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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ardware

loop

점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우리

high

는 최신 압축 표준에 해당하는 H.264/AVC보다 좀 더

throughput and low area is proposed for improving

뛰어난 압축효율을 보여주는 표준이 필요로 하게 되었

the subjective video quality. The main idea for the

다. 그리하여 생긴 차세대 영상 압축 표준이 High

ALF is to minimize the mean square error between

Efficiency Video Coding(HEVC)에 해당한다. High

original pixels and decoded pixels by using Wiener

Efficiency

filter. In this architecture, a combination of 9×7-tap

MPEG(Moving

cross shape and a 3×3-tap rectangular shape is used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로 구성된 Joint

for the filter shape. This work is focused on the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JCT-VC)에 의

filtering process assuming that the filter coefficients

해 개발되었다. HEVC는 H.264/AVC에 비해 동일한

are

is

visual quality상에서 50%의 비트율 감소를 목표로 삼

implemented in 130nm CMOS process, and achieves

고 있다[1]. HEVC상에서 압축효율을 올리기 위한 여

the result that reduces gate count(NAND2) about

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

20% compared to existing hardware at maximum

서 주로 양자화에 의해 발생한 오류들을 보상함으로써

operation frequency(416MHz).

주관적 화질을 높이는 적응적 루프 필터링 기술(ALF)

filter(ALF)

known.

design

cores

The

for

the

characterized

proposed

adaptive
by

the

architecture

Video

Coding(HEVC)는

Picture

Experts

Group)과

ISO/IEC
ITU-T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 서론

ALF는 Wiener filter에 기반을 두고 원본 영상과 복
원된 영상 간의 최소자승오차를 줄이는 기술에 해당된

최근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은 High Definition(HD)

다. ALF를 통해 필터링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필터 모

를 뛰어 넘어 Ultra High Definition(UHD)와 같이 매

양과 그 필터 모양에 맞는 필터 계수들을 필요로 하게

우 고해상도 및 고화질의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필터

모양을

HEVC

Model(HM)-7.0에서 채택하고 있는 9×7의 십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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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3×3의 직사각형 모양이 합쳐진 형태를 이용하였

값에 해당되면 그 값을 그대로 필터링 된 픽셀 값으로

다[1]. 이는 symmetric한 형태를 띄고 그에 따라 계수

얻어내고 아니라면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255보다 클

들도 symmetric한 특성을 띄기 때문에 filtering 될

때는 255로 clipping 시켜서 필터링 된 픽셀 값을 얻어

pixel값 계산 시 수행되는 multiplication수를 줄일 수

내게 된다. 이 때 얻어진 필터링 된 픽셀 값은 필터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양에서 센터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다(그림1에서 C9

본 논문에서는 ALF를 통해 filtering을 계산하는 과

에 해당하는 위치).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정 즉, ALF core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

다.

고자 노력하였다. high throughput과

        ×       ×         ×  
    ×         ×       ×   
    ×         ×       ×   
 × 

low area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high throughput
측면은 이미 타 연구에서 고려한 설계가 존재하여 이
를 응용하였고[2] 본 연구에서는 low area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계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design한

hardware를 130nm CMOS 공정에서 합성을 하였으며
이 때, 최대 416MHz에서 동작함을 알 수 있었고, 면적

    ≫  ≤ 


     
    ≫  ≥ 

    ≫  

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Equivalent 2-input
NAND gate count가 20%가량 감소하였다.

II. 본론
ALF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하위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3] 첫 째, 그림의 바깥쪽 경계나
filtering 하고자 하는 Block의 경계에서는 필요한 픽셀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이웃한
픽셀 값들로 채워주는 boundary padding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hardware design을 할
시에는 이미 padding이 완료되어 있는 값을 sample로
이용하였으므로 이 과정은 생략되었다. 두 번째는 필
터 계수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이는 과거의 그림
또는 현재의 그림을 이용한 통계적 특성을 통해 구해
진다. 이 또한 본 연구에서는 hardware로 구현하지 않

그림 1 Filter coefficients and

았으며 이미 필터 계수는 주어진 입력값으로 간주하였

Input pixel value.

다. 마지막 과정이 주어진 sample과 필터 계수들을 이
용해서 필터링을 수행하는 과정인데 여기가 본 연구의
핵심부분에 해당된다. 본 section에서 이 부분에 대해

2.2 High Throughput
2.1에서 설명한 필터링 과정을 high throughput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방향인

pipelining 기술을 적용하였다.[2] 하지만 기존에 연구

2.1 Filtering
Filtering을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어

되어 있는 방식은 단순히 timing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진 필터 계수와 그 필터 계수가 있는 위치에 대응되는

연산마다 pipelining을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

픽셀 값을 각각 곱한다. 이 때 필터의 모양이 대칭적

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고 그에 따라 필터 계수 값들도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용해 timing을 분석하여 pipeline stage수를 줄였다.

같은 필터에 대응되는 픽셀 값들에 대해 먼저 합을 취

본 연구에서 구현한 ALF Core Hardware는 총 3

한 후 곱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한 후

pipeline stage이다. 첫 번 째 stage에서 각 계수마다

픽셀 값의 비트 깊이인 8bit에 해당하는 만큼 반올림

겹치는 픽셀 값들을 더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곱셈을

(128을 더하고 8bit 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키는 과

진행하며 두 번 째부터 clipping 전 stage까지는 나온

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그 값이 0과 255 사이의

결과 값들을 모두 합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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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이용). 그리고 마지막 stage에서 clipping 작업을

먼저 pixel값들에 대한 정보는 bit depth가 8bit로 고정

수행함으로써 필터링 된 픽셀 값을 얻어낸다. 이를

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register의 크기나 functional

Design 한 ALF core구조가 그림2에 나타나있으며 이

unit으로 들어가는 input depth를 줄일 수는 없다. 하

에 쓰인 Component들이 표1에 나타나있다.

지만 필터 계수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필터 계수의
경우, 필터 모양에서 센터 값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

Components
Input Samples
Coefficients
Ripple Adders
Carry Save Adders
Multipliers
Clipping
Pipeline Stage

Count

며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계수의 값이 작은 성질을 나

19
10
10
9
10
1
3

타낸다. 그러므로 필터 계수들의 bit depth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필터
계수들의 bit depth를 10bit로 정의하고 있다[1]. 이 bit
depth를 최적화를 시킨다면 줄어드는 bit depth에 따라
서 연결된 register의 면적과 functional unit의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bit depth의 최적화를 위해 HM7.0

표 1 ALF core components

software reference code[5]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
상에 대해 100 frame이상 인코딩 해보면서 필터 계수
들의 통계자료를 얻어내었다. 그에 따라 최적화된 필
터 계수의 bit depth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2에 나타나
있다.

Coefficients











Bit depth
5
6
7
8
7
7
7
7
8
9

표 2 Bit depth of filter coefficients

Ⅲ. 구현
본론에서
hardware를

그림 2 Proposed ALF core hardware architecture

제안된

고성능

Verilog

및 저면적

HDL을

ALF core

이용해서

설계하여

Verification을 수행하였다. 130nm CMOS 공정 환경에
서 이 design을 합성하였으며 이 때, 기존연구의 경우

2.3 Low Area
그림2의 ALF core hardware architecture를 보면 첫
번째 pipeline stage에서 상당히 많은 functional unit들
(특히 multiplier)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에
연결된 pipeline register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이 functional unit들 자체의 면적과 functional
unit으로 들어가는 input이 저장되는 pipeline register
들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인 ALF core
design의 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접근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maximum operation frequency는 대략 500MHz로 나
타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의

경우

대략

416MHz로 나타났다. 하지만 maximum frequency의
경우 실시간에서 영상에 대해 처리할 때 전체적인 시
스템 관점에서 고려하면 416MHz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인 low area 측면에서
의

결과는

합성

결과로

알

수

있는

Gate

count(2-input NAND)를 이용해서 증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결과를 표3에 정리하였다. Gate count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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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을 때 필터 계수들의 bit depth를 10bit으로 고

적인 ALF Top 모듈을 만드는 것이 되겠다.

정하고 timing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형태의
pipelining을 통해서 구현했을 때(기존 연구)에 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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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의 경우 20%정도 gate count가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현재 제안한 hardware design은 ALF 프로세스 중
에서도 filtering을 수행하는 ALF core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나머지 하위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boundary padding과 필터 계수
들을 추출하는 과정 또한 hardware로 design해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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