이면 다음 PU들의 RDO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병목현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58%의 인코딩 속도 향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검토하고 알고리듬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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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듬들을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부호
[13]

SAD (Sum of Absolute Distortion), SATD (Sum of

화 속도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 <표 1>에서 각각의

Absolute Transformed Distortion), SSE (Sum of

고속화 알고리듬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호화

Square Error)의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

속도 향상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유사한 고속화

한 cost 함수는 인코더에서 차지하는 복잡도 비율도

조건의 알고리듬의 결합은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속도 향

20~30%로 높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산을 블록내의

상 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

화소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SIMD

듬 레벨 고속화 기법을 활용함에 있어, 다양한 알고리

친화적인 연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코더에

듬의 결합을 통한 속도 향상을 꾀하기 보다는 고속화를

서 사용되는 변환 및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모두 사용되

위한 조건을 검토하고 중복되는 조건을 사용하는 알고

는 역변환 또한 SIMD를 통해 높은 속도 향상을 나타

리듬의 결합은 지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낼 수 있는 연산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화면 내 예
측, 보간 필터, 디블록킹 필터, SAO 등 SIMD를 이용

4. 명령어 레벨 병렬화 기법

한 명령어 레벨 병렬화 기법은 연산 단위 혹은 모듈 단

알고리듬 레벨 고속화 기법에서 얻을 수 있는 속도
향상만으로 HEVC 코덱의 실시간성 확보에 어려움이

위 적용이 가능하고 속도 향상의 폭 또한 높게 나타나
므로 코덱의 최적화 구현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최적화 구현 단계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실시간 비디오 코덱의 구현에 있어 널리

5. 병렬처리 기반 고속화

사용되고 있는 병렬화 기법 중 SIMD (single

본 절에서는 4절에서 전술한 명령어 레벨 병렬화 기

instruction multiple data)를 이용한 명령어 레벨 병

법과 더불어 비디오 코덱의 병렬처리 구현에서 널리 사

렬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SIMD는 하나의 명령어로 레지스
터에 저장된 여러 데이터를 벡터
와 같이 취급하여 병렬적으로 처
리하는 명령어 셋을 갖는 구조를
의미한다. 명령어 레벨 병렬화 기

용되고 있는 병렬처리 기반 고속

명령어 레벨 병렬화 기법 중 하나인
SIMD는 하나의 명령어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여러 데이터를 벡터와 같이
취급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명령어
셋을 갖는 구조를 의미한다.

법은 부호화 효율에 영향을 미치

화 기법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병렬처리 기반 고속화 기법의 가
장 대표적인 예로 다중 스레드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들 수 있다.
다중 스레드를 이용한 병렬처리
기법은 명령어 레벨 병렬화 기법

지 않으면서 적용된 연산 혹은 모듈에서 2~4배의 속

에 비해 상위 수준의 병렬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CPU

도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를 사용한 다중 스레드 기법의 대표적인 구현 방식은

HEVC 코덱 구현에 명령어 레벨 병렬화 기법을 적용
하기에 앞서, SIMD 명령어를 이용한 데이터 레벨 병
렬화 기법을 적용하기 적합한 연산 및 기능 모듈의 선
택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IMD는 동일
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적용하는 연산에 적용하
였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HEVC 코덱에서 SIMD를 이용한 명령어 레벨 병
렬화 기법을 적용하기 적합한 연산 및 모듈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14-15]. 먼저, 인코더에서 율-왜곡
값을 계산하기 위한 cost 함수의 경우, HEVC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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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X 스레드, Window 스레드, OpenMP등이 존재하

6. 전용 하드웨어 모듈 사용을 통한 고속화

며, CUDA와 OpenCL과 같이 GPU를 이용한 구현 방

앞서 살펴본 고속화, 병렬화 기법들을 통해 HEVC

식도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CPU에서의 다중 스레드

코덱의 부호화 및 복호화 속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

를 이용한 병렬처리 기법을 예로 설명하고, GPU를 이

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하드웨어 성능 향상과 어플리

용한 구현 방식은 6절의 전용 하드웨어 모듈 사용에서

케이션에 특화된 하드웨어들의 개발로 인하여 비디오

다루도록 한다.

코덱의 전용 하드웨어 모듈 사용에 대한 연구가 크게

HEVC에서는 표준화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병렬화 기

증가하고 있다.

술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며, 표준화 과정에서 다양

영상 신호 처리에 특화된 DSP나 그래픽 처리를 위한

한 병렬화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HEVC 1차 버전을 기

GPU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최근 비디오 코덱의 고

준으로 표준에 포함된 병렬화 기술은 타일과 WPP

속화를 위하여 복잡도 높은 특정 모듈에 한하여 전용

(Wave-front Parallel Processing) 두 가지 기술이다.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하는 구현 방식도 널리 사용되

여기에 덧붙여 비디오 코덱의 병렬처리에서 널리 사용

어지고 있다. [16][17]에서는 최근 그래픽 처리 뿐 아

되고 있는 전송을 위한 픽쳐 분할 단위인 슬라이스를

니라 계산량 높은 공학적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사용되

병렬처리 관점에서 생각할 경우를 포함하여 크게 세 가

는 GPU 기술을 이용한 HEVC 코덱 고속화를 제안하

지를 고려할 수 있다. [15]에서는 HEVC 인코더에

였다. [16]에서는 HM 인코더의 정수 화소단위 움직임

OpenMP를 이용하여 슬라이스 및 타일 단위 병렬처리

예측에 대하여 프레임 단위로 GPU를 이용한 고속 연

를 구현하였다. [15]에서는 최대 12개 스레드를 사용

산을 수행하여 해당 모듈에서 평균 11배의 속도 향상

하는 CPU 환경에서 최대 5.8배의 부호화 속도 향상

결과를 나타내었다. [17]에서는 GPU를 이용한 움직임

결과를 보였다. 반면, HEVC 디
코더에서 병렬처리 기반의 고속
화는 전술한 슬라이스, 타일,
WPP으로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이
아닌 경우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

예측 및 interpolation filter를

최근 비디오 코덱의 고속화를 위하여
복잡도 높은 특정 모듈에 한하여 DSP나
GPU등의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
하는 구현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현하여 해당 모듈에서 CPU 구
현 대비 평균 1445배의 속도 향
상 결과를 나타내었다. [18]에서
는 HEVC 루프 필터를 하드웨어
로 구현하여 4K-UHD 영상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엔트로피 복

대한 60fps 처리 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19]에서

호화에 전용 스레드를 할당하고, 픽셀 복호화에 다중

는 화면 내 예측을 위한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하는 등

스레드를 할당하여 병렬로 처리하는 2D wavefront 기

HEVC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을 들 수 있다. <그림 2>는 인코더와의 의존성 없는

전용 하드웨어 모듈 사용을 통한 고속화는 기존 연구

일반적인 2D wavefront 기법을 사용한 병렬화 기법을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해당 모듈에 대한 높은 속도

나타낸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엔트로피 복

향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호화가 완료된 CTU에 대하여 다중 스레드를 이용하여

메인 시스템과 전용 하드웨어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픽셀 복호화를 병렬로 처리가 가능하다.

오버헤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병렬처리 기반의 고속화를 이용한 HEVC 코덱의 고
속화는 앞으로 HEVC 코덱의 주요 타겟으로 예상되는

Ⅲ. HEVC 코덱 상용화 동향 및 전망

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HEVC 1차 버전의 최종 표준안이 완료된 2013년
1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에서 상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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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mportance of TV Features

근 2~3년간 고해상도의 기준으로 여겨지던 Full-HD

Feature

Net Important

(1920×1080)에 비해 처리해야할 데이터의 양이

Picture quality

88%

4~8배로 증가함에 따라 HEVC의 사용이 선택이 아닌

Price

87%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KBS

Screen Size

82%

Color richness

80%

에서 HEVC (HM 6.0)를 이용한 세계 최초 4K UHD

Sound quality

79%

Warranty

69%

으며, 드라마‘추노’
,‘각시탈’
과 다큐멘터리 2편 등의

Energy efficiency

67%

콘텐츠를 실험 방송을 시행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

(4:2:0, 8bit, 30fps) TV 지상파 실험방송을 개시했

Brand reputation

64%

는 KBS에서 HEVC를 이용한 세계 최초 지상파 4K

Familiarity with brand

56%

UHD 지상파 생중계 실험 방송을 시행하였다. 2014

Weight

46%

Thickness

45%

Able to connect directly to the internet

44%

브라질 월드컵은 국내 KBS 뿐만 아니라 BBC, NHK등
각 국가에서 16강, 8강 그리고 결승전을 HEVC기반
UHD 생중계를 실시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독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일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HEVC 기반 UHD 방송

HEVC의 상용화 기술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서비스를 준비하는 중이다. 또한, KBS는 앞으로

살펴본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시험방송으로 송출하고,
2018년부터 4K 본방송을 시작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

1. HEVC 기반 비디오 서비스 동향

을 4K 본방송 그리고 8K 시험방송으로 송출하려는 계

<표 2>는 2013년, 미국 소비자가전협회에서‘TV를

획을 가지고 있다[20]. 한편, 그동안 IPTV에 밀려 고전

구매 시 기능 별 중요도(How important or

을 면치 못하던 디지털 케이블 TV 분야에서는 IPTV보

unimportant are the following features when it

다 빠른 2013년 7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comes to deciding on which television to

HEVC를 이용한 UHD 시범방송 송출을 실시했고, 올

purchase?)’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설문

해 4월, HEVC를 이용한 UHD 전용 채널 UMAX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질이 88%로 1위를 차지했고,

개국하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반면, 디지털 케

가격이 87%로 2위 그리고 화면 사이즈와 색조의 풍부

이블 TV보다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IPTV 분

함이 82%와 80%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위 설

야에서는 2013년 8월, LG U+에서 업계 최초로

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의 고화질, 고해상도에

HEVC를 이용한 UHD 시연방송을 송출하였으며, KT

대한 관심이 다른 무엇보다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HEVC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HEVC
의 대표적 상용화 분야로 고화질 3D 방송, UHD 방송
및 IPTV 등의 디지털 방송, IP기반의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먼저, 전통적으로 비디오 표준의 주요 타겟으로 인식
되어온 유선방송 및 공중파 방송에서의 HEVC는 향후
디지털 방송의 트렌드로 점철되는 UHD 방송에서 주도
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UHD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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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HD 서비스를 시작한 Netflix

94

▶ ▶ ▶ HEVC 코덱 구현 및 상용화 기술

올레TV에서 지난 6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
다. 반면 위성방송 분야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2013년 8월 시험방송을 시작했으며, 2014년 6월
국내 최초 전국 UHD 방송을 시작했다.
IP기반 VoD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a) Thin multimedia L-4100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Netflix는 에미상을 수상
한 미국 드라마‘House of Cards’
와‘Breaking Bad’
등을 지난 5월부터 HEVC로 인코딩하여 4K로 스트리
밍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내 동종 업체 역시 HEVC

(b) Elemental Live

<그림 4> 방송용 실시간 UHD 부호화기

를 이용한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모바일 시장 또한 HEVC

격 자리를 놓고 ATSC 3.0과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기반 비디오 서비스를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비디오 코덱 표준에 비하여 연

올해 4월, LG U+의 모바일 IPTV 서비스인 U+

산 복잡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디코더에 비해

HDTV에서 세계 최초로 HEVC를 적용한 스트리밍 서

인코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까닭에 시중에 출시된

비스를 시작하였다.

제품들 중에 디코더는 모바일용까지 출시된 상태이지

현재 상용화된 HEVC를 이용한 UHD 방송 및 VoD

만, 인코더는 PC용 소프트웨어까지 출시가 되었지만

서비스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UHD 컨텐츠의 양이다. 처
음부터 UHD로 촬영, 편집한 컨
텐츠가 별로 없어서이다. 때문에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는 우수 영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이다.

HEVC는 차세대 방송 기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방송
외에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의료 영상 기기, 및 감시 시스템 등에
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 드라마 등에 대한 리마스터링

현재 방송용 실시간 UHD 부호
화기로는 Elemental, NEC,
Ateme, Allegro DVT, Thin
multimedia 사 등에서 제품이
출시된 바 있다. 외국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기업이

제작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각 사업자들은 기존 Full-

다소 진입하기 어려웠으나, KBS에서 이번 인천 아시안

HD 영상의 업샘플링을 통한 UHD 컨텐츠를 재생산하

게임을 UHD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그림 4(a)>의

는 등 UHD 컨텐츠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

Thin multimedia사의 실시간 UHD 인코더와 <그림

나고 있다.

4(b)>의 Elemental 사의 실시간 UHD 인코더 등을 병
행하여 사용함으로서 국내 실시간 UHD 인코더 시장이

2. HEVC 실시간 부호화기/복호화기 상용화

활발해질 전망이다.

Full-HD 이상의 고해상도, 고화질과 같은 실감 방송

HEVC 디코더 제품들 또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UHD 방송 규격

휴톤 디지털에서는 4K 60fps의 실시간 디코더를 출시

이 정해지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방송 표준인

했으며, 실시간 SoC(System on chip) 디코더로는

DVB-T2를 2009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는 ATSC

ViXS사의 XCode 6400이 작년 9월 출시되었고,

3.0에 대하여 현재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2015년경

Panasonic에서 HEVC LSI 칩을 지난 6월 출시하였

표준화가 완료된다.

다. Telestream사에서 출시된 Vantage라는 이름의 트

국내 지상파 방송 실험용 규격으로는 현재 대부분

랜스코더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 용 VoD의 트랜

DVB-T2가 쓰이고 있으며, 국내 지상파 표준 방송 규

스코딩을 지원하며, IPTV용 셋탑박스로는 휴맥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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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야

[통신]
인지기반 중첩 융합 네트워크에서 위치정보에 기반한 D2D 시스템의 성능분석

김정호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리코더가 적용된 공간 변조기법

조봉균, 한동석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패브리 패롯 공진기형 안테나에서 뮤츄얼 커플링에 의한 스캔특성 분석

김종성
잔향챔버내에서 공간 상관도에 의한 MIMO 시스템의 성능평가

김종성

[하계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
고신뢰성을 보장하는 패킷전달망-IP망 상호연동 방법

이광국, 이호송, 이영욱, 정기태
다중 사용자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단말 간 간섭 제어를 위한 하향 링크 전력 할당 기법

권구형, 나현종, 김진민, 이충용
이기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간섭 제거와 로드 밸런싱

이경재, 조한신
달 탐사를 위한 달 표면에서의 무선통신 환경 분석

이용민, 이병선, 안재영

반도체 분야

[반도체 재료 및 부품]
저전력 동작을 위한 지연된 피드-포워드 경로를 갖는 3차 시그마-델타 변조기

이민웅, 이종열
멤리스터-CMOS 기반의 재구성 가능한 곱셈기 구조

박병석, 이상진, 장영조, 캄란 에쉬라기안, 조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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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설계]
Pipeline-Aware QC-IRA-LDPC 부호 및 효율적인 복호기 구조

사부흐, 이한호
정전용량 방식의 이차원 마이크로볼로미터 FPA를 위한 저잡음 신호취득 회로 설계

김종은, 우두형
이중 채널 CIS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신기 설계

신 훈, 김상훈, 권기원, 전정훈
FPGA를 위한 분석적 배치에서 사전 패킹, 조기 배치 고정 및 밀도 분석 다층화

김교선

컴퓨터 분야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시스템]
내비게이션 경로설정에서 최단거리경로 탐색을 위한 A*와 Dijkstra 알고리즘의 하이브리드 검색법

이용후, 김상운

[멀티미디어]
DNA 데이터 저장을 위한 DNA 정보 은닉 기법

이석환, 권기룡

[융합 컴퓨팅]
환자 의료 정보 공유 및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모그래픽 데이터 활용 연구

임종우, 정은영, 정병희, 박동균, 황보택근
4차원 특징 벡터에 의한 레이더 신호 클러스터링 기법

이종태, 주영관, 김관태, 전중남

신호처리 분야

[화상처리 및 텔레비젼]
자기 예제 참조기반 단계적 어안렌즈 영상보정을 통한 주변부 열화 제거

박진호, 김동균, 김대희, 김철현, 백준기
에지 및 상대적 RMD 비용을 고려한 HEVC 고속 화면내 부호화 모드 결정 방법

권대혁, 최해철

[음향 및 신호처리]
독립적인 센서쌍 배열에 기반한 음원 위치추정 기법

최영두, 이호진, 윤경식, 이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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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제어 분야

[전력전자]
매개변수 추정기를 갖는 리니어 컴프레서의 위치센서리스 스트로크 제어기 구현

김광호, 남재우, 김규식

[하계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
도킹 포메이션을 이용한 차량형 이동 로봇의 자율 주차

권지욱, 김진효, 서지원
OpenCL을 이용한 모바일 ADAS : 보행자 검출

김종희, 이충수, 김학일
안전성 증대를 위해 솔레노이드를 적용한 신관 안전장전장치 설계

안지연, 정명숙, 김기륙
맥압조절이 가능한 맥파 연구용 심혈관계 시뮬레이터 개발

이주연, 김재욱, 신상훈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배뇨 통증 완화를 위한 개인용 전립선 온열 치료기 개발

박성윤, 김성민
한국형 뇌자도 시스템을 이용한 유발 자계 측정 및 임상 응용

김봉수, 장원석, 황수정, 김기웅, 권혁찬, 유권규, 김진목, 이용호, 장진우

산업전자 분야

[신호처리 및 시스템]
인체 감지 센서 모듈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안태원
건설 중장비용 고신뢰성 PLC-CAN 통신 모듈 개발

구자일, 장세봉
유무선 원격제어장치를 이용한 LED 가로등 제어 시스템 구현

박성욱, 엄우용
수/배전반의 부분방전 검출 모듈 설계와 상관관계

조도현
아스팔트 도로의 포트홀 검출 방법

김영로, 김태형, 류승기

[통신 및 초고주파]
Hopper type WDM을 이용한 단일모드 FBG(Fiber Bragg Grating)음향센서 트랜스듀서 개발연구

김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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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제 목 : IT 로드맵 2013년판
저 자 : 노무라종합연구소 이노베이션 개발부
펴낸곳 : 동양경제신문사
출판일 : 2013년 1월 3일 초판 발간
크기, 페이지 수 : 21cm, 222p.

서 평
“정보통신기술은 5년 후 이렇게 변한다.”노무라종합연구소
(NRI)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출판이나 강연 활동을 통해서 넓게 사회에 알리고 있
다. 이 책은 그 성과를 서적으로 정리한“IT로드맵”
의 8번째 책
이다.
2012년의 IT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어서 커다란 트
랜드로서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가 큰 주목을 끌었다. 이런 기술
들은 CRM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먼저 이용되리라 예상된다. 그
때문에 이런 기술을 기업에서 도입하거나 운용할 때 정보시스템
부문보다도 마케팅 부문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리라 예상된다.
또한, 이런 기술은 단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기술과 달리 이
용목적의 명확화나 경영지표에 따른 도입효과의 평가가 중요하
다. 한편 서양에서는 2008년의 리만쇼크 이후, 급속히 냉각된
IT투자가 2010년에는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위기의 영
향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신흥국에서는 사
회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고 IT에 이용하려는 의향이 높다. 향
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나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신 기술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일본에 있어서도 적
극적으로 신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글로벌화로 진전하는 과정
에서 신흥국과의 처절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1장에서 IT 로드맵의 개요를, 5년 후의 중요기술을, 3
장에서는 복합적인 IT의 활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4장에서는 현재의 IT트랜드를 소개한다.

서평 작성자 : 김용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해동일본정보기술센터 센터장, 기초전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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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학술대회명

11. 02.-11. 05.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and
Biomedicine (BIBM)

Tara Lodge Belfast, United Kingdom

http://scm.ulster.ac.uk/

11. 02.-11. 05.

2014 IEEE Sensors

Valencia
Conference
VALENCIA, Spain

ieee-sensors2014.org

11. 02.-11. 05.

2014 48th Asilomar Conference on Signals, Systems and
Computers

Asilomar Conference Grounds, Pacific
Grove, CA, USA

www.asilomarssc.org/

11. 03.-11. 07.

2014 Annual Conference on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MMM)

Hilton Hawaiian Village, Honolulu, HI,
USA

www.magnetism.org/

11. 03.-11. 06.

2014 International SoC Design Conference (ISOCC)

Ramada Plaza Hotel, Jeju, Korea
(South)

www.isocc.org

11. 03.-11. 07.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nected Vehicles and
Expo (ICCVE)

Messe Wien, Vienna, Austria

www.iccve.org

11. 03.-11. 06.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Grid
Communications (SmartGridComm)

Hilton Molino Stucky, Venice, Italy

sgc2014.ieee-smartgridcomm.org/

11. 04.- 11. 06.

2014 World Cyberspace Cooperation Summit IV (WCC4)

CA, USA

http://cybersummit.info/

11. 05.-11. 07.

2014 IEEE International Autumn Meeting on Power,
Electronics and Computing (ROPEC)

Hotel Krystal, Ixtapa, Mexico

www.ropec.org

11. 06.-11. 06.

2014 IEEE Chicago Section Symposium & Exhibition

Motorola Solutions Inovation Center,
Schaumburg, IL, USA

ROSS.A.SAYRE@saic.com

11. 08.-11. 15.

2014 IEEE Nuclear Science Symposium and Medical
Imaging Conference (2014 NSS/MIC)

Washington State Convention Center,
Seattle, WA, USA

www.nss-mic.org/2014/

11. 09.-11. 14.

2014 IEEE Visualization Conference (VIS)

Cité des Sciences, Paris, France

www.visweek.org/

11. 09.-11. 14.

2014 IEEE Conference on Information Visualization
(INFOVIS)

Paris Marriott Rive Gauche Hotel &
Conference Center, Paris, France

www.visweek.org/

11. 10.-11. 12.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ociety (iSociety)

London Hea\throw Marriott Hotel,
London, United Kingdom

www.i-society.eu

11. 10.-11. 12.

2014 IEEE Asian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A-SSCC)

85 Sky Tower Hotel, KaoHsiung,
Taiwan

www.a-sscc2014.org/

11. 10.-11. 11.

2014 Loughborough Antennas & Propagation Conference
(LAPC)

Loughborough, Leicestershire, United
Kingdom

www.lapconf.co.uk

11. 11.-11. 13.

2014 Dynamics of Systems, Mechanisms and Machines
(Dynamics)

Om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Omsk, Russia

http://ipo.omgtu.ru

11. 11.-11. 13.

2014 IEEE 36th International Electronics Manufacturing
Technology Conference (IEMT)

Renaissance Johor Bahru Hotel,
Johor, Malaysia

ewh.ieee.org/r10/malaysia/cpmt/

11. 11.-11. 13.

2014 Military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MilCIS)

National Convention Centre, Canberra,
Australia

www.milcis.com.au

11. 12.-11. 14.

2014 IEEE Central America and Panama Convention
(CONCAPAN XXXIV)

Riu Panama Hotel, Panama

www.ieee.org/concapa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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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11. 12.-11. 15.

2014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Robots
and Ambient Intelligence (URAI)

Double Tree Kuala Lumpur by Hilton,
Kuala Lumpur, Malaysia

www.kros.org/urai2014/index.php

11. 12.-11. 14.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s in Education
(SII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La Rioja,
Spain

research.unir.net/siie2014

11. 12.-11. 16.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oid,
Nan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
and Control, Environment and Management (HNICEM)

Palawan, Philippines

argel_bandala@ieee.org

11. 12.-11. 14.

2014 IEEE Electrical Power & Energy Conference (EPEC)

Westin Calgary, AB, Canada

tim.driscoll@ieee.org

11. 13.-11. 14.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erospace
Electronics and Remote Sensing Technology (ICARES)

Sheraton Mustika Yogyakarta Resort
And Spa, Yogyakarta, Indonesia

indoaessgrss.org/icares/

11. 15.-11. 17.

2014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and
Informatics (ICSAI)

TBD, Shanghai, China

ICSAI2014.sdju.edu.cn

11. 16.-11. 21.

2014 SC -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g, Networking, Storage and Analysis

Ernest N. Morial Convention Center,
New Orleans, LA, USA

sc14.supercomputing.org/

11. 16.-11. 19.

2014 IEEE Conference on Antenna Measurements &
Applications (CAMA)

Antibes Juan-les-Pins Convention
Centre, Antibes Juan-les-Pins ,
France

www.2014ieeecama.org

11. 17.-11. 21.

2014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 and
Service Management (CNSM)

Windsor Atlantica Hotel, Rio de
Janeiro, Brazil

cnsm2014.inf.ufrgs.br

11. 17.-11. 20.

2014 IEEE Asia Pacific Conference on Circuits and
Systems (APCCAS)

ANA Intercontinental Ishigaki Resort
Hotel, Ishigaki, Japan

www.apccas2014.org

11. 17.-11. 18.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Communication and Computational Engineering
(ICECCE)

Adiyamaan College of Engineering,
Hosur, India

http://www.icecce.com

11. 18.-11. 20.

2014 IEEE-RAS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oids Robots (Humanoids 2014)

Hotel Melia Castilla, Madrid, Spain

www.humanoids2014.com

11. 19.-11. 21.

2014 IEEE Workshop on Electrical Safety in India (WESI)

Hotel Le Meridian, Pune, India

www.eswieeepune.org

11. 19.-11. 21.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narization/CMP
Technology (ICPT)

Kobe International Coference Center,
Kobe, Japan

www.icpt2014.org/

11. 20.-11. 21.

2014 Ubiquitous Positioning Indoor Navigation and Location
Based Service (UPINLBS)

Texas A&M University Corpus Christi,
TX, USA

http://upinlbs.tamucc.edu/

11. 23.-11. 27.

2014 6th World Conference on Photovoltaic Energy
Conversion (WCPEC)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yoto, Japan

wcpec6.com/

11. 24.-11. 24.

2014 IEEE Green Energy and Systems Conference (IGESC)

Pyramid,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A, USA

Clarice.Ross@csulb.edu

11. 24.-11. 26.

2014 International Automatic Control Conference (CACS)

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Kaohsiung, Taiwan

cacs2014.nsysu.edu.tw

11. 25.-11. 27.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 Open Access to
Learning (ICWOAL)

Atlantis Hotel - The Palm Dubai,
United Arab Emirates

www.icwoal.org

11. 26.-11. 30.

2014 Makassa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cs (MICEEI)

Makassar, Indonesia

elektro.unhas.ac.id/miceei/2014/

11. 27.-11. 29.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emporary Computing
and Informatics (IC3I)

Mysore, India

www.ic3i.org

11. 27.-11. 29.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Engineering and
Management Research (ICSEMR)

Chennai, India

http://icsemr.in/

11. 28.-11. 29.

2014 Innovative Applications of Computational Intelligence
on Power, Energy and Controls with their impact on
Humanity (CIPECH)

Ghaziabad (U.P.), India

www.cipech14.org

Hilton Kuching Hotel, Kuching,
Sarawak, Malaysia

www.ispacs2014.org

〉〉2014년 12월
12. 01.-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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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1.-12. 04.

2014 Global Symposium on EMC, Safety and Product
Compliance Engineering (GLOBESPACE)

David Intercontinental Hotel, Tel-Aviv,
Israel

www.globespace.org

12. 01.-12. 02.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Technologies
(ICET)

National University of Computer and
Emerging Sciences, Islamabad,
Pakistan

www.icet.nu.edu.pk/

12. 02.-12. 04.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and Energy
(PECon)

Kuching, Sarawak, Malaysia

www.ewh.ieee.org/soc/pes/malaysia/

12. 02.-12. 05.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ennas & Propagation
(ISAP)

Grand Hi-Lai Hotel, Kaohsiung,
Taiwan

isap2014.org

12. 02.-12. 02.

2014 Rock Stars of 3D Printing (RS3DP)

San Jose Civic Auditorium , San Jose,
CA, USA

trozolis@computer.org

12. 03.-12. 05.

2014 7th ESA Workshop on Satellite Navigation
Technologies and European Workshop on GNSS Signals
and Signal Processing (NAVITEC)

ESA-ESTEC, Noordwijk, Netherlands

www.congrexprojects.com

12. 03.-12. 05.

2014 IEEE Global Conference on Sign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GlobalSIP)

Georgia Tech Hotel & Conference
Center, Atlanta, GA, USA

www.ieeeglobalsip.org

12. 03.-12. 05.

2014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lling,
Identification and Control (ICMIC)

TBD, Melbourne, Australia

icmic2014.org/

12. 03.-12. 05.

2014 IEEE 28th Convention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in Israel (IEEEI)

Hilton Hotel, Eilat, Israel

www.eng.tau.ac.il/~ieee/convention2014/
index%202014.html

12. 03.-12. 06.

2014 Joint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 Computing
and Intelligent Systems (SCIS) and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Intelligent Systems (ISIS)

Kitakyushu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ita-Kyushu, Japan

www.scis2014.org

12. 03.-12. 06.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active Collaborative
Learning (ICL)

American University of Dubai, United
Arab Emirates

icl-conference.org/icl2014/

12.03.-12. 05.

2014 IEEE 16th Electronics Packaging Technology
Conference (EPTC)

Marina Bay Sands, Singapore

alfred.yeo@infineon.com

12. 04.-12. 06.

2014 IEE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Electronics (ICEE)

J N Tata Auditorium, Indian Institute of
Science, Bangalore, India

www.cense.iisc.ernet.in/icee/

12. 04.-12. 0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s and Photonics
Taiwan (OPTIC)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Taichung, Taiwan

optic2014.conf.tw

12. 07.-12. 10.

2014 21st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ircuits and Systems (ICECS)

Le Palais du Pharo, Marseille, France

www.ieee-icecs2014.org/

12. 07.-12. 10.

2014 11th IEEE/IA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y
Applications - INDUSCON 2014

Federal University of Juiz de For a,
Juiz de Fora, Brazil

www.ufjf.br/induscon2014/

12. 08.-12. 10.

2014 IEEE Conference on Biomedical Engineering and
Sciences (IECBES)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Malaysia

www.myembs.org/iecbes2014

12. 08.-12. 12.

GLOBECOM 2014 - 2014 IEEE Global Communications
Conference

Hilton Austin Hotel, Austin, TX, USA

j.leachbarnaby@comsoc.org

12. 08.-12. 10.

2014 IEEE 17th International Multi-Topic Conference (INMIC)

Bahria University Karachi, Karachi,
Pakistan

ieee.inmic.org/

12. 08.-12. 10.

2014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ternet Technology
and Secured Transactions (ICITST)

London Heathrow Marriott Hotel,
London, United Kingdom

www.icitst.org

12. 08.-12. 10.

2014 IEEE 6th Ind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IICP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urukshetra, India

ewh.ieee.org/r10/delhi/iicpe.htm

12. 09.-12. 12.

2014 IEEE Symposium Series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SSCI)

Caribe Royale All-Suite Hotel &
Convention Center, Orlando, FL, USA

www.ieee-ssci.org

12. 09.-12. 12.

2014 IEE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Intelligence & Computing and 2014 IEE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nomic & Trusted Computing (UIC/ATC)

Ayodya Resort, Bali, Indonesia

cse.stfx.ca/~uic2014/

12. 09.-12. 12.

2014 Asia-Pacific Sign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Association Annual Summit and Conference (APSIPA)

Hotel Le Meridian Chiang Mai,
Thailand

www.apsipa2014.org/home/

12. 09.-12. 12.

2014 37th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and its
Applications (SITA)

Unazuki New Otani Hotel

www.ieice.org/ess/sita/SITA2014/

12. 09.-12. 11.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ngineering and
Renewable Energy (ICPERE)

Grand Inna Kuta Hotel, Bali, Indonesia

icpere201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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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9.-12. 12.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anagement (IEEM)

Sunway Resort Hotel & Sp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www.ieem.org/public.asp?page=home.ht
m

12. 10.-12. 12.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grated Circuits (ISIC)

Hotel, Singapore

www.isic2014.org

12. 10.-12. 12.

2014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Robotics & Vision (ICARCV)

Marina Bay Sands, Singapore

www.icarcv.org

12. 10.-12. 13.

2014 TRON Symposium (TRONSHOW)

Tokyo Midtown Hall, Tokyo, Japan

www.tronshow.org/index-e.html

12. 10.-12. 12.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eld-Programmable
Technology (FPT)

Parkyard Hotel, Shanghai, China

www.icfpt2014.org

12. 11.-12. 13.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Distributed and
Grid Computing (PDGC)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olan, India

http://www.juit.ac.in/

12. 11.- 12. 13.

2014 Cairo International Biomedical Engineering
Conference (CIBEC)

Mena House Hotel, Giza, Egypt

www.cibec2014.org/

12. 11.-12. 13.

2014 Annual IEEE India Conference (INDICON)

Yashada, MDC, Pune, India

www.indicon2014.in/

12. 11.-12. 13.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CCT)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yderabad, India

iccct.uceou.edu/index.html

12. 12.-12. 14.

2014 14th Mediterranean Microwave Symposium (MMS)

Kenzi Farah Hotel, Marrakech,
Morocco

med-space.org/mms/

12. 13.-12. 14.

2014 IEEE/SIC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ystem
Integration (SII)

Chuo University, Tokyo, Japan

www.si-sice.org/SII2014/

12. 13.-12. 17.

2014 47th Annual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 (MICRO)

Robinson College, Cambridge, United
Kingdom

krisztian.flautner@arm.com

12. 14.-12. 17.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ICDM)

InterContinental Shenzhen, Shenzhen,
China

icdm2014.sfu.ca

12. 14.-12. 17.

2014 Saudi Arabia Smart Grid (SASG)

Jeddah Hilton Hotel, Jeddah, Saudi
Arabia

bander@ieee.org

12. 14.-12. 14.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Workshop (ICDMW)

InterContinental Shenzhen, China

http://icdm2014.sfu.ca/call_for_workshops
.html

12. 15.-12. 17.

2014 IEEE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IEDM)

Hilton San Francisco, USA

www.his.com/~iedm/

12. 15.-12. 17.

2014 IEEE International Microwave and RF Conference
(IMaRC)

TDB, Bangalore, India

imarc-ieee.org/

12. 15.-12. 17.

2014 IEEE 53rd Annual Conference on Decision and
Control (CDC)

J.W. Marriott Hotel, Los Angeles, CA,
USA

control.disp.uniroma2.it/cdc2014/

12. 15.-12. 17.

2014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System
Design (ISED)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arnataka, Mangalore, India

seedsnet.org/SEEDSWP/ised2014/

12. 16.-12. 19.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Drives and Energy Systems (PEDES)

Victor Menezes Convention Center,
Mumbai, India

suryad@iitb.ac.in

12. 17.-12. 20.

2014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Performance
Computing (HiPC)

Hotel Cidade De Goa, India

www.hipc.org

12. 17.-12. 18.

2014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ystems and Communications (ICCSC)

KTDC Mascot Hotel, Trivandrum, India

www.iccsc.lbsitw.ac.in

12. 17.-12. 19.

2014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ontiers of
Information Technology (FIT)

Serena Hotel, Islamabad, Pakistan

www.fit.edu.pk

12. 17.-12. 19.

2014 IEEE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Conference (IEVC)

Palazzo Vecchio - Palazzo dei
Congressi, Florence, Italy

www.ievc2014.org

12. 18.-12. 20.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en Source Systems
and Technologies (ICOSST)

Al-Khawarizmi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Lahore, Pakistan

icosst.kics.edu.pk

12. 18.-12. 20.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Computing Research (ICCIC)

PARK COLLEGE OF ENGINEERING AND
TEKHNOLOGY, COIMBATORE, India

itfrindia.org/2014ICCIC/

12. 18.-12. 19.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Network Technologies (ICCNT)

Department of ECE, Sivakasi, India

www.mepcoeng.ac.in/ICCNT14/ICCNT14.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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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12. 20.

2014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Knowledge,
Information Management and Applications (SKIMA)

United International University, Dhaka,
Bangladesh

www.uiubd.com/skima2014/

12. 18.-12. 20.

2014 Eighteenth National Power Systems Conference
(NPSC)

Conference Centre, IIT Guwahati,
Guwahati, India

www.iitg.ernet.in/npsc2014/

12. 19.-12. 21.

2014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merging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EAIT)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Kolkata,
India

sites.google.com/site/csieait

12. 20.-12. 21.

2014 IEEE 7th Joint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ITAIC)

Chongqing Wanyou Conifer Hotel,
Chongqing, China

www.itaic.org

12. 20.-12. 22.

2014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ICECE)

Pan Pacific Sonargaon Dhaka,
Bangladesh

www.buet.ac.bd/icece/

12. 22.-12. 24.

2014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Automation for Sustainability (ICIAfS)

Galadari Hotel, Colombo, Sri Lanka

www.iciafs.org

12. 22.-12. 24.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Applications (ICHPCA)

C.V.Raman College of Engineering,
Bhubaneswar, India

www.ichpca-2014.in

12. 22.-12. 23.

2014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ICCIT)

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 Dhaka,
Bangladesh

www.iccit.org.bd/2014

12. 26.-12. 28.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Control and
Embedded Systems (ICPCES)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llahabad, India

www.mnnit.ac.in/icpces2014/

12. 29.-12. 30.

2014 10th International Computer Engineering Conference
(ICENCO)

Four Seasons Hotel First Residence,
Cairo, Egypt

icenco2014.eng.cu.edu.eg

12. 29.-12. 31.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Science and
Systems Engineering (CCSSE)

Conference Hall, Yantai, China

csse.sdibt.edu.cn/

〉〉2015년 1월
01. 05.-01. 07.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ICACCS)

Sri Eshwar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icaccs.sece.ac.in/

01. 06.-01. 08.

2015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merging Trends and
Technologie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ETTLIS)

Jaypee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Noida, India

www.jiit.ac.in/lrcjiit/ettlis-2015

01. 06.-01. 10.

2015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Systems and Networks (COMSNETS)

Chancery Pavilion Hotel, Bangalore,
India

www.comsnets.org/

01. 08.-01. 10.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ICCCI)

Sri Shakthi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Coimbatore, India

www.iccci.in

01. 09.-01. 12.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ICCE)

Las Vegas Convention Center, Las
Vegas, NV, USA

www.icce.org

01. 09.-01. 12.

2015 12th Annual IEEE Consumer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Conference (CCNC)

Planet Hollywood Resort and Casino,
Las Vegas, NV, USA

ccnc2015.ieee-ccnc.org/

01. 09.-01. 10.

2015 IEE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s and Control (ISCO)

Karpagam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www.kceisco.com

01. 10.-01. 11.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stimation, Detection and
Information Fusion (ICEDIF)

International-Students Apartment,
Harbin, China

www.icedif.org/

01. 13.-01. 17.

2015 12th International Bhurban Conference on Applied
Sciences and Technology (IBCAST)

National Centre
Islamabad, Pakistan

www.ibcast.org.pk/

01. 15.-01. 17.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Information & Computing Technology (ICCICT)

Sardar Patel Institute of Technology,
Mumbai, India

conference.spit.ac.in/

01. 18.-01. 22.

2015 28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Estoril Centro de Congressos, Estoril,
Portugal

www.mems2015.org

01. 22.-01. 24.

2015 IEEE-IEEMA INTELECT Conference and Exposition
“IIICE”
(
): Smart Electricity for Emerging Markets.

Mumbai Exhibition Center, Mumbai,
India

http://www.ii-intelect.org/

01. 25.-01. 28.

2015 IEEE Topical Conference on Wireless Sensors and
Sensor Networks (WiSNet)

Omni Hotel, San Diego, CA, USA

www.radiowirelessweek.org/WiSNet

01. 26.-01. 29.

2015 Annual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Symposium
(RAMS)

Innisbrook resort and golf club, Palm
Harbor, FL, USA

www.rams.org

01. 26.-01. 30.

2015 IEEE IAS Electrical Safety Workshop (ESW)

Marriott Louisville
Louisville, KY, USA

www.ewh.ieee.org/cmte/ias-e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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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8.-01. 31.

2015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and
Smart Technology (KST)

Tao-Thong Hotel, Burapha University,
Chon Buri, Thailand

kst.buu.ac.th

〉〉2015년 2월
02. 01.-02. 05.

2015 IEE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HPCA)

TBD, Bay Area, CA, USA

darksilicon.org/hpca

02. 01.-02. 04.

2015 IEEE 8th GCC Conference and Exhibition (GCCCE)

Sultan Qaboos University, Muscat,
Oman

www.ieeegcc.net

02. 01.-02. 06.

2015 Inform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Workshop (ITA)

Scripps Seaside Forum, San Diego,
CA, USA

ita.ucsd.edu/workshop.php

02. 02.-02. 05.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ICCEM)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eechic@cityu.edu.hk

02. 02.-02. 06.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nics-Seventh
Polyakhov's Reading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aint Petersburg, Russia

pol2015.math.spbu.ru/en/

02. 07.-02. 08.

2015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 and Information Technology (C3IT)

Academy of Technology, Hooghly,
India

c3it2015.aot.edu.in

02. 13.-02. 14.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 Communication Technology (CICT)

ABES ENGINEERING COLLEGE,
Ghaziabad U.P. India

cict.abes.ac.in/

02. 16.-02. 19.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ICNC)

Hyatt Regency Orange County,
Garden Grove, CA, USA

www.conf-icnc.org/2015/

02. 17.-02. 19.

2015 5th National Symposium on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s New Smart World (NSITNSW)

King Saud University, Riyadh, Saudi
Arabia

www.nsitnsw.com

02. 18.-02. 20.

2015 IEEE Power & Energy Society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Conference (ISGT)

Grand Hyatt, Washington, DC, USA

s.rahman@ieee.org

02. 19.-02. 21.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Informatics, Communication and Energy Systems (SPICES)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Calicut, Kozhikode, India

www.ieeespices.org/

02. 19.-02. 20.

2015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and Integrated Networks (SPIN)

Dept. of ECE, ASET, Amity University,
Noida, Delhi-NCR, India

www.spin2015.com

02. 19.-02. 20.

2015 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Computing
Technologies (PARCOMPTECH)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Bangalore, Karnataka, India

parcomptech.cdac.in

02. 22.-02. 26.

2015 IEEE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
(ISSCC)

San Francisco Marriott, San Francisco,
CA, USA

http://isscc.org

02. 25.-02. 27.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Computers (CONIELECOMP)

Universidad de las Américas Puebla,
Cholula, Mexico

ict.udlap.mx/conielecomp/2015/

02. 26.-02. 27.

2015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Systems (ICECS)

Karpagam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www.icecs2015.com

02. 26.-02. 27.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Communication Control and automation(ICCUBEA)

Pimpri Chinchwad College of Engg,
Pune, India

www.iccubea.com

02. 26.-02. 27.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CCT)

Sri Sairam Engineering College,
Chennai, India

www.sairam.edu.in/iccct15

02. 27.-03. 01.

2015 Twenty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NCC)

VMCC convention center, Mumbai,
India

https://www.ee.iitb.ac.in/~ncc2015/

〉〉2015년 3월
03. 02.-03. 05.

2015 10th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Robot Interaction (HRI)

Portland
Marriott
Downtown
Waterfront, Portland, USA

adamsj@ieee.org

03. 02.-03. 04.

2015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Electronic
Design (ISQED)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CA,
USA

www.ISQED.org

03. 03.-03. 05.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Operations Management (IEOM)

Hyatt Regency Dubai, United Arab
Emirates

www.iieom.org

03. 03.-03. 05.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Systems for
Aircraft, Railway, Ship Propulsion and Road Vehicles
(ESARS)

E.ON Energy Research Center at
RWTH Aachen University, Aachen,
Germany

www.esars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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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03. 06.

2015 International Workshop on Antenna Technology
(iWAT)

Hotel President, Seoul, Korea

hschoo@hongik.ac.kr

03. 05.-03. 07.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Computer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ECCT)

SVS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www.icecct.com

03. 07.-03. 14.

2015 IEEE Aerospace Conference

Yellowstone Conference Center, MT,
USA

www.aeroconf.org

03. 09.-03. 13.

2015 Design, Automation & Test in Europe Conference &
Exhibition (DATE)"

ALPEXPO-ALPES Congres, Grenoble
cedex 2, France

www.date-conference.com/

03. 09.-03. 13.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ed Systems
(NetSys)

Campus BTU Cottbus-Senftenberg,
Cottbus, Germany

www.netsys2015.com/

03. 09.-03. 12.

2015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Conference (WCNC)

Hilton New Orleans Riverside, New
Orleans, LA, USA

www.ieee-wcnc.org/2015

03. 11.-03. 13.

2015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Computing for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INDIACom)

BVICAM, New Delhi, India

www.bvicam.ac.in/indiacom/

03. 11.-03. 14.

2015 10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Imaging and Computer Graphics Theory and
Applications (VISIGRAPP)

Available soon, Germany

www.visigrapp.org/

03. 12.-03. 13.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Developments in
Control, Automation and Power Engineering (RDCAPE)

Amity University Uttar Pradesh, Noida,
India

rdcape.com/

03. 15.-03. 19.

2015 IEEE Applied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and
Exposition (APEC)

Charlotte Convention Center,
Charlotte, NC, USA

www.apec-conf.org/

03. 15.-03. 16.

2015 China Semiconductor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CSTIC)

SHICC Shangha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Shanghai, China

semiconchina.semi.org/cstic

03. 16.-03. 18.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ICSC)

Jaypee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Noida, India

www.jiit.ac.in/jiit/icsc/index.php

03. 16.-03. 20.

2015 IEEE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Signal Integrity

Santa Clar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Santa Clara, CA, USA

caroline.chan@lmco.com

03. 16.-03. 18.

2015 German Microwave Conference (GeMiC)

University of Erlangen-N?rnberg,
Nuremberg, Germany

www.gemic2015.de/

03. 16.-03. 20.

2015 Regional IEEE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Santa
Clara, CA, USA

www.emc2015usa.emcss.org/

03. 17.-03. 19.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Technology (ICIT)

Hotel Tryp Sevilla Macarena, Seville,
Spain

www.icit2015.org

03. 19.-03. 20.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Information,Embedded and Communication Systems
(ICIIECS)

Karpagam College of Enginnering,
Coimbatore, India

www.iciiecs.in

03. 19.-03. 20.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ircuit, Power and
Computing Technologies (ICCPCT)

Noorul Islam Centre for Higher
Education, Nagercoil, India

www.niueee.in

03. 20.-03. 20.

2015 IEEE Workshop on Microelectronics and Electron
Devices (WMED)

Student Union Building Boise State
University, Boise, ID, USA

www.ewh.ieee.org/

03. 22.-03. 26.

2015 Optical Fiber Communications Conference and
Exhibition (OFC)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Los
Angeles, CA, USA

www.ofcconference.org

03. 24.-03. 26.

2015 Sixth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gress (IREC)

ElMouradi Palace, Sousse, Tunisia

www.irec-conference.com

03. 25.-03. 27.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CEIT)

Marrakech, Morocco

www.enset-space.org/ICEIT15/

03. 27.-03. 29.

2015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ational Intelligence (ICACI)

Wuyi, China

nzhang@udc.edu

03. 29.-03. 31.

2015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
Analysis of Systems and Software (ISPASS)

TBD, Philadelphia, PA, USA

www.ispass.org

03. 30.-04. 01.

2015 IEEE International Wireless Symposium (IWS)

Sheraton Futian Shenzen, China

www.iws-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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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사 및 후원사 명단
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국제종합측기

박재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02-553-0901

http://www.msinter.co.kr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3-3

042-366-1500

http://www.nnfc.re.kr

네이버(주)

김상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031-784-2560

http://www.nhncorp.com

넥서스칩스

김덕명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42-1310

http://www.nexuschips.com

넥스트칩

김경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9-3

02-3460-4700

http://www.nextchip.com

(주)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18 105호

02-2243-4011

http://www.nexpa.co.kr

누리미디어

최순일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46

02-702-1771

http://www.nurimedia.co.kr

다우인큐브

이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3-7 다우디지털스퀘어

070-8707-2500

http://www.daouincube.com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91-5

053-602-1803

http://www.mtcc.or.kr

대덕G.D.S

유영훈

경기도 안산시 목래동 475

031-481-8006

http://www.daeduckgds.co.kr

대덕전자

김영재

경기도 안산시 목래동 390-1

031-481-8005

http://www.dacduck.com

대성전기

이철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43-5

031-494-1141

http://www.dsec.co.kr

대전테크노파크

염홍철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

042-930-4300

http://www.djtp.or.kr

(주)더즈텍

김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061호

031-450-6300

http://www.doestek.co.kr

덴소풍성전자

김경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

055-600-9227

http://www.dnpe.co.kr

동부하이텍

박용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02-3484-2888

http://www.dongbuhitek.co.kr

동아일렉콤

손성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

02-757-2050

http://www.dongahelecomm.co.kr

동운아나텍

김동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아리랑타워 9층

02-3465-8765

http://www.dwanatech.com

라온텍

김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

070-7545-1779

http://www.raon-tech.com

만도

정몽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13-5

031-300-5126

http://www.mando.com

문화방송

안광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02-784-2000

http://www.imbc.com

삼성전자

권오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1588-3366

http://samsungelectronics.com/kr

삼성탈레스

변승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8

031-601-5100

http://www.samsungthales.com

삼화콘덴서공업

황호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24

031-332-6441

http://www.samwha.co.kr

세미솔루션

이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031-627-5300

http://www.semisolution.com

세원텔레텍

김철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23

031-422-0031

http://www.sewon-teletech.co.kr

(주)스카이크로스코리아

조영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801호

031-267-1662

http://www.skycross.cco.kr

㈜대동

조명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43-2

031-493-3000

http://www.dae-dong.biz

실리콘마이터스

허 염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한양대학교 HIT 418호

02-2297-7077

http://www.siliconmitus.com

실리콘웍스

한대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707

042-712-7700

http://www.siliconworks.co.kr/

(주)쏠리드

정 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쏠리드스페이스

031-627-6000

http://www.st.co.kr

아나패스

이경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6층

02-6922-7400

http://www.anapass.com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전성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02-2155-4710

http://www.avagotech.kr

아이닉스

황정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031-204-7333

http://www.eyenix.com/

㈜아이에이

김동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길 5-23

02-3015-1300

http://www.ia-inc.kr

02-553-6603

http://www.anritsu.com

안리쓰코퍼레이션

오사무나가타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2-41 현죽빌딩 8층

에디텍

정영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02-2025-0088

http://www.aditec.co.kr

에스넷시스템㈜

윤상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성원빌딩 10층)

02-3469-2994

http:// www.snetsystems.co.kr

에스엘

이충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053-850-8775

http://www.s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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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1

070-7878-1000

http://www.yuracorp.co.kr

유텔

김호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1-427-1020

http://www.u-tel.co.kr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 IT타워 031-730-0575

http://www.innopiatech.com

이디

박용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보통길 10

031-730-7320

http://www.ed.co.kr

이지테크

강현웅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8-12

02-2608-2633

http://www.ezlab.com

전자부품연구원

김경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

031-789-7000

http://www.keti.re.kr

지에스인스트루먼트

육희수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5-14

032-870-5641

http://www.gsinstrument.com

지엠테스트

고상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134

041-410-2600

http://www.gmtest.com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043-270-2000

http://www.cbtp.or.kr

현대오트론

박상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031-627-0990

http://www.hyundai-autron.com

케이던스코리아

신용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현대케피코

박상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10

031-450-9015

http://www.hyundae-kefico.com

코아리버

배종홍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02-2142-3400

http://www.coreriver.com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우 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솔리드스페이스빌딩 031-697-3800

http://www.conti-automotive.co.kr

텔레칩스

이장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0 루터회관

02-3443-6792

http://www.telechips.com

티에이치엔

채 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3

053-583-3001

http://www.th-net.co.kr

티엘아이

김달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처빌딩

031-784-6800

http://www.tli.co.kr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김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032-671-3842

http://www.fairchildsemi.com

SK 하이닉스

박성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31-630-4114

http://www.skhynix.com

한국멘토그래픽스(유)

양영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빌딩 21층

02-551-3434

http://www.mentorkr.com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김승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080-769-0800

http://www.agilent.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기주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02-405-4118

http://www.kisa.or.kr/

한국전기연구원

김호용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055-280-1114

http://www.ke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흥남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

042-860-6114

http://www.etri.re.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임차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031-724-0114

http://www.tta.or.kr

한라비스테온공조

박용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042-930-6114

http://www.hvccglobal.com

한백전자

진수춘

대전시 유성구 궁동 487-1

042-610-6111

http://www.hanback.co.kr

현대로템

한규환

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18

031-596-9045

http://www.hyundai-rotem.co.kr

현대모비스

정명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서울인터내셔널타워

02-2018-5114

http://www.mobis.co.kr

현대엠엔소프트

유영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4-38

02-3483-8500

http://www.hyundai-mnsoft.com

현대자동차그룹

양웅철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02-3464-1114

http://www.hyundai-motor.com

휴먼칩스

손민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 신도빌딩

070-8671-4700

http://www.humanchips.co.kr

휴인스

송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포모빌딩

031-719-8200

http://www.huins.com

히로세 코리아㈜

이상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희망공원로 250

031-496-7000

http://www.hirose.co.kr

FCI

한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 7층 031-782-3700

http://www.fci.co.kr

I&C테크놀로지

박창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동관 18층

02-2142-3300

http://www.inctech.co.kr

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0114

http://www.kt.co.kr

LDT

김철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38 M프라자 3층

041-520-7300

http://www.ldt.co.kr

LG전자

구본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02-3777-1114

http://www.lge.co.kr

LIG 넥스원

이효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 10층

1644-2005

http://www.lignex1.com

RadioPulse

왕성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11-6

02-478-2963

http://www.radiopulse.co.kr

SK Telecom

하성민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SK-T-Tower

02-2121-2114

http://www.sktel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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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명단
회원명

주

가톨릭대중앙도서관
가톨릭상지대학도서관
강릉대도서관
강원관광대도서관
강원대도서관
경동대도서관
경주대도서관
건국대도서관
건양대중앙도서관
경기대중앙도서관
경기공업대도서관
경남대중앙도서관
경도대도서관
경북대도서관
경북대전자공학과
경운대벽강중앙도서관
경일대도서관
경산대도서관
경상대도서관
경성대도서관
경희대학교
고려대과학도서관
고려대서창캠퍼스도서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공군사관학교도서관
공군전투발전단무기체계실
공주대도서관
광명하안도서관
광운대도서관
국민대성곡도서관
김포대학도서관
국방대학교도서관
국방제9125부대
국방품질관리연구소정보관리실
국방과학연구소서울자료실
방위사업청
극동대학교도서관
금강대학교도서관
LG정밀(주)제2공장자료실
LG정보통신(주)자료실
금오공대도서관
남서울대도서관
단국대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산43-1
경북안동시율세동393
강원강릉시지변동산1
강원태백시황지동439
강원춘천시효자2동192-1
강원고성군토성면봉포리산91-1
경북경주시효현동산42-1
서울성동구모진동93-1
충남논산시내동산30
경기수원시팔달구이의동산94-6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102
경남마산시월영동449
경북예천군예천읍청복리947-1
대구북구산격동1370
대구북구산격동1370
경북구미시산동면인덕리55
경북경산군하양읍부호리33
경북경산시점촌동산75
경남진주시가좌동900
부산남구대연동110-1
중앙도서관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1번지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번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동208
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60-1
충북청원군남일면쌍수리사서함335-1
충남논산군두마면부남리사서함501-317호
충남공주시신관동182
경기광명시하안2동683
서울노원구월계동447-1
서울성북구정릉동861-1
경기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
서울은평구수색동205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932호
서울청량리우체국사서함 276호
서울송파구송파우체국사서함132호
서울용산구용산2가동7번지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산5-14
충남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경기오산시가수동379
경북구미시공단동299
경북구미시신평동188-1
충남천안시성환읍매주리21
울용산구한남동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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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2-340-3607
032-340-3607
033-552-9005
033-250-9000
033-639-0371
054-770-5051
02-450-3852
041-730-5154
031-240-7135
031-496-4571
055-249-2906
054-650-0143
053-955-500 1
053-950-5506
054-479-1083
053-950-7790
055-751-5098
051-620-4394
031-201-3219
02-920-1709
031-280-4230
043-229-6085
041-506-5260, 5281
041-850-8691
031-680-6376
02-918-1021~2
02-910-4200
031-999-4126
02-300-2415

02-3400-2541
02-2079-5213
043-879-3568
041-731-3322
031-772-1171(318)
054-460-5311
054-461-0131~4
041-580-2076
02-709-2135

홈페이지
http://www.csangji.ac.kr/~library/
http://211.114.218.253/
http://www.kt.ac.kr
http://library.kangwon.ac.kr
http://www.kyungdong.ac.kr
http://www.kyongju.ac.kr
http://www.konkuk.ac.kr
http://lib.konyang.ac.kr
http://203.249.26.247/
http://210.181.136.6/
http://library.kyungnam.ac.kr
http://libweb.kyongdo.ac.kr
http://kudos.knu.ac.kr
http://palgong.knu.ac.kr
http://www.kyungwoon.ac.kr
http://cham.kyungil.ac.kr
http://library.ksucc.ac.kr
http://library.gsnu.ac.kr
http://kulis1.kyungsung.ac.kr
http://library.khu.ac.kr
http://kulib.korea.ac.kr
http://kuslib.korea.ac.kr
http://www.afa.ac.kr
http://knulib.kongju.ac.kr
http://www.kmlib.or.kr
http://kupis.kwangwoon.ac.kr
http://kmulmf.kookmin.ac.kr
http://lbr.kimpo.ac.kr

http://dqaa.go.kr
http://www.add.re.kr
http://lib.kdu.ac.kr
http://lib.ggu.ac.kr
http://www.lginnotek.com
http://www.lge.co.kr
http://ran.kumoh.ac.kr
http://ness.nsu.ac.kr
http://www.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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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단국대율곡기념도서관
대구대도서관
대원공과대학도서관
동서울대학도서관
대전대도서관
대전한밭대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대진대중앙도서관
대천대도서관
동강대도서관
동국대도서관
동서대도서관
동아대도서관
동양대도서관
동양공업전문대학도서관
동원대학술정보센터
두원공과대학도서관
만도기계중앙연구소
목원대도서관
목포대도서관
목포해양대도서관
배재대도서관
부경대도서관
부산대도서관
부산외국어대도서관
부천대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실
삼지전자(주)
삼척산업대도서관
상명대학교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
상주대도서관
상지대중앙도서관
생산기술연구원정보자료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자료실
삼성SDI
서강대도서관
서경대도서관
서울대도서관
서울대전기공학부해동학술정보실
서울산업대도서관
서울시립대도서관
서울여자대도서관
서울통신기술(주)통신연구소
선문대도서관
성결대도서관
성균관대과학도서관
성남산업진흥재단(재)
성신여대도서관

주

소

충남천안시안서동산29-1
대구남구대명동2288
충북제천시신월동산22-8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423
대전동구용운동96-3
대전동구삼성2동305-3
대전중구문화동145-3
경기포천군포천읍선단리산11-1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산6-7
광주시 북구 두암동771
서울중구필동3가26
부산사상구주례동산69-1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
경북영주시풍기읍교촌동1번지
서울구로구고척동62-160
경기광주군실촌면신촌리산1-1
경기안성군죽산면장원리678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95
대전중구목동24
전남무안군청계면도림리61
전남목포시죽교동572
대전서구도마2동439-6
부산남구대연3동599-1
부산금정구장전동산30
부산남구우암동산55-1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454-3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9
서울금천구가산동459-21
강원삼척시교동산253
충남천안시안서동산98-20
경북상주시가장동386
강원원주시우산동산41
서울금천구가산동371-36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경기용인시기흥구공세동
서울마포구신수동1-1
서울성북구정릉동16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서울도봉구공릉동172
서울동대문구전농동8-3
서울노원구공릉2동126
서울강동구성내3동448-11
충남아산시탕정면갈산리100
경기안양시안양8동147-2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287-1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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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41-741-6040(1613)
053-850-2081~6
043-649-3202
031-720-2191
042-280-2673
042-630-0616
042-580-4255
031-535-8201~5
041-939-3026
062-520-2114
02-260-3452
051-320-1640
051-204-0171
054-630-1053
02-610-1731
031-763-8541(140)
031-768-6211
042-252-9941~50
061-240-7114
042-520-5252
051-622-3960
051-510-1814
032-610-3272
02-850-8167
033-570-6278
041-550-5356
054-530-5641
033-730-0366
02-850-9142~3
02-860-1292
031-288-4121
02-751-0141
02-940-7036
02-880-5114
02-880-7278
02-972-1432
02-2245-8111
02-970-5305
02-2225-6613
041-530-2525
031-290-5114
031-758-9901
02-920-7275

홈페이지
http://dulis.anseo.dankook.ac.kr
http://love.taegu.ac.kr
http://lib.daewon.ac.kr
http://dlibrary.dsc.ac.kr
http://libweb.taejon.ac.kr
http://tjdigital.tnut.ac.kr
http://hanbat.metro.taejon.kr
http://library.daejin.ac.kr
http://www.dcc.ac.kr
http://dongkang.ac.kr
http://lib.dgu.ac.kr
http://libcenter.dongseo.ac.kr
http://av3600.donga.ac.kr
http://dyucl.dyu.ac.kr
http://www.dongyang.ac.kr
http://www.tongwon.ac.kr
http://www.doowon.ac.kr
http://www.mando.com
http://lib.mokwon.ac.kr
http://203.234.22.46/
http://lib.miryang.ac.kr
http://lib.mmu.ac.kr
http://libweb.pknu.ac.kr
http://pulip.pusan.ac.kr
http://www.pufs.ac.kr
http://www.bucheon.ac.kr
http://www.kiniti.re.kr
http://lib.samchok.ac.kr
http://san.sangju.ac.kr
http://lib.sangji.ac.kr
http://www.kitech.re.kr
http://www.ktl.re.kr
http://www.samsungSDI.co.kr
http://loyola1.sogang.ac.kr
http://lib.seokyeong.ac.kr
http://solarsnet.snu.ac.kr
http://cdserver.snut.ac.kr
http://plus.uos.ac.kr
http://lib.swu.ac.kr
http://www.scommtech.co.kr
http://delta.sunmoon.ac.kr
http://211.221.247.5
http://skksl.skku.ac.kr
http://www.ked.or.kr
http://lib.su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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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세종대도서관
수원대중앙도서관
수원과학대도서관
순천대도서관
숭실대도서관
안동대도서관
안산1대학
안양대도서관
안양과학대학도서관
에스씨지코리아(주)
에이치텔레콤(주)
여수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영남대중앙도서관
영동공과대학도서관
오산전문대학도서관
(주)오피콤
충북과학대학도서관
용인대도서관
우리기술투자(주)
우송대중앙도서관
울산대중앙도서관
원광대중앙도서관
(주)원이앤씨
위덕대학교도서관
유한대학도서관
육군제1266부대연구개발처자료실
육군사관학교도서관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익산대학도서관
이화여대중앙도서관
인제대도서관
인천대도서관
인천전문대도서관
(주)인텍웨이브
인하대도서관
인하공전도서관
전남과학대학도서관
전남대도서관
호원대도서관
전주대중앙도서관
우석대학도서관
제주대도서관
중부대도서관
중앙대도서관
중앙대안성도서관
창원대학도서관
창원시립도서관

113

주

소

서울광진구군자동98
경기화성군봉담면와우리산2-2
경기화성군정남면보통리산9-10
전남순천시매곡동315
서울동작구상도1동1-1
경북안동시송천동3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708-113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3동산39-1
서울강남구대치3동942해성B/D17층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15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경북경산시대동214-1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12-1
경기오산시청학동17
서울강남구수서동724(로스데일B/D5층)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40
경기용인시삼가동470
서울강남구대치동946-14(동원B/D14층)
대전동구자양동산7-6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
전북이리시신룡동344-2
성남구 중원구 상대원동 190-1
경북경주시강동면유금리산50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185-34
부산남구대연동우체국사서함1-19
서울노원구공릉동사서함77호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78-401
전북익산시마동194-5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경남김해시어방동607번지
인천남구도화동177
인천남구도화동235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7(에이스테크노타워501)
인천남구용현동253
인천남구용현동253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산85
광주북구용봉동300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727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00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490
제주제주시아라1동1
충남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서울동작구흑석동221
경기안성군대석면내리
경남창원시퇴촌동234
창원시반송동산51-5

전 화

홈페이지

02-3408-3098
031-232-2101(378)
031-252-8980
061-752-8131
02-820-0114
054-850-5238
031-400-6900
031-670-7557
031-441-1058~9
02-528-2700
031-777-1331
061-659-2602
02-361-2114
053-882-4134
043-740-1071~2
031-372-1181
02-3413-2500
043-730-6251
031-30-5444
02-508-7744
042-630-9668~9
052-278-2472
063-850-5444
031-776-0377
054-760-1051

http://sjulib.sejong.ac.kr
http://lib.suwon.ac.kr
http://www.suwon-sc.ac.kr
http://203.246.106.33/
http://oasis.soongsil.ac.kr
http://library.ajou.ac.kr
http://www.ansan.ac.kr
http://www.anyang.ac.kr
http://www.anyang-c.ac.kr
http://www.onsemi.com
http://www.htel.co.kr
http://www.yosu.ac.kr
http://library.yonsei.ac.kr
http://libs.yeungnam.ac.kr
http://210.125.191.101/
http://osanlib.osan-c.ac.kr
http://www.opicom.co.kr
http://www.ctech.ac.kr
http://www.yongin.ac.kr
http://www.wooricapital.co.kr
http://pinetree.woosongtech.ac.kr
http://library.ulsan.ac.kr
http://library.wonkwang.ac.kr

02-975-0064
042-870-5230
063-840-6518
02-3277-3137
055-320-3413
032-774-5021~5

http://www.kma.ac.kr

02-3282-1185
032-862-0077
032-870-2091-3
061-360-5050
062-550-8315
063-450-7106
063-220-2160
063-273-8001(206)
064-755-6141
041-750-6571
02-815-9231
055-283-2151
055-281-6921~2

http://lib.uiduk.ac.kr
http://ic.yuhan.ac.kr

http://library.iksan.ac.kr
http://ewhabk.ewha.ac.kr
http://ilis1.inje.ac.kr
http://wlib.incheon.ac.kr
http://www.icc.ac.kr
http://www.intechwave.com
http://library.inha.ac.kr
http://library.inhatc.ac.kr
http://www.chunnam-c.ac.kr
http://168.131.53.95/
http://indang.howon.ac.kr
http://lib.jeonju.ac.kr
http://library.woosuk.ac.kr
http://chulic.cheju.ac.kr
http://www.joongbu.ac.kr
http://www.lib.cau.ac.kr
http://www.alib.cau.ac.kr
http://lib.changwon.ac.kr
http://city.changwon.kyongn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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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청양대도서관
청주대도서관
천안대도서관
천안공업대자료실
한국철도대학도서관
초당대도서관
충북대도서관
충주대도서관
탐라대도서관
특허청심사4국전자심사담당관실
포항공과대학도서관
한경대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도서관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한국산업기술대도서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도서관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전력연구원기술정보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서실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기술정보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료실
한국항공대도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기술정보실
한국해양대도서관
한동대도서관
한세대도서관
한양대도서관
한양대안산도서관
해군제9135부대군수발전부표준규격과
해군사관학교도서관
해군정비창기술연구소
현대자동차기술관리부
SK 하이닉스 메모리연구소정보자료실
협성대학술정보관
혜전대도서관
한라대학
한서대도서관
호남대도서관
호서대도서관
홍익대도서관
홍익대문정도서관
대구효성가톨릭대도서관

주

소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90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충남천안시안서동산85-1
충남천안시부래동275
경기의왕시월암동산1-4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남리419
충북청주시개신동산48
충북중원군이류면검단리123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70
대전서구둔산동920 042-481-5673
경북포항시포항우체국사서함125호
경기안성시석정동67
경기하남시신장동520-2
경기광주시 역동 181-3
대전유성구구성동373-1
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충남천안군병천면가전리산37
서울종로구동숭동169
경기시흥시정왕동사화공단3가101
서울강남역삼동701-7(한국기술센타11층)
경기용인군왕산리산89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360-9
대전유성구문지동103-16
대전유성구가정동161
대전유성구가정동90
경기의왕시월암동374-1
경기고양시화전동200-1
대전유성구어은동52
부산영도구동삼동1
경북포항시북구홍해읍남송리3
경기군포시당정동604-5
서울성동구행당동17
경기안산시대학동396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2호
경남진해시앵곡동사서함1-1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602-3호
정보자료실 경남울산시중구양정동700
경기이천군부발읍아미리산136-1
경기화성군봉담읍상리8-1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산16
강원원주시흥업면흥업리산66
충남서산군해미면대곡리360
광주광산구서봉동59-1
충남아산군배방면세출리산29-1
서울마포구상수동72-1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동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1리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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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29-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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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42-7331~5
064-7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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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70-5041
031-790-6597
031-764-3301
042-86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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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404-381
031-496-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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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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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61-8531
031-309-1862
042-868-7811
051-414-0031
031-450-5165
02-209-2114
031-86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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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eongyang.ac.kr
http://wuam.chongju.ac.kr
http://moon.chonan.ac.kr
http://www.cntc.ac.kr
http://library.krc.ac.kr
http://library.chodang.ac.kr
http://cbnul.chungbuk.ac.kr
http://chains.chungju.ac.kr
http://www.tamna.ac.kr
http://www.postech.ac.kr
http://www.hankyong.ac.kr
http://hanamlib.go.kr
http://www.icpc.ac.kr
http://darwin.kaist.ac.kr
http://161.122.13.12/
http://dasan.kut.ac.kr
http://knoulib.knou.ac.kr
http://www.kpu.ac.kr
http://www.itep.re.kr
http://weblib.hufs.ac.kr
http://www.kopec.co.kr
http://www.kepri.re.kr
http://www.etri.re.kr
http://www.komsep.com
http://www.krri.re.kr
http://210.119.25.2/
http://www.kari.re.kr
http://kmulib.kmaritime.ac.kr
http://salt.handong.edu
http://lib.hansei.ac.kr
http://library.hanyang.ac.kr
http://information.hanyang.ac.kr
http://www.navy.ac.kr

055-549-3602
http://www.hyundai-motor.com
031-630-4514
031-299-0658
041-630-5167
031-760-1184
041-660-1114
062-940-5183
041-540-5080~7
02-334-0151(409)
041-860-2241
053-850-3264

http://hulins.hyupsung.ac.kr
http://www.hyejeon.ac.kr
http://lib.halla.ac.kr
http://library.hanseo.ac.kr
http://library.honam.ac.kr
http://library.hoseo.ac.kr
http://honors.hongik.ac.kr
http://shinan.hongik.ac.kr
http://lib.ca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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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기반 확장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
• HEVC 기술 소개 Ⅰ
• HEVC 기술 소개 Ⅱ
• HEVC Range Extension 표준 기술
• HEVC 3D Extension 표준 기술
• HEVC Scalable Extension(SHVC) 표준 기술 소개
• HEVC Screen Content Coding Extensions 표준화 동향
• HDR/WCG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MPEG 활동
• HEVC 코덱 구현 및 상용화 기술

대
한
전
자
공
학
회

www.theiei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