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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HEVC 복호기를 한 효율 인 32x32 역변환기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HEVC는 4k, 

8k 이미지와 같이 기존의 이미지코덱에 비해 훨씬 더 큰 크기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상 압축 표 이

다. 큰 이미지의 데이터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 다양한 새 블록 구조를 채택하 으며, 이 블록들은 4x4, 8x8, 

16x16, 32x32으로 구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32x32 역변환기의 효과 인 구조를 제안하며, 역변환기의 구조는 

32x32 행렬을 16x16 행렬로 재구성하고 쉬 트와 덧셈기로 구성된 곱셈기를 사용하여 연산을 단순화 하 으며 멀

티 사이클 패스를 구 하여 낮은 주 수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한 HEVC 코덱의 다양한 크기의 

변환이나 순방향 변환 블록에 쉽게 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efficient hardware architecture is proposed for 32x32 inverse transform HEVC decoder. HEVC is a new image 

compression standard to deal with much larger image sizes compared with conventional image codecs, such as 4k, 8k images. To process huge 

image data effectively, it adopts various new block structures. Theses blocks consists of 4x4, 8x8, 16x16, and 32x32 block. This paper 

suggests an effective structures to process 32x32 inverse transform. This structure of inverse transform adopts the decomposed 16x16 matrixes 

of 32x32 matrix, and simplified the operations by implementing multiplying with shifters and adders. Additionally the operations frequency is 

downed by using multicycle paths. Also this structure can be easily adopted to a multi-size transform or a forward transform block in HEVC 

co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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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상처리 기술이 빠르게 발 하고 고해상도 TV

와 스마트폰의 보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화 되

면서 고해상도, 고품질에 한 소비자의 기 치가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FHD(Full High-Definition), UHD(Ultra 

High-Definition)와 같은 고해상도 상을 지원할 수 있

는 새로운 상 압축 표 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HEVC는 ITU-T/VCEG와 ISO-IEC/MPEG가 공동으

로 설립한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에서 개발 인 차세  상 압축 표 이다. 기

존의 상 압축 표 인 H.264/AVC와 거의 유사하나 

압축률을 더 높이기 해 몇 가지 새로운 방식이 채택

되었으며, H.264/AVC에 비해 2배 이상 향상된 압축 효

율  복잡도를 목표로 재 표 화를 진행 에 있

다[1,2].

HEVC의 압축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연산이 복잡

해지고 면 이 커지게 되는데 변환의 경우 4x4와 8x8화

소 단 의 변환을 사용하는 H.264/AVC에 비해 4x4, 8x8, 

16x16, 32x32의 다양한 화소단 의 변환을 사용하기 때

문에 복잡도가 높고 하드웨어 설계 시 크기가 상당히 증

가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EVC용 역변환기의 복잡도와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면  32x32 하드웨어 구조를 제

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EVC의 

변환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역변환 알고

리즘에 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역변환 하

드웨어 구조의 검증  성능 비교에 해 기술하며, 5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Ⅱ. HEVC 변환

HEVC의 변환과정은 그 이  표 인 H.264/AVC와 

동일하게 Integer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기

반으로 사용한다. 변환은 상의 신호들을 주 수 역

으로 변환하여 복성을 이는 방법이며, 주 수 성

분을 역변환하면 원래의 상 신호로 복원된다. HEVC

에서는 압축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처리하는 블록의 

크기를 4x4에서 최  32x32까지 가변 으로 사용하며, 

변환  양자화(Quantization)를 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단

를 TU(Transform Unit)라 하고, TU는 RTQ(Residual 

Quadtree Transform)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한다.

그림 1은 HEVC의 블록 구조를 나타낸다. CU(Coding 

Unit)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변환 블록의 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4x4 단  크기에서 32x32 단  크기까지 정사

각형의 다양한 TU 크기를 사용한다. 다양한 크기의 

TU(Transform Unit)를 처리해야 함으로 HEVC는 

H.264/AVC에 비해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1. HEVC의 블록 구조
Fig. 1 HEVC Block Structure

  

HEVC에서는 처리해야 할 단  블록의 크기도 커졌

지만 체 처리해야 할 임 상의 크기도 증가하

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를 해서는 보다 높은 동작

주 수에서도 동작하는 효율 인 설계가 필요하게 되

었다.

표 1. 상크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최소 
동작 주 수 (30 frames/s)

Table. 1 According to the Image Size of the 
Data Throughput and Minimum Operating Frequency 

(30 frames/s)

구분
데이터처리량

(pixel)

동작 주 수

(MHz)

2K(2048x1080) 99,532,800 100

4K (4096x2160) 398,131,200 399

8K (8192x4320) 1,592,524,800 1,600



고성능 HEVC 복호기를 한 효율 인 32x32 역변환기 설계

955

표 1은 상크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최소 동작

주 수를 나타낸다. 4K UHD 상을 처리하기 해서는 

당 398,131,200 pixel을 처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요구

되어지는 최소 동작 주 수는 399MHz이다. 상크기가 

커질수록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많아지고 요구하

는 동작주 수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Ⅲ. 제안하는 역변환 알고리즘

3.1. 행렬의 재구성

DCT, 는 DCT를 기본으로 하는 변환 알고리즘은 

JPEG(Joint Photography Experts Group) 이후 여러 가지 

상압축코덱에서 채택되어왔다.  DCT를 구 하는 여

러 가지 방법들이 발표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 채택한 

방법은 변환행렬을 두 개의 행렬로 재구성하여 연산량

을 이는 행렬 재구성 방법이다.

그림 2는 HEVC의 32x32 역변환행렬의 계수 계를 

나타낸다. 16x16, 8x8, 4x4 변환행렬은 32x32 변환행렬의 

subset을 이루고 있고 32x32 행렬이 동작 주 수를 결정

하는 최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32x32 변

환블록의 구 에 을 둔다.

그림 2. Subset을 이루고 있는 역변환 행렬의 
계수 계

Fig. 2 Inverse Transform Coefficient of Subset 
Relationship

그림 3은 HEVC의 32x32 역변환 행렬을 나타낸다. 

32x32 변환행렬이 상하 칭이 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두 

개의 16x16 행렬로 재구성 할 수 있다.

그림 3. 32x32 역변환 행렬
Fig. 3 32x32 Inverse Transform Matrix

그림 4는 재구성된 16x16 행렬을 나타낸다[4]. 행렬을 

재구성함으로써 체 곱셈 횟수가 어들어 연산량을 

일 수 있다. 

그림 4. 재구성된 두 개의 16x16 역변환 행렬
Fig. 4 Two Reconstructed 16x16 Inverse 

Transform Matrix
 

3.2. 쉬 트, 덧셈 연산만을 이용한 상수곱셈기 구성

일반 으로 사용하는 곱셈기는 임의의 변수와 변수

의 입력을 제로 하여 구성된다. 임의의 입력 숫자에 

하여 응해야 하기 때문에 범용성을 갖추기 해 하

드웨어의 크기도 커지고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

한다. 그러나 곱셈기의 입력  하나가 상수일 경우에

는 상수를 2의 제곱승을 이용하여 표 할 수 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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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곱승은 하드웨어로 구  시 시 트 로직으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량을 일 수 있다. 체 상수와 

변수의 곱셈기는 제한된 시 트 연산과 덧셈기로만 이

루어지고 그 만큼 면 과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 수식 (1)부터 (3)까지는 상수와 변수의 곱셈의 를 

나타낸다. 

     (1)

×    ×  (2)

×   × × × (3)

식 (1) ~ (3)과 같이 상수는 2의 제곱승으로 표 한 후 

쉬 트연산과 덧셈연산만으로 구  할 수 있다. 

3.3. 제안하는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역변환기 구조는 동작주 수

를 최종 으로 결정하는 32x32 행렬을 16x16 행렬로 

재구성하 으며, 쉬 트와 덧셈기로 구성된 행렬 연

산을 사용하여 연산을 간단히 하 다. 한 멀티 사이

클 패스를 구 하여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연산

부분을 낮은 주 수에서도 동일한 양을 처리하도록 

설계하 다.

기존의 행렬 연산 방법은 행렬의 열 만큼의 변수와 변

수 곱셈기를 이용하여 입력데이터의 처리량 만큼 연산

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제안하는 구조는 역변환기

의 특성이 상수와 변수의 곱셈으로 이루어짐을 이용하

여 일반 인 곱셈기가 아닌 시 트와 덧셈기로 연산이 

가능한 상수와 변수 곱셈기를 이용하 다. 

상수곱셈기를 이용할 경우 고유한 개개의 상수를 곱

하기 해서 별도의 곱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렬 연

산을 해서는 행렬을 구성하는 상수의 종류 만큼 곱셈

기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구 하는 행렬의 경우

를 용시키면 재구성된 16x16 행렬 1개를 계산하기 

해 32개의 상수곱셈기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 인 경우의 변수곱셈기를 용할 경우 16개가 

필요한 것에 비교하면 2배의 곱셈기가 소요되지만 개별 

곱셈기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체 크기는 상수곱셈

기의 경우가 더 작아지게 됨을 최종 하드웨어 설계를 통

해 확인하 다.

그림 5는 재구성된 16x16 행렬의 계산을 나타낸다. 각

각의 행렬 연산은 쉬 트와 덧셈연산만으로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5. 재구성된 16x16 행렬 계산
Fig. 5 Operation of a Decomposed 16x16 Matrix

한편 상수곱셈기의 숫자가 실시간 처리를 한 최소

곱셈기의 숫자보다 2배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은 

2배가 된다. 하지만 실시간 처리를 한 단  시간당 데

이터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림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처리하고도 시간이 남게 된다. 

그림 6. 단일 사이클 동작 모드
Fig. 6 Single Cycle Oper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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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곱셈 연산이 체 블록

에서 동작 주 수를 결정하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곱셈기 연산 

부분을 멀티 사이클 패스로 구성하 다. 사이클 패스를 

멀티 사이클 패스로 구 함으로써 동일한 양의 데이터

를 처리할 경우 보다 낮은 주 수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그림 7. 멀티 사이클 동작 모드
Fig. 7 Multi Cycle Operating Mode

Ⅳ. 제안하는 구조의 검증  

성능 비교

제안하는 역변환기 구조를 TSMC 0.18um 표  셀 라

이 러리를 사용하여 IDEC에서 지원하는 Synopsys 툴

로 합성한 결과 총 게이트(2-입력 NAND게이트 기 ) 수

는 35k이다. 표 2는 제안하는 구조와 기존의 다른 구조간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2. 역변환 하드웨어의 합성 결과  비교
Table. 2 Synthesis Result and Comparisons of The 

inverse Transform  Hardware

비교
구분

Park[5] 제안한 구조

공정 0.18㎛ 0.18㎛

동작주 수* 300MHz 200MHz

게이트 수 52.3K 35K

곱셈기 사용 No No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Park[5]에서 제안한 구조의 

연구 결과보다 31% 작은 면 으로 구 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제안한 구조는 낮은 주 수에도 동일한 양

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력 소모를 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HEVC 복호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곱셈기를 사용하지 않고 력 동작이 가능하도록 

낮은 주 수에서 동작하는 면 의 HEVC용 32x32 역

변환기를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역변환구조는 

곱셈기 신 시 트와 덧셈기만을 사용하 고, 32x32 기

본행렬을 두 개의 16x16 행렬로 재구성하여 연산을 단순

화하 다. 한 단  시간당 일정한 데이터량을 처리하

기 해 연산 과정  여분의 사이클을 이용하여 병목

상이 발생하는 곱셈기 연산 부분을 멀티 사이클 패스로 

구성하 다. 멀티 사이클 패스로 구 함으로써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곱셈과 덧셈 연산 부분을 보다 낮은 주

수에서 동작시켜도 동일한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

으며, TSMC 0.18um CMOS 공정 라이 러리를 이용하

여 합성한 결과 게이트 수는 기존의 구조보다 30% 이상 

감소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는 치메모리를 결합하여 

2-D 역변환기로 용이하게 확장 가능하며 용된 방법은 

부호기용 순방향 변환기에도 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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