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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세  비디오 압축 표 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복호기의 연산량과 

하드웨어 면 을 감소시키기 하여 화면내 측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

는 공통 수식에 한 연산을 공유하는 공유 연산기를 사용하여 연산량  연산기 개수를 감소시키고, 
4x4 PU와 64x64 PU의 필터링 수행 여부에 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나머지 PU에 해서는 LUT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산량  연산 시간을 감소시킨다. 한 하나의 공통 연산기만을 

사용하여 측 픽셀을 생성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면 이 감소한다.
  제안하는 구조를 TSMC 0.18um 공정을 이용하여 합성한 결과 최  동작 주 수는 100MHz이고, 게
이트 수는 140,697이다. 4x4 PU를 기 으로 제안하는 구조의 처리 사이클 수는 11 사이클로 기존 구조 

비 54% 감소하 고, 16개 참조 픽셀의 필터링 처리를 기 으로 제안하는 구조의 덧셈 연산기 개수

는 37개로 표  draft 6에 비해 22.9% 감소하 다.

1. 서론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은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에서 개발 

인 새로운 국제비디오 부호화 표 이다. HEVC는 기존 

비디오 부호화 표 인 H.264/AVC 비 2배의 압축 성능

과 복잡도를 목표로 새로운 기술들을 채택하 다. 새로

운 기술들  화면내 측은 재 임과 가장 유사한 

측 임을 생성하기 해 4x4 PU(Prediction Unit)부

터 64x64 PU까지 다양한 크기의 PU에 해 측을 수행

하고, 측 모드의 개수도 34개로 최  9개의 측 모드를 

지원하는 H.264/AVC에 비해 많이 증가하 다. 한 측 

모드에 결정된 참조되는 픽셀들이 픽셀과 픽셀 사이에 

치하기 때문에 참조 픽셀들을 보간하기 해서 필터링 과

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HEVC의 화면 내 측은 많은 

측 모드 수와 다양한 크기의 PU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H.264/AVC에 비해 연산량  연산 복잡도가 많이 증가한

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면내 측의 연산량과 연산 

복잡도  하드웨어 면 을 감소시키는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는 4x4 PU부터 64x64 

PU까지 처리하고,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해 공유 연산기

와 LUT 기반 필터링 결정기를 사용하고, 연산 복잡도와 

하드웨어 면 을 감소시키기 해 4개의 공통 연산기만을 

사용하여 측 픽셀을 생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화면내 측 하드웨어 구조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구조의 동작을 검증하고 기존 구조와 사이클 수

를 비교한 결과에 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2. 제안하는 화면내 측 하드웨어 구조

제안하는 화면내 측 하드웨어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참조 픽셀 생성기, 측 연산기, 내부 버퍼, 메모리 제어기

로 구성되고, 4x4 PU부터 64x64 PU까지 처리한다.

(그림 1) 화면내 측 하드웨어 구조

참조 픽셀 생성기는 하드웨어 연산량  연산기 개수

를 감소시키기 해 LUT 기반 필터링 결정기와 공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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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를 사용하 고, 측 연산기는 공통 연산기를 사용하

다. 메모리 제어기는 재 PU의 왼쪽과 오른쪽에 치

한 참조 픽셀들을 장하고 있는 외부 메모리를 제어하고, 

내부 버퍼는 외부 메모리로부터 읽어들인 참조 픽셀들을 

장한다.

2.1. 참조 픽셀 생성기

제안하는 참조 픽셀 생성기는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해  LUT(Look-Up Table) 기반 

필터링 결정기를 사용하 고, 덧셈 연산기의 개수를 감소

시키기 해 공유 연산기를 사용한 필터링 연산기를 채택

하 다. 참조 픽셀 생성기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필터링 

결정기, 필터링 연산기, PU 크기에 의해 참조 픽셀들을 

선택하는 참조 픽셀 멀티 서로 구성된다. 참조 픽셀 생

성기는 수직 필터링 연산기와 수평 필터링 연산기를 사용

한다. 수직 필터링 연산기는 재 PU의 왼쪽에 치한 참

조 픽셀들을 필터링하고 수평 필터링 연산기는 재 PU

의 쪽에 치한 참조 픽셀들을 필터링한다.

(그림 2) 참조 픽셀 생성기 구조

제안하는 필터링 결정기는 참조 픽셀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해 표  draft 6에 정의된 식 1과 표 1을 용

한 연산기를 사용하는 신 8x8 PU, 16x16 PU, 32x32 

PU에 한 필터링 수행 여부만을 장한 LUT를 사용하

고, 4x4 PU, 64x64 PU에 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기 때

문에 하드웨어 연산량을 감소시킨다. 식 1은 재 측 모

드와 horizontal 모드(10)의 차이와 재 모드와 vertical 

모드(26)의 차이  작은 값을 구하는 식이다. 구해진 값

과 표 1에 정의된 경계 값을 비교하여 경계 값보다 큰 경

우에만 참조 픽셀의 필터링이 수행된다.

  (1)

<표 1> PU 크기별 필터링 경계 값

PU 크기 4x4 8x8 16x16 32x32 64x64

경계 값 10 7 1 0 10

표 2는 PU 크기별로 측 모드에 따른 필터링 수행 

여부를 계산한 결과이다. 4x4 PU와 64x64 PU의 경우 모

든 측 모드에 해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8x8 PU, 

16x16 PU, 32x32 PU의 경우 측 모드에 따라 필터링을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필터링 결정기는 

4x4 PU와 64x64 PU에 해서는 필터링 수행 여부를 연

산하지 않고 필터링 미실행을 출력하고 나머지 PU에 

해서만 LUT를 이용하여 필터링 수행 여부를 출력한다.

<표 2> PU 크기별 참조 픽셀의 필터링 실행 여부

PU 크기
측 모드

필터링 실행 필터링 미실행

4x4 - 0-34

8x8 0, 1, 18, 33 2-17, 19-32, 34

16x16 0-8, 12-24, 28-34 9-11, 25-27

32x32 0-9, 11-25, 27-34 10, 26

64x64 - 0-34

필터링 연산기는 측 모드에 따라 선택된 참조 픽셀

들을 필터링한다. 참조 픽셀을 필터링하기 해서는 식 2

을 용한 연산을 수행하고, 필터링된 참조 픽셀은 같은 

치에 있는 참조 픽셀과 이웃한 2개의 참조 픽셀들에 가

치를 용하여 생성된다. 식 3과 식 4는 이웃한 2개의 

참조 픽셀의 필터링 수식을 나타낸다. 이웃한 2개의 참조 

픽셀의 필터링 수식은 A1+A2+1라는 공통 수식을 갖고 있

다. 

′   ≫  (2)

′   ≫  (3)

′   ≫  (4)

필터링 연산기는 필터링 수식의 덧셈 연산의 개수를 

감소시키기 해 공통 수식 연산을 공유하는 공유 연산기 

구조를 사용한다. 공유 연산기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17개

의 가산기, 16개의 반가산기, 16개의 오른쪽 쉬 트 연

산기로 구성되어 있고 P1과 P17을 입력받는 2개의 가산

기를 제외한 15개의 가산기가 공통 수식을 연산한다. 

(그림 3) 공유 연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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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16개 픽셀 처리를 기 으로 표  draft 6에 정

의된 연산 수식에서 사용한 개수와 공유 연산기에서 사용

한 연산기 개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draft 6에 정의

된 연산 수식은 48개의 덧셈 연산기, 16개의 곱셈 연산기, 

16개의 오른쪽 쉬 트 연산기를 사용하고, 공유 연산기는 

가산기와 반가산기를 포함한 37개의 덧셈 연산기와 16

개의 오른쪽 쉬 트 연산기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공유 연

산기를 사용한 필터링 연산기의 덧셈 연산기의 개수는 표

 draft 6에 정의된 연산 수식에 비해 22.9%가 감소하

고, 오른쪽 쉬 트 연산기의 개수는 동일하다.

<표 3> 연산기의 연산 개수 비교

연산기 표  draft 6[1] 공유 연산기 감소율

덧셈 48 37 22.9%

곱셈 16 0 100%

오른쪽 쉬 트 16 16 0%

2.2. 측 연산기 구조

제안하는 측 연산기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공통 연

산기(PE)와 멀티 서로 구성된다. 1개의 공통 연산기는 

4x4 PU를 처리하는데 1 사이클이 소요되기 때문에 측 

연산기는 16x16 PU와 32x32 PU를 처리하기 해 4개의 

공통 연산기를 사용한다. 멀티 서는 PU 크기와 측 

모드에 따라 PE로 입력되는 참조 픽셀들을 선택한다.  

(그림 4) 제안한 측 연산기 구조

 

식 5는 DC 모드에서 참조 픽셀들의 평균값을 계산하

는 수식이다. 식 6부터 식 9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필터링하는 수식들을 나타낸다. 행을 필터링하기 해서는 

먼  참조 픽셀들의 평균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터링 연

산은 평균값을 계산하는 연산이 수행된 후에 처리된다.

  
′



′ 
′



′ ≫ 
   

(5)

   ≫  (6)  

   ≫ 
  

(7)

   ≫ 
   

(8)

  (9)

하나의 공통 연산기는 화면내 측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하는 4x4 PU의 참조 픽셀 평균값을 계산하는 연산과 

측 픽셀의 필터링 연산을 처리하는데 1 사이클이 소요

되도록 그림 5와 같이 8개의 가산기, 2개의 반가산기 그

리고 8개의 시 트 연산기를 사용한다.

(그림 5) 2개의 측 픽셀을 구하는 PE 구조

 

그림 6은 재 PU가 8x8 PU이고 DC 모드로 측된 

경우에 식 2를 연산하는 공통 연산기를 나타낸다. 공통 연

산기는 측 픽셀의 필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첫 번째 단

계의 오른쪽 쉬 트 연산기까지 사용하여 필터링된 측 

픽셀을 생성한다. 8x8 PU의 경우 필터링된 측 픽셀은 

15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6) 측 픽셀의 필터링 연산 과정

 

표 4는 PU 크기별 화면내 측 처리 사이클 수를 나

타낸다. 제안하는 구조는 4x4 PU의 화면내 측을 처리하

는데 총 11 사이클이 소요되고, 8x8 PU, 16x16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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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x32 PU를 처리하는데 각각 29 사이클, 85 사이클, 295 

사이클이 소요된다. PU크기가 증가할수록 측 픽셀 생성

/출력 사이클이 증하는 이유는 1 사이클에 측 픽셀을 

출력할 수 있는 비트 수가 32비트이기 때문이다.

<표 4> PU 크기별 화면내 측 처리 사이클 수

PU 크기 4x4 8x8 16x16 32x32

메모리 근 4 8 16 32

참조 픽셀 필터링 1 1 1 2

측 픽셀 생성/출력 6 20 68 261

총 처리 사이클 수 11 29 85 295

4. 실험  고찰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는 Verilog HDL로 설계되었으

며, TSMC 0.18um 표  셀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IDEC

에서 지원하는 CAD Tool인 Synopsys사의 Design 

Compiler로 합성하 다. 표 5는 제안하는 구조의 합성 결

과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구조의 게이트 수는 140,697이고, 

최  동작 주 수는 100MHz이다. 4x4 PU를 기 으로 제

안하는 구조의 processing latency는 4 사이클이고 Li[5] 

비 각각 50%, 54% 감소하 다. 제안하는 구조는 4x4 

PU부터 64x64 PU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4x4 PU만을 처

리하는 Li[5]에 비해 게이트수가 증가하 다. 

<표 5> 화면내 측 하드웨어의 합성 결과  비교

Li[5] Proposed

처리 PU 4x4 4x4 - 64x64

공정 TSMC 0.13um TSMC 0.18um

동작 주 수 150MHz 100MHz

Processing
Latency(4x4)

8 사이클 4 사이클

처리 사이클 수
(4x4)

24 사이클 11 사이클

게이트 수 9,020 140,697

그림 7은 제안하는 하드웨어의 이아웃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하드웨어의 칩 크기는 3x3mm2이고 화면내 측 

하드웨어 core 크기는 1.4x1.4mm2이다.

(그림 7) 제안하는 화면내 측 하드웨어의 이아웃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HEVC 복호기의 연산량  하드웨어 

면 을 감소시키기 해 공통 연산기와 공유 연산기를 사

용한 화면내 측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하

드웨어 구조는 필터링 수식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식

을 공유한 공유 연산기를 사용하여 덧셈 연산기의 개수를 

감소시켰고, 4x4 PU와 64x64 PU의 필터링 수행 여부를 

연산하지 않고, 나머지 PU에 해서는 LUT를 이용하여 

연산함으로써 연산량을 감소시켰다. 한 측 연산기는 

하나의 공통 연산기만을 사용하여 측 모드에 한 측 

픽셀을 생성함으로써 하드웨어 면 을 감소시켰다.

제안하는 구조를 TSMC 0.18um 공정을 이용하여 합

성한 결과 최  동작 주 수는 100MHz이고, 게이트 수는 

140,697이다. 4x4 PU를 기 으로 제안하는 구조의 처리 

사이클 수는 11 사이클로 기존 구조 비 54% 감소하

고, 16개 참조 픽셀의 필터링 처리를 기 으로 제안하는 

구조의 덧셈 연산기 개수는 37개로 표  draft 6에 비해 

22.9%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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