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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K이상의 초고해상도 영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호화기가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만을 복호화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심영역을 독립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영상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각의 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과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Tile기반 부호화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상 분할기반 부호화와 Tile 분할기반 부호화를 통해 관심영역의 독립적인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각각의
성능을 분석한다. 실험결과에서는 제안방법의 결과로 부호화된 영상에 대해서 관심영역의 독립적 복호화가 가능함을 보이고 각 방법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Abstract

Ultra-high definition videos, panorama contents, and ultra-wide viewing videos have a huge spatial resolution. However, a whole 
region of images is not always interesting to viewers due to limitations of system resources and display devices. To allow one or 
more interesting tiles to be decoded freely without decoding other tiles, this paper introduces a tile-based independent coding 
method. The propose method restraints motion vectors to be within a tile region shifting motion search area and modifying an 
initial motion vector. Experiments results show that any desired tile is capable to be decoded independently of other 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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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방송기술과 디스플레이 기기 등의 발전에 따라

4K급의해상도비디오의보급이확산되면서 4K 이상해상
도의 비디오, UWV(Ultra-wide viewing) 비디오, 파노라마, 
그리고 360도 비디오와 같은 초고해상도 비디오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해상도 비디오들은 기존의
비디오 콘텐츠와 비교하여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데이

터 처리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과 ISO(International 
Orga- 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2015년 10월부
터 JVET(Joint Exploration team on Future Video Coding)
를 설립하여 차세대 비디오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JVET에서는표준및관련기술개발을위하여 JVET 참조
소프트웨어 JEM 6.0[1]을 제공하고 있다.
파노라마, 360비디오, 4K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초고
해상도비디오는가장최신의부호화표준인 HEVC[2](High 
Efficiency Video Coding)로 부호화하더라도 높은 대역폭
이필요하다.특히 360도비디오는표현해야할 물리적공간
이 늘어나므로 고화질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매
우 높은 대역폭 요구가불가피해진다. 또한 복호화 복잡도
도 증가하여, 실시간 복호화에 필요한 요구성능의 증가로
사용가능한기기가제한될수있다. 2017년 4월기준, JEM
은 HEVC 참조소프트웨어 HM[3](HEVC Test Model)과비
교하여약 30% 높은 부호화 효율을 가지지만여전히초고
해상도 비디오는 매우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러한 부호화 효율을 위하여 HM대비 약 10배의 복호화 복

잡도가 증가하게 되었다.[4]

파노라마, UWV 및 360 비디오와같은초고해상도비디
오의 높은 대역폭과 복호화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는영상의 관심도가높은일부영역에 대한 전송

을생각해볼수있다. 초고해상도비디오의경우, 사용자는
영상콘텐츠의 전체 영역보다는 특정 영역에더 많은 관심

을 가질 수 있다. 또한 VR(Virtual Reality) 콘텐츠의 경우
에는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전체 영상에서 일부 영역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영상 일부만을
전송하더라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나 그 인근 영역에
대한 영상만을 전송하고 그 이외 영역은 전송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영상의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다면, 파노라마, UWV 그리고 360도 비디오와 같은
초고해상도 비디오를 비교적 낮은 시스템 리소스만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진행된 MPEG 표준화
회의에서도 이러한 초고해상도 비디오의 일부영역만을

서비스하기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5]

부호화된 영상에서 관심영역의 정보만을 가지고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해당 영역의 정보가 비관심영역의
정보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만약 관심영역을 복호하기 위
하여 비관심영역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복호화 과정을 수
행할수없거나영상을정상적으로출력할수없을수있다. 
특히, HEVC 표준호환을유지하면서관심영역을서비스하
기 위해서는 복호기의 수정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비디오
부/복호화에서 종속적인 정보가 발생하는 구간은 예측 부

그림 1. HEVC의 영상 분할 방식 적용의 예 좌) Slice 분할, 우) Tile 분할
Fig. 1. Example of picture partitioning in HEVC, Left) Slice partitioning, Right) Tile part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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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이며, 예측부호화는한장의영상내에서중복된정보
를 예측하는 화면내 부호화와 시간적으로 인접한 다른 영

상에서 중복된 정보를 예측하는 화면간 부호화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관심 영역을 독립적으로 복호화하기 위해서
는화면내부호화, 화면간부호화과정에서관심영역의정
보만으로 예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위하여영상을분
할하고 각 영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부호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립적인 HEVC 표준 호환형 부호화를 위한 가장 간단
한 방법은 영상을 분할하여 각각을 하나의 영상으로 부호

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하나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부호화된 영상을 생성한다. 만
약 사용자가 특정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 해당 영역
에포함되는영상만을복호화하여제공할수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HEVC의 부호화 기술 중 영역을 분할하고 부
호화하는기술을사용할수있다. 부호화과정에서한장의
영상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Slice로 구분되며, 각 Slice는
Tile이라는단위로분할될수있다. 또한각 Tile은여러개
의부호화단위블록으로구성되며 각블록을 통해 부호화

가 수행된다. 특히 각 Tile내의 화면내 부호화는 다른 Tile
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Slice 방식은 일자형의
분할형태이나 Tile은사각형형태의분할이가능하다. 그림
1은 HEVC에서 4개의 Slice 혹은 4개의 Tile기반의분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관심영역의 독립
적 부/복호화에는 Tile방식의 분할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Tile방식의분할을사용하는경우, 독립적인화면내

그림 2. Tile 독립 복호화시 영상 깨짐 현상의 예
Fig. 2. Corrupted picture in HEVC tile independent coding 

복호화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심영역에 대한 독립적인

부/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Tile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화면간 복호화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림 2는 Tile 분할을 사용한 HEVC 부호화 영상에서 일
부 Tile만을 복호화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영상이다. 그림
에서 상단과 하단의 녹색으로 이루어진 영역은 복호화하

지 않은 영역이다. 그림과 같이 영상의 색차신호가 사라
지거나 휘도신호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복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심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독립적으로 부/복호화가 수
행되기 위해서는 화면간 부호화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
본논문의목적은관심영역의 HEVC 표준호환환경에서
독립적인복호화를제공하기위한방법들에대하여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HEVC의 화면간
부호화의 각 과정에 대해 독립적인 복호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한부분을 분석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독립
적 부호화를 수행하고,  이로인한 독립적복호화가가능함
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방법들을 실험하여 서로비교하
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II. HM 화면간 부호화 분석

1. 화면간 부호화

HEVC는 하나의 영상을 여러 개의 CTU(Coding Tree 
Unit)로 분할하고 각 CTU를 쿼드트리 형태로 분할하며
최적의 CTU구성을 찾는다. 분할된 각 정사각형 블록은
CU (Coding Unit)로 불리며 예측을 위한 PU(Prediction 
Unit)와 변환을 위한 TU(Transform Unit)를 통해 예측과
변환을 각각 수행한다. 각 PU는 그림 3과 같이 총 8가지
형태로 분할될 수 있다. Slice 부호화 과정에서는 가능한
모든 PU의 분할을 시도하고 그 중 가장 낮은 비용의 PU
로 최종 부호화가 진행된다. 단, NxN PU는 최소 크기의
CU를 가지는 화면내 부호화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각 TU를 통해 잔차 신호에 대한 변환부호화를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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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M 움직임 추정 과정

움직임 추정 과정은 부호화하려는 PU와 가장 상관도가
높은예측블록을이전에부호화된영상들로부터탐색하는

과정이다. 움직임추정의 결과로예측 움직임벡터(Motion 
vector prediction, mvp), 움직임 벡터 오차(motion vector 
difference, mvd), 차분영상신호를얻을수있다. HEVC의
화면간 부호화 PU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움직임 벡터를 가
질 수있다. HEVC 참조 소프트웨어 HM에서는움직임 벡
터를 얻기 위하여 움직임 벡터추정과정을수행한다. 먼저
부호화 하고자하는 PU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사용가능한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만약사용가능한움직임벡터가여
러 개인 경우, RD-cost (Rate-Distortion cost)를 통해 하나
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결정한다. 반대로 사용가능한 움직
임벡터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 제로 벡터를예측움직

임벡터로사용한다. 이렇게결정된예측움직임벡터는움
직임 추정 과정의 초기 탐색 위치로 사용한다. 초기 탐색
위치가 결정되면, 이위치를시작점으로일정영역에 대하
여 정수 화소 정확도의 움직임 탐색을 수행한다. HM에서
움직임탐색은 TZ-Search(Test zone search) 알고리즘을통
해수행한다. TZ-Search는 Diamond 탐색과 다운 샘플링된
Raster-scan 탐색을 사용하는 탐색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정수화소정확도 움직임벡터를기준으로주변소수점화

소 1/4 정확도의움직임벡터를탐색하고최적움직임벡터
를 결정한다.

3. Merge 모드

Merge 모드는부호화하는 PU의주변블록으로부터예측
움직임벡터, 참조영상번호와같은예측정보들을유도하
는 방법이다. Merge 모드는 모든 움직임 정보를 복호기로
전송하지않기 때문에, 주변 블록과 상관도가 높은블록에
서큰부호화효율을얻을수있는방법이다. 복호화기에서
는 Merge 인덱스 번호만을 전송받게 되며,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블록의 움직임 벡터 정보들을 가져오게 된다. 
Merge 후보의최대후보수는슬라이스헤더에서전송되며
기본적으로 5개의 Merge 후보를 사용한다. Merge 후보는
최대 4개의공간적후보 및 1개의시간적후보에서선택하
게 된다.

그림 4. 좌) 공간적 Merge 후보의 위치 및 순서, 우) 시간적 Merge 후보의
위치 및 순서

Fig. 4. Left) Location and ordering of candidates for spatial merge 
mode, Right) Location and ordering of candidates for temporal merge 
mode  

그림 3. HEVC에서 가능한 PU 분할의 종류
Fig. 3. Block partitioning structure for PU in H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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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좌는 PU크기에 따른 공간적 Merge 후보의 위
치를나타낸 것이다. PU크기가 2Nx2N라면좌단, 상단, 우
상단, 좌하단, 좌상단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움직임 벡터가
존재하는 경우 Merge 후보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PU가
분할되어 직사각형 형태로 분할이 되었다면, 동일한 위치
에서 현재 CU가 아닌영역에서 움직임 벡터를 Merge후보
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2NxN의 경우 좌측 위치는
현재부호화중인 CU의영역이므로후보로사용할수없으
며, 나머지 위치인 상단, 우상단, 좌하단, 좌상단를 순차적
으로 탐색하여 Merge 후보를 가져올 수 있다.
시간적 Merge 후보는참조영상에서부호화하고자하는

PU와동일위치인참조블록(co-located PU)으로부터 Merge
후보를구하는방법이다. 그림 4의우는시간적 Merge 후보
의생성방법을나타낸것이다. 참조블록의우하단의움직
임벡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참조 블록의

중앙에위치하는 PU의움직임벡터를후보로사용하게 된
다. 단, 현재 PU와 시간적 Merge 후보의 PU가 고려하는
참조영상이서로다른경우, 사용가능한움직임벡터가존
재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스케일링을 통해 값을

조정한다. 공간적 후보와 시간적 후보를합하여도최대후
보수보다 적은 후보만을 사용가능한 경우, 양방향 움직임
예측을위한 Merge 후보를생성한다. 양방향 Merge 후보는
사용가능한 공간적 후보와 시간적 후보의 조합을 통해 생

성된다. 만약 양방향 Merge 후보를 합하여도 최대 개수에
미치지 못하는경우에는 참조 영상이다른제로움직임벡

터를 후보에 포함시킨다. 

III. 독립적 복호화를 위한 방법

1. 영상 분할기반 부호화 방법

제공하려는 영상 전체에서 일부 관심영역만을 제공하기

위한방법으로영상을분할하여독립적으로부호화하는방

법이있다. 이 때, 분할영역의크기에따라 부호화 효율이
달라질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할영역의크기가매우 작다
면 분할된 영역 내의 중복된 정보가 줄어 부호화 효율이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분할영역의크기가 커지고 영상의

분할 개수가 줄어든다면, 부호화 효율은 좋아질 수있으나
관심영역을서비스하기위해복호화해야하는영역이넓어

질수있다. 이방법은분할된부분영상들을각각독립적인
영상으로 부호화하기 때문에, 관심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영상들을 복호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2. Tile 분할기반 부호화 방법

HM의 화면간 부호화 결정 과정은 움직임 추정 과정과
Merge 및 Merge Skip 모드결정과정으로구분할수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HM의 움직임 추정 과정에서 해당 블
록이 속한 Tile 경계 밖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Merge 및 Merge Skip 모드 결정 과정에서 Tile 경계 밖을
참조하는후보를 Merge 및 Merge Skip에서제외하는방법
을 제안한다.

2.1 움직임 추정 과정
HM의 움직임 추정 과정은 초기 움직임 벡터 설정 과정
과지정범위에대한탐색과정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일
반적인 움직임 추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탐색한다.

   ≤ ≤ (1)

   ≤  ≤  (2)

식 (1)은 좌표에대한움직임 추정 범위를나타낸것이
고, 식 (2)는 좌표에대한움직임추정범위를나타낸것이
다. , 는 움직임 추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적의

움직임벡터의 ,  성분을 나타낸다. , 는움직임
추정에 대한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의 ,  성분으로
주변블록의움직임벡터를통해얻게된다. 만약주변블록
의움직임벡터가존재하지않는경우, 초기벡터는제로벡
터가되며이에따라 , 의값은 0이된다. 은움직

임 추정의범위를나타내는값으로부호화 설정에따라값

이 바뀔 수 있다. 이렇듯 HM의 움직임 추정과정은 초기
위치 , 의 값과 탐색 범위 의 크기에 따른 탐색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부호화 블록의
움직임벡터가 Tile 범위를벗어날 수있으며,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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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복호화가이루어질수없다. 따라서움직임추정과
정에서의 탐색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
임추정과정에서의탐색범위를조정하기위하여, 초기움
직임 벡터의 변경과 탐색 범위 조정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초기 움직임 벡터가 부호화 블록이 속하는

Tile 범위 밖을 참조하는 경우, 초기 움직임 벡터를 제로
벡터로 대체한다. 이는초기움직임벡터가 Tile 범위를벗
어난경우, 탐색범위의대부분이 Tile 경계밖에속한것으
로독립적복호화 시에는대부분의 영역을사용할수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로 벡터로대체하는것으로탐색 영역
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두번째로부호화블록이속하는 Tile을벗어나는탐색범
위를제거하고, 제거한크기의영역만큼 Tile 내부탐색영
역을 늘린다. 먼저초기 움직임 벡터 기준의 탐색영역에서
Tile 범위를 벗어난 탐색 영역을 ,  각각에 대하여 구한
다. 다음으로구해진 ,  좌표의초과탐색영역크기를탐
색영역에 보정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3)

     ≤  ≤    (4)

식 (3), (4)는 제안 방법의 움직임 추정과정에 대한 탐색
영역을나타낸다. 식 (3), (4)는각각기존탐색범위식 (1), 
(2)에서 탐색범위에 대한 보정 값( , )을 추가한 것이
다. 탐색범위에대한보정값 ( , )은현재블록의탐색

영역이 Tile 범위밖으로벗어난 경우, 벗어난 길이를나타
낸것이다. 만약탐색범위가 Tile 범위내라면 와 는
0이 된다. 위와 같이 탐색 범위가 결정되면 정수 정확도의
움직임 추정 과정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HEVC는 1/4 정확도의 소수점 정확도의 움직임 추정을
수행할 수있다. HM에서 이과정은 정수 정확도의움직임
추정 과정에서 결정된 움직임 벡터를 가지고 수행된다. 
HM의소수점정확도움직임추정은 0.25, 0.5, 0.75 크기로
움직임 벡터를 보정할 수 있다. 제안방법은 움직임 벡터가
Tile의 경계에존재할때, 경계 내에 대해서만소수점 단위
움직임추정을할수있도록하였다. 예를들어움직임벡터
가 Tile의 좌측 경계에 닿은 경우에는 x 값에 대해 -0.75, 

-0.5, -0.25에 해당하는 움직임 추정을 막고 0.25, 0.5, 0.75
의 움직임 추정만을 수행한다. 또한 y값에 대한 소수점단
위 움직임추정과정은기존과 동일하게수행할 수있도록

한다.
 
2.2 Merge 모드
HM의 Merge 모드는 4개의공간적후보와 1개의시간적
후보로부터 Merge 후보를 생성하고, 각 후보에 대한 비용
검사를 수행하여 최적인 모드를 복호화기로 전송한다. 후
보 생성 과정은 복호화에서도 부호화와 동일하게 적용된

다. 따라서 HEVC 표준 호환을 위해서는 부/복호화기에서
Merge 후보를변경하는방식의독립적인 Tile 복호화는불
가능하다. 제안방법은 시간적 후보로 인한 후보를 제외하
고 4개의공간적후보에서만후보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
다. 또한제안방법은부호화기에서 Merge 비용에대한 비
용 검사수행 직전에 Merge 후보의 움직임벡터를 조사하
여 블록의 Tile 밖을 참조하는 움직임 벡터인 경우, 해당
벡터를제외하도록한다. 또한 모든 후보가 사용이불가능
하다면 해당 블록에 대해서 Merge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다.

IV. 실험 및 결과 분석

제안 방법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16.0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호화모드는
두 개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할 수 있어 제안 방법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random_access_main을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영상은 HEVC 표준화에 사용하는 공통 실험
영상 중 Class A의일부영상과 Class B ~ Class C의전체
영상을사용하였다. 양자화파라미터(QP)는 22, 27, 32, 37
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Tile기반 독립적 부호화 방법은
Tile의 개수를 4x2로 설정하였으며, 각 Tile의 크기는 HM
에 의하여 가능하면 균등하게 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영상분할기반독립적부호화방법은 Tile기반독립적
부호화방법과동일한크기로영상을분할하여부호화하였

다. 나머지부호화조건은 HEVC 공통실험조건[6]을따랐다. 
또한 각 제안 방법은 동일한 크기의 Tile로 분할하고 수정
하지않은 HM 16.0으로부호화한것과비교하여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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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5,6는제안방법을 통해 부호화된영상에대하여일
부 영역만을 복호화한 것이다. 그림 6는 Class C의 Race- 
Horses영상이며, 그림 6는 BQMall 영상이다. 그림과 같이
제안방법을통해부호화된영상은일부영역만을복호화하

더라도 영상이깨지지않고복호화되는것을확인할 수있

다. 표 1은영상 분할 기반과 Tile기반독립적부호화 성능
을나타낸것이다. 실험결과영상분할기반독립부호화방
법은 약 4.5%의부호화 손실만으로 독립적 복호화가 가능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Tile기반 독립적 부호화
방법은 영상 분할기반 독립 부호화 방법과 비교하여 약

30%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여 부호화 손실이 매우 높음을
알수있다. Tile기반독립부호화방법의초기움직임벡터
변경, Merge 후보제한, 시간적 Merge 후보를사용하지못

그림 5. 제안방법을 적용한 영상의 독립 복호화 결과 (1)
Fig. 5. An example of decoded picture in the proposed method (1) 

그림 6. 제안방법을 적용한 영상의 독립 복호화 결과 (2)
Fig. 6. An example of decoded picture in the proposed method (2)

File-separated 
encoding

Tile-separated  
encoding

BD-rate Y(%) BD-rate Y(%)

Class A
Traffic 5.71 36.5

PeopleOnStreet 3.4 15.5

Class B

Kimono 5.83 24.4
ParkScene 3.41 38.2

Cactus 4.81 17.3
BasketballDrive 2.90 30.3

BQTerrace -0.36 43.4

Class C

BasketballDrill 5.4 20.8
BQMall 9.36 47.6

PartyScene 4.25 61.6
RaceHorses 5.19 46.3

Average 4.54 34.7

표 1. 제안방법의 성능 실험 결과
Table 1. Coding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하는것에의해더많은추가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예상

된다. 또한 각 독립 부호화 방법은 움직임 벡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 1의 실험환경인 random access 환경에서
움직임 벡터를 가장 많은 최대 2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실험 조건 중 가장 낮은 부호화 성능을 가진다. 다른
실험조건인 low-delay환경에서는움직임벡터를최대 1개
만 사용할수 있어 random access 환경과 비교하여비교적
적은 손실로 독립 부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ntra-only 환경에서는 움직임 벡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과는 무관한 실험환경이다. Tile기반 독립 부호화
방법의 경우 PeopleOnStreet, Kimono, Cactus와같은 영상
에서 비교적 손해가낮은것을 볼수 있다. PeopleOnStreet
의경우움직임이많아보이나, 조그마한객체가좁은범위
에서움직이며, 각객체가유사하기때문에손해가적은것
으로보인다. Kimono의경우객체는대체로중앙으로고정
되며 배경이 주로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Tile 경계 내
에서대체움직임벡터를찾아손해가적은것으로보인다. 
Cactus는 각 객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움직임을
반복하는영상이다. 반대로 Tile기반독립적부호화방법의
실험결과 중 PartyScene는 가장 손해가 큰 영상이며, 해당
영상은중앙에 있는 한객체를 기준으로줌인됨과동시에

다른 객체들의 움직임이 많고 특정 객체들이 화면내에 등

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손해가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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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표 2는 영상 분할기반 방법과 Tile 분할기반 방법의 차
이점을 정리한 표이다. 앞서 실험결과와 같이 부호화 손
실측면에서는 영상 분할기반 방법의 경우 비교적 낮은 부

호화 손실을 가지고 있는 반면 Tile 분할기반 방법은 부호
화 손실이 매우 높았다. 또한 관심영역을 독립적으로 서
비스하는 경우, 해당 관심영역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영상을 복호화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상
분할기반 방법은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복호화되는 것으

로 인하여 복호화 과정에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Tile 분할기반 방법은 각 영역을 독립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으나, 하나의 영상을 복호화하는 과정이므로 별도의 동
기화과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또한 영상 분할기반 방법은
파일의 개수가 여러 개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에 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상 분할 기반 방법은 파일
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Rate-control이 요구되는 부호화
환경에서 매우 복잡한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 분할된
각 영상은 텍스쳐 복잡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 부호화기의 비트 할당도 서로 상이하게 되며 이는 분

할된 각 영역간의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만
약 시청하는 영역이 여러 구간의 분할된 영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영역간의 화질차이는 주관적 화질에 심각한 영
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부호
화기간의 복잡한 Rate-contro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
다. 반대로 Tile 분할 기반 방법은 하나의 파일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Rate-control을 위한 별도의 동기화 과정은
필요없으며 단지 부호화기에서 Rate-control을 지원하기
만 하면 된다. 공통적으로 두 방법 모두 HEVC 표준 복호
화기를 사용하여 복호화 가능하다.

V. 결 론

본 논문은 HEVC의 부호화 과정에서 영역간의 정보 연
관성을 제거하여 영상의 독립 복호화가 가능함을 보였다. 
이를 위하여 영상을분할하여 부호화하는 방법과 Tile기반
분할과 함께 화면간 부호화 과정에서 움직임 벡터가 부호

화 블록이 속하는 Tile 범위 내로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

File-separation 
based independent 

coding

Tile-partition based 
independent 

coding
Coding efficiency Relatively low High

Decoder 
synchronization Required Not required

The number of 
video bitstream

Same to the 
number of 
separation

Only 1 bitstream

Rate-control

High complex for 
identical picture 
quality among 
multiple files

Simple

HEVC standard 
compatibility Compatible

표 2. 영상 분할기반 방법과 Tile 분할기반 방법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between tile-partition based and file-separation 
based independent coding in HEVC

였다. 또한 제안방법은 특별한 복호화기의 수정이 없이 부
호화기의 수정만으로 독립적인복호화가가능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방법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

을 분석하였다. 두 방법 모두 독립적 복호화가 가능하나, 
영상분할기반 독립 부호화방법은동기화 및영상의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으며, Tile기반 독립 부호화 방법은
부호화 손실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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