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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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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HEVC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OS/IEC MPEC과 ITU-T VCEG의 JCT-VC에 의해 2013년 1

월 표준 승인을 받은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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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FFmpeg에 반영된 HEVC의 디코더의 속도를 개선한다. 

 

 HEVC 디코더의 다섯 가지 Sub-component(Inter Prediction, Intra Prediction, Motion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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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D급 영상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Figure 1. 2012년을 끝으로 모든 국내 방송사의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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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영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개인 미디어 등의 다

양한 영역에서 오디오/비디오 중심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보급 및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방송 및 영화를 통하여 입체감을 제공하는 3DTV/3D 영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현실감 있는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기술

의 발전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TV 화면이 대형화 됨에 따라 HD 이상의 고화질 컨텐츠를 즐기고

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Post-HDTV 시장을 대비한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와 같은 실감방송이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관심 받고 있다.  

1.2.2  필요성 

 

Figure 2. HEVC Encoding compute intensive (http://www.kbench.com/hardware/?no=123783) 

HEVC는 UHD 화질에 대비하기 위한 표준으로, 높은 압축률을 실현하였지만 이로 인해 기존보

다 더 높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전 버전의 표준보다 2배 이상의 압축률

을 달성하기 위해선 5배 이상의 복잡한 연산을 해야 한다.  

현재 HEVC의 참조 프로그램 HM10.0을 사용하여 약 10초 길이의 영상을 복호화 하면 40~50초 

정도의 시간이, 두 시간짜리 영상을 복호화 하는 데에는 24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HEVC 디코더의 병렬처리를 통한 속도 개선을 시도한다. 

병렬 처리 이후 UHD급 영상의 복호화 시간을 최소 5배, 최대 10배 이상 빠르게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이다.   

http://www.kbench.com/hardware/?no=12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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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CUDA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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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따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병행 학습 하도록 한다. CUDA C언어의 디버깅 툴로는 NVIDIA에

서 제공하는 Nsight가 있다. 

 

2.1.2  HEVC Decoder  

 

Figure 3. HEVC Software CODEC 구성도 

 

 [Figure 3]은 HEVC 표준 코덱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이다. 이 중 Decoder Engine의 내부를 

살펴보면 [Figure 4]와 같다. 

 

Figure 4. HEVC Decoder Structure and Data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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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Figure 4]에 근거하여 디코더의 주요 컴포넌트를 5개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병렬처리

를 시도한다.  

 

Component 기능 

Intra Prediction 화면 내 예측 기법 

Inter Prediction 화면 간 예측 기법 

Motion Vector 화면간, 화면 내 예측 기법에서 사용되는 픽셀의 움직임 정보 계산 

Deblocking Filter 디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화면의 아티팩트(artifact)를 줄이기 위한 

단계.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님. 두 컴포넌트를 ‘In Loop Filter’라 

부름.  

Sample Adaptive Filter  

Table 1. HEVC Decoder Major component 

 

2.1.3  FFmpeg 병렬 처리 

 

Figure 5. FFmpeg의 데이터 흐름. 빨간색 박스 안이 디코더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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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ex. Libavcodec, libavformat)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PEG 영상 표

준화 그룹에서 유래했고, ‘MPEG’앞에 붙은 ‘FF’는 Fast Forward를 의미한다. FFmpeg은 리눅스 기

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애플, 윈도우 등 대부분의 OS에서 컴파일이 가능하다. 

 

 FFmpeg에는 HEVC 표준이 반영되어 디코더 알고리즘이 최적화 되어있고, 반영된 FFmpeg의 디

코더가 HM10.0의 디코더 보다 3배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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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프로젝트 1차 구현 단계에서 HM10.0 버전에서 HEVC 디코더의 성능이 CUDA 기반의 병

렬처리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프로젝트 2차 구현 단계에서는 FFmpeg의 디코더에 

대해 CUDA 기반 병렬 처리 및 성능 개선을 진행한다. 

 

2.1.4  HEVC 표준 문서(JCTVC-L1003_v9)와 FFmpeg 학습 

 프로젝트 1차 진행 때와 마찬가지로 FFmpeg 코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HEVC 표

준 문서와의 대조를 통해 알고리즘이 얼마나 표준과 일치하는지,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이 최적화 

되어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FFmpeg의 코드는 HM10.0 코드와는 다르게 조건문이나 분기문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급

적 비슷한 일을 하는 함수들을 많이 만들어 function call을 자주 하는 특징이 있다.  

 또 미리 주석으로 처리되어 표준 문서의 범위가 함수별/파일별로 지정되어 있어 HM10.0을 학습

할 때보다 비교적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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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수행 진행 상황 및 개발 환경 

 현재 프로젝트 제안서 일정에 따라 FFmpeg의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와 Intra Prediction 컴포

넌트의 알고리즘에 대해 CUDA 기반 병렬처리를 완료하였다. 기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3장에

서 논의할 것이며, 프로젝트 2차 구현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mponent 완료 보류(3장 참고) 

Intra Prediction O - 

Inter Prediction O - 

Motion Vector O - 

Deblocking Filter - O 

Sample Adaptive Filter  - O 

Table 2. 프로젝트 진행상황 

  

 하지만 단순히 CUDA C언어로 함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변수나 논리 판별식에 대해 

아직 최적화 단계가 남아있다. 프로젝트 1차 구현 때와 마찬가지로 CUDA 함수의 사용을 위한 

Memory Copy, Memory Allocation, Free, synchronize 등의 사용이 오버 헤드 증가 요인으로 고려

되고 있으며, 복호화 시간은 증가한 상태이다.  

 

연구 개발 및 테스트 환경: Intel i5 CPU + Geforce GTX660, Ubuntu 12 

 

2.2.2  화면 간 예측 기법(Inter Prediction) 

 

 

Figure 6. 영상의 한 화면에서 갖는 Motion Vector Visualization. 하얀색 점들이 움직임이 있는 

픽셀이고, 픽셀의 크기와 방향이 움직임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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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간 예측(Inter Prediction)이란 일반적인 영상에서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간의 높은 유

사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미 이전에 PU 단위로 복호화 된 영상에서 현재 PU와 유사한 예측 

블록을 획득하며, 이를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를 통해 표현한다. 현재 PU와 획득한 예측 블

록 간의 차이와 움직임 벡터의 가중 합이 작을수록 비디오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에, 부호화기에서 움직인 추정의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변경 함수 기능 

Interpolation 선형 보간법을 이용해 움직임 벡터를 찾아 냄 

Weighted_Sample 선형 보간법에서 bitDepth가 8일 경우 움직임 

벡터를 찾아 냄 

Table 3 주요 프로젝트 수행 내용 

  

 [Table 3]에 제시된 두 개의 함수가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의 약 80%를 차지하는 알고리즘

이며, 현재 해당 컴포넌트는 CUDA 병렬 처리가 완료 되었다.  

  

2.2.3  화면 내 예측 기법(Intra Prediction) 

  

TB 8 

8 

TB 

4 

4 

TB 

4 

4 

LUMA CH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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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에서는 TU 단위까지 내려 갔을 때, encoding된 타입이 intra 버전일 경우, intra 

prediction을 사용해서 인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복호화하고, 그에 상응 하는 부분을 주파수 역변

환을 통해 복호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은, 재귀적으로하게 TU 단위까지 복호화 함수를 호출 하게 되었을 때, Luma block과 

Chroma block이 나뉘어서 해당 함수를 호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CUDA 버전, 즉 GPU를 사용하여 intra prediction에 해당 하는 연산을 해주는 부분의 작업

이 끝나 있는 상태이나, 현재까지의 작업을 테스트하여 보았을 때, CPU와 GPU와의 입출력에 들

어가는 오버 헤드가 큰 관계로, 한번에 큰 데이터를 전송하여 오버 헤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 

 

2.2.4  수행 결과 및 분석 

기존 FFmpeg의 복호화 속도 CUDA로 변경한 FFmpeg의 복호화 속도 

3초 약 10분 

Table 4. 동일한 영상에 대한 복호화 속도 

 

 

Figure 7. FFmpeg의 디코딩 속도.  6311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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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UDA로 변경한 FFmpeg의 디코딩 속도.  957531msec. 

 

 

 현재 동일한 영상에 대한 복호화 속도를 측정해 봤을 때, CUDA로 변경 완료된 FFmpeg의 복호

화 속도가 약 10분 정도로 속도 저하되었다. 속도 저하의 원인은 CUDA Memory 사용을 위한 초

기화, 메모리 복사, 메모리 반납 등의 오버 헤드가 손꼽히고 있다. 또한 CUDA 메모리의 연산을 

CPU가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CUDA 함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CPU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

도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In-Loop Filter의 병렬처리 보류와 인적자원 재배치  

  

프로젝트 변경 전 

Component 담당자 

Inter Prediction 김보중 

Intra Prediction 장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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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vector 이호빈, 이재연 

Deblocking Filter 
조희진 

SAO Filter 

Table 5. 프로젝트 변경 전, 병렬 처리 할 컴포넌트 선정 및 인원 배치표. 

 

원래 HEVC의 디코더는 총 5개의 주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프로젝트 초기에 이 5

개의 컴포넌트 모두에 대한 병렬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렬 처리할 

컴포넌트를 줄이고, 담당 인원을 재 배치하였다. 

 

3.1.1.1 In-Loop Filter의 Critical priority가 낮음.  

In-Loop Filter는 전체 디코더 실행 시간 중 약 9%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빠른 속

도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최대로 연산 시간을 단축 시켜 intra prediction이나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의 시간 단축 부담을 줄여보고자 했으나, 오히려 메모리 할당이나 새로운 변수의 생성 

등이 In-Loop Filter의 시간을 연장 시키게 되었다.  

 게다가 필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영상의 복호화와 화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In-

Loop Filter의 병렬 처리 순위를 잠시 보류하는 쪽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후 다른 컴포넌트들의 병렬처리가 모두 완료 된다면, 마지막 병렬 처리 대상으로 In-Loop 

Filter를 고려할 것이다. 

 

3.1.1.2 Motion Vector와 Inter Prediction의 병합 

Inter Prediction의 주요 알고리즘인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한 Motion Vector 값의 산출 과

정을 초기에는 주요 컴포넌트로 지정하고 따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 안에 존재하는 알고리즘만을 따로 처리하는 것이 코드에 개연

성과 가독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 주요 컴포넌트를 Inter Prediction과 Intra Prediction으로 나누고 

Motion Vector를 Inter Prediction과 병합한다.  

 

프로젝트 변경 후 

Component 담당자 

Inter Prediction 장원희, 김보중 

Intra Prediction 이호빈, 조희진, 이재연 

Table 6. 프로젝트 변경 후, 병렬 처리 할 컴포넌트 선정 및 인원 배치표. 

 

3.1.2  Decoding Mode 변경  

원래 HEVC의 디코딩 모드는 Tile, Slice, Frame, Wave-Front,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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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연산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클수록 좋다는 생각에 Frame 모드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지만, Frame 모드가 I/O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다른 모드들에서의 병렬 처리를 고려

해 보기로 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화면 크기의 유동성이 작고, 큰 크기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I/O 오버

헤드가 적은 Tile 방식이다. 

 

3.1.3  시연 결과물 최종 결정(Decoding Graph) 

  

 

Figure 9. (가상) 시연 결과물 

 

본 프로젝트의 시연 결과물은 매 초마다 복호화 되는 픽셀의 개수를 그래프로 그려 줄 

‘Decoding Graph’이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HEVC 디코더 알고리즘의 개선 및 속도 향상이고, 속도가 향상 된 목표치

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시연물이 그래프라는 팀원들과 지도 교수님의 의견으로 최종 시연

은 Decoding Graph로 결정되었다. 

 

3.2 추진 방향  

3.2.1  CUDA C의 최적화 

 프로젝트 1차 구현 때와 마찬가지로 CUDA를 효율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관리에 대한 

코드 상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연산 자체는 CUDA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오버 헤드만 줄인다면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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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PU 병렬처리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병렬 연산이 가능한 대부분의 코드를 CUDA로 변경했지만, 속도는 오히

려 낮아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최적화 되지 않은 CUDA 코드 

속도 개선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CUDA가 순수한 계산은 빠르지만 그 이외의 오버

헤드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Memory Copy, allocation 등 여러가지 기법을 동원해 CUDA 

내에서 코드를 정리하고 최적화 하지 않으면 CUDA 코드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갖기 어렵

다.  

2) CPU 대기시간. 

 

Figure 10. 현재 CUDA로 변경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Figure 10]그림에 따르면 CUDA로 변경되는 코드가 많아질수록 CPU 대기 시간이 길어지

게 된다. 자체 실험 결과, GPU를 사용한 계산 시간이 CPU를 사용한 계산 시간 대비 50% 

이상 길어지게 되면 성능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점을 제거 하기 위해 CPU 병렬 기법을 도입하여 only GPGPU만을 사용했던 기

존의 프로젝트를 + CPU 병렬까지 확장한다. 

 

3.2.3  프로젝트 연장(Capstone2) 

  프로젝트의 규모가 CPU 병렬 처리까지 확장되었고,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어 팀원이 모두 capstone2를 수강하고 다음 학기까지 본 프로젝트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

다. 

 최종 완료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기타 학술대회, 공모전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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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마일 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FFmpeg 코드 분석 및 

병렬 구현 

 FFmpeg 의 코드 분석 

 Tile Mode 에서의 병렬처리 

 CPU 병렬처리  

 속도 측정 

 

산출물  

 세미나 자료 

 FFmpeg with CUDA C 

14-04-01 14-05-20 

Decoding Graph 구현 

 최종 시연 결과물 제작 및 테스트 

 

산출물 

 Decoding Graph 

14-05-15 14-05-22 

최종 시연 준비  최종 시연 준비(모니터, CPU, 그래픽 카드 등) 14-05-20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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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캡스톤 시연회 준비 

 캡스톤 시연회 일정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 마감은 27일이지만 시연

에 필요한 안내 패널이나 장비 등을 미리 준비가 필요한 물품들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 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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