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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SO/IEC MPEG과 ITU-T VCEG이 공동으로 구성한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가 표준화를 진행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는 H.264/AVC 대비 약 2배 혹은 그 이상의 압축효율을 목표로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계층적 구조를 갖는 가변크기 블록의 사용과 재귀적 부호화 구조에 따른 인코더의 복잡도 증가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HEVC 인코더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고속화 알고리즘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고속화 알고리즘으로 얻을 수 있는

속도 향상만으로 HEVC 인코더의 실시간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표준화가 완료된 HEVC 인코더의 실

시간 구현을 위하여 SIMD 명령어를 이용한 데이터 수준 병렬화 기법, CPU 및 GPU를 이용한 멀티스레딩 기법과 같은 다양한 병렬

화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병렬화 기법들을 HEVC 인코더에 적용하기 위해 적합한 연산 및 기능 모듈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HM (HEVC reference model) 10.0에 적용한 결과 832×480 영상의 경우 20~30fps의 부호화 속도를 나타냈

으며, 1920×1080 영상의 경우 5~10fps의 부호화 속도를 나타내었다.

Abstract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JCT-VC), which have founded ISO/IEC MPEG and ITU-T VCEG, has standardized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Standardization of HEVC has started with purpose of twice or more coding performance 
compared to H.264/AVC. However, flexible and hierarchical coding block and recursive coding structure are problems to overcome 
of HEVC standard. Many fast encoding algorithms for reducing computational complexity of HEVC encoder have been proposed. 
However, it is hard to implement a real-time HEVC encoder only with those fast encoding algorithms. In this paper, for 
implementation of software-based real-time HEVC encoder, data-level parallelism using SIMD instructions and CPU/GPU 
multi-threading methods are proposed. And we also proposed appropriate operations and functional modules to apply the proposed 
methods on HM 10.0 softwar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ethods implemented on HM 10.0 software showed 20-30fps for 
832×480 sequences and 5-10fps for 1920×1080 sequenc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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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FHD (full high definition) 및 UHD (ultra high defi-
nition)와 같은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ISO/IEC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과
ITU-T VCEG (video coding expert group)에서는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를 결성하여

H.264/AVC의 압축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로 새로운 비디오 압축 표준인 HEVC (high efficiency vid-
eo coding)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1][2]. HEVC는 종래

의 비디오 압축 표준과 마찬가지로 블록 기반의 하이브리

드 코딩에 기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신규 기술들을 적용

하여 H.264/AVC, MPEG-2, 4에서 사용된 매크로 블록의

개념에 CU (coding unit), PU (prediction unit), TU (trans- 
form unit)의 세분화된 부호화 단위를 적용하여 압축 효율

을 향상시켰다. 현재, HEVC는 64×64 블록 크기부터, 
32×32, 16×16, 8×8에 이르는 블록 크기의 CU 단위 부호화

를 수행한다. 또한, 화면 내 예측 방향성의 증가, 움직임 예

측 결정 기법의 향상, 움직임 벡터 병합 및 다양한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여 압축 효율을 향상시켰다.
다양한 부호화 크기, 향상된 신규 기술들의 적용에 따라

높은 부호화 성능 향상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부호화 모드

결정에 따른 연산 복잡도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다양

한 부호화 블록 크기와 세분화된 부호화 단위에 따른 재귀

적 모드 결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4×64부
터 8×8에 이르는 블록에 대한 최적의 부호화 모드 결정을

위하여 움직임 탐색과 율-왜곡 최적화 (RDO: rate-dis-
tortion optimization)에 사용되는 다양한 cost 연산 횟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HEVC 인코더의 높은 복잡도를 감소시

키기 위한 기법으로는 크게 고속화와 병렬화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HEVC 인코더의 재귀적 모드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고속화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3][4][5]. 지금까지 제안된 고속 모

드 결정 및 조기 종료 알고리즘들의 경우 HEVC 참조 소프

트웨어 HM을 기준으로 높게는 50~60%의 부호화 속도 감

소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고속화 알고리즘으로 얻을 수 있

는 속도 향상만으로는 HEVC 인코더의 실시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EVC 인코더의 높은 복잡

도를 감소시키고, 실시간성 확보를 위하여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명령어를 이용한 데이터 수준의

병렬화 (DLP: data level parallelism) 기법, CPU 및 GPU를

이용한 멀티스레딩 (multi threading) 기법과 같은 다양한

병렬화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적합한 연산 및 모

듈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IMD를 이용

한 HEVC 인코더의 데이터 수준 병렬화 기법에 대하여 소

개하고, 3장에서는 CPU 및 GPU 멀티스레딩을 이용한

HEVC 인코더 병렬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후, 4장
에서는 2, 3장에서 언급한 병렬화 기법을 HEVC 인코더 참

조 소프트웨어인 HM에 적용해보고, HEVC 인코더의 속도

개선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HEVC 인코더의 실시간성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

향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는다.

Ⅱ. SIMD를 이용한 HEVC 인코더의 데이터
수준 병렬화 기법

본 장에서는 HEVC 인코더를 위한 병렬화 기법 중 하나

인 SIMD 명령어를 이용한 데이터 수준 병렬화 기법에 대

하여 소개한다. SIMD는 하나의 명령어로 레지스터에 저장

된 여러 데이터를 벡터와 같이 취급하여 병렬적으로 처리

하는 명령어 셋을 갖는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SIMD 명령

어를 이용한 데이터 수준 병렬화 기법은 서로 다른 데이터

에 대하여 동일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병렬화 기법으로 비디오 코덱의 고속처리 및 최적화에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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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utterfly 방식을 이용한 2×2 SATD
Fig. 2. 2×2 SATD using butterfly method

그림 1. PSADBW 명령어
Fig. 1. PSADBW instruction

리 사용되고 있다
[6][7][8]. SIMD 명령어를 이용한 데이터 수

준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기 적합한 HEVC 인코더의 단일

연산 혹은 기능 모듈을 살펴보면, 율-왜곡 값을 계산하기

위한 cost 함수, 변환 (transform) 및 역-변환 (inverse-trans-
form), 움직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화소 보간 필터

(interpolation filter)를 꼽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전술한

연산 및 기능 모듈에 SIMD를 적용하기 적합한 이유를 살

펴보고 적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Cost 함수

HEVC 인코더에서는 최적의 율-왜곡 값을 계산하기 위

하여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 SATD (sum of ab-
solute transformed difference), SSE (sum of square error)
의 세 가지 cost 함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cost 함수들은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을 기준으로 인코더 전체 복

잡도의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차지한다
[9]. HM 인코더의

전체 동작 사이클에서 각 cost 함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AD 와 SATD는각각정수화소

와 분수화소의 움직임 예측에서 원본 영상 블록과 예측 영

상 블록간의 차를 구하는데 사용되며, HM 인코더의 전체

동작 사이클에서 SAD는 10~12%, SATD는 15~16%의 비

율을차지한다. 또한, SSE는 최적의 율-왜곡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으로 HM 인코더의 전체 동작 사이클에서

2~3%의 비율을 차지한다. 전술한 세 연산은 모두 블록 단

위로 수행되며, 여러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연산을 수행

하기 때문에 SIMD 명령어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연산으로

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4×4 블록에서 64×64 블록에

대한 SAD, SSE 연산과 4×4, 8×8 SATD 연산을 SIMD 명
령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먼저, SAD는 블록의 크기에 따라 원본 영상 블록과 예측

영상 블록간의 차에 대한 절댓값의 합을 구하는 함수이다. 
8비트입력데이터의 경우, 16개의 데이터에 대해 2개의 레

지스터를 사용하여 16개 데이터에 대한 SAD를 한번에 구

할 수 있는 정수형 128비트 산술 연산 PSADBW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PSADBW는 그림 1과 같이 8비트 16개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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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IMD 명령어를 이용한 4×4 역-변환
Fig. 3. 4×4 inverse-transform using SIMD instruction

이터에 대해 상위 8개의 SAD를 상위 16비트에 저장하고, 
하위 8개의 SAD를 하위 16비트에 저장한다. SATD의 경우

하다마드 변환을 이용하여 원본 영상 블록과 예측 영상 블

록과의 차를 입력으로덧셈및뺄셈연산만을 사용하여 변

환된 계수를 구하고 해당 계수들의 절댓값의 합을 구하는

함수이다. HM에서는 SATD 연산을 위해 butterfly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2×2를 예로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덧셈, 뺄셈 및절댓값 연산에 대해 SIMD 명령어를

통해 최적화 하였다. SSE의 경우 원본 영상과 예측 영상과

의차분에 대한 제곱합을 구하는 함수이다. SSE 역시 16비
트 8개의 데이터에 대해차값을 구하기 위하여 PSUBW 명
령어를 사용하였고, PMADDWD 명령어를 통해 제곱합을

구하는데 사용하였다.

2. 변환 및 역-변환

1절에서 전술한 cost 함수 외에도 비디오 코덱에서

SIMD 명령어를 적용하기 적합한 대표적인 연산으로 변환

및 역-변환을 꼽을 수 있다. HEVC에서는 기존의 비디오

코덱에 비하여 큰 단위의 변환커널을 사용하고 쿼드-트리

(quad-tree)구조의 TU를 사용함으로서 부호화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HEVC는 기존 비디오 코덱에서 사용되던

4×4 및 8×8 크기의 변환 커널 뿐만 아니라, 16×16 및

32×32 크기의 큰 변환 커널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HM 
인코더 소프트웨어에서는 행렬곱 형태의 변환 및 역-변환

뿐만아니라 변환의 고속화를 위하여 partial butterfly 방식

의 변환/역-변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크기의

변환 커널의 지원과쿼드-트리구조의 TU의 사용으로 인하

여 연산 복잡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변환 및

역-변환에 대하여 SIMD 명령어를 적용하여 연산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변환 및 역-변환에 대해 SIMD 명령어를 적용함에 있어

서 본 논문에서는 순차적인 산술 연산에 유리한 행렬 곱

형태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림 3은 4×4 역-변환에 대한

SIMD 명령어 적용을 나타낸다. 그림 3에서는 변환 및 역-
변환에 있어서 수직 방향의 메모리 로드가 필요하게 되므

로 메모리 접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치행렬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하여

수직 방향의메모리 로드로 발생하는 연산량을 줄일 수 있

었다. 변환 및 역-변환에서 계수들은 16비트 데이터이므로

중간 연산과정이 32비트인 점을 고려하면 4개의 데이터에

대해 동시 처리가능하다.

3. 보간 필터

HEVC 인코더에서 cost 함수, 변환 및 역-변환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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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IMD 명령어를 이용한 수평방향에 대한 보간 필터
Fig. 4. Horizontal directional interpolation filter using SIMD instruction

그림 5. SIMD 명령어를 이용한 수직방향에 대한 보간 필터
Fig. 5. Vertical directional interpolation filter using SIMD instruction

가장 높은 복잡도를 차지하는 연산은 보간 필터로서 인코

더 전체 복잡도의 30%를 차지한다. HEVC는 휘도 성분에

대해서는 8-tap 과 7-tap DCT-IF, 채도 성분에 대해서는

4-tap DCT-IF를 사용하여 화소 보간을 수행한다. DCT-IF
란, 역 DCT 과정에서 분수 화소 위치를 복원하는 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계수 값을 이용하여 화소를 보간하는 필

터 기술을 의미한다. HEVC의 DCT-IF는 tap 계수와 함께

산술 연산 및메모리 참조가 증가하여 HEVC 인코더 복잡도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10]. 하지만, 전술한 보간 필터와 같은

필터 연산의 경우 SIMD 명령어를 사용하여 DLP를 적용하

기 적합한 구조이며, 본 논문에서는 보간 필터의 연산 복잡

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8개의 데이터를 동시처리하

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15개의 정수 화소가 필요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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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비트 16개의 데이터를 한번에 로드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8개의 데이터를 동시처리하기 위

해 그림 5와 같이 64개의 정수 화소가 필요하며, 하나의 결

과를 얻기 위해 수직방향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반면, 그
림 5와 같은 구조의 경우 64개의 데이터를 수평방향으로

로드함에 따라 수직방향 로드에 대한 연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각데이터를 레지스터에 할당

하여 PADDW 및 PMULLW 명령어를 사용하여 산술 연산

을 수행하였다.

Ⅲ. CPU/GPU 멀티스레딩 기법을 이용한
HEVC 인코더 병렬화

본 장에서는 HEVC 인코더의 병렬화를 위한 CPU 및
GPU를 이용한 멀티스레딩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2장에

서 소개한 SIMD 명령어를 통한 DLP와 더불어 비디오 코

덱의 병렬처리를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CPU 및 GPU
를 이용한 멀티스레딩 기법은 SIMD 명령어보다 상위 수준

의 병렬처리에주로 사용된다. 본 장의 1절에서는 OpenMP
를 이용한 CPU 멀티스레딩 기법을슬라이스 및 타일 단위

병렬처리에 적용, 2절에서는 CUDA를 이용한 GPU 멀티스

레딩 기법을 프레임 단위 움직임 예측에 적용하고, GPU 기
반 움직임 예측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GPU에서

블록 분할 (block partition) 결정을 수행하여 최적의 모드를

고속으로 결정하였다.

1. CPU multi-threading 기법을 이용한
슬라이스/타일 단위 병렬화

OpenMP는 CPU 환경의 다중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API
로포크-조인 (fork-join)모델에 기반하여 다양한응용의 병

렬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VC 인코더를

위한 CPU 멀티스레딩을 수행하기 위하여 OpenMP를 사용

하였다.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적용하고자 하는

병렬화 기법의 선택을 위한 부호화 속도 개선, 부호화 성능, 
코어의 확장성 등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병렬처리에 따른 속도향상은 비디오 인코더의 병렬

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단일 코어 대비 다중 코어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호화 속도 개선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병렬화의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병

렬처리에 따른 부호화 효율의 저하를 꼽을 수 있다. 다중

코어를 사용한 병렬처리를 통하여 높은 속도 개선이 있더

라도, 부호화 성능의 저하가 크다면 좋은 병렬화 기법이라

고 할 수없다. 마지막으로 코어의 확장성은 병렬화 기법이

허용하는 코어 개수를 의미하며, 이는 목적 플랫폼에 따라

부호화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HEVC는 표준화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병렬화 기술에 대

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며, 표준화 과정에서 다양한 병렬화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HEVC version 1의 표준화 완료시점

인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HEVC MP (main profile)에 포
함된 병렬화 기술은 타일과 WPP (wave-front parallel proc-
essing) 두 가지 기술이다. 여기에 덧붙여 비디오 코덱의

병렬처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송을 위한 분할 단위인

슬라이스를 병렬처리 관점에서 생각할 경우, HEVC에 적

용 가능한 병렬화 도구들로 크게 슬라이스, 타일, WPP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HEVC 병렬화 도구들을 기

준으로 비디오 압축 표준을 위한 DLP는 크게 WPP와 같

은 부호화 유닛 단위 병렬처리, 슬라이스와 타일 단위 병

렬처리 및 프레임 단위 병렬처리로 나눌 수 있다. 부호화

유닛 단위 및 프레임 단위 병렬화의 경우, 인접한 블록

혹은 프레임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병렬처리에 따

른 부호화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높은 속도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슬라이스와 타일은 모드

결정 및 예측, 엔트로피 부호화를 포함한 일련의 부호화

과정들을 인접한 슬라이스와 타일과 독립적으로 수행하

기 때문에 병렬처리를 수행하는 슬라이스와 타일의 개수

에 따라 부호화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실시간 HEVC 부호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병
렬화에 따른 높은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는 슬라이스와

타일 단위 병렬화를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이슬라이스와 타일 단위 병렬

처리를 위해 하나의 프레임을슬라이스와 타일로 분할하고, 
분할된 슬라이스와 타일별로 스레드를 할당하였다. 그림 6
은 슬라이스와 타일의 병렬처리에 따른 스레드 할당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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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슬라이스 (b) 타일

그림 6. 슬라이스와 타일의 병렬처리에 따른 스레드 할당 및 부호화 순서 ((a) 4 슬라이스, (b) 4 타일)
Fig. 6. Threads allocation and coding order according to parallel processing of slice and tile ((a) 4 slices, (b) 4 tiles)

호화 순서이며, 각스레드는 해당 슬라이스와 타일에 포함

된 CTU를 Z-스캔 순서에 따라 병렬적으로 부호화를 수행

한다. HM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슬라이스와 타일별로 스

레드를 할당하기 위하여 OpenMP를 사용하였으며, 병렬 부

호화에 필요한 다양한클래스 인스턴스들을 스레드 개수에

맞춰생성하여슬라이스와 타일 단위 병렬화를 수행하였다. 
표 1은 HM에서 슬라이스와 타일 단위 병렬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레드 개수와 동일하게 생성하여야하는 인스턴스

와 그 역할에 대하여 나타낸다. 해당인스턴스들은 HM 인
코더의 최상위 부호화 클래스인 TEncTop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어 있으며, 하위 인코더 (GOP, 슬라이스, CU 인코

더) 클래스들은 해당 인스턴스들을 포인터 형태로 참조하

도록 구현되어있다. 표 1의 클래스 중 슬라이스 인코더는

슬라이스 병렬처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스레드의 개수에

맞춰 생성되며 타일 병렬처리에서는 스레드 개수에 맞춰

생성된 CU 인코더를 사용하여각타일을 병렬로 처리한다. 
또한, CABAC과 관련된 인스턴스들의 경우, RDO를 위한

CABAC 인코더와 비트스트림 생성을 위한 CABAC 인코

더가 별도로 선언되어 있으므로 RDO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두 종류의 CABAC 인코더를 모두 스레드 개수에 맞춰

생성하여야 한다.

2. GPU 멀티스레딩 기법을 이용한 움직임 예측 병렬화

많은 기술발전으로 GPU (graphics processing unit)의메
모리 대역폭 및 계산능력이 CPU (central processing unit)

를 넘어섰다. 또한, GPU의 고정 파이프라인이 프로그래밍

이 가능한 모듈로 대치되면서 GPU를 이용하여 그래픽 처

리 및 3D 렌더링뿐만아니라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일반

적인 과학 및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GPGPU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PU) 기술이 연구되어왔다. NVidia
는 이러한 추세에맞춰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
chitecture)로 대표되는 GPU를 이용한 병렬 프로그래밍 프

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11]. CUDA의 등장으로 선형대수, 

시뮬레이션, 영상신호처리 등과 같은 공학 분야에서 GPU
를 이용한 고속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비디오 코덱

분야에서도 코덱의 고속화를 위하여 복잡한 모듈에 대한

클래스 역할

TEncSearch 움직임 예측 및 화면 내 예측 시 탐색을 위한

클래스

TComTrQuant 변환 및 양자화를 위한 클래스

TComRdCost RD-cost 계산을 위한 클래스

TEncEntropyCoder 엔트로피 부호화를 위한 가상 클래스

TEncCavlc CAVLC 부호화 클래스

TEncSbac CABAC 부호화 클래스

TEncBinCABAC Bin 부호화를 위한 CABAC 클래스

TBinCABACCounter Bin 카운트를 위한 클래스

TEncBitCounter 비트 카운트를 위한 클래스

TEncSlice 슬라이스 인코더 클래스 (*슬라이스 병렬화만 해당)

TEncCu CU 인코더 클래스

표 1. 슬라이스와 타일 병렬처리를 위한 쓰레드별 요구 인스턴스의 클래스
및 역할

Table 1. Required classes and roles of instances for parallel processing 
of slice and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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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PU 기반 움직임 예측을 이용한 HEVC 인코더 흐름도
Fig. 7. HEVC encoder flow chart using GPU-based motion estimation

그림 8. GPU 기반 움직임 예측 및 블록 분할 결정을 이용한 부호화기 흐름도
Fig. 8. HEVC encoder flow chart using GPU-based motion estimation and block partition decision

병렬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비디오 코덱에서는

많은 양의 화소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 연산을 반복해서 수

행하는 움직임 예측이나 보간 필터, 변환-역변환에 적용하

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13][14]. 움직임 예측

모듈은 HM 인코더에서 70~80%정도의 복잡도를 차지하

며, 많은 양의 화소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 연산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산으로 GPU 적용이 적합한 연

산 모듈이다. 보간 필터의 경우에도 GPU 멀티스레딩 기법

의 적용이 적합하지만 보간 필터만을 단독으로 GPU에서

수행하는 경우 CPU와 GPU 사이에 메모리 전송 오버헤드

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간 필터에 대한

병렬화를 GPU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간 필터의 단독적

인 수행보다는 보간 필터와 분수 화소 단위 움직임 예측이

결합되어 사용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HEVC 인코더에서 GPU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연산 중 움직임 예측, 보간 필터 및 블록 분할 결정

에 적용하여 병렬화를 수행하였다. 이 움직임 예측 방법은

현재 프레임 내에존재하는 모든가능한 PU들의 움직임 벡

터를획득한다. GPU의 수천 개의 스레드를 사용하여 높은

병렬성을 얻기 위해 움직임 예측을 프레임 단위로 수행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HEVC에 존재하는 인접 CU 및 PU 
간의 종속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HEVC는 AMVP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를 통해 인접 CTU 혹
은 PU의 움직임 정보를 참조하여 예측 움직임 벡터 (MVP 
: motion vector predictor)를 결정하고, 이를 움직임 예측을

위한 탐색영역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즉, 주변 CU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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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가 완료되어야 현재 CU에 대한 AMVP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CU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전 프레임

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CTU의 MVP를획득한다. 
참조 프레임의 대응 (co-located) CTU 내의 모든움직임 벡

터의 평균을 취하여 대표 TMVP (temporal MVP)를 생성하

고 이를 현재 CTU의 MVP로 사용한다. 따라서, 한 CTU내

의 모든 PU들은 동일한 MVP를 사용하게 된다. 탐색 방법

은 전역탐색 (full-search)를 사용하고, 작은 PU들의 SAD를

더하여 더 큰 PU의 SAD를 도출해 내는 계층적 SAD 계산

(hierarchical SAD computing)과 여러 율-왜곡값 중에서 최

솟값을찾기 위한 CPR (concurrent parallel reduction) 알고

리듬을 적용하였다
[15]. 또한, 보다 정밀한 움직임 예측을 위

해 참조 프레임에 대한 보간 필터 수행과 [16] 분수 화소

단위 움직임 예측도 GPU에서 수행하였다. GPU에서 보간

필터를 수행함으로써알고리듬 고속화와 CPU와의 통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GPU 기반 움직임 예측 방법

을 적용한 HEVC 인코더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HEVC는 다양한 부호화 블록 크기에 대한 재귀적 모드

결정 방법으로 연산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본절에서설명한 GPU 기반 움직임 예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GPU에서 블록 분할 결정을 수행하고, 최
적 블록 분할에 대한 정보를 CPU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CPU상에서 수행하는 RDO 과정에 대한 부하를 줄여 부호

화 속도를 향상시켰다. GPU는 움직임 예측을 통해 얻은 최

적의 율-왜곡값을 기준으로 RDO 과정을 수행하여각각의

CTU의 최적의 깊이, 움직임 벡터, 예측 블록을 생성한다. 
CPU에서는 RDO를 수행하지않고,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변환 및 양자화, 엔트로피 코딩 등을 수행한다. 그림 8은
GPU 기반 움직임 예측 방법 및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블록

분할 결정을 적용한 부호화기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Ⅳ. 실험결과

본 장에서는 다양한 병렬화 기법을 적용한 HEVC 인
코더의 부호화 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한다. 
HEVC 인코더의 부호화 속도 측정을 위하여, HEVC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10.0을 기반으로 C 변환 및 최적화를 수

행한 소프트웨어에 SIMD 명령어, OpenMP 기반 CPU 멀
티스레딩, CUDA 기반 GPU 멀티스레딩 병렬화 기법을 적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병렬화 기법들을 적용

한 HEVC 인코더의 부호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2의 실험 환경에서 HEVC 공통 실험 조건
[17]
에 따라 소프

트웨어를 동작시켰다. 부호화 속도의 측정은 PC 환경에

서의 프로그램 동작 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초
당 영상 프레임 처리 수 (FPS : frames per second)를 계산

하였다. 또한, 각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여 향상된 속도의

측정은 수식 (1)의 ATS (average time saving)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Etimeanchor는 병렬화를 적용하기 이전의 부호

화 시간을 의미하며, Etimeproposed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병렬화를 적용한 이후의 부호화 시간을 의미한다.
 

 

 
× (1)

표 3은 본 연구에서 SIMD 명령어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부호화 속도 향상을 나타낸다. SIMD 명령어를 적용하여

부호화 손실 없이 평균 45.92%의 ATS 효율을 얻을 수 있

었다. SIMD 명령어를 적용한 연산별로 속도 향상을 살펴

보면, SAD, SATD, SSE의 cost 함수의 경우 평균 4배의 연

산 속도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변환 및 역-변환의 경우 par-
tial butterfly 방식 대비 평균 3~4배의 연산 속도 향상을

실험환경 세부 사항

CPU Intel(R) CoreTM i7-3960X

CPU 지원 코어 수 (쓰레드 수) 6 (12: hyper threading)

Clock 속도 3.3GHz

메모리 48 GB (DDR3)

OS Windows 8 (64-bit)

컴파일러 Intel 64-bit 컴파일러

GPU NVIDIA GeForce GTX 660 Ti

CUDA CUDA toolkit 5.0

표 2. HEVC 인코더 병렬처리를 위한 실험환경
Table 2. Test environment for parallel processing of HEVC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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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QP Bitrate PSNR Y PSNR U PSNR V
Enc. time

ATS (%)
Anchor SIMD

Kimono

22 6139.30 41.79 43.13 45.01 1289.20 754.64 41.46
27 2929.16 39.74 41.59 43.15 1074.03 596.68 44.44
32 1432.65 37.17 40.34 41.89 917.22 488.12 46.78
37 720.94 34.64 39.54 41.12 806.08 416.72 48.30

ParkScene

22 7869.32 39.92 42.17 43.81 1020.61 611.21 40.11
27 3356.52 37.41 40.35 41.70 830.00 462.18 44.32
32 1514.52 34.82 38.81 40.33 732.87 394.26 46.20
37 694.68 32.38 37.73 39.51 673.51 356.25 47.10

Cactus

22 19358.89 38.39 39.92 43.39 2398.68 1395.79 41.81
27 6042.43 36.66 38.93 41.61 1805.29 976.53 45.91
32 2814.72 34.70 38.08 40.07 1566.70 800.34 48.92
37 1438.38 32.48 37.39 38.87 1440.33 712.27 50.55

Basketball
Drive

22 12897.72 39.62 44.41 45.55 2768.25 1531.77 44.67
27 4743.87 38.20 43.19 43.60 2226.22 1205.80 45.84
32 2297.09 36.49 41.89 41.72 1937.03 982.95 49.25
37 1226.28 34.55 40.88 40.37 1721.24 866.85 49.64

BQTerrace

22 38225.57 37.92 42.24 44.27 3615.34 2163.19 40.17
27 8414.34 35.44 40.65 42.74 2494.89 1343.65 46.14
32 2600.21 33.63 39.26 41.49 2062.09 1072.28 48.00
37 1044.15 31.48 38.25 40.54 1892.58 969.91 48.75

Average ATS (%) 45.92

표 3. SIMD 명령어들을 이용한 DLP에 따른 HEVC 인코더의 부호화 속도 향상
Table 3. Average time saving of HEVC encoder according to DLP using SIMD instructions

Sequence QP HM full search
(ms)

GPU
(ms) speed up HM fast search

(ms)
GPU
(ms) speed up

Kimono

22 10190.34 28.06 363.2 380.72 28.06 13.6
27 10180.38 28.1 362.3 368.092 28.1 13.1
32 10173.52 27.96 363.9 359.254 27.96 12.8
37 10154.73 27.8 365.3 348.599 27.8 12.5

ParkScene

22 10175.29 28.7 354.5 271.064 28.7 9.4
27 10164.8 28.01 362.9 266.936 28.01 9.5
32 10280.91 27.83 369.4 262.726 27.83 9.4
37 10263.1 27.88 368.1 260.37 27.88 9.3

Cactus

22 10301.65 28.08 366.9 292.141 28.08 10.4
27 10171.86 27.9 364.6 269.928 27.9 9.7
32 10157.17 27.91 363.9 262.709 27.91 9.4
37 10164.69 27.79 365.8 256.911 27.79 9.2

BasketballDrive

22 10182.83 27.95 364.3 456.531 27.95 16.3
27 10173.28 28.15 361.4 414.755 28.15 14.7
32 10161.77 27.8 365.5 380.798 27.8 13.7
37 10160.24 27.8 365.5 351.927 27.8 12.7

BQTerrace

22 10288.54 28.11 366.0 296.03 28.11 10.5
27 10152.8 28.1 361.3 285.393 28.1 10.2
32 10150.93 27.95 363.2 290.435 27.95 10.4
37 10138.75 27.79 364.8 266.926 27.79 9.6

Average 10189.38 27.98 364.14 296.9 27.98 11.33

표 4. GPU 멀티스레딩을 이용한 정수화소 움직임 예측의 속도 향상
Table 4. Speed up of integer-pel motion estimation execution time using GPU multi-th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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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슬라이스 (b) 타일

그림 9. 슬라이스와 타일 수에 따른 부호화 속도 향상
Fig. 9. Speed up of encoding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lices and tiles

나타내었다. 또한, 보간 필터의 경우 평균 4배의 연산 속도

향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9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CPU 단위 멀티스레딩 기

법을 사용하여슬라이스 및 타일 단위 병렬처리 수와 그에

따른 부호화 속도 향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슬라이스와

타일은 최대 16개까지 분할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4개
슬라이스와 타일로 분할한 경우 평균 3.2배의 부호화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8개슬라이스와 타일로 분할

한 경우 평균 4.5배의 부호화 속도 향상이 있었으며, 16개
슬라이스와 타일로 분할한 경우 평균 5.5배의 부호화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CPU 멀티스레딩 기법을 이용한 병

렬화 기법의 경우 타겟 플랫폼이 지원하는 최대 스레드 수

에 영향을 받으며, 슬라이스와 타일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부호화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

하고자하는 타겟플랫폼에서 가장 효율적인슬라이스와 타

일 분할 수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GPU 멀티스레딩 기법의 속도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정수

화소 움직임 예측 모듈의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GPU 기
반 움직임 예측이 프레임 단위로 수행됨으로 anchor에 해

당하는 HM 10.0의 정수화소 움직임 예측 방법의 수행시간

도 프레임 단위로 측정하였다. GPU 기반 움직임 예측의 수

행시간에는 CPU와 GPU 간의 통신시간을 포함시켰다. 실
험을 위하여 Geforce GTX 470을 사용하였다. 표 4는 HM
의 전역탐색 및 고속탐색 대비 GPU 기반 정수화소 움직임

예측 모듈의 속도향상을 나타낸다. 전역탐색의 경우 평균

364배의 속도향상을 보이며, GPU 기반 움직임 예측이 전

역탐색 방법을 사용함에도불구하고 HM의 고속탐색 방법

대비 평균 11배의 속도향상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개한 SIMD 명령어를 사용한 다양한 연

산 및 기능 모듈에 대한 DLP와 CPU 및 GPU 멀티스레딩

기법을 적용한 병렬처리를 통하여 HEVC 인코더의 부호화

속도를 향상시켰다. 연산 및 기능 모듈 관점에서는 SIMD 
명령어를 사용하여 cost 함수, 변환 및 역-변환, 보간 필터

에 DLP를 적용하였다. 또한, CUDA를 이용한 움직임 예측

및 모드 결정에 GPU 멀티스레딩 기법을 적용하였다. 부호

화 구조 관점에서는 OpenMP를 이용한 슬라이스 및 타일

병렬처리를 수행하여 CPU 멀티스레딩 기법을 적용하였다. 
전술한 병렬화 기법들을 종합하여 소프트웨어 기반 실시간

HEVC 인코더를 구현하여 측정한 부호화 속도는 표 5와 같

다. 실험을 위한 부호화 구조는 LDP (low-delay P)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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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equence Frame QP FPS

B

Kimono 240

22 5.74
27 7.25
32 8.38
37 9.40

ParkScene 240

22 5.51
27 7.52
32 8.87
37 10.03

Cactus 500

22 5.19
27 7.70
32 9.09
37 10.09

BasketballDrive 500

22 4.80
27 6.71
32 8.09
37 9.18

BQTerrace 600

22 4.14
27 7.68
32 9.60
37 10.62

C

BasketballDrill 500

22 14.86
27 19.07
32 23.60
37 28.12

BQMall 600

22 14.81
27 19.88
32 24.91
37 29.20

PartyScene 500

22 11.09
27 16.46
32 22.03
37 27.60

RaceHorses 300

22 10.48
27 14.60
32 19.46
37 24.49

표 5. 제안하는 병렬화 기법들을 적용한 HEVC 인코더의 부호화 속도 측정 결과
Table 5. Encoding time of HEVC encoder with proposed parallel processing methods

하였으며, QP는 22, 27, 32, 37을 사용하였다. 또한, 참조

픽쳐의 수는 1개로 고정하였으며, 최대 CTU 크기는 32×32
를 사용하여 부호화를 수행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실시간 HEVC 인코더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병렬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

를 적용하기 용이한 연산 및 기능 모듈을 소개하였다.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cost 함수, 변환 및 역-변환, 보간 필터에 SIMD 명령어를

적용하여 DLP를 수행하였다. SIMD 명령어를 이용한 DLP
를 적용하여 HEVC 인코더 소프트웨어의 부호화 속도를

부호화 효율의 저하없이 약 2배 향상시킬수 있었다. 또한, 
OpenMP를 이용한 CPU 멀티스레딩 기법을 통해슬라이스

및 타일 단위 병렬처리를 수행하였으며, CUDA를 이용한

GPU 멀티스레딩 기법을 통해 움직임 예측 및 모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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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병렬처리를 수행하였다. OpenMP를 이용한 CPU 멀
티스레딩 기법을 적용하여 4개 슬라이스와 타일로 분할하

는 경우 약 3.5배의 부호화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16개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약 6배의 부호화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전술한 다양한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여

HEVC 인코더의 부호화 속도를 832×480 영상의 경우

10~30fps, 1920×1080 영상의 경우 5~10fps로 향상시킬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SIMD 명령어를 이용한 DLP를 cost 
함수, 변환 및 역-변환, 보간 필터에 적용하였으나, 이외에

도 화면 내 예측 수행과정에서의 참조샘플필터 연산, 복원

영상 생성등 SIMD 명령어를 적용할 수 있는 연산 및 모듈

이 존재한다. 또한, CPU 및 GPU 멀티스레딩 기법의 병렬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고속화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832×480 영상의 경우 실시간 부호

화가 가능하지만, 2K 및 4K 영상에 대한 실시간 부호화가

가능한 HEVC 인코더 개발을 위하여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최적화 및 병렬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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