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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264/AVC (MPEG-4 Part 10) is an emerging
video compression standard to be used in digital broadcasting and storage system. The main advantage of
H.264/AVC is high compression ratio achieved by exploiting 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
(CABAC). However, since the decoding procedure of
CABAC is very sequential in nature, it is difficult to exploit parallelism in algorithmic level. To meet the realtime constraints with a given operating frequency, the
number of cycles to decode a bin should be minimized.
This paper presents efficient hardware architecture to
decode CABAC codewords with the performance targeted
at 1xHD real-time decoding.
Keywords: video compression, BAC, CABAC, H.264,
MPE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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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그림 1 H.264/AVC 의 CABAC 부호화 및 복호화 블록도
Global Bus

H.264/AVC (MPEG-4 Part 10) [1]는 MPEG-2 비디오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 압축 표준이다. H.264/AVC 의
가장 큰 장점은 MPEG-2 와 비교하여 비슷한 화질을
얻으면서도 훨씬 향상된 압축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축률은 주로 CABAC (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이라는 부호화 방식에
기인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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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AC 은 기존의 AC (Arithmetic Coding) [3]에 더하여
MPS (Most Probable Symbol)이 나타날 확률을
컨텍스트에 따라 변화하도록 한 것이며 그림 1-(a)와
그림 1-(b)는 각각 CABAC 의 부호화 및 복호화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H.264/AVC 로 부호화된 영상을 복원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는 CABAC 의 복호화가
너무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BAC 의
특성 상, 한 개의 bin (binarization 과정을 거쳤을 때
심벌에 대응되는 bin string 을 이루는 하나의 비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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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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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복호화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bin 에 대한
복호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CABAC 복호화의
알고리즘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병렬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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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림 2 와 같은 시스템에서 신택스
프로세서를 보조하는 코프로세서로 동작하며 150MHz
의 동작 주파수에서 1xHD 영상을 실시간으로 복호화
할 수 있는 CABAC 복호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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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Context model Loading)
context model (pStateIdx,
valMPS)

CABAC 의 분석

한 개의 bin 을 복호화할 때에는 그림 3 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한다. CS (Context Selection, 컨텍스트 선택)
단계에서는 현재의 SE 종류와 bin 의 인덱스에
기반하여 ctxIdx (컨텍스트 인덱스)를 계산한다.
ctxIdx 는 0 에서 398 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CL
(Context Loading) 단계에서 399 개의 pStateIdx (확률
상태 인덱스) 및 valMPS (MPS 의 값) 쌍 중에 한 쌍을
고르기 위해 사용된다. pStateIdx 와 valMPS 의 쌍을
통상적으로 컨텍스트 모델이라 칭한다. 이렇게 얻어진
컨텍스트 모델과 오프셋 및 범위값이 BAC 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BAC 단계에서는 한 비트의 심벌,
즉 0 또는 1 이 출력으로 나오며, 이를 받아들인 BM
(Binari-zation matching) 단계에서 현재까지 모아진 bin
string 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유효한 bin
string 인 경우에는 현재 SE 에 대한 복호화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S 단계로 돌아가 다음 bin 의
복호화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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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in 한 개에 대한 CABAC 복호화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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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st ordinary case
binIdx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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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CS, BAC, 그리고 BM 은 논리 연산에 의해
이루어지며, CL 과 CU 는 메모리 접근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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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ctxIdx is identical to the previous one, the context model is
forwarded and the CL stage is skipped.
binIdx = 0
binIdx = 1

복호화 방식

binIdx = 2

CABAC 복호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bin 을 복호화하는데 걸리는 사이클 수를
최소화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한 bin 을 복호화하는데
걸리는 평균 사이클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분리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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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bin 이 복호화 될 때마다 해당 컨텍스트 인덱스에
대한 컨텍스트 모델의 값이 변화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BAC 단계가 완료된 후에는 이 새로운 값으로
컨텍스트 모델 표를 갱신하는 단계 (CU)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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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Bin 의 복호화의 최적화

내부 메모리를 사용하여 메모리의 읽기 및 쓰기가 1
사이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때, 2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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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en context selection depends on the previous decoded bin value

그림 4 CABAC 복호화의 파이프라이닝
나열한 각 단계들은 모두 1 사이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경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CS 단계인데 이는 SE 종류에 따라 상당히 많은 조건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검사하며 그 조건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매크로 블록들의 정보를
메모리로부터 읽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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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중 조건에 따른 판단은 모두 논리 회로를
사용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접 매크로 블록의 정보를 읽어오는 것은
여전히 수행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한 개의 매크로 블록을
복호화하기 시작할 때, 인접 매크로 블록의 정보를
한꺼번에 읽어서 레지스터에 저장해놓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CS 를 수행할 때마다 메모리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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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ABAC 복호기의 데이터패스 구조

평균 복호화 시간의 최소화

B MB

한 SE 가 여러 개의 bin 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각의 bin 에 대한 복호화를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 bin 의 컨텍스트 인덱스와 다음 bin 의 컨텍스트
인덱스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4-(a)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파이프라인을 묘사하고 있다.
이전 bin 의 컨텍스트 인덱스가 현재 bin 의 컨텍스트
인덱스와 동일할 경우에는 이전 BAC 단에서 나온
새로운 컨텍스트 모델이 현재 BAC 단의 입력으로
포워딩 된다 (그림 4-(b)). 소수의 경우 현재의
컨텍스트 인덱스가 이전에 복호화된 bin 값에 의존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파이프라인은 그림 4-(c)와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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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AC 과 BM 은 그림 3 에서와 달리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BM 이 현재의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은 0 또는 1 밖에 없고
그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 때 유효한 bin string 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2

MBADDR_UNIT

A MB

(a) Neighbor macroblocks used for
context selection

Bank 1

복호기의 구조

Bank 2

B Bank

A MB ptr
currMB ptr
(b) A MB ptr and currMB ptr are
exchanged as decoding proceeds
across another macroblock.

CABAC 복호기는 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슬라이스 수준 이하의 모든 SE 들을 복호화한다. 이
과정은 하나의 FSM (유한상태기)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 TOP_FSM 은 다시 단일 SE 의 복호화를 제어하는
하위 FSM (CABAC_FSM)을 제어한다. CABAC_
FSM 은 그림 5 와 같은 데이터패스를 제어한다.

그림 6 인접 매크로블록 및 해달 레지스터 집합

데이터패스를 이루는 블록들은 크게 2 절에서 나열한
복호화의 단계들을 담당하는 기능 블록들 (CTX_UNIT,
BAC_UNIT, BM_UNIT)과 이들에게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록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NRB
(Neighbor Register Bank)는 인접 매크로 블록 및 현재
매크로 블록의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
레지스터 집합의 각 부분들은 CS 를 수행하는 CS_
UNIT 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상태 레지스터 (status register)는 복호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 정보 (화면 크기, CABAC 초기화 인수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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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두고 있는데 이들은 각 기능 블록에 직접
연결된다. MBADDR_UNIT 은 현재 매크로 블록의
주소를 계산하며 여기서 계산된 주소를 바탕으로
NS_UNIT 은 인접한 매크로 블록 및 서브 블록의
주소를 계산한다.
BAC_UNIT 에서 bin 복호화를 수행할 때 코드 오프셋
값을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
림 버퍼 (BSB_UNIT)를 통하여 공급 받는다.
BSB_UNIT 은 내부적으로 32 비트 크기의 버퍼를
가지고 있으며 버퍼가 빌 때마다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비트스트림을 읽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복호화 과정이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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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AC 복호기를 제안했다. 실시간 복호화가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여 (1) CABAC 복호화에 필요한 각
단계를 1 사이클에 수행되도록 하였고 (2) BAC 와
BM 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bin 당 소요 사이클
수를 줄였으며, (3) 연속되는 bin 을 복호화할 때
파이프라인을 도입하여 bin 당 평균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컨텍스트 선택을 할 때 참조하는 인접 매크로 블록은
대부분의 경우 그림 6-(a)와 같이 현재 매크로 블록의
좌측 (A)과 상단 (B)의 매크로 블록이 된다. 레지스터
집합에는 이 인접 매크로 블록들의 정보가 저장되며
다음 매크로 블록으로 복호화가 진행할 때에는 그림 6(b)와 같이 A 블록을 가리키는 인덱스가 바로 이전의
현재 매크로 블록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집합을
가리키게 된다. 또한 B 블록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집합에는 메모리 (Neighbor Memory)에서 읽어온
정보를 저장한다.

5

이러한 실시간 복호기는 고성능을 요구하는 차세대
디지털 텔레비전 등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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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은 H.264/AVC Main Profile 로 압축된 HD (1920x
1088) 영상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표 1 HD 영상에 대한 통계
Profile/Level
Frame Sequence
Bitrate
Bits used for CABAC
codeword
# syntax elements
# bins
Average # of bins per
SE
Skipped Macroblocks
Average # of SE for
non-skipped MBs

Main Profile, Level 5.0
1920x1088 25 Hz, 25 frames
37.64 Mbps ≈ 40 Mbps
36 Mb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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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서 보듯이 SE 한 개당 복호화되어 나오는 bin 의
개수가 1.2 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첫 번째 bin 에 대한
복호화 시간을 줄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안한 파이프라인에 의한 복호화에서는 n 개의
bin 을 복호화할 때 평균적으로 3 + n 사이클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SE 한 개당 평균 4.2 사이클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크로 블록
한 개를 시작할 때마다 인접 매크로 블록의 정보를
읽어오고 이전 매크로 블록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시간이 25 사이클 소요된다. 따라서 매크로
블록 한 개당 평균 25 + 4.2 x 300 = 1285 사이클이
소요되며, 표 1 에 근거하여 전체 매크로 블록 중 약
절반이 스킵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1 초 분량의 프레임
시퀀스를 복호화 하기 위해서는 총 13,107,000
사이클이 소요된다. 이는 150 MHz 의 주파수로 동작
시켰을 때 충분히 실시간으로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연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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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에서는 150 MHz 의 동작 주파수로 H.264/AVC
로 압축된 1xHD 영상을 실시간으로 복호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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