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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육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및 지식경제부 출연금으로 

수행한 ETRI SW-SoC 융합 R&BD 센터와의 공동 연구의 결과입니다.

요  약

본 논문에서는 H.264/AVC 인코더의 성능 향상을 해 다  참조 임 기법과 묵시  가  측 기법을 이용하

고 낮은 외부 메모리 근율을 해 이  참조 임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인터 측기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

다. 참조 소 트웨어JM16.0과 비교하여 참조 임 근율이 약 24%만큼 감소하고 참조 역 메모리가 약 46%만

큼 감소하 다. 통합 구조는 Verilog HDL로 설계되고 Magnachip 0.18um공정으로 합성한 결과 게이트 수는 약 

2,061k 이고 91Mhz로 동작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for improving the H.264/AVC hardware performance, we propose an inter predictor hardware design using a multi reference 

frame selector and an implicit weighted predictor. previous reference frame are reused for Low Memory Bandwidth. The size of the reference 

memory in the predictor was reduced by about 46% and the external memory access rate was reduced by about 24% compared with the one in 

the reference software JM16.0. We designed the proposed system with Verilog-HDL and synthesized inter predictor circuit using the 

Magnachip 0.18um CMOS standard cell library. The synthesis result shows that the gate count is about 2,061k and the design can run at 

91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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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H.264/AVC는 ISO/IEC 동 상 문가 그룹과 ITU-T 

비디오 코딩 문가 그룹에 의해 표 화된 동 상 압축 

기술이다. H.264/AVC는 인트라 측 부호화, 1/4 단 의 

가변  블록 단 의 움직임 보상  측, 엔트로피 부호

화, 디블로킹 필터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비디오 부호화 

표 인 MPEG-2 보다 약 2배, MPEG-4 보다 약 1.5배의 

압축률이 향상된다[1,2]. 움직임 추정은 많은 양의 동

상 데이터 크기를 이기 해 많은 동 상 압축 표 에

서 폭넓게 채택하는 기술로, 연속되는 동 상 임들 

사이의 시간  복성을 제거하여 압축의 효율을 높인

다. 많은 양의 동 상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고 외부 메모리 근이 복잡하며, H.264/AVC 인코더

의 경우 체 연산량의 57%를 차지한다[3]. 다  퍼런

스 임은 다수의 퍼런스 임을 사용하여 재 

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의 치를 움직임 벡터로 결정

한다. 반복 운동이나 보호되지 않는 배경, 라이트 체인지

와 같은 상황에서 퍼런스 임을 하나를 사용하는 

단일 퍼런스 임 움직임에 비해 다수의 퍼런스 

임을 사용하는 다  퍼런스 임 움직임 측 

방식이 더 정확한 측을 수행한다[4]. 계산 복잡도는 

퍼런스 임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상

의 특성에 따라 이득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이득 없이 

많은 연산량을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움직임 추정 연산에 필요한 연산량과 데이터의 양을 

이기 해 다양한 고속 탐색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 탐색 알고리즘들은 외부 메모리에 

한 근이 불규칙하고 구  알고리즘의 계산이 하드

웨어 구 에 합하지 않은 방법들이 많다.

한 기존의 동 상 압축 표 은 움직임 보상을 사용

하여 상의 움직임을 측한다. 하지만 상의 밝기를 

측하는 구조는 없었다. 그 기 때문에 밝기가 시간

으로 변화하는 상을 부호화 할 때 상의 화질이 크게 

열화되는 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을 제거하기 

해 H.264/AVC는 퍼런스 임에 응 으로 가 치

를 두어 신호를 측하는데 사용한다[5]. 그러나 가 치 

계산은 곱셈과 나눗셈을 사용하여 계산 복잡도가 높은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로 구 하기 합한 묵시  

가  측기법을 이용한  메모리 역폭 인터 측기

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측기는 다  퍼런스 

임 선택기, 묵시  가  측치 생성기, 참조 역 메모

리, SAD(Sum Absolute Difference) Array등으로 구성되

었다.

Ⅱ. 제안하는 레퍼런스 프레임 선택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에 합한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퍼런스 임 선택 알고리즘
Fig. 1 Proposed reference frame selection algorithm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직  퍼런스 임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직  퍼런스 임 움직임 추정 이

후 각 블록 사이즈별 MV(Motion Vector)와 SAD값이 결

정이 된다. DIF는 8x8 블록의 MV사이의 차이 값을 계산

하며, 8x8 블록의 MV가 모두 동일한 경우 각각의 8x8 블

록이 가려지거나 새로 나타나는 역이 아니라 화면상

에서 동일한 오 젝트일 확률이 높다. 이는 다  퍼런

스 임 측을 수행을 해도 PSNR과 비트율 성능 개

선이 미미하며 직  임의 움직임 추정 결과가 가장 

최 의 퍼런스 임일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직  

임을 최 의 퍼런스 임으로 결정하고, 직  

임의 결과로 41개의 MV들  오차가 가장 은 MV

를 선택하여 부호화한다. 만약 MV가 모두 동일하지 않

다면, 이는 각각의 8x8 블록이 가려지거나 새로 나타나

는 역으로 화면 복잡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다  퍼런스 임 측을 수행하면 PSNR과 비트율 

성능이 개선될 확률이 높다. 

제안된 퍼런스 임 선택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Reference Frame Selector, Current Register Buffer (C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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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gister Buffer (RRB)와 SAD Calculator Array, 

MV Generation, IME(Integer ME) Controller로 구성된다.

그림 2. 제안하는 퍼런스 임 선택기 구조
Fig. 2 Proposed reference frame selector architecture 

외부 메모리로부터 입력 받은 재 매크로 블록과 

퍼런스 임 매크로 블록은 CRB, RRB에 장된다. 

장된 재 매크로 블록과 퍼런스 임 매크로 블록

은 SAD Calculator Array에서 각각 픽셀별 오차 값과 

SAD값들을 계산한다. SAD는 4x4 사이즈부터 16x16 사

이즈까지 블록 사이즈별로 픽셀별 오차 값의 덧셈을 통

하여 값을 계산한다. MV Generation은 계산된 SAD값들

과 장된 SAD값들을 비교하여 둘  작은 SAD값과 

MV를 장한다. 모든 참조 역을 계산한 이후에는 최

종 으로 가장 작은 SAD값과 MV가 SAD Comparator에 

장된다.

Ⅲ. 제안하는 묵시적 가중 예측

가  측 방법은 명시  가  측과 묵시  가  

측으로 나 다. 명시  가  측은 가 치를 부호화 

간에 결정하여 헤더에 가 치를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인코더에서 가 치를 생성해야한다. 그러나 가 치를 

계산하기 하여 모든 임의 데이터를 읽고 계산하

는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연산량을 소모하

며, 가 치 미 용에 비해 약 35배에 해당한다[6-7]. 이런 

명시  가  측은 하드웨어로 구 하기 어렵다. 묵시

 가  측은 POC를 이용하여 임 사이의 거리(tb, 

td)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식(1)부터 식(6)까지는 JM16.0 

표 에서 지정된 가  측 연산 수식이다. W1과 W0은 

가 치를 의미한다. tb는 재 임과 리스트0의 퍼

런스 임과의 거리이며 POC (Picture Order Count, 

임의 출력 순서를 나타내는 값)의 뺄셈으로 값을 계산

한다. td는 리스트0의 퍼런스 임과 리스트1의 

퍼런스 임 사이의 거리이며 POC의 뺄셈으로 값을 

계산한다. 시간축 상에서 재 임에 가까울수록 가

치는 커지고 멀수록 가 치는 작아진다.

  
  

(1)

  
  

(2)

   ≫  (3)


 ≫ 

(4)

 ≫  (5)

   (6)

그림 3. IBBPBBP 임 시 스
Fig. 3 IBBPBBP Frame Sequence

IBBPBBP 임 시 스는 그림 3과 같다. 리스트 1

과 리스트 0에 장되어 있는 POC를 가지고 묵시  가

치를 계산한다. POC 8번과 POC 14번의 경우 리스트

에 장되어 있는 POC의 값은 다르다. 하지만 상 인 

거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 치는 동일하다. 즉 인코딩

의 임 시 스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가 치가 결정

되고, 가 치는 주기 으로 반복된다. 이는 가 치를 

POC에 따라 복잡한 계산식을 사용하여 매번 구하는 것

이 아니라 주기 인 값을 사용하게 된다. 즉 매번 계산하

는 것이 아니라 ROM과 같은 장장소에 장해두었다

가 해당 상황이 되면 해당하는 가 치 계수를 출력한다. 

가 치 계수를 ROM으로 구 하여 가 치 생성을 한 

계산을 제거하여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켰으며 하드웨

어 구조를 단순화 하 다. 가 치 계수를 구한 이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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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을 이용하여 참조 매크로 블록 데이터를 생성한다. 

  (7)

식 (7)은 곱셈과 덧셈, 나눗셈으로 구성된다. 나눗셈

은 쉬 트를 통해 간단히 구 된다. 곱셈은 Radix-4 부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분 곱의 합으로 계산하고, 부호 

확장을 제거[8]하여 9개의 덧셈기로 구 하 다.

Ⅳ. 통합 구조 설계 및 검증

제안하는 통합 구조의 동작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시간상 가장 직  임을 퍼런스 임으로 단방

향 IME를 수행한다. 단방향 IME는 퍼런스 임을 

하나만 사용하여 IME를 수행한다. 직  임의 움직

임 추정이 끝난 이후 8x8 사이즈 블록의 MV를 체크해서 

SKIP을 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SKIP이 되면 직  

임이 최 의 퍼런스 임으로 선택되고 MV가 출력

된다. SKIP이 발생하지 않으면 Reference RAM2에 8x8 

블록 사이즈의 MV로 선택된 4개의 MV 치의 매크로 

블록 4개와 16x16 블록 사이즈의 MV로 선택된 MV 치

의 매크로 블록을 Reference RAM2에 장한다.

그림 4. 제안하는 통합 구조의 흐름도
Fig. 4 Proposed Integration architecture flow

 Reference RAM2에 장된 이  임과 다음 퍼

런스 임을 퍼런스 임으로 양방향 IME과 단

방향 IME을 동시에 수행한다. 양방향 IME는 묵시  가

 측을 수행한다. 재 퍼런스 임 연산이 종료

되면 기존에 장되어 있는 SAD값과 새로 계산된 SAD

값을 비교하여 SAD가 작은 매크로 블록을 Reference 

RAM2에 업데이트 한다.

묵시  가  측은 2개의 퍼런스 임을 필요로 

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이  퍼런스 임 데이터   

재 임과 가장 유사한 매크로 블록만 장하여 묵

시  가  측을 수행한다. 이  퍼런스 임의 범

를 5개의 매크로 블록으로 제한하여 연산량을 이면

서도 재 임과 가장 유사한 매크로 블록을 사용하

여 SAD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한 외부 메모리에 

장된 퍼런스 임을 한번에 1개만 읽어도 묵시  가

측이 가능하여 외부 메모리의 역폭을 반으로 

낮추었다. 참조 역이 128일 경우 JM 16.0은 재 매크

로블록 256픽셀과 참조 역 40898픽셀을 사용하여 총 

41154 픽셀을 장할 참조 역 메모리가 필요하다. 제

안하는 구조는 재 매크로블록 256픽셀과 참조 역  

21729픽셀을 사용하여 총 21985 픽셀을 장할 참조 

역 메모리가 필요하다. 제안하는 구조는 JM16.0에 비해 

참조 역 메모리가 약 46%감소하 다.

제안하는 통합 하드웨어는 IME Controller와 SAD 

Array, IMV Generation, Bi-prediction, Current MB RAM, 

Reference RAM1, 2 로 구성되며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Reference RAM1, 2는 참조하는 매크로 블록을 장하는 

지스터이다. Biprediction은 묵시  가  측기로 

Reference RAM1, 2의 참조 매크로 블록과 외부 메모리

로부터 읽은 참조 매크로 블록을 가지고 가  측을 수

행하는 모듈이다. SAD array는 각각 픽셀별로 오차 값을 

구하고, 픽셀별 오차 값은 블록 사이즈별 덧셈을 통하여 

블록 사이즈별 SAD값을 구한다. IMV Generation은 이

에 계산했던 SAD값과 새로 계산된 SAD값을 비교하여 

둘  작은 SAD값과 MV를 장한다. 모든 참조 역을 

계산한 이후 최종 으로 가장 작은 SAD값과 MV가 

IMV Generation에 장되며, 장된 MV는 FME모듈로 

달된다. Reference Frame Selector는 직  퍼런스 

임의 움직임 측이 끝나고 8x8 사이즈 블록의 MV를 

체크하여 SKIP 할지를 결정한다. IME Controller는 체 

동작을 컨트롤 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병렬 구조로 6개

의 SAD array로 구성되며 2가지의 모드로 동작한다. 

SAD Array(P only)는 항상 퍼런스 임이 1개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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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R Bitrate Skip

Footbool

(CIF)

JM 16.0 35.35 1503.36 

Proposed 35.26 1558.98 0.22 

차이 0.09 55.62 

Crew

(CIF)

JM 16.0 35.80 748.78 

Proposed 35.62 784.83 0.39 

차이 0.18 36.05 

Mobile

(CIF)

JM 16.0 32.34 2056.84 

Proposed 32.25 2147.04 0.28 

차이 0.09 90.20 

표 1. 알고리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algorithm

Paris

(CIF)

JM 16.0 34.67 830.13 

Proposed 34.61 844.85 0.74 

차이 0.06 14.73 

stockholm

(HD)

JM 16.0 34.17 5877.72 

Proposed 34.14 6204.12 0.40 

차이 0.03 326.40 

shields

(HD)

JM 16.0 34.62 4369.77 

Proposed 34.47 4649.11 0.27 

차이 0.15 279.33 

Sunflower

(FullHD)

JM 16.0 39.91 3581.53 

Proposed 39.88 3738.77 0.23 

차이 0.03 157.24 

Pedestrian 

area 

(FullHD)

JM 16.0 38.96 5479.89 

Proposed 38.80 5966.63 0.40 

차이 0.15 486.74 

Average

JM 16.0 35.72 3056

Proposed 35.63 3236.79 0.36

차이 0.1 180.79

산을 수행한다. SAD Array(B)는 MUX를 통해 두 가지의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받는다. MUX 컨트롤 신

호에 따라 퍼런스 임이 1개인 계산을 수행하거나, 

퍼런스 임이 2개인 묵시  가  측 계산을 수행

한다.

그림 5. 제안하는 통합 구조
Fig. 5 Proposed Integration architecture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H.264/ AVC 

참조 소 트웨어 JM 16.0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 다. 성능 평가를 해 CIF 포맷 비디오

(352x288)인 Football, Crew, mobile, Paris 상, HD 포맷 

비디오(1280x720)인 Stockholm, Shields 상, FullHD 포

맷 비디오(1920x1080)인 Sunflower, Pedestrian area 상

들이 사용되었다. 평균 0.09dB 정도의 PSNR이 감소하고 

평균 180.79정도의 Bitrate가 증가하며 평균 36%정도의 

Skip이 발생하 다. 이는 참조 임이 3이고 100

임을 수행하여 JM 16.0은 300개의 임을 참조하며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228개의 임을 참조하므로 24%

의 근율이 감소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구조는 Verilog HDL로 설

계 하 으며 IDEC에서 지원하는Synopsys사의 Design 

Compiler를 이용하여 Magnachip 0.18um CMOS 공정으

로 합성한 결과 91MHz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회로의 크기는 총 2,061,536 게이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264/AVC 인코더의 성능 향상을 

해 다  참조 임 기법과 묵시  가  측 기법을 이

용하고 낮은 외부 메모리 근율을 해 이  참조 

임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인터 측기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8x8 MV를 사용하여 Skip하는 참조 임 선

택기과 ROM과 덧셈기로 구 한 묵시  가 치 측기

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병렬구조

를 활용하여 단방향 IME와 양방향 IME를 동시에 계산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JM16.0과 비교하여 평균 

0.1dB 정도의 PSNR이 감소하고 체 Bitrate 비 증가

량은 약 6%정도 증가하 으나 평균 36%정도의 Skip이 

발생하여 참조 임 근율이 약 24%만큼 감소하

다. 참조 역 메모리가 약 46%만큼 감소하 다. 통합 구

조는 Verilog HDL로 설계되고 Magnachip 0.18um공정으

로 합성한 결과 게이트 수는 약 2,061k 이고 91Mhz로 동

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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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는 낮은 참조 역 메모리와 

외부 메모리 근율을 가지며 다  참조 임 기법과 

묵시  가  측을 수행하여 고화질 상 압축에 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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