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CUDA스 

문서 제목 계획서 

 

 

 

 

Version 1.7 

Date 2014-MAR-7 

 

 

 

 

팀원 

장 원 희 (조장) 

이 호 빈 

이 재 연 

조 희 진 

김 보 중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CU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4-MAR-3 

 

캡스톤 디자인 I Page 2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계획서-HEVC 병렬구현.docx 

원안작성자 김보중 

수정작업자 장원희, 이재연, 조희진, 이호빈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HEVC 병렬구현”를 수행하는 팀 “쿠CUDA

스”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쿠CUDA스”의 팀원들의 서면 허

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작성자 Revision 
추가/수정 항

목 
내    용 

2014-03-03 김보중 1.0 최초 작성 전체적인 사항 작성 

2014-03-07 조희진 1.1 2차 작성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5. 프로젝트 비용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7. 참고 문헌 

2014-03-08 이재연 1.2 3차 작성 
1장 개요 보정 및 2장 자료 검색 & 추가 

7장 참고 문헌 추가 

2014-03-08 조희진 1.3 1차 수정 1. 1.2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내용 추가 

2014-03-09 조희진 1.4 4차 작성 3장 배경기술 작성 

2014-03-09 이재연 1.5 2차 수정 예시 사진, 그래프 교체. 전체 검사. 

2014-03-10 이호빈 1.6 5차 작성 3장 CUDA 내용 추가 

2014-03-10 이재연 1.6 3차 수정 퇴고 

2014-03-12 김보중 1.7 4차 수정 퇴고 및 내용 추가 

2014-03-13 이호빈 1.8 5차 수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CU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4-MAR-3 

 

캡스톤 디자인 I Page 3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개요 .......................................................................................................................................................................................... 4 

1.1 프로젝트 개요 ........................................................................................................................................................ 4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5 

2 개발 목표 및 내용 ............................................................................................................................................................ 6 

2.1 목표 ............................................................................................................................................................................. 8 

2.2 연구/개발 내용 ...................................................................................................................................................... 8 

2.2.1 HEVC 표준문서와 HM10.0 분석 ................................................................................................... 8 

2.2.2 FFmpeg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와 GitHub ............................................................................... 9 

2.2.3 CUDA 프로그래밍과 Nsight를 이용한 성능 측정 ............................................................. 10 

2.3 개발 결과 .............................................................................................................................................................. 11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 11 

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12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3 

3 배경 기술............................................................................................................................................................................ 13 

3.1 기술적 요구사항 ................................................................................................................................................ 13 

3.1.1 프로젝트 개발환경의 운영체제와 tool ..................................................................................... 13 

3.1.2 Visual Studio - C++ 프로젝트에서 CUDA 프로그래밍 설정방법. ............................... 13 

3.1.3 CUDA Architecture & CUDA C ...................................................................................................... 14 

3.1.4 FFmpeg 빌드 ......................................................................................................................................... 14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15 

3.2.1 하드웨어 ................................................................................................................................................... 15 

3.2.2 소프트웨어 .............................................................................................................................................. 15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16 

5 프로젝트 비용 .................................................................................................................................................................. 17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 18 

6.1 개발 일정 .............................................................................................................................................................. 18 

6.2 일정별 주요 결과물 ......................................................................................................................................... 19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 21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 22 

7 참고 문헌............................................................................................................................................................................ 23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CU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4-MAR-3 

 

캡스톤 디자인 I Page 4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HEVC 병렬 구현’ 프로젝트는 비디오 표준 코덱 HEVC의 디코딩 시간을 GPU 병렬 처리로 단

축시키는 프로젝트이다.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는 ISO/IEC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과 ITU-

T VCEG (video coding experts group)의 JCT-VC (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에 

의해 2013년 1월 표준화가 완료된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이다. 기존의 코덱(AVC)보다 압축

률을 두 배 이상 높이면서 화질을 개선하고, 8K UHD급 영상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다.  

HEVC의 공식 버전(Official Version)인 HM10은 HEVC의 이론을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한 프

로그램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HM10의 디코더 컴포넌트(Decoder Component)를 병렬처리 하

여 성능 향상의 정도를 확인한 뒤, HEVC의 native 버전이 반영 된 오픈 소스인 FFmpeg의 디

코더 컴포넌트를 병렬 처리 한다. FFmpeg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이다. FFmpeg에 반영되어있는 HM10은 알고리즘 등이 최적화 되어 있다. 이 최적화 

되어 있는 소스에서 디코더 컴포넌트를 병렬처리 해 개선된 성능을 얻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

의 최종 목표이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개선된 성능의 정도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 디코딩 그래프(Decoding 

Graph)를 만든다. 이 그래프는 매 초 복호화 해주는 비트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프는 성능 개선의 비교가 쉽도록 HM10(표준), FFmpeg(HM10 최적화), 프로젝트 결과(병

렬처리 + HM10 최적화)에 대해 각각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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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고화질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Figure 1. UHD TV 시장 전망. (단위: 만대) 

 

디지털 기술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영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개인 미디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디오/비디오 중심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보급 및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방송 및 영화를 통하여 입체감을 제공하는 3DTV/3D 영화가 보편

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현실감 있는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요

구가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TV 화면이 대형화 됨에 따

라 HD 이상의 고화질 컨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Figure 2. 현재는 HD 영상이 보편적이지만 차세대 4K(HD*4배 용량), 8K UHD(HD*16배 용량) 시대

를 맞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HEVC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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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2년을 끝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방송사가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Post-HDTV 시장을 대비한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와 같은 실감방송이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관심 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HDTV 이후의 방송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

며, 심지어 일본은 2020년경 8K 해상도로 공중파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는 등 UHDTV 방송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1.2.2  기술 발전의 현황 

 

Figure 3. MPEG 주요 표준 개발 동향 

 

대용량 고화질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영상 압축 분야도 기술적

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압축형식에 대한 개발을 위해 ISO MPEG과 ITU-T VCEG에

서는 JCT-VC라는 새로운 그룹을 결성해서 연구해 왔고, H.265 / HEVC가 2013년 초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받았다. 

         

       Figure 4. MPEG 주요 표준의 특징 및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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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 개발 된 시스템 현황 

 

Figure 5. 압축 표준 발전에 따른 압축 비트율 

 

HEVC는 표준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HEVC 표준화 프로그램의 성능은 이전 버전인 

MPEG-4 AVC에 비해 주관 화질 기준 두 배, 객관 화질 기준 1.5배 정도의 압축률을 보여

주고 있다.  

 

 

Figure 6. HEVC(H.265)와 MPEG-4 AVC(H.264) 비교 

 

위 이미지는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이미지를 HEVC와 AVC를 이용해 압축한 결과이다. 동일한 

사진을 확장하여 bit rate를 낮췄을 때, HEVC가 훨씬 선명함을 알 수 있다. 

 

1.2.4  개발 된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높은 압축률을 실현하였지만 그만큼 압축과 복호화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현재 HEVC 표준을 구현한 참조프로그램 HM10.0을 사용하여 약 10초 정도의 영상을 복호

화하면 대략 40~50초 정도, 두 시간짜리 영상을 압축 하는데 에는 24시간이 걸린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CU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4-MAR-3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FFmpeg의 디코더 컴포넌트를 CUDA 프로그래밍으로 병렬 처리

해 영상 복호화 시간을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HEVC에 대한 사전 지식 학습 

본격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HEVC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가 필요했다. 우선 

HEVC 디코더에 적용된 기법들을 주요 기능별로 나누고, 각 기능을 팀원들이 1 부분씩 맡아 세미

나를 진행했다. 

 

2.2.1.1 INTER prediction 

기존의 AVC 버전의 압축 방법과 마찬가지로, HEVC 에서도 같은 화면간의 총 33 가지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인접 참조 샘플들의 값을 1/32 정밀도로 선형 보간 하여 예측 신호의 정밀도를 크게 

향상 시켰다. 

 

2.2.1.2 INTRA prediction 

 화면간 예측 에서 이전버전 보다 높은 tap수의 필터를 사용하여 소수 위치에 있는 보간 샘플들

을 보다 정확하고, 높은 압축 효율을 보이게끔 수정을 시켰고, 후보 군들을 사용해서 merge mode

와 non-merge 모드 일 때, 보다 정확하게 움직임을 예측 하게끔 확장을 시켰다.  

 Inter와 Intra prediction에서는 프레임 간의 처리가 많고 화면 계산이 많기 때문에 병렬 처리시 

성능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  

 

2.2.1.2 entropy-arithmetic 

스트림에 많이 사용되는 심볼 순으로 그에 비례하여 적은 수의 비트로 대응시켜 코드의 길이를 

달리하여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볼에 대한 코드가 가장 짧

게 된다. HEVC에서 가장 핵심 알고리즘이지만 병렬 처리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는 적다. 

 

2.2.1.3 In-Loop Filter(Deblocking Filter & SAO Filter) 

 

In-Loop Filter 단계는 HEVC 복호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재구성 된 화면을 버퍼에 쓰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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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화면의 아티팩트(Artifact)를 줄여주는 단계이다.  

 In-Loop Filter는 크게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Deblocking Filter 이고 마지막으로 Sample Adaptive 

Offset Filter 이다. Deblocking Filter는 AVC 버전에서도 사용된 기술이지만, SAO Filter는 HEVC에 첨으로 적용

된 기법이다.  

 필터는 모든 프레임이 한 번씩 거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화면의 아티팩트와 기타 오류들을 방지할 수 있

고, 특히 SAO는 HEVC에서 새로이 추가된 단계인 만큼, 병렬처리 후 성능 개선이 기대된다. 

 

2.2.2  HEVC 표준문서(JCTVC-L1003_v9)와 HM10.0 분석 

HM10에 대한 분석은 이론들이 적용된 함수들을 찾고, 함수의 기능과 선언된 변수의 의미를 파

악하는 단계였다. 표준문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최적화 되지 않은 표준 HEVC

의 속도를 측정해보는 단계이다. 

이론 학습 단계에서 배운 데이터 흐름과 HM10을 대조해 시간을 측정해 보는 작업도 함께 했

다. HM10안에서 decoder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각 함수 별로 여러 가지 값을 출력해 

보고 미리 성능 개선이 예측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단계이다.  

 

2.2.3  CUDA 프로그래밍 

본 프로젝트는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로, CUDA C를 사용한다. 기존에 학부 과목으로 C 언어와 

C++ 프로그래밍을 모든 팀원이 수강하였다. 따라서 CUDA C를 바로 학습한다.  

 

2.2.3.1 CUDA C 학습 

프로젝트 진행 동안은 CUDA 프로그래밍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프로젝트 진행과 프로그래밍 

학습 기간을 따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병행 학습 하도록 한다.  

 CUDA C의 학습은 NIVIDIA에서 제공하는 ‘CUDA Programming Guide’를 참고한다. 

 

2.2.3.2 Nsight  

 

CUDA 프로그래밍을 위해 NVIDIA 홈페이지에서 CUDA ToolKit을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Visual 

Studio 2012에 Nsight라는 디버깅 툴이 설치된다. CUDA로 프로그래밍된 부분의 CPU성능 측정과 

메모리 공간, 실행 시간 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Nsight를 통해 1차적으로 실행 시간을 단축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능하다면 CPU 성능까

지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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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FFmpeg 병렬 처리 

 

Figure 7. FFmpeg video demuxing 

 

FFmpeg 은 디지털 음성 스트림과 영상 스트림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기록하고 

변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여러가지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ex. Libavcodec, libavformat)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PEG 영상 표준화 그룹에서 유래했고, "mpeg" 앞에 붙은 "FF"는 "fast forward"를 

의미한다. FFmpeg 은 리눅스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애플, 윈도, 아미가 OS 등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서 컴파일이 가능하다. 

이미 FFmpeg 에 HEVC 표준이 반영되어 최적화 되어있고, 반영된 FFmpeg 이 HM10.0 보다 

3 배정도 압축/복호화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GitHub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 FFmpeg을 설치, 빌드한다. 

 

2.2.4.1 GitHub의 사용 

GitHub는 팀 단위로 개발하는 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프

로젝트 단위로 Wiki, Issue들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많은 

오픈 소스들이 GitHub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데, FFmpeg도 GitHub를 통해 공유되는 오픈 소스 라

이브러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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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시연 결과물: 실시간 디코딩 그래프(Decoding Graph)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 시연 시 

직접적인 결과물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Decoder 안

에 매 초마다 디코딩하는 bit수를 그래프로 표시해주는 Decoding_graph를 만들 예정이다.  

 Decoding_graph는 매 초 디코딩되는 비트 수를 텍스트 파일로 기록하고 파일에 기록된 내용을 

접근해 그래프 모양으로 그려 줄 것이다. 

 HM10, FFmpeg, 프로젝트 결과(FFmpeg의 병렬처리 결과) 총 3개의 그래프를 만들어 성능 개선 

결과를 비교할 것이다. 

 

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Input Resource file Decoding 할 input video file .bin file 

Output 

Text file cpu 성능 측정 결과와 동작 시간 등 결과 기록 .txt file 

Source code 개발 결과물. 병렬처리된 HEVC Decoder Project file 

Source code  
 매 초 디코딩되는 비트 수를 그래프로 표시 해줄 

Decoding_graph 
Project file 

Video file Decoding 결과 생성된 영상 .yuv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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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Figure 8. HEVC Software CODEC 전체 구성도. 

 

위 그림은 HEVC 표준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이다. 이 중 Decoder Engine 내부를 살펴보면 

[Figure 7]과 같다.  

 

Figure 9. HEVC Decoder structure and data flow. 

 

다음은 [Figure 8]에 근거한 Sub-component들의 간략한 기능이다.  

적용 기법 기능 

Intra/Inter Prediction 화면 내/화면 간의 예측 기법 

Entropy Coding 변환, 크기 조정, 그리고 양자화 

Deblocking Filter 디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화면의 아티팩트

(artifact)를 줄이기 위한 단계. Sample Adaptive Filter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CU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4-MAR-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3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본적으로 디코딩 시간을 줄여 HEVC 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있다. 

데스크톱과 휴대용 기기 등의 하드웨어 발전으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영상을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는 큰 데이터량으로 인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HEVC 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디지털 시네마, 의료 영상, 위성 영상, 전문 카메라 

장치 등과 같이 초고해상도 및 초고화질 비디오 신호를 다루는 응용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프로젝트 개발환경  

3.1.1.1 운영체제 

이번 프로젝트는 Ubuntu OS와 Windows OS를 모두 사용한다.  

Window OS는 HM10을 병렬 처리 할 때 사용하고, Ubuntu OS는 본격적으로 FFmpeg 병렬 처리 

단계에서 사용한다.  

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지만 FFmpeg의 빌드와 환경 설정이 Ubuntu 상에서 더 편리하기 

때문에 Ubuntu를 선택했다.  

 

3.1.1.2 Debugging tool: Nsight 

 

기본적으로 CUDA ToolKit을 설치하면 Nsight라는 디버깅 툴이 함께 설치된다. 이 Nsight는 

CUDA C로 작성된 함수나 모듈의 CPU 사용량, 속도, 메모리 할당 상황 등을 개발자에게 디버깅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sight는 Visual Studio 2012와 Eclipse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우리는 HM10 처리 시 Visual Studio 2012를, FFmpeg 처리 시에는 Eclipse를 사용한다.  

 

3.1.1.3 Visual Studio - C++ 프로젝트에서 CUDA 프로그래밍 설정방법. 

1. NVIDIA GPU를 탑재한 PC에 Visual studio를 설치한다. 

2. https://developer.nvidia.com에서 CUDA installer를 다운받는다. 

3. 다운 받은 installer를 실행하여 CUDA를 설치한다. 

https://developer.nvidia.com/cuda-downloads
https://developer.nvidia.com/cuda-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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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sual Studio를 실행시켜 빈 프로젝트를 만든다. 

5. CUDA 소스파일 추가 시, ‘새 항목 추가’ 에서 ‘NVIDIA CUDA’ 탭에서 ‘CUDA C/C++ File’를 

선택한다. 

6. 프로젝트 빌드를 ‘사용자 지정 빌드’를 선택하여 target을 CUDA로 선택한다. 

7. 프로젝트 속성에서 ‘구성속성/VC++디렉터리/포함디렉토리’에 “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5.5\include”를 추가한다. 

8. 프로젝트 속성에서 ‘링커/일반/추가 종속성’에 “cudart.lib”를 추가한다. 

 

3.1.1.4 FFmpeg 빌드(Ubuntu 12.04 LTS <Debian 계열인 경우 정상적 설치 됨.> ) 

 

1. FFmpeg은 git이라는 분산 개발 시스템으로 저장이 됨으로, sudo apt-get install git을 타이

핑하여 git을 설치한다. 

2. sudo apt-get install build-essential yasm 명령어를 통해 관련 종속 패키지를 설치한다. 

3.  git clone git://source.ffmpeg.org/ffmpeg.git ffmpeg 명령어를 통해 소스를 다운로드 한다. 

4. 소스가 다운로드 된 디렉토리로 이동 하여, ./config-> make-> sudo make install 명령어를 

차례로 타이핑하여 환경설정과 컴파일, 인스톨과정을 전부 실행해주도록 한다. 

5. 설치가 완료 되면, 실험에 쓸 input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여, ffmpeg –i input.bin 

output.yuv 을 입력하여, output이 정상적인 파일로 나오는지 확인 하면 된다. 

 

3.1.2  C/C++ 언어 

CUDA는 C언어의 확장이다. 기본적인 C/C++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쉽게 습득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 모두 학부 수강과목인 전산학 실습과 C++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했

으므로 따로 학습 기간을 갖지 않는다.  

 

3.1.3  CUDA Architecture & CUDA C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서 수행하는 병렬처리 

알고리즘을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한 산업 표준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GPGPU 기술이다. 

 NVIDIA는 범용의 목적으로 새로운 구성의 그래픽스 프로세서들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들의 ALU

는 단일 정밀도 부동 소수점 연산이 IEEE 요구사항과 부합하도록 제작되었고, 특별히 그래픽스를 

위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계산 목적에 맞춰진 명령셋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게다가, GPU의 실

행 유닛들은 메모리에 대한 임의의 읽기, 쓰기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공유 메모리로 알려진 소

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되는 캐시에 대한 접근도 가능했다.  

 NVIDIA는 최대한 많은 개발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산업 표준 C언어를 채택했고 CUDA 

architecture 일부 특정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한 소수의 관련 키워드들을 추가했다. GeForce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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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를 출시한지 몇 달 후 NVIDIA는 CUDA C 언어를 위한 대중적인 컴파일러를 제작하였다. 그리

고 한 GPU 회사에 의해 CUDA C는 그 컴파일러와 더불어 GPU에서 범용 계산이 가능하도록 특별

히 제작된 첫 번째 언어가 되었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문제점 

NVIDIA의 GeForce 8xxx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 

해결 방안 

프로젝트 초기에 CUDA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GPU를 소지한 팀원이 3명이었고 2명의 팀원은 

하드웨어의 부재로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분산처리 연구실에 구비되어 있는 PC를 활용하기 위해 원격접속 프로그램인 VNC를 사

용하였다. 하지만 무료 버전인 VNC는 다중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명의 팀원은 개

인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현재 5명의 모든 팀원이 개발 환경을 구축한 상태이다. 

 

3.2.2  소프트웨어 

문제점 

성능 개선이 가능한 지점은 몇 곳? 

HM10과 FFmpeg의 성능 개선 지점이 다를 수 있음 

해결 방안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 안에서 성능 개선이 가능한 지점이 몇 곳이나 될 지 알 수 없

었다. 또 HM10과 FFmpeg에서의 성능 개선 지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적용되어 있는 이론이 다르지 않고, sub-component 별로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

에서 성능 개선이 가능한 지점의 개수나 위치는 비슷할 수 있다. 

 다만, 성능 개선이 가능한 지점이 하나의 sub-component에 몰릴 수는 있다. 이런 현상이 확

인되면 업무를 재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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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장원희 

- 팀장 

- Capstone 과목에 대한 진행 상황 관리 및 공지 사항 공유 

- Decoder component 중 intra/inter & motion vector component CUDA 

Programming 

김보중 

-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문서 초안 작성 

- Decoder component 중 intra/inter & motion vector component 성능 

측정 및 작업 내용 문서화  

- Inter/Intra Testing 

- Presentation 

이재연 

- 프로젝트 보고서, 회의록 작성 

- Arithmetic Coding 에 대한 세미나 

- Decoder component 중 Deblocking Filer와 SAO Filter component 성능 

측정 및 작업 내용 문서화  

이호빈 

- Arithmetic Coding 에 대한 세미나 

- Decoder component 중 Deblocking Filter 와 SAO Filter component 

CUDA Programming 

조희진 

- 프로젝트 개발문서 수정 및 퇴고 

- Decoder component 중 Deblocking Filter 와 SAO Filter component 

CUDA Programming 

- Fin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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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문서(제안서, 회의록 등) 작성 5MD 

HEVC 에 적용된 이론 학습 세미나 3MD 

HEVC 표준 HM10.0 구조 분석 1.5MD 

개발 환경 구축 3MD 

HM10.0 CUDA programming 적용 연습 25MD 

Intra/inter Prediction 병렬 프로그래밍 25MD 

motion vector 병렬 프로그래밍 25MD 

Deblocking filter 병렬 프로그래밍 25MD 

SAO filter 병렬 프로그래밍 25MD 

Decoding_graph 구현 24MD 

성능 측정 및 성능 개선 비교 분석 7MD 

합 169.5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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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 내용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구상 주제 선정        

준비 

HEVC 이론 학습        

HM10.0 표준 분석        

그래픽 카드 구비        

CUDA 학습        

구현 

Inter/Intra Prediction 구현        

Motion Vector 구현        

Sample Adaptive Offset 구현        

Deblocking Filter 구현        

테스트/

성능측

정 

Inter/Intra Prediction 테스트/성

능 측정 

       

Motion Vector 테스트/성능 측

정 

       

Filter 테스트/성능 측정        

Decoding_graph 구현 및 테스

트 

       

최종 마무리 성능 측정 및 점검        

릴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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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설정 

 NVIDA 그래픽 카드 구비 

 윈도우 7 OS / Ubuntu OS 설치 

 Eclipse / visual studio 12 설치 

 FFmpeg 설치 

 GitHub 설치 

 관련 이론 학습 

 관련 이론 학습 

 HEVC 표준문서 학습 

 HM10.0 코드 분석 

결과물:  

1. 프로젝트 제안서(.pdf) 

2. 프로젝트 제안서(.pptx) 

3. 프로젝트 발표 준비물(음성이 녹음 

된.pptx) 

2013-12-03 2014-02-21 

1 차 중간 보고 

아래의 두 파트에 대한 FFmpeg 병렬처리 

완료 및 단위 테스트 

 Inter/Intra Prediction 

 Sample Adaptive Offset Filter  

결과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3-13 2014-04-03 

2 차 중간 보고 

아래의 두 파트에 대한 FFmpeg 병렬 처리 

완료 및 단위 테스트  

 Motion Vector 

 Deblocking Filter 

2014-04-04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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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thmetic Coding CPU 

결과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4 가지 파트 구현 완료 

 Decoding_graph 구현 

결과물: 

1. 병렬처리가 완료된 HEVC Decoder 구현 

완료 소스 코드 

2. Decoding_graph 구현 완료 소스 코드 

3. 테스트 결과 보고서 

2014-05-02 2014-05-2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각 component 별 성능 개선 테스트 및 

측정 

 최종 구현 완료 Decoder 성능 개선 

테스트 및 측정 

결과물: 

1. 테스트 결과 보고서  

2014-05-21 2014-05-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및 캡스톤 전시회 준비 

결과물: 

1. 최종 보고서 및 슬라이드 

2. Decoder 성능 개선 그래프 준비 

2014-05-26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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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장원희 
Inter/Intra Prediction, Motion Vector 

Decoding_graph 
2013-03-13 2013-05-20 55MD 

이호빈 
Deblocking Filter, CPU Parallel 

Decoding_graph 
2013-03-13 2013-05-20 55MD 

조희진 
Sample Adaptive Filter, CPU Parallel 

Decoding_graph 
2013-03-13 2013-05-20 55MD 

이재연 
Deblocking Filter, Sample Adaptive Filter 

testing 
2013-03-13 2013-05-20 55MD 

김보중 
Inter/Intra Prediction, Motion Vector 

testing 
2013-03-13 2013-05-20 55MD 

총 계 275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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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공간 회의실 및 작업실 KMU Capstone 2014-03-07 2014-05-27  

장비 

NVIDIA graphic card 

with CUDA 5 개  
개인 구비 2014-03-07 2014-05-27 With CUDA 

CUDA 장착 PC 1 대 KMU 2014-02-20 2014-05-27  

CUDA 장착 PC 4 대 개인 구비 2014-02-15 2014-05-27  

도구 

FFmpeg FFmpeg 2014-03-07 2014-05-27  

GitHub GitHub 2014-03-07 2014-05-27  

Visual Studio KMU, Microsoft 2014-03-07 2014-05-27 Version 2012 

Eclipse with Nsight 
Eclipse 

Foundation, Inc. 
2014-03-07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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