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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디지털 기술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오디오/비디오 중심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보급 

및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HEVC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OS/IEC MPEC과 ITU-T VCEG의 JCT-VC에 의

해 2013년 1월 표준 승인을 받은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이다.  

FFmpeg은 HEVC 표준의 알고리즘을 최적화 해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

젝트에서는 현재 FFmpeg에 반영된 HEVC의 디코더의 속도를 개선한다.  

 

HEVC 디코더의 다섯 가지 Sub-component(Inter Mode, Intra Mode, Transform, 

Deblocking Filter, Sample Adaptive Offset)를 CUDA 기반에서 구현하고, 디코더 속도 향

상 및 UHD급 영상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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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HEVC 표준문서(JCTVC-L1003_v9)와 HM10.0 학습 

 HM10에 적용된 이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함수에 대응되는지 분석하고 해당 함수의 기능

과 선언된 변수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실질적 의미는 최적화 되지 않은 표준 HEVC의 속

도를 측정하고 성능 측정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단계이다.  

 사전 지식 학습 단계에서 배운 데이터 흐름과 HM10을 대조해 시간을 측정해보는 작업도 함께 

한다. HM10안에서 미리 성능 개선이 예측되는 부분을 확인 해 본다.  

 

2.1.2  CUDA 프로그래밍 

 본 프로젝트는 개발 언어로 CUDA C와 C 언어를 사용한다. 프로젝트 진행과 프로그래밍 학습 기

간을 따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병행 학습 하도록 한다. CUDA C언어의 디버깅 툴로는 NVIDIA에서 

제공하는 Nsight가 있다. 

 

2.1.3  FFmpeg 병렬 처리 

 

Figure 1. FFmpeg의 데이터 흐름 

 

FFmpeg은 디지털 음성 스트림과 영상 스트림을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기록하고 변환하는 컴퓨

터 프로그램이다.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여러 가지 공개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FFmpeg에 HEVC 표준이 반영되어 최적화 되어있고, 반영

된 FFmpeg이 HM10.0 보다 3배 정도 압축/복호화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

젝트 에서는 GitHub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 FFmpeg을 설치, 빌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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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현재 프로젝트 제안서 일정에 따라 HM10.0에서 SAO 필터와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에 대해 

성능 개선이 예상되는 함수들을 병렬처리하고 속도를 측정해보는 단계까지 완료되었다.  

 

테스트 환경: Intel i5 CPU + Geforce GTX660 

 

프로젝트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2.2.1  Inter Prediction 

2.2.1.1 hm10.0에서 inter prediction의 비율과 병렬처리 대상 선정 

 현재 HM10.0을 주요 컴포넌트 별 성능(performance) 측정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Figure 2. HM10.0 실행 시간 

 

 [Figure 2]의 하단부 major subcomponent에 출력된 시간을 보면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가 

전체 실행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2.5%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 안에서 filter 함수는 픽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컴포넌트 내부의 다른 함수인 motion compensation 함수에서 이 filter함수를 호출하는 빈

도가 높고, 이중 반복 문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병렬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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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병렬처리 결과와 결과 분석  

2.2.1.2.1 소스코드 공개 

 

Figure 3. HM10.0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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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igure 3]을 CUDA C로 변경 

 

2.2.1.2.2 연구 상세 

1) 메모리 할당/해제 시간 단축 

시간 측정 대상 시간(ms) 

Cuda Memory allocation 1 169 

Cuda Memory allocation 2 98 

Cuda Memory allocation 3 22 

CUDA function calculation execution 6 

Origin function calculation execution 26 

Cuda Memory Copy  32 

Cuda Memory Free  78 

Table 1. 함수 내부의 시간 소모 구간 측정 

 

CUDA로 변환 도중 그래픽 카드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시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메모리 할당 & 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디코더가 시작 되기 전, 미리 커다란 

크기의 메모리를 디바이스에 할당해 두고 시작한다. 이렇게 한 번만 메모리를 할당해두면 실제로

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메모리는 디코더가 끝난 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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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레드의 개수와 메모리 경계 확인  

CUDA는 코어의 개수가 100개여도 CPU코어가 1개일 때보다 100배 빨라지지는 않는다. 실질적

으로 한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 인덱싱 등 상당수 개발자가 신경 써야 하는 부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그리드에 다수의 블록을 배정하고, 스레드의 수를 256개(16*16)로 고정하

여 사용하기로 했다. 스레드의 수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큰 값의 스레드가 사용될 수 

있고, 무결성 에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코드 75번 째 줄의 IF statement는 내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 영역에서 계산하는 것을 방

지해 주는 메모리 경계(boundary) 확인 과정이다. CUDA가 지원하지 않는 주의사항 중의 하나이

기에 직접 작성해야 한다.  

 

3) Global Memory, Constant Memory 

구현 초기에는 크기가 작은 배열도 단순히 디바이스에 새로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카피해서 사

용해왔다(Global memory). 하지만 크기가 작고, 사용하는 값이 정해져 있는 테이블 형태의 배열이

라면 CUDA에서 Constant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__constant__ 키워드로 읽기 전용 

배열로 한정시킨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면, Host memory와 Device memory 두 곳에서 동시에 접

근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Global memory 접근 방법에서의 cudaMemcpy 같은 함수를 매번 호

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속도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4) Shared Memory  

 

Figure 5. Shared memory 

 

Shared memory는 각각의 블록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Device memory의 종류이다. Device 

memory의 접근 속도 계층 구조(Hierarchy)에서 Shared Memory는 Global Memory 보다 접근 속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xx-APR-30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24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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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에서 100배 정도 빠르다. 즉, 자주 사용하는 배열의 경우 커널 함수 안에서 블록 안에 스레

드를 전부 이용, 각 블록에서 필요한 Global Memory의 값을 Shared memory로 복사를 시켜 놓고 

syncthreads() 함수를 통해 동기화를 시킨 후 사용을 하면 Global Memory 접근 보다 속도가 빨라

질 수 있다. 

 

5) 데이터 크기에 따른 CUDA 함수의 성능 개선 정도 

 성능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지만, 시간은 쉽게 단축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찾

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었다.  

 

 

Table 2. 데이터 크기 증가에 따른 Gold 버전, CUDA 버전 함수의 계산 시간(ms) 

 

[Table 1]은 filter 함수로 전달되는 Input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계산 시간이다. Gold는 HM10.0

코드를 의미한다. 데이터 크기는 한 화면에서 filter 함수로 처리되는 CU 크기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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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height 값이 된다.  

Input 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CUDA 함수가 Gold 함수에 비해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

보기 위해 값을 더 늘려 보았고, 그 결과 약 1만개(Table 1. 16384개의 입력 데이터)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 할 때 CUDA가 성능 개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현재 개발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력 비디오의 해상도가 832 * 480이고, 우리가 프로

젝트 목표로 삼고 있는 비디오의 해상도가 약 4K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약 26만 개의 데이터가 

filter 함수에서 한번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HM10 프로젝트에서 성능 개선을 눈으로 확

인할 순 없지만,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인 FFmpeg으로 진행되어 좀 더 최적화 된 디코더를 사용

하고 충분히 큰 크기의 화면을 테스트 화면으로 사용한다면 속도 개선을 확신할 수 있다.  

 

6) gold 함수와 CUDA 함수의 선택 사용  

 

Figure 6. 데이터 크기에 따른 Gold, CUDA 함수의 혼용 

 

[Table 1]에서 CUDA와 Gold 함수의 계산 시간을 비교해 보자. 확실히 CUDA 함수의 계산이 월

등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크기에 의존적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 CUDA 함수와 Gold 함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Input 데이터의 크기가 

4096 이상일 때만 CUDA 함수를 실행하도록 설정했고, 그 미만일 때는 Gold 함수를 실행한다.  

 최대 수치를 CUDA 함수가 더 빨라지는 1만개로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filter 함수 안의 데이터

의 크기가 최대 4544개 까지만 들어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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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 결과 

 

Figure 7. Inter Prediction component – 1개의 함수를 병렬처리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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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AO Filter 

 LCU의 경계에서 SAO 필터를 수행하는 함수를 속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2.2.2.1 HM10.0에서 SAO의 비율과 병렬 처리 대상 선정 

 

Figure 8. HM10.0 실행 시간 

 

SAO는 다른 컴포넌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지금 속도에서 더 빠

르게 개선할 수 있고, 필터링의 속도를 더 빠르게 개선한다면 화면을 reconstruction 하는 Inter나 

Intra 컴포넌트의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처리 대상은 CU의 경계 값을 Band Offset 값으로 대체하는 부분이다. 화면의 값을 바꿔주기만 

하는 단순 할당문(assign)이지만, 이중 반복문의 사용을 없앨 수 있다는 점, 처리하는 화면의 크기

가 최대 64*64로 크다는 점에서 개선 대상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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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병렬처리 결과와 결과 분석  

2.2.2.2.1 소스 코드 공개 

 

Figure 9. HM10.0 code 

 

 

Figure 10. [Figure 9]를 CUDA C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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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연구 상세  

1) 입력 데이터의 크기  

 

Figure 11 함수 input 값 및 화면 정보 확인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최대 처리 해

야 하는 입력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4096(64*64)이 가장 큰 크기였으며, 

총 8897번의 band offset 처리 중 4787번 처리되는 크기였다.  

입력 데이터 화면을 32개의 블록으로 쪼개고, 하나의 블록에 32개의 스레드가 투입될 수 있도

록 스레드의 개수를 고정시켰다. 수정 소스 코드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18번째 줄에 메모리 경계 

값을 확인하는 구문이 존재한다. 

 

 

2) 메모리 할당/해제 시간 단축 

 Inter Prediction에서와 마찬가지로(2.2.1.2.2 참고) SAO에서도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하면 최대 8897번 모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디코더가 시작되기 

전 최대로 사용할 크기의 메모리를 미리 디바이스에 할당하고, 디코더가 끝나면 사용한 메모리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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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 결과 

Gold   CUDA   

subTotal SAO (%) subTotal SAO % 

13.572 0.315 2.3081996 13.395 0.308 2.2845275 

13.221 0.332 2.4973672 13.308 0.303 2.2615316 

13.257 0.302 2.2645471 13.748 0.311 2.2488972 

13.09 0.313 2.3627991 13.326 0.32 2.3652894 

13.115 0.312 2.3661459 13.409 0.287 2.1287643 

13.251 0.3148  13.4372 0.3058  

Table 3 SAO – 1개의 이중 반복문을 병렬처리 한 결과 

 

Gold 버전과 비교, 큰 차이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약 3%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3  Deblocking Filter 

 

Figure 12 HM10.0 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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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BF에서 이중 반복문 1개를 병렬처리 한 결과  

 

Deblocking 필터는 SAO 필터와는 다르게 모든 프레임이 반드시 한 번씩 거쳐가는 프로세스이

다. 성능 개선 지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사실 상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성능

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Recursive structure 

2) 8*8 fixed frame size 

3) Loop 반복 횟수가 4회 정도로 너무 작음 

4) CUDA Memory Allocation 시간 동안 대기 

 

다른 컴포넌트들처럼 단순 for loop 구문이 아니라 재귀 함수 형태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재

귀 함수를 모두 for loop문으로 변환하여 성능 개선을 시도 했지만 for loop의 반복 횟수가 4회 

정도로 너무 적고, 필터링 되는 프레임의 크기가 8*8 사이즈로 고정되어 있어(HEVC 표준 스펙) 

너무 작아서 스레드를 여러 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했다. 

이러한 이유로 HM10.0에서의 Deblocking Filter 처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FFmpeg의 경우 Deblocking Filter의 대부분이 for loop문으로 처리되고, 또 다른 컴포넌트들에 

비해 상당히 최적화가 많이 되어 함수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의 효과가 높을 것

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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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프로젝트 제안서에 제시한 개발 일정이나 개발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다. 

 

3.2 추진방향 

 이제 HM10.0에서의 성능 개선을 마무리하고 FFmpeg 디코더의 성능 개선 시도 단계로 프로젝트

를 진행한다. FFmpeg의 소스코드를 확인해 본 결과 HM10보다 병렬 프로그래밍 하기 좋은 구조

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Deblocking Filter 컴포넌트의 함수들이 loop문으로 모두 해체되어있어 쉽

게 병렬 처리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FFmpeg의 디코더 성능을 약 2배 빠르게 만

드는 것이다.  

 

3.2.1  바뀐 프로그래밍 환경 

HM10 단계에서는 WINDOW OS 환경에서 작업했지만, FFmpeg은 Ubuntu OS 환경에서 작업할 

예정이다. OS 환경을 변경하는 이유는 ubuntu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FFmpeg 명령어가 더 많

고, 이클립스를 이용한 디버깅이 다른 도구(tool)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2.2  GitHub 사용 

 지금까지는 모든 조원이 각자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고 변경했다면, 이제 한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GitHub를 통해 수정하게 될 것이다. 또 FFmpeg이 최근 빈번하게 update 되고 있어 변경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3.2.3  player 제작 

 본 팀이 개선한 FFmpeg의 디코더를 이용하여 간단한 비디오 플레이어를 제작하고, 최종 시연회

에서 시연할 것이다. 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와 PC용으로 제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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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환경구축 

FFmpeg을 사용하기 위한 linux환경 구축 

FFmpeg의 최신버젼을 다운받고 병렬구축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GitHub사용법 숙지 

debugging을 위한 nsight의 설치 및 연습 

14-04-01 14-04-05 

FFmpeg학습 

HEVC를 최적화하여 구현한 FFmpeg은 직관적으

로 구현한 HM10과 구조적으로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학습한 HEVC를 기반으로 FFmpeg의 코드

를 학습 

14-04-06 14-04-22 

FFmpeg병렬구현 

충분히 FFmpeg을 이해한 후 cuda를 이용하여 병

렬프로그램에 착수 

Parallel하게 프로그래밍을 구현 

14-04-08 14-05-17 

2차중간보고 준비 

FFmpeg의 병렬 프로그래밍을 통해 디코딩 속도

를 증가시켜 본래의 프로그램과 디코딩의 속도 

차이를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2차중간보고 준비  

14-04-25 14-05-01 

player제작 

pc에서 사용 가능한 player 제작 

인코딩된 파일을 실시간으로 디코딩하여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목표 

14-05-16 14-05-22 

테스팅&최적화 
구현한 FFmpeg의 병렬 프로그래밍 버전과 player

에 대한 테스팅 및 최적화 단계 진행 
14-05-22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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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기자재 부족 

우리 프로젝트는 그래픽 카드를 조원 모두가 보유하고, 1인당 1개의 컴포넌트를 병렬 처리하는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적합한 그래픽 카드는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2개와 

지도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 1개로, 총 3개의 그래픽 카드뿐 이다.  

현재 지도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PC를 서버로 만들고,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팀원이 원격 접

속을 통해 작업하고 있지만, 속도 저하, 다중 접속 불가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제안 발표회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을 알았고, 현재 학과 사무실에 필요한 기자재 신청을 해 둔 상태이다. 하지만 이미 4월로 프로젝

트가 접어들었기에 최대한 신속한 구매가 필요하다.  

또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 해도, 해당 그래픽 카드를 꽂을 수 있는 PC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

래픽 카드에 맞는 파워 구매도 필요하다. 해당 기자재가 모두 준비된다 해도, 캡스톤 프로젝트 실

에 배정받은 자리가 우리 팀에게만 할당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물이나 기자재를 배치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문제를 지도 교수님과 논의 중이다. 

 

5.2 통계 수치의 신뢰성 

 CUDA로 병렬 처리 후, 변경 된 부분에 대해 두 개 수치를 체크한다. 하나는 프로그램 전체 런 

타임(run-time) 시간에서 변경 한 부분이 얼마나 빨라 졌는지 상대적인 비율(%)이고, 하나는 단순 

실행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모두를 비교하고 있지만, 어떤 수치를 이용해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표

현할 지 확정 해야 한다. 

 또 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 속도 개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느 정도의 실행 횟수를 가지고 통계를 낼 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5.3 병렬 구현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가 수행했던 연구는 사실 CPU SERIAL programming이다. 엄밀한 의미의 병렬 처리가 아니다. 

초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병렬 프로그래밍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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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우리는 CPU의 실행 흐름을 멈추지 않고 특정 지점에서 GPU에서 처리가 이루어지

는 동안 CPU에서는 다른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변경 완료한 프로그램은 CPU가 GPU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기하

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병렬프로그래밍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서적을 더 공

부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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