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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HDTV의 보급에 따라 고해상도, 고화질의 영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관련 업체에서도 

차세대 영상기기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HDTV의 4배 이상의 해상도를 갖는 UHD에 대한 많은 기관들의 관

심은 자연스레 표준화 단체들의 주목을 받게 만들었으며, 동영상 표준화 단체들도 높은 해상도, 고화질의 영상에 대한 압축 기

술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현재 MPEG과 VCEG는 공동으로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HEVC의 표준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UHD영상에서의 압축효율까지를 염두에 둔 코덱이 표준화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HEVC 표준화 동향

과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키워드: 영상압축(Video Compression),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화(Standardization)

I. 서론

ISO/IEC의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는 

AVC(Advanced Video Coding) 또는 H.264라고 불리는 비디오 

표준을 제정한 이후 2010년 초 부터 ITU-T SG16의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와 공동으로 HDTV의 네 배 이상의 해상도

를 제공하는 UHD(Ultra High Definition)급 비디오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새로운 비디오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를 제정하기 위하여 JCT-VC(Joint 
Collaboration Team for Video Coding)를 결성하고 4월부터 공동 

표준화 회의를 시작하였다. 2010년 4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27개 

기관의 기술기고의 상호 비교평가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표준화 장정

에 돌입한 JCT-VC(Joint Collaboration Team of Video Coding) 
그룹은 표준화를 위해 제안되는 기술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모델 HM(HEVC Test Model) 1.0 버전을 2010년 

10월 중국 광저우 회의에서 확정한 이래, 2011년 7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6차 JCT-VC 회의를 통하여 HEVC 표준안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 HM 4.0 모델을 확정하였다. HEVC의 표준화는 2012
년 2월 위원회 안(Committee Draft, CD), 2012년 7월 국제표준 

초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IS), 최종안인 FDIS(Final 
DIS) 를 2013년 1월 확정을 목표로, 많은 기술들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 표준화 장정의 중반을 넘고 있다.

II.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 HEVC

1. 초기 표준화 과정 

HEVC는 현재 MPEG과 VCEG의 공동표준화팀인 JCT(Joint 
Collaboration Team)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4
월에 첫 JCT-VC(Joint Collaboration Team Video Coding) 회

의가 열린 이후 꾸준히 표준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CfP(Call for Proposal)의 공표를 시작으로 첫 회의에서는 새로운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반기술이 될 Test Model(TM)에 대

한 많은 기관들의 기고가 있었다. 25개가 넘는 기관들의 많은 기

고들 중에서 삼성과 BBC가 공동으로 제안한 기술이 Test Model 
Under Consideration(TMuC)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TMuC
은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모두 집약한 형태로 

현재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기술들의 묶음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중의 일부분이 검증을 통하여 확실한 성능

을 보인 기술들로만 묶여진 최소한의 기술들만 선택하여 TM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TM은 현재의 TMuC에서 지니고 있는 전체적

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가 될 전망이므로 삼성과 BBC가 공동으로 

제안했던 많은 기술들이 그대로 포함될 전망이며, 한국의 중요한 

표준화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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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fP에 따라 기술을 기고한 기관

Table 1. Joined organization by CfP

2010년 7월에 열린 2차 JCT-VC 회의에서는 120개가 넘는 기

고서가 기고되었으며, 회의기간 중에 모든  기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고된 많은 기술적 내용들은 1차 JCT-VC에서 기고

가 되었던 내용들이 많았다. 2차 회의의 결과로 총 12개의 Tool 
Experiment(TE)가 신설되어 TE별 세부기술들을 심층적으로 연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0개의 AdHoc Group이 설립되어 각 기술

에 대한 협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JCT-VC 의 12개 TE 그룹

과 그 역할은 표 2. 와 같다.
표 2. 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항목인 

TE12이다. TE12는 지금까지 TMuC에 특별한 검증 없이 포함된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개별 알고리즘의 성능이 과연 얼마만큼 압

축효율 향상에 기여를 하는지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TM
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부분이며 TE12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TM에 속할 기술과 배제될 기술이 결정되

기 때문이다. 

표 2. JCT-VC 의 12개 TE 그룹과 그 역할

Table 2. Roles and 12 TE Group of JCT-VC

각 기술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무엇과 어떻게 비교를 하여 성능을 입증하느냐라는 부분이다. 그

를 위해서 회의에서는 TMuC에서 사용할 설정파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다 같이 사용하게 될 6개의 설정파일

을 결정하였다. 각 6개의 설정파일은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별로 

3개의 종류가 존재하며, 복잡도에 따라 각 2개의 설정파일로 분류

된다. 이 설정파일 및 TMuC 소프트웨어는 현재 아무런 제약 없

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SubVersioN(SVN)
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다. 

2. 주요 기술적 결정사항

2011년 7월의 토리노 회의의 핵심 논의 사항은 성능 및 복잡도 

관점에서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따
라서 이 회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선정의 결정요소는 2011년 

4월 제네바 회의에서 결정된 HM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하

여, 압축 성능 관점에서 고도화된 기술들의 성능저하를 최소로 하

면서 동시에 HW 및 SW 구현상의 병렬화를 지원하고 복잡도가 

감소하는 기술 또는 기술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HM에 있는 기술들을 HW 및 SW로 구현할 때 전체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차지하는 연산 복잡도를 간략화

하는 기술들이 상당수 채택이 되었다. 예를 들어 HM에 이미 포함

되어 있었던 Intra smoothing 과정, MV predictor 유도 과정, 
CABAC(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
과 CAVLC(Context-based 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의 context modeling 과정, CAVLC의 업데이트 과정, 그리고 

ALF adaptation 과정의 단순화에 대한 기술들은 성능을 크게 저

하시키지 않으면서 복잡도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JCT-VC회의 당시 충분한 

효과를 입증하여 HM에 채택이 된, 특정 블록 파티션에 대한 

Partial Merge 기술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른 요소기술들의 

변화로 인해 그 효과가 충분치 않아 상기 기술을 제외하자는 기고

서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던 

MV predictor의 인덱스 파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호화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회의에서 또한 채택되었다. 한편 

HW 관점에서 새롭게 제안된 병렬화 압축 기술인 Tiles 기술과 

Wavefront 기술, 그리고 Encoder에서 고속 Mode 결정방법에 대

한 기술들도 채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HEVC 기술의 향후 주

요 응용들을 고려하여 HM의 기술을 고효율화(High Efficiency, 
HE)와 저복잡도(Low Complexity, LC)의 두 종류로 나나뉘어 

평가하고 선정하였다. 이 4차 WD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슈가 

된 기술은 엔트로피 부-복호화 기술의 통합에 대한 것이다. 즉 현

재 HEVC 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엔트로피 기술인 저복잡도를 

위한 CAVLC와 고효율을 위한 CABAC 간의 성능 및 복잡도의 

차이가 JCT-VC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감소하므로써 굳이 2개

의 엔트로피 기술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CAVLC 기술도 이제 압축성능이 매우 향상된 반면 복잡도 역시 

증가하여 CABAC 와 뚜렷한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기된 핵

심 쟁점 사항으로써 아마도 다음 7차 회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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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3. HEVC 확장기술에 대한 논의사항

제1차 JCT-VC 회의는 약 40개의 기술 기고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진행된 제7차 JCT-VC 회의에서는 약 1000개가 넘는 기술이 

기고되었다. 제7차 회의에 기고된 기술들은 그 상당수가 CE 보고서 

문서이나 비디오 압축 표준화 활동 사상 이처럼 많은 기고서가 제출

된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기고서 수는 성공

적인 HEVC 표준화 활동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최근 많은 기술들이 안정화되면서 JCT-VC 회의의 핵심 논의사

항은 코덱의 골격 변화가 아닌 성능 및 복잡도 관점에서 최적의 

기술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요소 기술들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기술들이 상당수 채택되

었다. 또한, 버그 수정 및 각 기술들 간의 상호 동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기술들 간의 불일치 해소, 유사한 기술의 통폐합 등이 기

고되었다. HEVC 표준화가 중반을 넘어감에 따라, HEVC 확장기

술(extension)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HEVC 계위성 확장

(scalable extension, SE) 표준이 그것이다. 이전 표준화 활동의 

전례를 살펴볼 때, SE 표준뿐만 아니라 다시점 확장(multiview 
extension)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스크린 콘텐츠 부호

화 기술 (screen contents coding) 역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표 3과 같은 4개의 스크린 콘텐츠 영상이 HEVC 실
험 영상에 클래스 F로 추가되었다.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는 자연 

영상을 부호화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화면에  보여 지는 문서 또

는 웹페이지, 일반 영상에 텍스트가 섞인 뉴스 영상 등을 효율적으

로 부호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 3. 스크린 콘텐츠 영상

Table 3. Screen Contents Video

클

래

스 

F

해상도 fps 영상

1280×720 30 Slide Editing

1280×720 20 Slide Show

1024×768 30 China Speed

832×480 50 Basketball Drill Text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이 무손실 

부호화 및 근접 무손실 부호화 기술이다. 무손실 및 시각적 무손실 

부호화 지원은 HEVC 표준의 요구사항에도 권장되어 있다. 최근

JCT-VC는 무손실 부호화 기술 개발을 위한 AdHoc 그룹 22를

신설했다. 현재 Huawei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무손실 부호화

를 위한 새로운 화면내 부호화 기술 및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또한 CABAC과 CAVLC 엔트로피 부호화기 통합을 

위한 이슈가 제기되어 관련 이슈를 CE 1에서 연구한 결과 

CABAC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엔트로피 부호화 툴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HEVC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 논하였다. 현재 제 7차 JCT-VC 회의까지 진행을 통하여 

HEVC 기술의 주요 골격은 이제 거의 확정되었으므로 이제는 각 

기술들 간의 상호동작에서 오는 문제들, 그리고 기술들 간의 불일

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유사한 기술들을 통폐합하여 설계 및 시

험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통합화, 그리고 HW 와 SW 
구현을 위한 단순화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의 기술개발 노력을 전

개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HEVC는 2013년에 국제표준 제정을 목

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바, 성공적인 표준으로 자리매

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계적 기관들과 더불어 관련 한국 기관

의 더욱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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