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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젝트 개요 및 목표 

  H.265/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인터넷 등으로 전송된 영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 

 
 Decoder Module에 대한 병렬 처리 

 HEVC 중 Decoder 모듈에 대해 CUDA 프로세서를 이용한 병렬 처리 
 이미지 복원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HEVC 전체 성능 향상에 기여 
 HEVC 표준이 반영된 FFmpeg 사용. 

 
 개선 목표 수치 

 현재 복원 시간에서 약 5~10배 정도의 디코딩 시간 개선이 목표 

02 제안 배경 

Figure 1. 분야별 사용자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대부분 : Mobil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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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안 배경 

Figure 3. TV 방송 서비스의 변화 

 post-HDTV 시장을 대비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가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주목 받음 

03 기 개발된 시스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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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PEG 주요 표준 개발 동향 

 새로운 압축 형식 개발 
 H.265 / HEVC가 2013년 초 국제 표준으로 승인 받음 

03 기 개발된 시스템의 현황 

03 기 개발된 시스템의 현황 

 FFmpeg  
 디지털 음성 스트림과 영상 스트림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기록하

고 변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HEVC native version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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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부 연구 내용과 계획 

 Decoder component & data flow 
 주요 컴포넌트들에 대해 병렬 처리 예정 

04세부 연구 내용과 계획 

 HEVC Decoder component와 기능 

적용 기법(component) 기능 

Intra/Inter Prediction 화면 내/화면 간의 예측 기법 

Entropy Coding 변환, 크기 조정, 그리고 양자화 

Deblocking Filter 복호화의 마지막 단계로 화면의 

아티팩트(artifact)를 줄이기 위한 

단계. Sample Adaptiv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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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부 연구 내용과 계획 

 CUDA programming & 시간 측정 

04 세부 연구 내용과 계획 

 시연 결과물 : 실시간 디코딩 비트(decoding bit) 그래프 
 시연 시 성능 개선의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병렬 처리 이전/이후에 대

해 각각 매 초마다 디코딩 해주는 비트 수를 그래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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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디코딩 시간을 줄여 HEVC의 성능 향상 
 이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06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개발항목 

장원희 
Inter/Intra Prediction, Motion Vector 

Cover_graph 

이호빈 
Deblocking Filter, CPU Parallel 

Cover_graph 

조희진 
Sample Adaptive Filter, CPU Parallel 

Cover_graph 

이재연 
Deblocking Filter, Sample Adaptive Filter testing 

문서 작업 

김보중 
Inter/Intra Prediction, Motion Vector testing 

문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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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Q&A 와 참고문헌 

번호 제목 출처 

1  MPEG 비디오 표준기술 심화교육프로그램 http://www.mpeg.or.kr/ 

2 기다리던 `초고화질 영상 압축기술` 드디어… 디지털 타임스 기사 

3 CUDA Programming Guide NVIDIA 

4 CUDA C Best Practices Guide NVIDIA 

5 국내 차세대 전송 기술 국제 표준안 채택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
o=41761 

6 UHD TV 시대 온다는데.. 현실은? 
http://m.bizwatch.co.kr/?mod=mview&uid=1
659 

7 
CUDA 병렬 프로그래밍 : 고성능 GPGPU를 이용한 NIVI

DIA 병렬 아키텍쳐 CUDA 
퍼플 

8 (예제로 배우는) CUDA 프로그래밍 BJ퍼블릭 

9 UHD 고화질 영상 압축 기술 진샘미디어 

10 JCTVC-L1003_v9.doc JCT-VC 

11 HEVC 위키피디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29020108317420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29020108317420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29020108317420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29020108317420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2902010831742008
http://docs.nvidia.com/cuda/cuda-c-programming-guide/index.html
http://docs.nvidia.com/cuda/cuda-c-best-practices-guide/index.html
http://ko.wikipedia.org/wiki/HEV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