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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술에서는

효율적인

영상

압축을

위해

Coding Unit(CU), Prediction Unit(PU), Transform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is the next
generation standard of video coding to improve
compression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previous
compression standards. We propose a highperformance, low-area Deblocking filter in HEVC
with single-port memories. With the proposed singleport odd and even memory structure taking up low
area, each pixel of block boundary can be filtered
without structural hazard. As a result, the proposed
Deblocking filter can reduce area for memory by 25%
and support 8K resolution @60fps application with
218MHz working frequency in real time.

unit(TU)과 같은 연산 단위를 사용한다. CU는 최대

I. 서론

용한다. HEVC의 Deblocking 필터의 경우 H.264에서와

64x64 픽셀의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Large
Coding Unit(LCU)라 하는데, 이는 다시 32x32, 16x16,
8x8 픽셀 크기를 갖는 더 작은 단위의 CU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각 CU는 그 내부에서 다시 PU 단위로 나
눠져 Prediction을 수행하게 되고, TU 단위로 변환 및
양자화가 이루어진다. 즉, 영상 압축을 위해 수행되는
예측, 변환, 양자화가 CU 내에서 PU 및 TU 단위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각 유닛 블록들의 경계에서 픽셀 값들
의 불연속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visible artifact로
이어져 영상 품질을 저하시키게 된다[1].
이와 같은 이유로 HEVC 부호기 및 복호기는 블록 경
계에서 불연속성을 줄이기 위한 Deblocking 필터를 사
다르게 최소 8x8픽셀 크기를 갖는 블록의 경계에 대해
서만 필터링을 수행하며, 경계 결정, 경계 강도(Bs) 계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는 H.264/

산, 필터링 강도 결정, 필터링 수행과 같은 단계를 거쳐

MPEG-4에 이어 표준화 된 차세대 동영상 부호화 기

필터링이 이루어진다. 이 때, 경계 양쪽에 위치한 각 블

술이며, H.264와 비교하여 주관 화질 기준 두배, 객관

록들의 필터링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질 기준 1.5배 가량의 압축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속

4K 또는 8K와 같은 UHD 영상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Deblocking 필터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

HEVC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1].

병렬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는 기존 Deblocking 필터들은 기
본적으로 on-chip memory로부터 각 경계 양쪽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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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 Q블록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어와 필터링을 수행
하고, 필터링 된 픽셀 데이터를 다시 해당 메모리 위치에
저장한다. 즉, 파이프라인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Read 연산과 Write 연산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structural hazard가 존재하게 된다. 기존의 필터 구
조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임시 버퍼를 사용
하거나[2] On-chip 메모리 구조로 이중 포트 메모리를
사용하였다[3][4][5].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버퍼 access 동작이 필요하며, 후자인 이중 포트 메모리
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일 포트 메모리에 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구현 시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
에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그림1. 전체 블록다이어그램

structural hazard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포트 메모리구
조와 access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의 이중 포트 메모
리의 절반의 Depth를 갖는 단일 포트 메모리 두 개를
사용하여 교차 access를 수행함으로써 기존과 동일한
전체 메모리 depth를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access
횟수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필터 구조를 제시
한다.

II. 본론
2.1 전체 필터 구조

그림2. 기존 메모리 구조

그림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Deblocking 필터의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을 모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32x32 사
이즈의 quarter LCU(이하 qLCU) 단위로 필터링을 수행
하며, 필터 동작 컨트롤과 경계 결정 연산을 수행하는
control unit과 경계 강도(Bs)계산, 필터링 강도 결정, 필
터링 연산을 수행하는 datapath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필터링이 수행되는 각 경계의 P, Q블록을 동시에 읽고
쓰기 위한 메모리가 각각 존재한다. Control unit 및
datapath에서의 연산은 파이프라인 구조로 수행되며,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연산은 다음과 같다.
1) 단계1(MR) : 메모리로부터 P, Q 블록의 픽셀 데이
터를 읽고, 동시에 경계 결정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3. 제안된 메모리 구조

2) 단계2(BS) : 각 블록의 예측모드, 모션벡터 등의 데
이터를 통해 경계 강도(Bs)를 계산한다.
3) 단계3(FS) : 앞 단계에서 계산된 Bs값과 beta,  값

2.2 기존의 메모리 구조

을 이용하여 해당 경계의 필터링 강도를 결정한다.

그림2는 기존의 Deblocking 필터에서 사용된 메모리

4) 단계4(FIL) : 결정된 필터링 강도에 따라 P, Q블록

구조를 모사하고

의 픽셀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이 수행된다.

access 하기 위해 각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5) 단계5(MW) : 필터링 된 픽셀 데이터를 다시 on-

를 따로 구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읽기/쓰기를 수행하기

chip 메모리에 저장한다.

위해 이중 포트 메모리를 사용한다. 보다 자세히 qL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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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를 8x8 블록으로 나누었을 때, 각 블록 경계의 왼
쪽(수직 경계) 또는 위쪽(수평 경계)의 4x4픽셀 블록이
P블록에 해당하며, 오른쪽 또는 아래쪽의 4x4픽셀 블록
이 Q블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개의 메모리는 이러한
P, Q블록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며, 한 번에 각 P, Q블
록의 전체 픽셀 값을 access할 수 있도록 128bit width

그림4. 파이프라인 연산 과정

를 갖는다[5].
2.3 제안된 메모리 구조
그림3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Deblocking 필터에서 사
용된 Half-sized 홀수/짝수 단일 포트 메모리 구조를 모
사하고 있다. 기존의 P, Q블록을 위한 두 개의 이중 포트
메모리를 절반의 크기를 갖는 단일 포트 메모리로 나누었
으며, 나누어진 두 개의 홀수/짝수 메모리는 각각 홀수 번
째와 짝수 번째 P, Q블록 데이터를 저장한다. 제안된 각
홀수/짝수 메모리를 교차로 read/write 함으로써 이중 포
트 메모리 사용 없이 structural hazard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4는 제안된 메모리 구조를 이용하기 위한 파이프라
인 연산을 보다 자세히 모사한 것이다. 각 파이프라인 연산

그림5. 필터링 전 영상

을 통해 홀수, 짝수 번째 P, Q블록 데이터가 번갈아가며 필
터링 된다. 한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
실제로 MR, MW 단계의 이전 단계에서 메모리에 주소 값
및 Read/Write 신호를 인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4에서
Pre 단계와 FIL 단계를 수행할 때 메모리 컨트롤이 수행된
다. 즉, 제시한 메모리 구조를 이용하여 홀수/짝수 메모리를
각각 읽고 쓰기 위해서는 Pre단계와 FIL단계가 병렬로 수
행 될 때 각 메모리를 access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MR과 BS 단계 사이에 Delay 단계가 추가되었다.
그림4에서는 필터링이 끝난 블록1(홀수) 데이터를 홀수 메

그림6. 필터링 후 영상

모리에 저장하면서 동시에 짝수 메모리로부터 블록6(짝수)
데이터를 읽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메
모리 구조와 access 방식을 통해 동일한 access time에서
필터링을 수행 할 수 있다.

III. 구현
Verilog HDL을 이용하여 제안된 메모리 구조를 사용
한 Deblocking 필터를 구현하였다. 그림5, 그림6을 통
해 각각 필터링 전 후의 영상을 모사하였고, 보다 자세

<필터링 전>

<필터링 후>

그림7. 필터링 전 후 확대 영상

한 필터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7을 통해 확대한
영상을 모사하였다. 필터링의 결과로 각 블록의 경계가
비교적 부드러워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8은 홀
수/짝수 메모리로부터 교차 순서대로 블록 데이터가
Read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이다.
표1은 설계된 Deblocking 필터를 65nm CMOS 공정
을 이용하여 합성한 결과이다. 도시한 값은 equivalent
그림8. 메모리 교차 읽기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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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메모리 구조 및 동작
방식을 통해 기존의 필터와 비교하여 메모리 크기를
25%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감소된 면적을 통해 비
용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절약된 면적에 추가적인 동작
속도 향상을 위한 병렬처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제
안된 필터의 경우 8K 해상도 @60fps 영상을 처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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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클락 주기보다 감소시키면 더 낮은 동작 주파수에
서 실시간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제안된 메모리 구조를 가지면서 동시에 휘도성분 블록과
색차성분 블록을 병렬 처리할 수 있는 필터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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