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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264/AVC 복호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렬 역양자화 구조와 역변환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역양자화 구조는 공통 연산기를 사용하여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4개의 공통

연산기를 사용하여 역양자화 수행 사이클 수를 1 사이클로 감소시킨다. 제안하는 역변환 구조는 4개의
변환 연산기를 사용하여 역변환 연산을 수행하는데 2 사이클이 소요된다. 또한 제안하는 구조는 역양

자화 연산과 수평 역변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구조를 채택하여 역양자화 및 역변환 수행 사

이클 수를 2 사이클로 감소시킨다. 제안하는 구조를 Magnachip 0.18um CMOS 공정 라이브러리를 이용

하여 합성한 결과 1.5MHz의 동작 주파수에서 게이트 수는 14,173이고, 표준 참조 소프트웨어 JM 9.4에
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 제안하는 구조의 수행 사이클 수가 기존 구조 대비

38.74% 향상되었다.

1. 서 론

H.264/AVC는 ITU-T의 비디오 코딩 전문가 그룹

(VCEG)과 ISO/IEC의 동영상 전문가 그룹(MPEG)

이 함께 구성한 JVT(Joint Video Team)에 의해 제

안된 동영상 압축 기술로 기존 MPEG-4 Part 2 표

준보다 50%이상의 높은 압축률을 제공한다.

H.264/AVC는 비디오 압축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

존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 비해 더 작은 크기인

4x4 블록 단위의 움직임 보상과 1/4 화소 단위의 움

직임 예측, 향상된 엔트로피 부호화 방식, 그리고 새

로운 비용함수를 이용한 모드결정 방법 등을 사용한

다[1-2].

H.264/AVC의 정수 기반 변환은 정수단위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호화기와 복호화기 사이의 변환

계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였고, 변환의 곱셈연산이

양자화에 통합되어 덧셈과 쉬프트 연산만으로 구현

이 가능하다. [3]의 역양자화 및 역변환 구조는 DC

계수와 AC 계수에 따라 수행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어 구조가 복잡하고, 서로 다른 역양자화 수식으

로 인한 역양자화기의 계산 복잡도가 높다. 또한 역

변환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변환 연산기를 사용하

기 때문에 역변환을 수행하는데 8 사이클이 소요된

다. [4]의 역양자화 구조는 공통 연산기를 사용하여

역양자화기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켰지만 1개의 수

평 변환 연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 역변환 연

산을 수행하는데 4 사이클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개의 공통 연산기를 사용

하는 역양자화 구조를 제안하여 역양자화기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역양자화 수행 사이클 수를 1

사이클로 감소시킨다. 또한 역변환 구조는 4개의 변

환 연산기를 사용하여 역변환 수행 사이클 수를 2사

이클로 감소시킨다. 제안하는 역변환 및 역양자화

구조의 수행순서는 DC 계수와 AC 계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행 순서를 갖고 역양자화 과정과 수평 역

변환 과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4x4 블록을 처리

하는데 1 사이클이 소요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역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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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양자화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며, 3장에서는

제안하는 역변환과 역양자화 구조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구조와 기존 구조의 사이클 수

를 비교하고 검증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2. 역변환 및 역양자화 알고리즘

H.264/AVC는 변환과 양자화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

하기 위해 정수 변환과 양자화가 통합된 알고리즘

을 사용하며 이에 따른 정수 역변환은 식(1)과 같다.

식(1)에서 X’는 정수 역변환된 블록 행렬, Y’는 역양

자화와 정수 변환된 블록 행렬, Ci는 역방향 정수

변환 행렬을 나타내며 CiT는 Ci 행렬의 전치행렬을

의미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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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수 변환 행렬들의 정수 근사화를 위해 각각 행

렬 위치의 곱셈 인자와 크기조정 인자는 역양자화에

통합된다. 역양자화 구현시 연산량을 감소시키고자

변경된 역양자화식은 식(2)과 같고 는 스케일링

계수를 의미한다.

   · ·  (2)

Intra 16x16 모드로 코딩된 4x4 휘도 DC 계수의 역

양자화는 식(3)와 (4)에 의해 수행된다. QP

(Quantization Parameter)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식(3)와 같이 역양자화를 수행하며, QP가 12보

다 작은 경우에는 식(4)와 같이 역양자화를 수행한다.

   · ·    (3)

   · ·    ≫   (4)

2x2 색차 DC 계수의 역양자화는 식(5)와 (6)에 의

해 수행된다. QP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식(5)

과 같이 역양자화를 수행하며, QP값이 6보다 작은

경우에는 식 (6)과 같이 역양자화를 수행한다.

   · ·    (5)

   · ≫  (6)

3. 제안하는 역양자화 및 역변환 구조

제안하는 역변환 및 역양자화 구조는 4개의 공통

연산기를 갖는 병렬 역양자화 구조, 4개의 변환 연

산기를 갖는 역변환 구조를 채택하였고 역양자화 과

정과 수평 역변환 과정을 동시에 수행한다.

3.1 역변환 구조
역변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4개의 변환 연산기

(butterfly)와 트랜스포즈 버퍼(Transpose Buffer)로

구성된다. 역변환 구조는 4개의 변환 연산기를 사용

하기 때문에 수평 역변환 연산과 수직 역변환 연산

을 수행하는데 각각 1사이클이 소요된다. 변환 연산

기는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연산기를 사용하여 정수

변환 연산 또는 하다마드 변환 연산을 수행한다.

정수 변환 연산 또는 하다마드 변환 연산 수행은

Hadamard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 제안하는 역변환 구조

[그림 2] 변환 연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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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역양자화 구조
제안하는 역양자화 구조는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

키기 위해 공통 연산기를 사용하고, 역양자화 구조

의 수행 사이클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4개의 공통

연산기를 사용한 병렬 구조를 채택하였다. 공통 연

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5개의 양자화 수식

인 (2)~(6)을 곱셈과 고정길이의 오른쪽 쉬프트 연산

을 갖는 연산 수식인 (7)~(11)로 변경하였다. 식(7)은

4x4 AC 계수의 역양자화식이고, 식(8)과 (9)는 4x4

휘도 DC 계수의 역양자화 식이며, 식(10)과 (11)은

2x2 색차 DC 계수의 역양자화식이다[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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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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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11)

변경된 수식은 기존 수식의 가변길이의 오른쪽 쉬

프트 연산을 고정 길이의 오른쪽 쉬프트 연산으로

변경되었고, 나눗셈 연산과 곱셈 연산이 분리되었다.

또한 고정 길이의 나눗셈 연산을 라운딩 과정에 통

합하여 역양자화기는 곱셈 연산기만을 사용하여 역

양자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은 역양자화

기 구조를 나타낸다. 역양자화기는 QP(Quantization

parameter)를 6으로 나눈 나머지와 몫을 계산하는

mod6/div6 블록, 스케일링 계수에 대한 LUT 블록,

몫에 대한 shift 크기를 결정하는 shift length 블록

과 공통 연산기로 구성된다. mod6/div6 블록은 나눗

셈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52개 QP에 대한 나머지

와 몫을 LUT로 저장하고, 공통 연산기는 DC/AC계

수와 쉬프트 연산된 스케일링 계수를 곱한다.

[그림 3] 역양자화기 구조

3.3 역변환 및 역양자화 수행 순서
제안하는 역변환 및 역양자화 구조는 그림 4에서

와 같이 DC 계수와 AC 계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

행 순서를 갖고 수행 단계는 역양자화/역변환 단계

와 역변환/라운딩 단계로 구성된다. 역양자화/역변환

단계는 역양자화 과정과 수평 역변환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역변환/라운딩 단계는 수직 역변환 과정

과 라운딩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4x4 블록

을 처리하는데 2사이클이 소요된다. 따라서 제안하

는 구조는 4x4 블록을 처리하는 수행 단계와 수행

순서에 대한 제어 로직이 단순화된다.

[그림 4] 제안하는 구조의 수행 순서

4. 실험 및 고찰

제안하는 역변환 및 역양자화 구조를 Magnachip

0.18um 표준 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합성한 결

과 역변환 구조, 역양자화 구조, 제어로직의 게이트

수는 각각 3,547, 6,457, 4,169이고 총 게이트 수는

14,173이다. 표 1은 제안하는 구조와 기존 구조들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구조의 제어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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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게이트 수는 [3]과 [4] 대비 각각 58.53%, 49.74%

감소하였다. 제안하는 구조의 총 게이트 수는 [3] 대

비 6.24% 증가하였고, [4] 대비 0.39% 감소하였다.

제안하는 구조는 역양자화 연산기와 역변환 연산기

를 각각 4개를 사용하고, [3]은 각각 1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구조의 총 게이트 수가 증가하였다.

[3] [4] Proposed

공정(um) 0.18 0.18 0.18

동작 주파수(MHz) 1.5 1.5 1.5

연산기
수

역변환 1 5 4

역양자화 1 1 4

게이트
수

역변환 883 4,483 3,547

역양자화 2404 1,451 6,457

제어로직 10,523 8,295 4,169

총합 13,340 14,229 14,173

[표 1] 제안하는 역변환 및 역양자화 회로의 비교

제안하는 구조는 H.264/AVC 참조 소프트웨어

JM 9.4[6]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작 검증

및 성능을 측정하였다. 표 2는 기존의 구조와 제안

하는 구조의 수행 사이클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제

안하는 구조는 하나의 16x6 매크로블록을 처리하는

데 평균 77.5 사이클이 소요되고, [3]과 [4]는 각각

248.5 사이클, 126.5 사이클이 소요된다. 따라서

16x16 매크로블록을 처리하는 평균 수행 사이클 수

를 기준으로 제안한 구조는 [3]과 [4] 대비 성능이

각각 68.81%, 38.74% 향상되었다.

[표 2] 16x16 매크로블록당 수행 사이클 수
예측 모드

수행 사이클 수

[3] [4] Proposed

Intra 16x16 모드 253 129 83

그 밖의 모드 244 124 72

평균 248.5 126.5 77.5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264/AVC 복호기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병렬 역양자화 및 역변환 구조를 제안

한다. 병렬 역양자화 구조는 공통 연산기를 사용하

여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켰고, 4개의 공통 연산기를

사용한 병렬 구조를 채택하여 역양자화 수행 사이클

수를 1사이클로 감소시켰다. 역변환 구조는 4개의

변환 연산기를 사용하여 역변환 수행 사이클 수를 2

사이클로 감소시켰다. 또한 역양자화 과정과 수평

역변환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4x4 블록을

처리하는데 2 사이클이 소요된다. 제안하는 구조를

Magnachip 0.18um CMOS 공정 라이브러리를 이용

하여 합성한 결과 게이트 수는 14,173이고 JM 9.4에

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 사이클 수를 측

정한 결과 제안하는 구조는 기존 구조 대비 38.74%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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