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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및 그 방법

(57) 요약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분할부는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

크로 블록으로 나누고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소정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한다. 저장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메모리 할당부는 서로 인접한 파티션들은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

에 대응시킨다. 이로써, 영상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 소요되는 총 사이클 수를 감소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1a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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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나누고,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버스트 모드에서 한 번의 주소

할당 후 연속하여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분할부;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을 포함하는 저장부; 및

상기 파티션들 중 서로 인접한 파티션들을 상기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키는 메모리 할당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할당부는 상기 파티션들과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

고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부는 영상을 16x16 byte 크기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4x8 byte 크기의 파티

션으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4개의 메모리 뱅크로 구성되고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부는 chroma 데이터의 Cb 및 Cr 성분을 격주사 방법으로 배치한 영상 데이터를 만든 후 상기 영상 데이터를 매

크로 블록으로 나누고 상기 매크로 블록을 소정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

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68302

- 2 -



상기 분할부는 상기 영상 데이터를 제1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각각의 제1매크로 블록을 홀수 필드 및 짝수 필드

로 구분한 후 상기 각각의 필드로 구성되는 제2매크로 블록을 소정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

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8.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로 구성되는 저장부;

영상 데이터의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며 버스트 모드에서 한 번의 주소할당 후 연속하여 액세스 가능한 크기의 파티션들 중

인접한 파티션들을 상기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키고, 상기 파티션들과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메모리 할당부;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속한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매크로 블록 및 파티

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주소 대응 참조표를 참조하여 상기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저장된 상기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위치한 상기 메모리 뱅크의 주소가 상기 주소 발생부에 의해 생성되면, 상기 생

성한 주소를 기초로 상기 저장부로부터 해당하는 데이터를 독출하는 데이터 액세스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할당부는 상기 영상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매크로 블록 및 상기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 각각 고유의 인덱스 번호를 부여하고 상기 인덱스 번호와 상기 메모리 뱅크의 주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인지 필드 단위인지 파악하는 부호화 방법 파악부;

상기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프레임 단위 파티션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필드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상기 필드 단위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분할부;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을 포함하는 저장부; 및

상기 파티션들 중 서로 인접한 파티션들을 상기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키는 메모리 할당부;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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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할부는 버스트 모드에서 한 번의 주소할당 후 연속하여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크기의 파티션으로 상기 매크로 블록

을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파티션들과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주소 대응

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나누는 단계;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버스트 모드에서 한 번의 주소할당 후 연속하여 액세스 가능한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단

계;

상기 파티션들 중 인접한 파티션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

모리 뱅크들에게 대응시키는 단계; 및

상기 파티션들이 대응되는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 상기 파티션들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파티션 분할 단계는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홀수 필드 및 짝수 필드로 구분한 후 상기 각각의 필드별로 상기 매크

로 블록을 소정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

청구항 18.

영상 데이터의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파티션들 중 인접한 파티션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들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파티션들이 대응되는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 상기 파티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속한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파티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소정 위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티션이 위치한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상기 주소 대응 참조표를 참조하여 생

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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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티션의 크기는 버스트 모드에서 한 번의 주소할당 후 연속하여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위치한 상기 메모리 뱅크의 주소가 생성되면, 상기 생성한 주소를 기초로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터 해당하는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

핑 방법.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인지 필드 단위인지 파악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프레임 단위로 파티션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필드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상기 필드 단위로 파티

션하는 단계; 및

상기 파티션들 중 서로 인접한 파티션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들에게

대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파티션의 크기는 버스트 모드에서 한 번의 주소할당 후 연속하여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파티션들과 대응되는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 상기 파티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

청구항 23.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뱅크 구조를 이용한 메모리 맵핑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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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4/AVC 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MPEG 및 ITU-T VCEG의 협력 프로젝트인 JVT(Joint Video Team)의 표

준화 기술이다("Text of ISO/IEC FDIS 14496-10:Information Techonology -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 - Part

10: Advanced Video Coding", ISO/IEC JTC 1/SC 29/WG 11.n5555, March 2003).

도 1은 H.264/AVC 표준에 따른 디코더의 개략적인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디코더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엔트로피 복호화기(P1)(105), 예측부(P2)(110) 및 Deblock 필터

(P3)(115)가 매크로 블록 단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작한다. 매크로 블록단위의 파이프라인 동작의 컨트롤과 영상

(picture) 데이터의 헤더 정보의 파싱(parsing)은 RISC 코어(P0)(100)가 담당한다.

코덱(codec)에는 두 개의 버스가 존재한다. 하나는 외부 버퍼(미도시), RISC 코어(100), 예측부(110) 및 Deblock 필터

(115)를 연결하는 외부 버스(135)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모듈(P0 내지 P3)(100,105,110,115)과 on-chip SRAM(120)

을 연결하는 내부 버스(130)이다. 그리고, 파서 버퍼(paser buffer)(140)와 PCI unit(145)이 내부 버스(130)에 연결된다.

RISC 코어(100)를 비롯한 각 모듈(105,110,115)들은 버스 마스터로써 동작하므로 연결된 버스들에 대한 마스터를 지닌

랩퍼(wrapper)가 필요하다. RISC 코어(100)는 인스트럭션(instruction) SRAM(155)에 직접 연결된다.

이하에서 전반적인 동작을 살펴본다.

PCI 슬래이브 인터페이스(slave interface)를 통하여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비디오 비트 스트림이 입력된

다. 이 스트림은 RISC 코어(100)에 의해 필요한 데이터 단위로 분리되고, 엔트로피 복호화기(P1)(105)에서 엔트로피 디코

딩되어 파서 버퍼(140)에 저장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 RISC 코어(100)와 엔트로피 복호화기(105)는 별도의 파서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파서 버퍼(140)의 크기는 하나의 매크로 블록을 디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파서 버퍼(140)에 저장된

데이터는 하나의 매크로 블록 단위로 엔트로피 복호화기(105)에 의해 읽혀지고 신텍스(syntax)별로 파싱이 진행된다.

파싱에서는 CAVLD(Context Adaptive Variable Length Decoding)와 CABAD(Context Adaptive Binary Arithmetic

Decoding)가 주된 계산이다. CAVLD unit은 RISC 코어(100)의 파싱 과정에서 Exp-Golomb code 연산을 돕기도 한다.

엔트로피 복화기(105)에서 디코딩된 데이터는 예측부(P2)(110)로 전달된다. 엔트로피 복호화기(105)와 예측부(110)는

양자 사이에 위치한 듀얼 온칩(Dual on-chip) SRAM(107) 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데이터 전달시

에 내부 버스(130)를 사용하지 않는다. 엔트로피 복호화기(105)는 엔트로피 디코딩을 하는 도중에 필요한 정보를 내부 버

스(130)를 통해 on-chip SRAM(120)에 액세스하여 얻는다. 일반적으로 on-chip SRAM(120)의 크기는 약 16KB 정도이

다.

예측부(110)는 듀얼 온칩 SRAM(107)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달받고 외부 버퍼로부터 참조될 데이터를 메모리 컨트롤러

(125)를 통해 얻는다. 예측부(110)는 외부 버스(140)를 통해 외부 버퍼의 데이터를 액세스 할 경우 bandwidth가 상당히

높다. 즉, 예측부(110)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 동시에 액세스하여야 하는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다. 특히, H.264/AVC 코덱

의 경우 종래의 다른 비디오 표준에 비해 액세스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많다.

예측이 끝나고 듀얼 온칩 SRAM(112)에 저장된 데이터가 deblcok 필터(115)로 전송된다. deblcok 필터(115)는 예측부

(110)에서 얻은 복원된 데이터의 블록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필터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SRAM에 저장한다. SRMA

에 저장된 결과는 외부 버퍼에 저장된다. SRAM에 저장된 계산 결과를 외부 버퍼로 전송하는 부분을 하나의 파이프라인

단계로 독립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

도 2는 예측에 필요한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 및 서브 매크로 블록의 파티션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예측부(110)는 최소 4x4 바이트 크기의 파티션에서 16x16 바이트 크기의 파티션까지 다양한 블

록 크기 단위로 예측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서브 매크로블록은 매크로블록을 8x8 바이트 크기 단위의 파티션으로 분할한

경우에 각각의 8x8 단위 블록을 가리키며, 필요에 따라 예측부(110)는 서브 매크로블록을 8x4, 4x8 또는 4x4 바이트 크

기로 나누어 예측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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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4 코덱에서 예측부는 luma 데이터의 경우에는 6탭 필터를 사용하고 chroma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진 보간(bilinear)

필터를 사용하므로 파티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주위의 데이터를 추가로 더 외부 버퍼에서 읽어야 한다.

예측부(110)가 4x4 블록 단위로 움직임 예측하는 경우는 16x16 또는 8x8 블록 단위를 이용하는 다른 코덱보다 데이터 액

세스 양이 많아진다. 따라서, Inter 예측의 경우 외부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효과적인 메모리 관리(Memory

management)가 매우 중요하다.

도 3a 내지 도 3c는 버스트 모드(burst mode)의 타임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도면이다.

버스트 모드(연속 기록/재생 방법)는 DMA(Direct Memory Access)를 통해 외부 버퍼에서 한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읽

음으로써 버스의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64비트(8바이트) 데이터 버스를 고려한다면, 도 3a는 한 번에 64비트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경우이고, 도 3b는 64

비트 데이터를 4번 동시에 액세스하는 경우이며, 도 3c는 64비트 데이터를 8번 동시에 액세스하는 경우이다. 도 3b 및 도

3c의 경우에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읽거나 쓰려는 데이터가 서로 연속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메모리 컨트롤러(125)는 데이터가 저장된 외부 버퍼의 주소를 요청받으면, 해당 위치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이후의 데이

터는 연속된 위치에 있으므로 64비트 크기 만큼 증가된 주소를 통해 해당되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액세스한다.

도 3a 내지 도 3c의 경우에, 메모리 컨트롤러(125)는 액세스할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요청받으면 일정 시간이 지연

(latency)된 뒤 해당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따라서, 같은 양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경우에 도 3a에 비해 도 3b 및 도 3c의

경우가 훨씬 적은 시간인 걸린다. 이는 주소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얻기까지의 지연(latency) 시간이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 하는 경우에 훨씬 적게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외부 버퍼의 지연 시간이 6사이클이 걸리고 64비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1 사이클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도

3a의 경우에는 64비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7사이클이 소요되고, 도 3b의 경우에는 256 비트(64x4 비트) 데이터를 액

세스하는데 10사이클이 소요되며, 도 3c의 경우에는 512 비트(64x8 비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14사이클이 소요된다.

만약 512 비트 데이터를 도 3a의 방법으로 액세스한다면 56사이클(7x8 사이클)이 소요되고, 도 3b의 방법으로 액세스한

다면 20 사이클(10x2 사이클)이 소요된다. 따라서, 한 번의 주소를 요청하고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하면 버스의 사

용율을 늘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DMA을 통해 외부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BURST 모드를 사용하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

같은 사이클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한 번의 주소 할당 후 연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

터 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BURST 모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발생하는 지연 문제가 여전히 버스

의 사용 효율을 떨어뜨린다. 또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므로 데이터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BURST 모드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다.

도 4 내지 도 6은 종래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액세스 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영상(picture)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MxN 크기의 영상 데이터를 순차 주사

(Raster scan) 순서로 읽고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도 5는 도 4의 영상 맵에서 영상의 특정 영역을 액세스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첫 번째 블록을 액세스하고자 하는 경

우에 블록의 각 라인은 메모리에서 서로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라인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주소를 요청하므

로 많은 지연이 발생한다.

도 6은 도 5의 픽쳐 맵에서 영상의 특정 영역을 액세스하는 경우의 타임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도면으로, 각각의 라인을 읽

을 때마다 지연이 발생하며, 16x16 매크로블록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자 할 경우에는 16번의 지연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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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뱅크 구조를 이용하여 메모리에 영상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총 사이클 수를 감소시키는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법에 따라 프레임 단위 메모리 맵핑 및 필드 단위

메모리 맵핑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에 읽고 쓰는 데 걸리는 총 사이클 수를 감소시키는 비디

도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의 일 실시예는,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나누고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소정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분

할부;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을 포함하는 저장부; 및 상기 파티션들 중 서로 인

접한 파티션들은 상기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키는 메모리 할당부;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의 다른 실시예는, 적

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로 구성되고, 영상 데이터의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파티션들 중 인접한 파티션들을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파티션들과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

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메모리 할당부;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속한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 위치

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파티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주소 대응 참조표를 참조하여 상기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속한

파티션의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발생부;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의 다른 실시예는, 영

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인지 필드 단위인지 파악하는 부호화 방법 파악부;

상기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프레임 단위 파티션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필드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상기 필드 단위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분할부;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을 포함하는 저장부; 및

상기 파티션들 중 서로 인접한 파티션들에게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들을 대응시키는 메모리 할당부;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의 일

실시예는,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나누는 단계;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소정 크기의 파

티션으로 분할하는 단계; 인접한 파티션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 중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들에게 대응시키는 단계; 및 상기 파티션들이 대응되는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 상기 파티션들의 대응관

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의 다

른 실시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들로 구성되고, 영상 데이터의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파티션들 중 인접한

파티션들을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파티션들에게 할당된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주소와 상기 파티션

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

가 속한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파티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소정 위치의 데이터를 포함

하는 파티션이 위치한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상기 주소 대응 참조표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방법의 다

른 실시예는,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인지 필드 단위인지 파악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프레임 단위로 파티션

하고, 상기 부호화 방식이 필드 단위이면 상기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상기 필드 단위로 파티션하는 단계; 및 상기 파티션들

중 서로 인접한 파티션들에게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들을 대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로써, 영상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 소요되는 총 사이클 수를 감소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더/엔코더에서의 메모리 맵핑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해 상

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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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영상(picture)은 인코딩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나누어진다. 매크로 블록은 일반적으로 16x16

byte의 크기를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은 영상을 각각의 매크로 블록 단위로 스캔한 후 매크로 블록 단위

로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맵핑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매크로 블록내의 영상을 스캔하여 얻은 데이터를 메모리의 첫 번

째 위치에 맵핑하고, 두 번째 매크로 블록내의 영상을 스캔하여 얻은 데이터를 메모리의 두 번째 위치에 맵핑한다. 이런 방

법으로 영상의 마지막 매크로 블록까지 메모리 맵핑을 수행한다.

도 8를 참조하면, 도 7의 도시된 메모리 맵핑 방법은 종래의 메모리 저장 방법(도 4 및 도 5)과 달리 한번의 지연(latency)

만으로 하나의 매크로 블록 내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은

효율적인 버스 활용이 가능하며, 동일 시간에 종래보다 많은 데이터의 액세스가 가능한다. 즉, 도 8은 한 번의 버스트 모드

연산으로 하나의 매크로 블록을 모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트 모드가 64비트의 버스를 사용하고, 도 3b 및 도 3c에 도시된 버스트 모드 방법을 통해 메모리로부터

16x16 byte 크기의 매크로 블록을 읽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한다.

먼저, 도 3b의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 번의 버스트 모드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32 byte(8

byte(64 비트)x4)이므로, 매크로 블록(16x16 byte)을 모두 읽는 데 8번((16x16)/32)의 지연이 발생한다.

도 3c의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 번의 버스트 모드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64 byte(8 byte

(64 비트)x8)이므로, 매크로 블록을 모두 읽는 데 4번((16x16)/64)의 지연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이 도 9 및 도 10a,b에 도시되어 있다.

도 9 및 도 10a,b는 인터리빙(interleaving)된 메모리 구조를 이용하여 메모리를 맵핑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메모리(920)는 서로 독립된 주소 액세스 구조를 가지는 4개의 뱅크(bank)(922,924,926,928)로 구성된

다. 디코더 코어(900)와 메모리 컨트롤러(910)는 m 비트 크기의 버스로 연결되며, 메모리 컨트롤러(910)와 메모리(920)

는 n 비트 크기의 버스로 연결된다. 메모리로 SDRAM을 사용하는 경우에 m과 n은 같은 값을 가지며, DDR(Doble Data

Rate) SDRAM을 사용하는 경우 m은 n의 2배이다. 왜냐하면, DDR SDRAM은 한 클럭 사이클에 두 번의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10a 및 도 10b를 참조하면, 도 9에 도시된 메모리(920)에 액세스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디코더 코더

(900)가 메모리(920)의 각각의 뱅크(922,924,926,928)에서 각각 일정 크기의 데이터(100,1002,1004,1006)를 액세스

하고자 하는 경우에, 메모리 컨트롤러(910)는 액세스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위치한 곳의 주소(1020,1022,1024,1026)를

주소 버스(1008)를 통해 각각의 뱅크(922,924,926,928)로 전송한다.

메모리 컨트롤러(910)는 뱅크 0(922)의 데이터(1000)를 액세스 하기 위해 주소 버스(1008)를 통해 주소를 전송하고 데이

터 액세스까지의 지연(latency) 시간 동안, 뱅크 1(924), 뱅크 2(926), 뱅크 3(928)에 대한 각각의 주소

(1020,1022,1024,1026)를 차례 대로 주소 버스(1008)를 통해 각각의 뱅크(924,926,928)로 전송한다. 따라서, 순차적으

로 뱅크 0 부터 뱅크 3(922 내지 928)에 위치한 데이터(100,1002,1004,1006)를 액세스할 수 있다. 즉, 뱅크 구조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번의 지연이 발생하지만 인터리빙된 뱅크 구조를 사용하면 1번의 지연으로 4개의 뱅크에 위치한 데

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리빙된 뱅크 구조의 메모리를 사용하면 도 8에서 설명한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한 번의 지연으로 메모리

에 저장된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도 11a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a를 참조하면, 메모리 맵핑 장치는 분할부(1100), 메모리 할당부(1110) 및 저장부(1120)로 구성된다.

분할부(1100)는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encoding)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한다. 일반적으로 매크로 블록의

크기는 16x16 byte이며, 매크로 블록에 대하여는 도 2에서 설명하였다. 한편, 분할부(1100)는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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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한다. 파티션의 크기는 버스트 모드에서 한 번의 주소 요청 후 연속하여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이다. 예를 들어, 64비트(8바이트)의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고 도 3a에 도시된 버스트 모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파

티션의 크기는 8바이트이고, 도 3b의 경우에는 32바이트(8x4)이며, 도 3c의 경우에는 64바이트(8x8)이다.

그리고, 분할부(1100)는 영상 데이터의 다수의 매크로 블록 및 다수의 파티션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에 인덱스 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분할부(1100)는 영상 데이터를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한 후, 위에서 아래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0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인덱스 번호를 할당하고, 각각의 매크로 블록 내의 파티

션들도 메모리 뱅크에 대응되는 순서에 따라 0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인덱스 번호를 할당한다.

또한, 분할부(1100)는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이 프레임 단위인지 필드 단위인지에 따라 프레임 단위 또는 필드 단위로

영상 데이터를 분할한다. 프레임 단위 또는 필드 단위의 영상 데이터 분할에 대하여는 도 22a 및 도 22b를 참조하여 상세

히 설명한다.

저장부(1120)는 각각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여러개의 메모리 뱅크로 구성된다. 메모리 뱅크의 구조는 도 9 및 도 10a

에서 설명하였다. 도 10a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주소를 전송받아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따라서,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번의 지연으로 다수의 메모리 뱅크에 위치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한편, 저장부(1120)는 각각의 메모리 뱅크에 파티션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메모리 할당부(1110)는 각각의 매크록 블록의 파티션들을 저장부의 각각의 메모리 뱅크에 할당한다. 이 때, 메모리 할당부

(1110)는 매크로 블록내의 다수의 파티션들 중 인접한 파티션이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할당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도

14를 참조하면, 파티션 0은 파티션 1,2와 인접하므로 파티션 0을 메모리 뱅크 0에 할당하면, 파티션 1,2를 메모리 뱅크 0

외의 다른 메모리 뱅크로 할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도 14 내지 도 2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메모리 할당부(1110)는 파티션들과 각각의 메모리 뱅크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

리한다. 즉, 메모리 할당부(1110)는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의 인덱스 번호와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대응시킨 주소 대응 참

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이로써, 디코더 또는 엔코더가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를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고나

읽고자 할 경우 해당하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통해 메모리 뱅크의 실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b를 참조하면, 메모리 맵핑 장치는 메모리 할당부(1150), 주소 발생부(1160), 저장부(1170) 및 데이터 액세스부

(1180)로 구성된다.

메모리 할당부(1150) 및 저장부(1170)는 도 11a에서 설명한 메모리 할당부(1110) 및 저장부(1120)와 그 기능 및 구성이

동일하므로 여기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데이터 액세스부(1180)가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x,y)의 데이터를 저장부(1170)에 쓰거나 읽고자 할 경우에, 데이터 액

세스부(1180)는 주소 발생부(1160)에게 소정 위치의 데이터에 대응되는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요청한다.

그러면, 주소 발생부(1160)는 소정 위치(x,y)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1170)의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생성한다.

버스트 모드에서는 픽셀 단위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단위인 파티션 단위

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므로 소정 위치의 픽셀 데이터가 위치한 파티션이 저장된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소 발생부(1160)는 소정 위치(x,y)의 픽셀 데이터를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의 인덱스 번호를 찾는

다. 그리고, 주소 발생부(1160)는 소정 위치(x,y)의 픽셀 데이터를 포함하는 액세스 기본 단위인 파티션의 영역을 구하고,

이 파티션 영역이 속한 매크로 블록들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파티션의 크기가 4x8바이트이면, 주소 발생부(1160)는

(x,y) 위치에서 수평방향으로 4바이트, 수직 방향으로 8바이트의 크기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영역을 구하고, 이 영역이

속하는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의 인덱스 번호를 구한다. 그리고, 주소 발생부(1160)는 파악한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의 인

덱스 번호를 기초로 메모리 할당부(1150)의 주소 대응 참조표를 참조하여 실제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구한다.

데이터 액세스부(1180)는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필요하면, 소정 위치의 실제 주소를 주소 발생부(1160)를

통해 구하고, 구한 실제 주소를 기초로 저장부(1170)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 경우에 인접한 파티션들

은 각각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므로 도 10b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 번의 지연(latency)으로 다수의 메모리 뱅크에 저

장된 데이터를 액세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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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액세스부(1180)는 영상 데이터의 인코딩 또는 디코딩하는 인코더 또는 디코더이며, 이 외에 영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듈일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분할부(1100)는 영상 데이터를 매크로 블록으로 구분한다(S1200). 그리고, 분할부(1100)는 매크로 블

록을 버스트 모드에서의 데이터 기본 전송 단위인 파티션으로 매크로 블록을 분할한다(S1210).

메모리 할당부(1110)는 이웃하는 파티션들이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의 주소에 할당되도록 각각의 파티션들을 메모리 뱅

크에 할당한다(S1220). 또한, 메모리 할당부(1110)는 파티션들과 메모리 뱅크의 주소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주소 대

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한다(S1230).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의 다른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주소 발생부(1160)는 저장부(1170)에 쓰거나 읽고자하는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픽셀 데이터가 속

한 매크로 블록의 위치를 구한다(S1300). 그리고, 주소 발생부(1160)는 픽셀 데이터의 위치를 포함하는 파티션 영역을 구

하고, 파티션 영역이 속한 매크로 블록들을 파악한다. 주소 발생부(1160)는 파악한 매크로 블록 및 파티션의 인덱스를 기

초로 주소 대응 참조표를 참조하여 메모리 뱅크의 주소를 구한다.

이하, 도 14 내지 도 21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기본 부호화 단위는 16x16 바이트 크기의 매크로 블록이고, 버스트 모드의

기본 전송 단위인 파티션의 크기는 64비트(8바이트, 도 3b)이며, 메모리는 4개의 메모리 뱅크(도 9, 도 10a)로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한다.

도 14는 프레임 luma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메모리에 할당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버스트 모드는 64비트의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고, 도 3b의 버스트 모드를 사용한다. 따라서, 버스트 모

드의 액세스 기본 단위인 파티션의 크기는 4x8바이트이다. 따라서, 매크로 블록은 총 8개의 파티션으로 분할된다.

8개의 각각의 파티션은 4개의 메모리 뱅크로 이루어진 저장부에 각각 대응된다. 이 때 인접하는 파티션들은 서로 다른 메

모리 뱅크에 대응된다. 즉, 파티션 0은 파티션 1 및 2와 인접하므로, 파티션 0은 메모리 뱅크 0에 대응되고 파티션 1 및 2

는 각각 메모리 뱅크 1 및 2에 대응된다.

도 15는 프레임 chroma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메모리에 맵핑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4:2:0 chroma 샘플링 방식에 의해 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8x8 바이트 크기의 Cb 및 Cr 성분의 각

라인은 서로 쌍을 이루며 배치된다. 그러면, 도 15에서 처럼 8x16바이트 크기의 블록이 생성되며, 분할부는 이 블록을

4x8 바이트 크기의 파티션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메모리 할당부는 인접한 파티션이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되도록

한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단위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프레임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비디오 디코

더가 4x4 크기의 파티션에 대해 프레임 구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 하는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H.264 표준은 6탭 필터를 사용하므로 4x4 바이트의 파티션에 대한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코더가 실제

액세스하는 블록의 크기는 9x9 바이트이다. 그리고, 움직임 벡터로 인해 액세스해야 할 영역이 매크로 블록이나 파티션의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인 6개의 파티션을 모두 액세스 해야 하는 경

우가 있다.

도 16을 참조하면, 디코더는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티션 0부터 6까지의 모든 파티션을 액세스해야 한

다. 이 때, 액세스되는 메모리 뱅크는 0,1,2,3,0,2의 순서이다. 도 14에서 살핀바와 같이, 인접한 파티션은 서로 다른 메모

리 뱅크에 대응되므로 한 번의 지연으로 메모리 뱅크 0,1,2,3,0,2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 할 수 있다. 따라서, 도 16의

경우에는 하나의 메모리 뱅크를 연속하여 액세스하지 않으므로 한 번의 지연만으로 모든 파티션을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연에 6사이클이 걸린다고 하면, 모두 30사이클이 4x4 블록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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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단위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비디오 디코더

가 4x4 크기의 파티션에 대해 필드 구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 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디코더는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서 영상 데이터의 짝수 필드(even field) 및 홀수 필드(odd field) 중 어느

하나의 필드 데이터만을 액세스한다. 따라서,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서는 9x9 크기가 아닌 수직 방향으로

두배의 크기인 9x18 크기의 참조 영역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12개의 파티션을 액세스 해야

한다.

도 17을 참조하면, 4x4 크기의 파티션에 대한 움지임 예측 보상을 위해 필요한 파티션은 0,1,2,3,4,6,0,1,2,3,4,6 파티션

이며, 이를 위해 액세스되는 메모리 뱅크는 0,1,2,3,0,2,0,1,2,3,0,1의 순서이다.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발

생하는 지연은 한 번이며, 지연에 6사이클이 걸린다면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총 사이클은 54사이클(지연 6

사이클 + 12x4사이클)이다.

도 18은 필드 luma 데이터를 메모리에 맵핑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8을 참조하면, 영상 데이터를 패리티(parity)의 필드 데이터 끼리 묶어 4x8바이트 크기의 파티션으로 나눈다. 기본적

으로 H.264의 경우는 4x4블록의 작은 블록의 액세스도 필요하므로 도 18에서는 4x4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4x8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었다. 이 경우에 하나의 매크로 블록은 8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진다.

이웃하는 파티션을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뱅크 0과 뱅크 2에는 짝수 필드(even field or top

field)를 대응시키고 뱅크 1과 뱅크 3에는 홀수 필드(odd filed or bottom field)를 대응시킨다.

도 19는 필드 chroma 데이터를 메모리에 맵핑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9를 참조하면, 4:2:0 chroma 샘플링 방식에 의해 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8x8 바이트 크기의 Cb 및 Cr의 각 라인

을 서로 쌍을 이루어 도 19처럼 구성한다. 이 경우 4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으며, 4개의 파티션은 4개의 메모리 뱅크

에 각각 대응된다. Cb 및 Cr은 항상 같은 위치를 액세스하므로 도 19처럼 Cb 및 Cr 성분을 격 주사 방식으로 구성한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필드 단위의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디오 디코더가 4x4 크

기의 파티션에 대해 프레임 구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하는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디코더는 H.264의 경우 6탭 필터를 사용하므로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액세스해야 할 블록의 크기는

9x9이다. 그리고, 움직임 벡터로 인해 액세스해야 할 영역이 매크로 블록이나 파티션의 경계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도 20과 같이 12개의 파티션이 필요하다.

도 16과 달리 액세스해야 하는 파티션의 수가 증가한 것은 도 18에서와 같이 필드 데이터 별로 파티션을 나누고 각각을 메

모리 뱅크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도 20을 참조하면, 4x4 크기의 파티션에 대한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필요한 파티션

은 0,1,2,3,4,5,0,1,2,3,4,5의 파티션이며, 이를 위해 액세스되는 메모리 뱅크는 0,1,2,3,0,1,0,1,2,3,0,1의 순서이다. 인

접한 파티션을 액세스 하는 경우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를 액세스 하므로 도 10에서 처럼 지연 발생을 감소시킨다.

도 20에서는 한번의 지연만이 발생하므로 지연이 6사이클이 소요된다면,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파티션을 액세스 하는

데 소요되는 총 사이클은 54사이클(지연 6 사이클 + 12x4사이클)이다.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필드 단위의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디오 디코더가 4x4 크

기의 파티션에 대해 필드 구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하는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디코더는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은 영상 데이터의 짝수 필드(even field) 및 홀수 필드(odd field) 중 어느 하나의

필드 데이터만을 액세스하므로 9x9 크기가 아닌 수직 방향으로 두배의 크기인 9x18크기의 참조 영역이 필요하다. 움직임

벡터로 인해 액세스해야 할 영역이 매크로 블록이나 파티션의 경계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디코

더는 4x4 크기의 파티션에 대해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도 21과 같이 6개의 파티션을 액세스해야 한다.

도 21을 참조하면, 짝수 필드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필요한 파티션은 0,2,4,0,2,4 파티션되면, 이 때 액세스되는 메모

리 뱅크는 0,2,0,0,2,0의 순서이다. 인접한 파티션들은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되므로 도 10에서 처럼 지연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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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도 21에서는, 파티션에 액세스를 시작할 때 한 번의 지연이 발생하고, 파티션 액세스 과정에서 0번의 메모리 뱅

크를 연속하여 액세스 하므로 한 번의 지연이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한 번의 지연이 6사이클이 소요된다면, 4x4블록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소요되는 총 사이클은 36사이클(6x2 + 6x4)이다.

만약, 홀수 필드를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파티션 1,3,5,1,3,5의 순서로 액세스되면, 이 때 액세스되는 메모리 뱅크는

1,3,1,1,3,1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짝수 필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액세스를 시작할 때 한 번 지연이 발생하고, 중간에 1

번 뱅크의 연속적인 액세스에 의해 또 한 번의 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짝수 필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홀수 필드의 경우

에도 총 36사이클이 소요된다.

도 14 내지 도 21을 참조하면,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레임 단위로 파티션을 나누고, 필드

단위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드 단위로 파티션을 나누어 각각을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키는 것이 효율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반영한 메모리 맵핑 장치 및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 22a 및 도 22b에서 상세히 설

명한다.

도 22a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2a를 참조하면, 메모리 맵핑 장치는 부호화 방법 파악부(2270), 분할부(2275), 메모리 할당부(2280), 저장부(2285)

로 구성된다.

저장부(2285)는 도 11a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부호화 방법 파악부(2270)는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법을 파악한다. 부호화 방법에는 프레임 단위의 부호화 방법 및 필드

단위의 부호화 방법이 있다.

분할부(2275)는 영상 데이터를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부호화 방법 파악부(2270)에 의해 영상 데이터의 부호

화 방법이 프레임 단위의 부호와 방법으로 파악되면, 분할부(2275)는 매크로 블록을 프레임 단위의 파티션으로 분할한다

(도 14 및 도 15). 한편, 부호화 방법 파악부(2270)에 의해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법이 필드 단위의 부호화 방법으로 파

악되면, 분할부(2275)는 매크로 블록을 필드 단위의 파티션으로 분할한다(도 18 및 도 19).

메모리 할당부(2280)는 프레임 단위 파티션 또는 필드 단위 파티션을 저장부(2285)의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킨다. 이 때,

메모리 할당부(2280)는 인접한 파티션들이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되도록 한다.

도 22b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의 다른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2b를 참조하면, 부호화 방법 파악부(2270)는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방법을 해석한다(S2200). 즉, 부호화 방법 파악부

(2270)는 부호화된 영상이 프레임 데이터만이 존재하는지 검사한다(S2210). 여기서, 프레임 데이터는 짝수 필드 및 홀수

필드로 이루어지고, 움직임 보상시 프레임 단위의 예측만이 수행될 때 프레임 영상만 존재한다고 한다.

분할부(2275)는 블록 단위의 비디오 예측 부호화기에 적용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인 매크로 블록으

로 구분한다(S2205). 프레임 데이터만 존재하는 경우에, 분할부(2275)는 도 14 및 도 15에서 처럼 프레임 단위의 파티션

으로 매크로 블록을 분할한다(S2220). 메모리 할당부(2280)는 프레임 단위의 파티션을 다수의 메모리 뱅크로 구성된 저

장부에 대응시킨다(S2230). 이 때, 메모리 할당부(2280)는 인접하는 파티션은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킨다.

또한, 영상 데이터가 프레임 데이터 이외에 필드 데이터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에, 분할부(2275)는 도 18 및 도 19에서 처

럼 필드 단위의 파티션으로 매크로 블록을 나눈다(S2240). 메모리 할당부(2280)는 필드 단위의 파티션을 다수의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킨다(S2250). 이 때, 메모리 할당부(2280)는 인접하는 파티션은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응시킨다.

또한, 메모리 할당부(2280)는 프레임 단위 파티션 또는 필드 단위 파티션으로 나누어진 파티션들이 메모리 뱅크에 대응된

후에 각각의 대응관게를 나타내는 주소 대응 참조표를 생성하고 관리한다(S2260). 그러면, 디코더/엔코더는 생성한 주소

대응 참조표를 통해 영상 데이터의 소정 위치의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뱅크의 실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도 23은 디코더의 메모리 버스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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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에 도시된 독립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뱅크를 이용하여 지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하드웨어 모듈이 현

재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도중에 다른 모듈이 메모리를 액세스하지 않아야 하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메모리 액

세스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분리하여 독립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23을 참조하면, 디코더 코어(2300)는 두개의 독립된 버스(2330,2340)를 통해 각각 독립된 메모리(2310,2320)에 연결

된다. 여기서, 메모리 액세스가 과도한 움직임 예측 보상에 필요한 이전 복원 영상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별도의 메모리

(2310)에 저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코더 코어(2300)가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이전 복원 영상 데이터를 액세스하

는 동안 다른 필요한 데이터를 위해 다른 메모리(2320)를 액세스할 수 있다.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움직임 예측 보상에 필요한 총 사이클과 종래 기술에서 움직임 예측 보상에

필요한 총 사이클을 비교한 도면이다.

도 24를 참조하면, 4x4 크기의 파티션부터 16x16 크기의 파티션에 대한 움직임 예측 보상에 소용되는 총 사이클이 도시

되어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총 사이클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뱅크 구조를 이용하여 디코더/엔코더가 움직임 예측 보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쓰거나

읽는 경우에 소용되는 총 사이클수를 종래 기술보다 약 2배 정도 감소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프레임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 또는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에 따라 매크로 블록을 각각 프레임 단위 또는 필드 단위의 파티션으로 분할하여

각각 인접하지 않게 메모리 뱅크에 저장함으로써 움직임 예측 보상을 위해 디코더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 데 소요되

는 총 사이클수를 감소시킨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H.264/AVC 표준에 따른 디코더의 개략적인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매크로 블록 및 서브 매크로 블록의 파티션을 도시한 도면,

도 3a 내지 도 3c는 버스트 모드(burst mode)의 타임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도면,

도 4 내지 도 6은 종래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액세스 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9, 도 10a 및 도 10b는 인터리빙(interleaving)된 메모리 구조를 이용한 메모리 맵핑 방법 및 액세스 방법을 도시한 도

면,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2 및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

도 14는 프레임 luma 데이터를 메모리에 맵핑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프레임 chroma 데이터를 메모리에 맵핑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단위의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프레임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프레임 구

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 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단위의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필드 구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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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필드 luma 데이터를 메모리에 맵핑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9는 필드 chroma 데이터를 메모리에 맵핑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필드 단위의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프레임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레임 구

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필드 단위의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필드 단위의 움직임 예측 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드 구조의

참조 블록을 액세스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22a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2b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의 다른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

도 23은 디코더의 메모리 버스 구조를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핑 방법에서 움직임 예측 보상에 필요한 총 사이클 수와 종래 기술에서 움직임 예측 보상

에 필요한 총 사이클 수를 비교한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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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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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668302

- 17 -



도면8

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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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도면11a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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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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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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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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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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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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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a

도면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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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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