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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AVC 보다 50% 압축성능 향상을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표준인 HEVC 
부호화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HEVC 의 기술 중 화면 분할 기술인 타일(Tile)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부호화기를 병렬화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부호화기에서 복잡도가 높은 율왜곡 기반 모드 결정 과정을 
멀티코어 병렬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고, 병렬처리에 의한 속도 개선 결과를 제시한다. 타일은 병렬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HEVC 가 채택한 구조로,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부/복호화 할 수 있어 병렬처리 단위로 
적합하며, 표준화의 기고서를 통해 화면분할로 인한 압축성능 변화량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타일의 수만큼 쓰레드를 생성하여 각 타일 단위로 율왜곡 기반 부호화 모드 결정을 하도록 병렬화 
하였을 때 기존 참조 소프트웨어 대비 12 개의 쓰레드 생성 시 6 배의 속도 개선을 보인다. 향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을 확장하면 쓰레드 수 증가에 따른 속도개선 효과가 증대되어 부호화기 실용화를 위한 실시간 
부호화기 개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서론 
 

영상 디스플레이 화면의 대형화와 더불어 고해상도 영상을 
고효율로 압축하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은 기존 AVC/H.264 
코덱보다 50% 압축성능 향상을 목표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로 명명한 차세대 코덱 표준화 
작업을 2010 년에 시작하였다. 지난 2012 년 2 월에 열린 8 차 
JCT-VC 회의에서 HEVC 의 압축효율 성능은 주관적 화질 
기준으로 AVC 대비 평균 58% 압축성능 향상을 확인함으로써 
목표수준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  

HEVC 의 압축성능은 향상되었으나 코덱 특히 부호화기의 
복잡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4K 등의 고해상도 비디오 
혹은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를 높인 대용량 비디오를 
HEVC 로 부호화하여, 방송 서비스나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HEVC 부호화기의 고속화 방안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많은 컴퓨터 프로세서는 2 개 또는 4 개 이상의 
코어를 탑재한 멀티코어 기반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활용한 병렬프로그래밍으로 HEVC 부/복호화기의 속도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HEVC 는 HW 및 SW 구현 시 병렬화를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수 채택하였다.  

HEVC 가 채택한 병렬처리 지원 기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병렬처리로 인한 압축성능 영향 [2, 3, 4]과 디코더의 속도 
개선 효과를 [5, 6]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부호화기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HEVC 의 기술 중 화면 분할 기술인 
타일(Tile)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부호화기를 병렬화하는 

구조를 제안하며, 그에 따른 속도 개선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HEVC 병렬화 지원 기술 
 

HEVC 에 채택된 병렬화를 지원하는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로 엔트로피 슬라이스, WPP(Wavefront Parallel 
Processing), 타일(Tile)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각각 기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2.1 엔트로피 슬라이스 
엔트로피 슬라이스는 엔트로피 코딩을 독립적으로 하는 

단위이다. 즉 엔트로피 코딩은 엔트로피 슬라이스 단위로 
하지만, 부호화 모드 결정이나 움직임 예측은 엔트로피 
슬라이스 경계를 넘어 할 수 있는 단위이다.  

 
 
 
 
 
 
 
 
 
 
 
 

그림 1. 하나의 슬라이스 안에 두 개의 엔트로피 슬라이스가 
포함된 예 [2] 

  

S LICE A 

S LICE B

                     
   

                     
     

290



2012 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엔트로피 슬라이스는 엔트로피 코딩 뿐만 아니라 부호화 

예측도 독립적으로 하는 보통 슬라이스 단위로 병렬화 하였을 
때보다 코딩 효율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계부분의 부호화를 위해서는 지연(latency)를 감수하거나 
버퍼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2.2 WPP 
WPP 은 아래 그림 2 에서 보여주듯이, LCU(Largest 

Coding Unit) 행 별로 병렬화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코딩 
효율의 감소폭을 줄이기 위하여 매 행 시작할 때, 상위 두번째 
LCU 가 끝나는 시점의 CABAC 확률을 이용하여 엔트로피 
코딩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WPP 구조는 멀티코어를 
기반으로 병렬화를 수행할 때 코어간의 통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병렬화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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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PP 에서 매 첫 행이 이용하는 CABAC 확률 위치 
[3] 
 

2.3 타일 
 타일은 아래 그림 3 에서 보여주듯이, 영상을 공간적으로 

나누는 기법 중 하나로, 사각형 형태의 LCU 단위의 집합을 
일컫는다. 타일은 LCU 수행 순서를 타일 내에서 
래스터(Raster) 순서로 바꿔주기 때문에 메모리 제약적인 
환경에서는 같은 조건의 슬라이스 기반의 화면 분할보다 더 
넓은 움직임 탐색 범위를 허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EVC 에서의 타일은 독립(independent)타일과 
의존(dependent)타일 두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독립타일에서는 슬라이스와 마찬가지로 부호화 예측과 
엔트로피 코딩을 타일 단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화면을 분할하여 멀티코어 기반 병렬화하기에 알맞은 구조이다. 
반면 의존적인 타일은 부호화 예측 및 엔트로피 코딩이 모두 
타일 경계를 넘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축성능 감소폭은 
작으나 병렬처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림 3. 화면을 타일로 분할한 예 [4] 

 
본 논문에서는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HEVC 

Test Model) [7]에 독립타일 기반 멀티코어 병렬화를 
적용하였다. 독립타일 단위의 부호화로 인한 압축 효율 결과는 
[3]에 보고되고 있다. 

 

3. 타일 기반 부호화기 멀티코어 병렬화 
 

HM 에 구현된 부호화기는 LCU 단위로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는 모듈과 실제로 부호화하는 모듈로 나뉜다. 전자의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는 모듈에서는 CU(Coding Unit), 
PU(Prediction Unit), TU(Transform Unit) 별로 RD(Rate-
Distortion) 관점에서 최적의 크기 및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부호화기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부호화기 고속화를 위해 모드 
결정하는 모듈을 타일 단위별로 OpenMP 1 를 이용하여 각 
코어에 쓰레드를 할당하여 병렬화 하였다. 

현재 HM6.1 은 타일 구조를 적용했을 때의 코딩효율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지 각 타일의 첫 LCU 에서 
CABAC 의 확률을 초기화 할 뿐, 타일 순서대로 직렬 
부호화하고 있다. 타일 단위로 병렬로 각 쓰레드에서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직렬로 부호화 할 때 사용하는 공유 
데이터들(CABAC 관련 데이터 구조 및 QP 설정 구조)을 
배열로 생성하여 각 타일 별로 할당하였다.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는 모듈만 병렬화 하고 그 외 실제 모드 결정을 
기반으로 부호화하는 모듈은 HM6.1 에서 구현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림 5. HM6.1 에 구현된 타일기반 부호화 순서 및 CABAC 
초기화 

 

 
 
 
 
 
 
 
그림 6. 멀티코어를 이용한 타일 기반 부호화 순서 및 CABAC 
초기화 

 

                                                           
1
 http://openmp.org/wp/ 

 

  

 

 

  

 

291



2012 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속도 향상 성능을 
확인하고자 HM6.1 소프트웨어에 OpenMP 를 사용하여 부호화 
모드를 결정하는 모듈을 병렬화하도록 구현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의 사양은 표 1 과 같다. 

 
표 1. 실험 시스템 사양 

프로세서 Intel Core™ i7 CPU X 990 @3.47Ghz 
코어 수 6 cores, 12 threads 
메모리  24M RAM 
Bus Speed 133.6 MHz 
OS 64 bit Windows 7  
컴파일러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실험에 사용한 영상은 HEVC 표준에서 사용하는 실험 

영상 중 Full-HD B 클래스 영상으로 각각의 영상 정보는 
표 2 와 같다. 5 개의 영상 모두 해상도는 1920x1080 이며, 
1 초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용하여 HEVC 에서 정하는 
메이(Main)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표 3 과 같이 부호화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속도를 측정하였다.  

 
표 2. 실험 영상 정보 

 실험영상 및 fps 
B01 Kimono, 24 fps 
B02 ParkScene, 24 fps 
B03 Cactus, 50 fps 
B04 BasketballDrive, 50 fps 
B05 BQterrace, 60 fps 

 
표 3. 실험에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 설정 값 

부호화 파라미터 값 
LCU 크기 64x64 
CU 분할 깊이 4 
GOP 크기 8 
참조영상 수 4 
엔트로피 코딩 CABAC 
SAO on 
ALF off 
QP 22 
TileInfoPresentFlag 1 
UniformSpacingIdc 1 
TileBoundaryIndependenceIdc 1 
WaveFrontSynchro 0 

 
쓰레드 개수에 따른 속도 개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쓰레드를 최대 12 개까지 생성하였고, 각 쓰레드의 개수마다 
화면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표 4 와 같이 화면을 분할하였다. 

 
표 4. 쓰레드 개수에 따른 화면 분할 형태 

Thread # Tile # (행) Tile # (열) 
2 2 1 
4 2 2 
6 3 2 
8 4 2 

10 5 2 
12 4 3 

 
화면을 분할한 후, 각 영역에 쓰레드를 할당하여 부호화 

모드 결정을 위한 모듈을 병렬처리 하도록 한 후 부호화에 
걸리는 속도를 측정하였고, 각 실험 영상 별로 프레임 당 
소요되는 부호화 시간을 초단위로 표 5 에 정리하였다. 
부호화를 하는 과정 중에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RD 최적화 
과정의 시간 복잡도가 높지만, 병렬로 그 모듈에 소요되는 
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직렬로 처리하는 부분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병렬처리로 인한 속도 감소의 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그림 7 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5. 쓰레드 수와 프레임당 부호화 속도(sec.) 

영상

Thread 수 
B01 B02 B03 B04 B05 

1 53.03 44.23 48.73 54.81 54.16 

2 27.60 23.18 26.56 30.24 27.95 

4 14.09 12.29 13.87 17.37 15.77 

6 10.85 8.97 10.69 13.32 11.89 

8 9.51 8.27 9.73 11.25 10.69 

10 8.96 7.70 8.83 10.65 9.59 

12 8.77 7.41 8.56 9.77 9.17 

 

 
그림 7. 쓰레드 수 증가에 따른 부호화 속도 성능 향상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 
부호화기의 고속화 방안으로 복잡도가 높은 RD 최적화 모듈을 
타일 기반으로 병렬처리하도록 구현하고, 병렬처리로 인한 속도 
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HEVC 의 타일구조는 병렬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으나, 화면분할로 인한 압축성능 
영향과 디코더의 속도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부호화기의 속도 개선 효과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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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왜곡 최적화 모듈을 병렬처리로 구현한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Full-HD 급의 해상도를 지닌 영상의 경우, 
쓰레드 6 개를 생성하였을 때 최대 4.89 배의 속도 향상을 
보였으며, 쓰레드 12 개를 생성하였을 때 최대 6 배의 속도 
향상을 보였다. 향후 RD 최적화 모듈 이외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을 확장하면 쓰레드 수 증가에 따른 속도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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