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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HEVC’ 병렬 구현’ 프로젝트는 비디오 표준 압축 코덱 HEVC의 영상 복호화 시간을 CUDA 기반

의 병렬처리를 통해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은 ISO/IEC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과 ITU-T 

VCEG의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에 의해 2013년 1월 표준화가 완료된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이다. 기존의 코덱(AVC)보다 압축률을 두 배 이상 높이면서 화질을 개선

하고, 8K UHD급 이상 영상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프로젝트는 1차적으로 HEVC의 표준 참조 프로그램 HM10.0의 주요 디코더 컴포넌트(major 

decoder component)들을 병렬 처리하여 성능 향상의 정도를 확인한 뒤, HEVC가 반영된 오픈 소

스 프로그램 FFmpeg의 디코더 컴포넌트를 병렬 처리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FFmpeg의 주요 디코더 컴포넌트들의 성능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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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와 FFmpeg 명령어를 이용한 간단한 동영상 플레이어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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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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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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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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으

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Post-HDTV 시장을 대비한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와 같은 실

감방송이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관심 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HDTV 이후의 방송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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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MPEG 주요 표준의 특징 및 활용 분야 

 

[Figure 1], [Figure 2]에 따르면 대용량 고화질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나고 있고, 

그에 따라 따라 영상 압축 분야도 [Figure 3],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적인 진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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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1.2.3  기 개발 된 시스템 현황 

1.2.3.1. 압축 비트율의 감소  

 

Figure 5. 압축 표준 발전에 따른 압축 비트율(Bit rate) 

 

HEVC는 현재 2013년 1월 표준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HEVC 표준화 프로그램의 성능은 이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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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또한 참조 프로그램 HM10.0이 배포된 상태이다.  

 

1.2.3.2. FFmpeg 

 

 

Figure 6. FFmpeg Video Demu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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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여러 가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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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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기 개발 된 시스템의 문제점 

7680 

Figure 7. Full-HD, 4K UHD, 8K UHD 해상도 비교(단위는 pixel) 

 

[Figure 7]은 Full-HD, 4K UHD, 그리고 8K UHD 해상도의 정지 영상을 비교한 것이다. [Figure 7]

을 보면 4K UHD 정지 영상은 Full-HD 정지 영상보다 화소 수가 4배 증가하게 되며, 8K UHD 정

지 영상은 Full-HD 정지 영상보다 화소 수가 16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초에 30 프레임씩, 8K UHD 영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 양을 분석해 보자. 각 프레

임이 RGB 4:4:4로 저장되고, R, G, B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8비트의 비트 심도(bit depth)를 갖는다

고 가정하면, 초당 데이터양은 7680*4320*30*3*8 = 23,887,872,000bits이다. 이는 초당 약 

2.78Gbyte로 환산된다. 영화 저장에 많이 사용되는 DVD(Digital Versatile Disc)에 약 4.37Gbyte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8K UHD 해상도의 비디오를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 

DVD 한 장에 약 1.57초 분량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영상의 해상

도가 증가되면,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도 증가한다. 앞의 예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30Hz에서 

60Hz로 두 배 증가시키면 초당 데이터양은 2.78Gbyte에서 5.56Gbyte로 두 배 더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입력 동영상의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트워

크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고해상도 영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HEVC가 등장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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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 HEVC의 표준 참조 프로그램인 HM10.0은 높은 압축률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AVC 

버전에 비해 5배 이상의 복잡한 시간 복잡도를 갖고, 영상의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 때문에 

실제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FFmpeg 디코더의 CUDA C 기반 병렬 처리를 통

해 성능 개선을 시도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UC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4-05-25 

 

캡스톤디자인 I Page 10 of 3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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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고화실 영상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실현을 위해 HEVC Decoder를 CUDA C 

기반의 병렬처리 프로그래밍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HM10.0 Decoder의 CUDA 기반 병렬 처리 

 

 본 단계에서 HM 1.0 decoder의 CUDA 기반 병렬 처리를 통해 성능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

인했다.  

 

2.2.1.1.1. C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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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2. 스레드(thread) 개수와 메모리 경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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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3. Global Memory, Constant Memory 

 

Figure 8. CUDA Memory 상에 constant array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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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다(Global memory). 하지만 크기가 작고, 사용하는 값이 정해져 있는 테이블 형태의 배열이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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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4. Shared Memory 

 

 

Figure 9. Share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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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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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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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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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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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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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6. Inter Prediction의 병렬처리 

 

 

Figure 10. inter prediction 개념 

 

 비디오를 구성하는 각 픽쳐들은 시간적으로도 서로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호

화하려는 픽쳐 내의 코딩 블록에 대한 예측 값을 이전 시간에 이미 부호화된 픽쳐로부터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전 시간에 코딩 된 픽쳐로부터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기술을 화면 간 

예측(Inter Prediction)이라고 한다.  

 

 

Figure 11. Inter Prediction 병렬 처리 결과  

 

 [Figure 11]은 Inter Prediction 내부의 함수 1개를 병렬 처리 한 결과이다. 그 결과 2.2.1.1.5절에

서 말한 데이터 크기와 관련한 결과값의 의존성 때문에 속도가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1만개 이상이 되는 영상은 현재 인코딩 작업 중이며 추후 테스트 영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32.5
43.6

0

50

before after

Inter

Inter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UC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4-05-25 

 

캡스톤디자인 I Page 14 of 3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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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7. Sample Adaptive Offset Filter의 병렬처리  

 

 HEVC의 인코딩 과정은 예측, 변환, 양자화, 엔트로피 코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측, 변환, 엔트

로피 코딩과 달리 양자화 과정에서는 양자화 에러가 발생될 수 있다. HEVC의 양자화는 

QP(Quantization Parameter) 값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데 QP 값이 작으면 변환 계수에 대해 촘촘

한 양자화가 수행되어 양자화 에러가 상대적으로 작고, QP 값이 크면 양자화 에러가 크게 발생한

다.  

 특히 QP 값이 큰 경우에는 양자화 에러로 인하여 복원된 픽쳐에 블록킹 열화(Blcoking artifact)

와 링잉(Rin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복원된 영상의 주관적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주관적 화질 저하 문제는 모든 비디오 코덱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Sample Adaptive 

Offset Filter(SAO Filter)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하나로, HEVC에서 사용된다.  

 

SAO Filter는 복원된 픽쳐에 수직 경께에 대한 디블로킹 필터와 수평 경계에 대한 디보로킹 필터

가 적용된 픽쳐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한다. 복원 픽셀에 오프셋 값을 더해줌으로써 복원 영상과 

원본 영상간의 에러를 최소화 시키는 기술이다.  

 

 본 단계에서는 CU 경계에서 sao 필터를 수행하는 함수를 대상으로 속도 개선을 시도 하였고, 그 

결과 값을 [Figure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SAO Filter 병렬처리 결과 

 

 SAO Filter 내부의 함수 1개를 CUDA 기반으로 병렬처리 한 결과, 약 3% 정도의 성능 개선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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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FFmpeg을 이용한 HEVC CUDA 기반 병렬 처리 

 

 HM10.0에서 CUDA C를 기반으로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1차 중간보고 이후 본

격적으로 FFmpeg의 Decoder를 병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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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3. FFmpeg 병렬처리 완료 상황 

 

 대부분의 함수를 CUDA C로 변경하였으며, 무결성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코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CUDA Memory 사용의 오버헤드로 복호화 시간이 증가하

였다.  

 

2.2.1.2.1.  Inter Prediction 

 

 Inter Prediction 컴포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은 아영상보간(Interpolation)

과 화면 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Motion Estimation 알고리즘이다. 본 단계에서는 이 두 개의 알

고리즘을 비롯하여 이중 반복문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반복문을 CUDA C로 변환하였다.  

 

1) Interpolation 

 하나의 영상은 연속 신호인 자연 영상을 양자화된 이산 신호의 형태로 디지털화 한 신호이다. 

이로 인해 연속 신호가 제한된 화소로 표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엘리어싱(Aliasing), 객체의 빠른 

움직임 등에서 기인하는 참조 블록의 예측 성능 저하가 관측된다. 이런 디지털 신호의 불연속, 밝

기 값으 양자화로 인한 예측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면 간 예측에서는 저 대역 필터

를 적용함으로써 픽셀과 픽셀 사이의 신호를 부화소 단위로 보간(Interpolation)한다. 

 

 여기서 부화소란 보간 필터를 적용하여 생성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소를, 정수 화소란 

복원 픽쳐에 존재하는 실제 화소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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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Luma Interpolation 

 

 HEVC에서는 복잡도와 부호화성능을 고려하여 휘도(Luma) 성분에 대해 8-tap filter를, 색차

(chroma) 성분에 대해서 4-tap filter를 사용한다.  

 

 

Equation 1. Luma Interpolation 방정식. 

 

 특히 Luma/Chroma의 Interpolation 방정식이 상당히 반복적이고 큰 값의 계산을 하여 CUDA C

로 계산했을 때, 순수 계산시간이 상당히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메모리 사용 

등의 오버헤드로 실질적인 성능 개선을 보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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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tion Estimation 

 

Figure 15. 영상의 한 화면에서 갖는 Motion Vector Visualization. 하얀색 점들이 움직임이 있는 픽셀이고, 

픽셀의 크기와 방향이 움직임 정보를 나타낸다. 

 

 [Figure 15]는 Inter Prediction의 주요 알고리즘은 Motion Vector의 정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

다. 움직임 추정은 인코더에서 수행되는 과정으로 보간 된 참조 픽쳐에서 현재 PU와 상관도가 높

은 예측 블록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움직임 추정의 수행 결과, PU 단위로 참조 픽쳐 리스트의 정

보, 참조 픽쳐 인덱스, 움직임 벡터와 차분 신호(RESIDUAL)를 변환 양자화 한 계수가 디코더로 전

송된다. 디코더에서는 인코더로부터 전송된 주변 정보를 이용하여 인코더와 동일한 예측 블록을 

생성하고 양자화된 잔차 신호를 사용하여 복원 블록을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 과정을 수행한다.  

 

 

Equation 2.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 

 

 

Equation 3. SATD (Sum of Transform Difference) 

 

 현재 PU와 참조 블록의 상관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수 화소와 부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DCT와 엔트로피 코딩을 수행하지 않고 간략화 된 상관도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Equation 2]는 

정수 화소의 상관도 측정에서 사용하는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방정식이다.  

 

𝐵𝑐𝑢𝑟는 현재 블록, 𝐵𝑟𝑒𝑓는 참조 픽쳐 내에 존재하는 움직임 추정 후보 블록, i,j 는 현재 PU의 위치 

k,l은 움직임 추정 대상의 PU 위치를 나타낸다. 정수 화소의 움직임 추정은 현재 블록과 참조 블

록의 차분 값의 절대 값을 최소화하는 참조 블록을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예측 블록을 선택한다. 

반면, 보간 된 참조 픽쳐의 부화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정수 화소 보다 정교한 

고려를 위해 [Equation 3]의 SATD를 사용하여 현재 PU와 참조 블록들을 비교한다.  

 [Equation 3]의 T는 하다마드 변환(Hadamard transform)을 의미한다. 덧셈과 뺄셈으로 구성된 하

다마드 변환을 사용함으로써 DCT 및 엔트로피 코딩을 수행한 것과 유사한 부호화 성능을 얻고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HEVC 병렬구현 

팀 명 쿠UCDA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4-05-25 

 

캡스톤디자인 I Page 18 of 3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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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 복잡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인코더는 정수 화소 단위에서 획득한 참조 블록과 부화소

에서 선택된 참조 블록을 비교하여 최적의 율-왜곡 비용을 갖는 블록의 참조 픽쳐, 참조 블록, 보

간 필터를 결정한다.  

 

 프로젝트 내에서는 [Equation 2], [Equation 3]의 계산을 CUDA 함수로 변환하였다. Interpolation

과 마찬가지로 계산 속도 자체는 빨라졌으나, 그에 따른 오버헤드 증가로 속도 향상에는 실패했

다.  

 

2.2.1.2.2. Intra Prediction  

1) 참조 샘플 준비  

- 참조 샘플 패딩: 참조 샘플 패딩은 참조 샘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패딩을 수

행하여, 참조 샘플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HEVC에서는 참조 샘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도 모든 방향의 예측을 수행하여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참조 샘플 

패딩을 수행한다. 패딩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용 가능한 샘플 중 가장 가까운 샘플을 이용

하여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채워 넣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샘플들이 참조 샘플 

패딩을 통해 사용 가능 해 지면 화면 내 예측에 있어 모든 방향을 고려하여 예측을 수행

할 수 있고,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모드에 따른 참조 샘플 필터링: 양자화 에러가 포함된 참조 샘플들에 대해 저 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양자화 에러에 의한 예측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다.  

  

참조 샘플 준비 단계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수식이나 반복적인 수식은 없었다. 하지만 입력값

의 데이터가 크게 되면 단순 Assign 문도 CUDA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Assign 문 중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큰 구문에 한해 CUDA C로 변환하

였다.  

 

2) 화면 내 샘플 생성 방법 

 

Figure 16. 화면 내 예측 모드에 따른 방향(3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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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샘플 생성은 예측 모드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생성된다. 화면 내 예측 모드를 크게 분

류하면, Intra_Planar 모드와 Intra_DC 모드, 그리고 Intra_Angular 모드로 나눌 수 있는데, 

Intra_Angular 모드는 [Figure 16]과 같이 각 모드별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다음은 각 모드별로 CUDA C로 변환한 수식을 나타낸다. 

 

- Intra_Planar 

 

 

Equation 4. Planar 모드에서의 예측 방법으로 predSamples 예측 값을 구하는 식 

 

- Intra_DC 

 

 

Equation 5. 참조 샘플들을 이용하여 평균값 dcVal을 구하는 방법 

 

- Intra_Angular 

 

Equation 6. iIdx와 iFact를 이용한 intra_Angular 모드의 예측 샘플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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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별 예측에 있어, 결정 되어야 할 파라미터는 두 가지로 iIndx, iFact 이다. iIdx의 의미는 하

나의 예측 샘플 Pred[x][y]를 생성하기 위해 메인 배열의 몇 번째 값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파라미

터이고 iFact는 두 개의 참조 샘플 사이 값을 얻어내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iFact는 0부터 31 사이

의 정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정수 밝기 값 사이를 intraPredAngle에 따라 32 등분하여 참조 샘

플 사이 값을 취하기 위한 변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2.2.1.2.3. 수행 결과 및 분석 

 

기존 FFmpeg의 복호화 속도 CUDA로 변경한 FFmpeg의 복호화 속도 

3초 약 10분 

Table 2. 동일한 영상에 대한 복호화 속도 

 

 

Figure 17. FFmpeg의 디코딩 속도. 6311msec. 

 

 

Figure 18. CUDA로 변경한 FFmpeg의 디코딩 속도. 957531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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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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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Decoding 단위 변경(Frame -> Tile)  

 

원래 HEVC의 디코딩 모드는 Tile, Slice, Frame, Wave-Front,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는 

한번에 연산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클수록 좋다는 생각에 Frame 모드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지만, Frame 모드에서는 CPU 병렬처리 시 한 스레드가 하나의 프레임이 모두 Inter 

Prediction/Inter Prediction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Tile 모드로 

CPU 병렬을 시도하면 Inter Prediction이나 Intra Prediction 단계에서 한 프레임이 처리되는 시간

이 짧아져 속도가 개선될 수 있다. 또 CUDA 기반 병렬 처리 시에도 Frame 모드로 CUDA 처리 

하면 하나의 프레임이 처리되는 I/O overhead가 너무 커 속도가 저하되었다.  

 

HEVC 이전의 비디오 압축 코덱들의 경우, 병렬화 기술들을 표준화 이슈에 포함하는 경우는 없

었다. 단지 구현 관점에서 각 코덱의 특징에 따라 여러 병렬화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구현 이슈로서의 병렬화 기술들은 비디오 디코더의 표준 이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표준 코덱에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HEVC에서는 표준화의 시

작 단계에서부터 병렬 인코딩 및 디코딩의 지원을 요구사항 중 하나로 고려했기 때문에, 부호화 

효율이 조금 저하되더라도 병렬화가 가능하도록 표준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비디오 코덱에서 병

렬화 기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제약 사항들을 해결하였다. 

 

0 1 2 3 12 13 14 21 22 23 24 

4 5 6 7 15 16 17 25 26 27 28 

8 9 0 11 18 19 20 29 30 31 32 

33 34 35 36 41 42 43 47 48 49 50 

37 38 39 40 44 45 46 51 52 53 54 

55 56 57 58 63 64 65 69 70 71 72 

59 60 61 62 66 67 68 73 74 75 76 

Figure 19. 한 픽쳐를 아홉 개의 타일로 분할 한 예 

 

HEVC에서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 [Figure 19]과 같이 한 픽쳐는 직사각형 모양을 갖는 여러 영

역으로 분할될 수 있다. [Figure 19]은 하나의 픽쳐를 9개의 타일로분할한 경우인데, 각 분할 영역

은 CTU 단위를 경계로 분할된다. 참고로 HEVC의 타일은 CU 단위로 분할되지 않는다. 분할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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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는 영역 내에 존재하는 CTU들에 대해서 [Figure 19]에서 CTU 내에 명시된 숫자와 같이 

순차 주사 순서대로 인코딩/디코딩을 수행한다.  

 

HEVC의 타일은 기존 슬라이스 분할과 달리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만을 가질 수 있으며, 픽쳐를 

동일 개수의 슬라이스로 분할하는 경우보다 부호화 성능의 저하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타일로 분

할된 경우 타일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는 블록들에서 인접하는 타일의 블록 내의 픽셀 값이나 움

직임 벡터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부호화 또는 복호화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일은 슬라

이스와 동일하게 분할 영역을 동시에 인코딩 하거나 디코딩 할 수 있다. 또한, 타일이 사용된 경

우 각 붆ㄹ 영역에서 발생한 비트들이 서브 비트 스트림으로 표현되고, 각 서브 비트 스트림의 

시작 위치가 슬라이스 헤더를 통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타일을 사용한 경우 엔트로피 복호화 부

분에 대해서도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타일은 각 분할 영역에 대해서 동시에 인코딩하거나 

디코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슬라이스와 그 특성이 매우 비슷한 기술이다.  

 

          

          

          

          

Figure 20-1. 네 개의 타일로 분할. 

          

          

          

          

Figure 20-2. 네 개의 슬라이스로 분할 

 

  픽쳐를 슬라이스로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 영역은 서로 의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병렬 부호

화와 복호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픽쳐를 다수의 슬라이스로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 영역마다 슬

라이스 헤더 신택스가 추가되고, 슬라이스 경계 부분에서 예측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

해서 부호화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HEVC의 타일은 픽쳐를 동일한 개수의 슬라이스로 분할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압축 성능을 보인다. 이는 타일이 슬라이스와 달리 [Figure 19]과 같이 픽쳐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igure 20-1]는 40개의 CTU로 구성

된 픽쳐를 타일을 사용하여 네 개로 분할한 경우이고, 그림 [Figure 210-2]는 슬라이스를 사용하여 

네 갤 분할한 경우이다. 두 경우에 대해 분할 경계 면에 위치하는 CTU의 개수를 살펴보면, 타일

로 분할한 경우는 14개이고, 슬라이스로 분할한 경우 30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픽쳐를 동

일한 개수의 타일과 슬라이스로 나눈 경우 타일 인접 경계 면에 위치하는 CTU의 개수가 더 적게 

분할이 가능하다. 타일과 슬라이스는 모두 경계 면에서 예측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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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를 네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참조가 불가능한 영역이 더 적은 타일에서 더 높은 압축 

성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일은 슬라이스와 달리 분

할 영역 단위마다 슬라이스 헤더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다. 슬라이스를 사용하여 한 픽쳐를 다

수의 슬라이스로 분할하는 경우, 각 독립 슬라이스 세그먼트에서 슬라이스 헤더 데이터가 추가로 

사용된다. 하지만, 타일은 단지 타일의 분할 정보만을 픽쳐 파라미터 셋을 통하여 전송하기 때문

에, 분할 영역마다 슬라이스 헤더가 추가되는 슬라이스에 비하여 추가 정보 비트가 많지 않다. 이

와 같이 HEVC에서는 인코더나 디코더의 병렬화가 필요한 경우 슬라이스 보다는 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인코더나 디코더에서 필터가 타일 경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먼저 병렬적으로 각 영역을 부호화

하거나 복호화한 후 해당 경계 위치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영역 단위로 

병렬처리를 한 후 순차 수행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계 영역의 필터링에 의햐여 약간의 지

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슬라이스의 분할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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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_parameter_set_rbsp () Descriptor 

…   

tiles_enabled_flag 타일 분할의 가능 여부 확인 플래그 

0: 하나의 타일을 

사용 

1: 두 개 이상의 

타일 분할 사용 

entropy_coding_sync_enabled_flag   

if(tiles_enabled_flag) {   

  num_tile_columns_minus1 
픽처의 너비 방향을 기준으로 분할

된 타일의 개수-1을 비트로 표현 
 

  num_tile_rows_minus1 
픽처의 높이 방향을 기준으로 분할 

된 타일의 개수-1을 비트로 표현 
 

  uniform_spacing_flag 
타일들이 너비와 높이에 대해 동일

한 크기로 분할 되는지 확인 플래그 

0: 추가로 타일의 

모양정보 필요 

1: 픽처를 너비와 

높이가 같은 타일

로 분할 

  if(!uniform_spacing_flag) {   

    for(i=0; i<num_tile_column_minus1; i++) 너비 방향으로 분할된 타일의 개수  

      column_width_minus1[i] 

i번째 타일의 너비 정보,  

너비는 코딩 트리 블록의 개수로 표

현 

 

    for(i=0; i<num_tile_rows_minus1; i++) 높이 방향으로 분할된 타일의 개수  

      row_height_minus1[i] 

i번쨰 타일의 높이 정보, 

높이는 코딩 트리 블록의 개수로 표

현 

 

    }   

    loop_filter_across_tiles_enabled_flag 
타일 경계에서 in-loop filter의 사용 

여부 

0: 필터 적용 

1: 필터 적용 없

음 

}   

Table 3. 타일의 분할 정보와 관련된 신택스 요소 

 

[Table 3]과 같은 신택스 요소 및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픽쳐를 코딩 트리 블록의 경계를 기준으

로 사각형 모양을 갖는 여러 타일 영역으로 자유롭게 분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HEVC의 타일은 슬라이스와 그 특성이 매우 유사하다. 타일은 사각형 

모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을 뿐 해당 제약을 만족하는 경우 임의의 모양으로도 분할될 수 있

다. 그런데 HEVC에는 이미 슬라이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타일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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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두 개술의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타일과 슬라이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중

요하다. HEVC에서 타일과 슬라이스 각각은 다음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한다.  

 

조건 1 한 슬라이스 안의 모든 CTU는 같은 타일에 존재한다. 

조건 2 한 타일 안의 모든 CTU는 같은 슬라이스에 존재한다.  

Table 4. 타일과 슬라이스의 조건 성립 관계 

 

 먼저, 위의 조건 중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예는 [Figure 23]과 같다. [Figure 23]은 픽쳐를 

두 개의 슬라이스와 타일로 각각 분할한 경우의 예이다. 이 경우 슬라이스와 타일 각각의 분할에

는 문제가 없지만 위의 두 조건 중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여, 이러한 분할은 HEVC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Figure 22. 잘못된 타일과 슬라이스 분할의 예  

 

 

Figure 23. [Table 4]의 조건2를 만족하는 타일과 슬라이스의 정상적인 분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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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able 1]의 조건1을 만족하는 타일과 슬라이스의 정상적인 분할 예 

 

그림 [Figure 24], [Figure 25]는 타일과 슬라이스의 또 다른 분할 예들이다.  

[Figure 24]은 픽쳐를 두 개의 슬라이스와 네 개의 타일로 분할한 경우로, [Table 2]의 두 가지 

조건 중 조건 2를 만족한다. [Figure 25]의 한 픽쳐를 세 개의 슬라이스와 두 개의 타일로 분할한 

경우로 [Table 4]의 조건 1을 만족한다.  

이렇게 타일과 슬라이스는 항상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서브셋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서로를 

포함할 수 있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타일과 슬라이스 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타일은 

영상의 분할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며, 슬라이스와 달리 압축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단위가 아니라

는 점이다. HEVC는 RBSP(RAW Bte Sequence Payload)를 NAL 유닛으로 캡슐화하여 저장하거나 전

송하는데 슬라이스 데이터는 VCL(Video Coding Layer)의 기본 단위이지만, 타일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Figure 24]에서 첫 번째 타일(CTU0~CTU11)과 두 번째 타일(CTU12~CTU23)은 첫 번

째 슬라이스를 통해서 하나의 NAL로 전송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타일은 병렬화를 위한 기술에 가

까우며, 슬라이스는 전송 단에서 에러 강인성을 위한 기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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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Decoding Graph & Video Play 

 

 

Figure 25. 시연 그래프 화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연구 수행내용이 성능 개선이기 때문에, 결과 시연물로 디코딩 그래프를 그

렸다. 결과 그래프는 기존의 Frame버전과 우리가 이번에 구현한 Tile 버전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벤치 마크 할 수 있게 구현을 했다.  

 [Figure 26]은 시연 그래프의 데모 화면이다. 왼쪽 아래에 0.8K, 1K, 2K 크기 총 3개의 샘플에 대

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또 play 버튼을 누르면 무결성 에러 없이 재생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 Frame 모드 보다 Tile 모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2.2.1.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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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한다. 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지만 FFmpeg의 빌드와 환경 설정이 Ubuntu 상에서 

더 편리하기 때문에 Ubuntu를 선택했다.  

 

2) 하드웨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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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이호빈 – 세미나 컴퓨터 cpu+그래픽 카드, 우리 새로 그래픽 카드 산거랑 재연

오빠 PC 성능 확인해서 써주세요) 

 

 CPU GPU 기타 

작업PC1 I7-4770 GTX760 Lab PC 

작업PC2 E6750 듀얼 코어 GTX770 Lab PC 

작업PC3 I5-760 쿼드 코어 GTX660 개인 PC 

Table 5. 개발 환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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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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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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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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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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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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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어를 차례로 타이핑하여 환경설정과 컴파일, 인스톨과정을 전부 실행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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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developer.nvidia.com/cuda-downloads
https://developer.nvidia.com/cuda-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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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bin output.yuv을 입력하여, output이 정상적인 파일로 나오는지 확인 하면 된다. 

 

2.2.2.2. HEVC Decoder Structure  

 

 

Figure 26. HEVC Software CODEC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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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8]과 같다.  

 

Figure 27. HEVC Decoder structure and data flow. 

 

다음은 [Figure 28]에 근거한 Sub-component들의 간략한 기능이다.  

적용 기법 기능 

Intra Prediction 화면 내 예측 기법 

Inter Prediction 화면 간 예측 기법 

Deblocking Filter 디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화면의 아티팩트

(artifact)를 줄이기 위한 단계. Sample Adaptive Filter 

Table 6. HEVC Decoder major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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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Decoding Graph Structure 

 

 

Figure 28. 시연 그래프의 작동 흐름 

 

 결과 그래프는 기존의 Frame버전과, 우리가 이번에 구현한, Tile 버전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벤치 

마크 할 수 있게 구현을 했다. 구체적인 GUI 구현은 일정 주기로 ffmpeg 파일에서 얼마만큼의 

frame을 디코딩 했는지 text파일로 찍어 주고, GUI에서 Decoding버튼이 눌려질 때, 타이머가 발생

을 한 후 time out event 가 발생 할 때 마다, text파일의 값을 가져와서 그래프에 뿌려 주는 작업

을 수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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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2.2.3.1. HEVC reference model 

 

HEVC reference model(HM)은 초기 기술 선정 단계에서 선정된 초기 기술 및 이후 추가되는 신

규 요소 기술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의 기반을 제공하고, 표준 기술에서 미처 기술하지 못한 부분

을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이 HM 레퍼런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시 검증 및 평가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다. HM은 2013년 

1월에 열린 12차 JCT-VC 회의를 거쳐 10.0 버전이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로 사용

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HM10.0을 이용해 병렬처리로 성능 개선의 정도를 확인

하였다.  

 

2.2.3.2. FFmpeg 

 

 FFmpeg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착하며 FFmpeg의 디코더에는 HEVC 코덱이 적

용되어있다.  

 자세한 설명은 1.2.3.2절을 참고하며, 본 프로젝트는 FFmpeg 디코더의 성능 개선을 목표로하며, 

현재 Frame 모드에서 Tile 모드로 디코딩 단위를 변경하였다. 

 

2.2.3.3. 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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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CUDA C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GPU에서 수행하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C 프

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한 산업 표준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GPGPU 기술이다. 

CUDA는 NVIDIA가 개발해오고 있으며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려면 NIVIDIA GPU와 특별한 스트림 

처리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CUDA는 CUDA GPU 안의 명령 셋과 대용량 병렬 처리 메모리를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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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Example of CUDA processing flow 

 

CUDA를 사용하기 위해선 G8X GPU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학부에서 

지원하는 캡스톤 프로젝트 예산으로 NVIDIA 그래픽 카드 GeForce GTX780 Ti를 구비하였다. 

CUDA를 통해 개발자들은 CUDA GPU 안 병렬 계산 요소 고유의 명령어 집합과 메모리에 접근

할 수 있다. CUDA를 사용하여 최신 NIVIDIA GPU를 효과적이고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CPU와는 달리 GPU는 병렬 다수 코어를 가지고 있고, 각 코어는 수 백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작업이 이러한 병렬처리 연산에 적합할 경우, GPU

를 이용함으로써 커다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CUDA C 기반의 병렬 처리를 통해 HEVC Decoder의 성능 개선을 시도한다.  

 

2.2.3.5. Qt 프로그래밍 

 

 Qt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GUI 프로그램 개발에 널리 쓰이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이다. 

서버용 콘솔과 명령 줄 도구와 같은 비GUI 그로그램 개발에도 사용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Qt를 위젯 툴킷으로 분류한다.  

 Qt는 주로 C++을 사용한다.  

 본 프로젝트 역시 CUDA C와 C/C++ 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만드는 도구로 Qt를 선택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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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2.2.4.1. Capstone2로 프로젝트 일정 연기 

 

항목 세부 내용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구현 

Inter/Intra Prediction 구현        

Motion Vector 구현        

Sample Adaptive Offset 구현        

Deblocking Filter 구현        

테스트/

성능측

정 

Inter/Intra Prediction 테스트/성능 

측정 

       

Motion Vector 테스트/성능 측정        

Filter 테스트/성능 측정        

Decoding_graph 구현 및 테스트        

최종 마무리 성능 측정 및 점검        

릴리즈         

Figure 30. 프로젝트 초기 개발 계획 및 일정 

 

 [Figure 31]은 3월 프로젝트 제안 시 제출했던 연구/개발 계획의 일부이다. 하지만 Motion Vector

와 Deblocking Filter의 구현 단계에서 필터의 구현 보류와 FFmpeg으로의 프로젝트 이전, 디코딩 

모드 변경, 학기 중간고사 시험 등 여러 가지 변경 사항으로 인해 계획의 실행이 늦춰졌다.  

 이에 모든 팀원이 Capstone2 과목을 수강할 것으로 결정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capsotne2로 연

장해 프로젝트를 2014년 9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2.4.2. Hardware 성능 제약 

 

 본 프로젝트는 CUDA C 기반의 HEVC 디코더 병렬처리로,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물을 시연하기 

위해서는 NVIDIA의 G8X 버전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시연을 위해서도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탑재 된 PC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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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Input Resource file Decoding 할 input video file .bin file 

Output 

Video file Decoding 결과 생성된 영상 .yuv file 

graph program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로 decoder 의 slice mode 와 

tile mode 의 시간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프로그램 
.exe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최근 본 프로젝트와 비슷한 CUDA C 기반의 HEVC 병렬처리 연구들이 많아 지고 있다. 프로젝트

를 진행하며 여러 논문들을 많이 참고해 온 만큼, 프로젝트의 시연 결과물인 Decoder 그래프와 

시간 값을 비교한 자료들을 공개해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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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 프로젝트 진행 속도 

본 프로젝트는 2013년 11월을 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 약 7개월 간 프로젝트를 진행되었다.  

 하지만 학부생 수준의 지식으로는 프로젝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여

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사전 지식 학습에 투자해야 했

던 점이 매우 아쉽다.  

 

 하지만 어려웠던 만큼 한 단계씩 꼼꼼히 진행하였고, 진행 속도는 느렸지만 프로젝트 완료 일정

을 capsotne2로 연기해 끝까지 마무리 해 보고자 한다.  

 

3.2 향후 계획 

 향후 Capstone2에서는 변경된 디코딩 단위에 맞춰 다시 CUDA C기반의 함수들을 구현하고, CPU 

병렬로 성능을 최대화 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질적인 구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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