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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디오신장프로세서에있어서디램(DRAM)의효율적인어드레싱을행하기위한방법및장치

요약

픽셀 데이터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RAM의 각기 다른 행이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픽셀 데이터가 저장된 후 랜던 액세스 메모리로부터 독출된다.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픽셀 데이터가 다수의 페이지로서 RAM 내에 저장된다. 각각의 패이지는 RAM의 다른 행을 거의 채

우고 비디오 프레임의 다른 부분에 대응된다. 동작벡터는 비디오 프레임 내에 예측영역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디코

드 된다. 예측영역이 비디오 프레임의 다수의 페이지를 포함할 경우, 픽셀 데이터는 데이터를 회복시키기 위해 RAM

을 어드레싱 할 때 요구된 행 변경의 수를 회소화 하면서 한번에 1페이지가 회복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루미넌스 비디오 프레임이 어떻게 타일들로 분할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략 설명도,

제3도는 하나의 루미넌스 타일의 개략 설명도,

제4도는 하나의 크로미넌스 타일의 개략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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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액세스 되기 위하여 예측영역으로부터 데이터의 독출이 4개의 다른 메모리 행을 요구하는 좋지 않은 경우의 

조건의 개략설명도,

제6도∼제10도는 예측영역 내의 데이터 부분이 수직 페이지 경계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스캔 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개략 설명도,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의 블럭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메모리 독출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루틴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현재 비디오 프레임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선행 비디오 프레임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기 위해, DRAM의 각 행들이 반드시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도록 프로세서

에 있어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를 어드레싱 하기 위한 효율적

인 체계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텔레비젼 신호의 디지탈 전송은 아날로그 기술보다 더 높은 품질의 비디오및 오디오 서비스를 가져다 준다. 디지털 

전송체계는 케이블 텔레비젼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케이블 텔레비젼 계열회사의 위성에 의해 제공 및/또는 가정의 위

성 텔레비전 수신기로 직접 제공되는 신호에 대해 특히 유효하다. 오디오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콤팩트 디스크가 아

날로그 축음기판을 대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텔레비젼 전송기 및 수신기 시스템이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가 어떠한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만 한다.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는 가입자에게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신기나 디스크램블러를 통해 디지탈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한다. 그것은 이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 범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송되어야만 하는 데이터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디지털 텔레비젼 신호를 압축하는데 유효하다.

텔레비젼 신호의 비디오 부분은 동화상을 함께 제공하는 비디오 '프레임(frame)'의 시퀀스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텔

레비젼 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의 각 라인은 '픽셀(pixel)'과 관련된 디지탈 데이터 비트의 시퀀스에 의해 정

의된다. 텔레비젼 신호의 각 비디오 프레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요구된다. 예컨대,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결정에 따르면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7. 4메가비트의 데이터

가 요구된다. 이는 480라인 디스플레이를 의한 640픽셀이 각각의 원래의 색 적색, 녹색, 청색에 대해 8비트의 강도값

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PAL(phase alternating line) 결정에 따르면,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9.7메가비트의 데이터가 요구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576라인 디스플레이를 의한 704픽셀이 각각의 원래의 

색적색. 녹색, 청색에 대해 8비트의 강도값이 사유된다. 이와 같이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압축되

어야만 한다.

비디오 압축기술은, 종래의 통신채널을 통해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효과적인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그와 같은 기술은

비디오 신호 내의 중요한 정보의 보다 효과적인 표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인접한 픽셀간의 상관성(correlation)의 장

점을 취하는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가장 강력한 압축 시스템은 공간적인 상관성의 장점을 취할 뿐만 아니라, 데

이터를 좀더 압축시키기 위해 인접한 프레임간 유사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시스템에 있어서, 차동 인코딩

은 보통 실제 프레임과 실제 프레임의 예측간 차이만을 전송하는데 이용된다. 상기 예측은 동일한 비디오 시퀀스의 

선행 프레임으로부터 이끌어진 정보에 기초한다.

동작보상을 이용하는 비디오 압축 시스템의 예는 크라우제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5,057,916호, 제5,068,724호, 제5

,091,782호, 제5,093,720호 및 제5,235,419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동작보상 시스넴은 블록

매칭 동작추정 알고리즘의 장점을 취한다. 이 경우, 동작벡터는 특정한 현재 블록과 자장 유사한 선행 프레임의 블록

을 식별함으로써, 화상의 현재 프레임의 각 블럭을 결정한다. 다음에, 대응하는 쌍을 식별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작벡

터와 함께 대응하는 블록쌍간 차이를 보냄으로써 디코더에 의해 전체의 현재 프레임이 복원될 순 있다. 종종, 치환된 

블럭 차와 동작벡터 신호 모두를 압축함으로써 전송된 데이터량이 좀더 감소된다. 블록매칭 동작추정 알고리즘은 DC

T(discrete cosine transform)와 같은 블록-기초 공간 압축기술과 결합될 때 특히 효과적이다.

비디오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각각의 연속 디지탈 비디오 프레임은 내부 프레임 (I-프레임), 예측 프레임(P-프레임) 

또는 B-프레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기 예측은 연속적인 프레임간 시간적인 상관성에 기초한다. 일부 프레임은 짧

은 시간 주기에 따른 또 다른 프레임과 다르지 않다.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은 각 픽처의 타입에 따라 다르다. 가장 간

단한 방법은 1-프레임을 이용하고, 그 후 P-프레임을 이용한 다음 B-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1-프레임은 어떠한 또 다른 프레임에 관계없이 단일 프레임을 충분히 묘사한다. 진보된 에러 은폐의 경우, 동작벡터

는 1-프레임과 함께 포함될 수 있다. P-프레임과 B-프레임 모두가 I-프레임으로부터 예측되기 때문에, I-프레임에 

있어서의 에러는 디스플레이된 비디오에 잠재적인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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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프레임은 선행 I 또는 P프레임에 기초하여 예측된다. 그 기준은 초기 I 또는 P프레임에서 미래의 P-프레임까지로, 

소위 '선행 예측(forward prediction)'이라고 부른다. B-프레임은 아주 초기의 I 또는 P프레임과 좀더 나중의 I 또는 

P프레임으로부터 예측된다. 미래 픽처(예컨대, 아직 디스플레이 되지 않은 하나)에 대한 기준은 '후행 예측(backward

prediction)'이라 부른다. 후행 예측은 압축율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도어(door)가 

열린 장면에 있어서 현재 픽처는 도어가 이미 열린 미래 픽처에 기초하여 도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측할것이다.

B-프레임은 최대의 압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최대의 에러도 가져온다. 에러의 전파를 제거하기 위해, B-프레임은

다른 B-프레임으로부터 결코 예측되지 않을 것이다. P-프레임은 적은 에러를 가져오면서 적은 압축을 가져온다. I-

프레임은 최소의 압축을 가져오지만, 비디오 시퀀스 내에 랜덤 액세스 엔트리 포인트(random access entry point)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인코딩 하기에 적절한 하나의 표준은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llp) 표준이 있고. 특

히 MPEG-2 표준이 있다. 이 표준은 시퀀스 내에 I-프레임, P-프레임 및 B-프레임을 취해야만 하는 어떠한 특정한 

분배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그 표준은 각각의 분배가 압축 및 랜덤 액세스성의 정도의 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공통의 분배는 약 1/2초마다 I-프레임을 갖고 연속적인 I 또는 P프레임간 2개의 B-프레임을 갖는다. P

-프레임을 디코딩 하기 위해, 선행 I-프레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B프레임을 디코딩 하기 위해, 선행 

및 미래의 P 또는 I-프레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디오 프레임이 종속명령으로 인코딩됨으로써, 예측에 이

용된 모든 픽처가 그로부터 예측된 픽처 전에 코드화 된다. MPEG-2 표준(그리고, 또 다른 DigiCipherer 11 표준)의 

보다 상세한 설명과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 있어서의 수행은 참조에 의해 여기에 구체화된 1994년 모토롤라 마이크

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MPEG-2/DC11 비디오 신장 프로세tj'로 명기된 임시 자료집인 문서 M

C68VDP/D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의 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압축을 수행하기 위해 비디오 신장 프로세세는 각 디지탈 텔레비전 수신기가 요구된

다. 그와 같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를 수행하기 위해 회로칩이 집적된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의 개발이

현재 진행중이다. 텔레비전 세트와 같은 소비자 제품에 있어서, 시스템 구성요소의 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와 관련된 중요한 비용중의 하나는, (i) 신장전에 압축된 데이터를 버퍼하고, (ii) 동

작추정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선행 프레임 데이터를 저장하며, (iii) 텔레비젼 세트, 비디

오 테이프 레코더 등과 같은 비디오 장치로 출력하기에 앞서 신장된 데이터를 버퍼하기 위해 필요한 랜덤 액세스 메

모리(RAM)이다.

통상, 외부 DRAM에서 수행된 MPEG-2 또는 DC11 신장 프로세서에 의해 요구된 비디오 데이터 메모리의 효율적인 

이용은 요구된 데이터 액세스율(예컨대, 메모리 대역폭)을 유지하면서 메모리의 최소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 요

구된다. 통상, DRAM은 행(또한, '페이지'와 관련된)과 열의 어레이로 구성된다. DRAM 동작의 규칙 중 하나는 행 어

드레스의 변경이 새로운 행의 첫번째 데이터에 대해 느린 액세스의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DRAM I/0 

대역폭을 최대로 하기 위해, 최소의 행 어드레스의 변경을 야기하도록 데이터를 독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것은 행 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메모리 맵을 구성하는데 유효하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액세스하는데 유효하다. 그와 같은 순차 액세스는 빠르기 때문에 바람

직하다. 반면, 행 어드레스의 빈번한 변경을 요구하는 랜덤 액세스는 느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MPEG 또는 DigiCipher  II(DC11)를 따르는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 있어서, 여러가지 프로세스는 DRAM 액세스

를 요구한다. 이들 프로세스는 예측계산, 디스플레이, 패킷 필터/비디오 선입선출(FIFO) 기록 및, 비디오 선택스 파싱

/비디오 FIFO 독출을 포함한다. 이들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DRAM에 액세스 요구는 실제의 비디오 신장 프로

세서에 있어서 우선화 되어 효과적으로 서비스 되어야만 한다. 비록 이상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곧바로 액세스가 주

어지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어느 주어진 시간에 DRAM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따라서, DRAM 액세스

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DRAM I/0 대역폭을 최대로 하는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서의 DRAM 메모리 관리체계를 제공

하는데 효과적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율 버퍼링(rate buffering), 최적의 어드레스 오더링(ordering), 

통계적 평균화(예컨대, 한프레임의 시간에 따른 비디오 프레임의 디코딩), DRAM 요구 조정 및, 디코딩 부프로세스간

핸드쉐이킹(handshaking)을 포함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DRAM I/0 대역폭이 개선된 상술한 장점을 갖는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면, 픽셀 데이터의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RAM의 각기 다른 행('페이지')이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도록 DRM과 같은 RAM에 픽셀 데이터를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RAM으로부터 독출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회복된 부분은 픽셀 데이터에 의해 표시된 선행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복원이 가능

하다. 선행 비디오 프레임은 다수의 타일로 RAM에 저장된다. 각각의 타일은 실제로 RAM의 각기 다른 행을 채우고 

M픽셀의 높이와 N픽셀의 폭을 갖는 비디오 프레임의 각기 다른 섹션에 대응한다. 동작벡터는 선행 비디오 프레임 내

에 예측영역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디코딩 된다. 상기 예측영역은 H픽셀이 차지하고 있는 수직공간과 동등한 높이

와 W픽셀이 차지하고 있는 수평공간과 동등한 폭을 갖는다. 상기 예측영역이 비디오 프레임의 하나 이상의 타일(RA



등록특허  10-0376207

- 4 -

M의 하나 이상의 열)을 포함할 경우, 각각의 다음 타일로부터 예측영역에 의해 경계된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진행하기 전에 대응하는 RAM 행으로부터 예측영역에 의해 경계된 1타일로부터의 모든 픽셀 데이터가 회복된다. 이

러한 방법에 있어서, 예측영역에 의해 경계된 모든 픽셀 데이터는 한번에 1페이지씩 RAH으로부터 회복된다. 각각의 

타일이 RAM의 하나의 행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메모리로부터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행이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최소화 한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예측영역은 타일보다 더 작다. 그래서, 예측영역의 높이(H)는 타일의 높이(M)보다 낮다. 마

찬가지로, 예측영역의 폭(W)이 타일의 폭(N)보다 좁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크기 M과 N은 M:N의 비율이 H:W의 

비율에 가까워지도록 선택된다. 각각의 타일 내에서 픽셀 데이터는 지그제그 순서로 예측영역에 의해 경계된 부분으

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선행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크로미넌스 데이터의 타일이 루미넌스 데이터의 대응하는 타일과 분리되어 저장될 지라

도, 크로미넌스 타일의 저장과 회복은 루미넌스 타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크로미넌스 데이터는 각각

RAM의 1행을 채우는 타일 내에 할당될 것이다. 루비넌스 타일과 같이 크로미넌스 타일도 지그제그 순서로 어드레스 

될 수 있다.

픽셀 데이터에 의해 표시된 선행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현재 비디오 프레임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픽셀 데이

터를 회복시키기 위해 RAM의 다수의 각각 다른 행이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도록 비디오 신장 프

로세서의 RAM을 어드레싱 하기 위한 장치가 제공된다. 다수의 타일내에 선행 비디오 프레임을 표시하는 픽셀 데이

터를 할당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각각의 타일은 RAM의 단일 행의 용량에 대체로 대응하는 데이터량을 포함한

다. 메모리 매니저는 기본 행마다 1타일로 RAM 내에 상기 타일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동작벡

터 디코더는 압축된 현재 프레임 비디오 데이터와 결합된 동작벡터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된다. 동작벡터 디코더는 선

행 비디오 프레임 내에 예측영역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를 디코딩 한다. 메모리 매니저와 결합된 예측 어

드레스 발생기는 RAM으로부터 예측영역 내에 픽셀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해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기 위한 동작벡

터 디코더에 응답한다. 만약 예측영역이 비디오 프레임의 하나 이상의 타일을 포함하면, 메모리 매니저는 예측영역에

의해 경계된 어떤 또 다른 타일로부터 픽셀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기 전에 예측영역에 의해 경계된 1타일로

부터 모든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는 순서로 독출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예측영역에 의해 경

계된 모든 픽셀 데이터는 RAM 내에 각기 다른 행의 어드레싱을 최소화 하는 시간에 RAM 1행으로부터 회복된다.

메모리 매니저는 각각의 분리된 타일 내에 지그제그 순서로 하나 이상의 타일이 경계된 예측영역에 대하여 독출 어드

레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RAM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32비트 데이터버스를 갖춘다. R

AM에 저장된 픽셀 데이터의 행간 수직 및 수평 '페이지' 경계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식

별수단은 예측영역이 비디오 프레임의 하나 이상의 타일을 포함한 경우 독출 어드레스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메모리 매니저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비율제어 버퍼는 RAM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버퍼링 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상적으로, RAM 데이터에 엑세스를 요구하는 각각의 독립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와 메모리 매니저간 비율제어 버퍼

로서 제공되는 스몰(small) FIFO가 제공된다.

더욱이, RAM에 저장된 데이터의 기록 및 독출을 모니터 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수단은, 새로운 픽셀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를 위해 요구된 RAM에 저장된 픽셀 데이터를 중복기록 하면, RAM 내에 기록되는 새로운 픽셀 

데이터의 디코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에 응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RAM은 다수의 비디오 디코딩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액세스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 있어서, 메모리 매니저는 각각 다른 우선순위로 각각의 비디오 디코딩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각각 다른 디코딩 

프로세스에 할당된 우선순위는 프로세스의 데이터 액세스 요구에 의존한다.

(실시예)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외부 DRAM(22)을 어드레스 하는 메모리 매니저(30)가 결합된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블럭

도이다. 일반적으로 제작된 프로세서(20)는 터미널(10)을 통해 입력된 압축 비트스트림의 비디오계층과 전송계층(예

컨대, 제어 및 다른 비영상 정보) 모두를 디코드 하기 위해 제작된 파이프라인화 된 프로세서이고, 때때로 비디오 프

로세서의 '전송패킷인터페이스'와 결합된다.

프로세서(20) 내의 여러가지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M-버스 콘트롤러(50)를 통해 비디오 데이터 프로세서의 제어를 

위해 사용자 프로세서 인터페이스가 터미널(14)에 제공된다. M-버스는 2선식으로 장치간 데이터 교환의 단순 및 효

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양방향 직렬버스이고, I2C 버스와 완전히 호환된다. 어드레스선(24)과 데이터선(26)을 통해 

DRAM(22)에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제1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DRAM(22)은 9비트 어드레스 포트와 32비

트 데이터 포트를 갖추고 있다.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38)에는 표준 CCIR(International Rdio Consultive Committee) 656, 8비트, 27MHz 다중

화 루미넌스(Y) 및 크로미넌스(Cr, Cb) 신호로 출력되는 신장, 복원된 비디오가 제공된다.

테스트 인터페이스는 종래 JTAG(Joint Test Action Group) 콘트롤러(60)에 터미널(62)을 통해 제공된다. JTAG는 

패키지와 보드 연결에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보드레벨 테스팅 뿐만 아니라 내부 회로구성이 이용된 표준화 경계주사 

방법이다.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20)는 터미널(12)을 통해 클럭신호를 수신한다.

클럭은 전송 신택스 파서(32)가 터미널(10)을 통해 입력되는 압축 비트스트림의 전송패킷으로부터 타이밍 정보와 비

디오 정보를 복윈시킬 수 있도록 하는 타이밍 정보를 제공한다. 획득 및 에러 처리회로(34)는 픽처 디코딩의 개시를 

동기화 하기 위해 비디오 신택스 파서(40)에 의해 검출된 PCR(program clock reference)과 DTS(decode time stal

mp)를 이용한다. 이 회로는 수직 동기화를 설정하여 모든 비디오 디코드 및 디스플레이 기능을 위한 글로벌 동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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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비디오계층은 메모리 매니저(30)에 의해 외부 DRAM(22)에 구성된 입력버퍼(FIFO)로 버퍼된다. 비디오 신택스 파서

(40)는 메모리 매니저(30)를 통해 DRAM FIFO로부터 출력되는 압축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비디오 정보를 묘사

하는 계수로부터 동작벡터 정보를 분류한다. 그 계수는 후프만디코더(52), 역양자화기(54) 및 IDCT(inverse discret

e cosine transform)프로세서(56)에 의해 처리된다.

동작벡터는 복원되어 현재 비디오 프레임을 복원하기 위해 요구된 선행 디코드화 비디오 프레임을 어드레스하는데 

이용된다. 특히, 동작벡터 디코더(42)는 비디오 신택스 파서(40)로부터 수신된 동작벡터를 디코드 하여 예측 어드레

스 발생기(44)로 패스한다.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메모리 매니저(30)를 통해 회복에 필요한 어드레스 정보를 제어

하는데, 예측 계산기(46)가 현재 프레임 블록을 복윈하는데 필요한 예측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앵커 프레

임 데이터를 제공한다. 차동 디코더(48)는 신장된비디오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예측 데이터와 디코드된 계수 데이

터를 결합시킨다. 신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매니저(30)를 통해 DRAM(22)의 적절한 버퍼에 저장된다.

동작벡터 디코더(42),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44), 예측 계산기(46), 차동디코더(48), 후프만 디코더(52), 역양자화기(

54) 및 IDCT(56)에 의해 수행된 비디오 신장 프로세스는 종래기술로부터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들 구성요소는 본 발

명의 어느 부분에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매니저(30)는 외부 DRAM 어드레스와 데이터버스(24, 26)에 모든 동작을 스케쥴 하여 DRAM

(22)을 효과적으로 어드레스한다. 메모리 매니저는 DRAM(22)의 입력 FIFO부와, 비디오 신택스 파서(40)및 비디오 

복원회로(36; 뿐만 아니라, 예측 계산기(46)와 차동 디코더(48))의 데이터 전송요구가 모두 만나는 것을 보증한다. 비

디오 복원회로(36)는 현재 픽처를 계산하고 비디오 출력선(38)으로 출력하기 위한 폐쇄자막, VITS(vertical interval

test signal) 및 테스트 패턴 데이터를 삽입한다. 그 출력 디스플레이는 PCR을 PTS(presentation time stamp)와 비

교함으로써 동기화 된다. 비디오 프레임의 디코딩과 디스플레이를 개시해야 할 때의 결정은 DTS(decod time stamp)

를 PTS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메모리 매니저는 양방향 예측 프레임(B-프레임)의 유무에 따라 NTSC또는 PAL이 될 수 있는 디코딩 모드에 

따른 DRAM(22)의 FIFO부의 가변크기를 제공한다. 비디오 버퍼 제어는 DRAM(22)에 의해 제공된 FIFO가 오버플로

우 또는 언더플로우 하지 않도록 한다. 버퍼 제어는 PCR과 DTS를 포함하는 시스템 타이밍 파라메터의 함수이다.

DRAM(22)은 외부 메모리로서 예시되고 2개의 8M비트 수행을 위한 4M비트(M비트, 예컨대 2  20 비트) DRAM, 16

M비트 수행을 위한 4M비트 DRAM 등과 같은 다수의 DRAM칩에 의해 제공된다. 앞으로의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메

모리 기술의 진보에 따라,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내에 내부 메모리로서 DRAM(22)이 제공될 것으로 평가된다. DRAM

은 압축된 입력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한 순환 FIFO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코드와 출력 비디오 버퍼를 제공하기 위

해 맵핑(mapping)된다. 또한, DRAM은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적절하게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픽처

구조 데이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테스트 패턴 버퍼와, VITS 버퍼 및 폐쇄자막 디스플레이 재정렬 버퍼를 제공하는

데 이용된다. 비디오 프레임 수직크기, PAL 또는 NTSC 비디오, 테스트 패턴의 존재, 8 또는 16M비트 메모리 구성 

및 B-프레임 존재의 여부 등과 같은 변수가 변경될 때 요구된 것과 같이 각기 다른 메모리 맵을 제공하기 위해 메모

리 매니저(30)를 통해 DRAM이 재초기화 될 수 있다.

메모리 매니저(30)는 입력 FIFO, 비디오 파서 및 비디오 복원회로의 데이터 전송요구를 포함하는 외부 DRAM버스의

모든 동작을 스케줄 한다. 또한, 메모리 매니저는 종래 방법으로 요구된 DRAM 리프레쉬를 수행한다. 예컨대, 각각의

2 또는 4개의 외부 DRAM의 동일한 행이 동시에 리프레쉬 될 수 있l구.

DRAM(22)으로부터 데이터를 액세스 하는 각각의 구성요소와 메모리매니저(30)간 비율 흐름 버퍼(rate flow buffer)

로서 소량의 FIFO가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비디오 신택스 파서(40)는 메모리 매니저(30)를 통해 DRAM(22)으로부

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통로에 작은 비율 흐름 버퍼를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신택스 파서는 가끔 적절하게 새로운 데

이터 워드를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워드가 파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디

오 신택스 파서로부터 출력을 요구하는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는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유휴(idle

)상태가 된다. 새로운 데이터 워드를 필요로 할 때마다 비디오 신택스 파서(40)가 DRAM에 개별적인 요구를 하면, 랜

덤 액세스가 늦어져 파싱 프로세스가 지연될것이다. 상기 비율 흐름 버퍼의 제공은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극복한다.

예컨대, 비율 흐름 버퍼가 DRAM 데이터의 20워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비디오 신택스 파서는 비율 흐름 버퍼로부터 

즉시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 워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비율 흐름 버퍼가 소정의 텅빈 프리셋 레벨에 도달하면, 메모

리 매니저(30)는 RAM으로부터 데이터를 좀더 독출하도록 지시한다. 좀더 DRAM 데이터의 요구가 제공되면, 데이터

가 순차 버스터(burst)로 독출되어 충만될 때까 지 비율 흐름 버퍼에 저장된다.

비율 흐름 버퍼는 보통 DRAM의 동일한 행 내에서 액세스가 순차적이면서 빠르기 때문에 DRAM I/0 대역폭 및 디코

더 속도에 도움을 주고, 데이터가 부족하여 파서가 동작하지 않는다. 특히, 요구는 비율 흐름 버퍼가 완전히 비워지기 

전에 새로운 데이터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압축된 비트스트림이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20)의 터미널(10)에 입력되면, 비트스트림에 의해 표시된 비디오 프레임

이 한번에 하나씩 복원된다. 최초에, 비디오 데이터의 충만 프레임이 수신되어 DRAM(22)에 저장된다. 선행 비디오 

프레임(DRAM(22)에 저장된)으로부터 예측 데이터가 부가되면 충만 프레임의 복원을 야기하는 충만 비디오 프레임

의 서브세트로 다음 비디오 프레임을 위한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각각의 새로운 1 또는 P 비디오 프레임이 복원되

어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데이터에 의해 표시된 다음 프레임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앵커 프레임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

리고 비디오 시퀀스의 적절한 시간에 디스플레이를 위해 DRAM 내에 저장된다. 각각의 B-프레임이 복원되어, 적절한

전용된 시간에 디스플레를 위해 저장된다. 본 발명은 DRAM(22)으로부터 액세스된 데이터의 대다수(예컨대, 대략 80

%)가 픽셀의 '예측영역'에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술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예측영역은 17픽셀 폭에 9

픽셀 높이이다. 이러한 크기(8 × 16 픽셀영역 대신)의 예측영역의 이용은 1행과 1열이 2개의 8 × 8 픽셀블럭 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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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기 때문에 서브픽셀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예측영역의 폭 대 높이의 비율(9:17)은 대략 0.53이다. DRAM(22

)이 어드레싱 할 때 필요한 행 크로싱(row crossing)의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사한 폭 대 높이의 비율(예컨대. 약 

0.50)을 갖는 기초 타일로 DRAM에 선행 프레임 데이터가 저장된다. 본 발명에 이용될 수 있는 비디오 프레임 내에 

타일의 할당은 제2도에 기술되어 있다.

제2도의 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루미넌스 NTSC 비디오 프레임(70)은 같은 크기의 165개의 '타일'로 분할된다. 각각

의 타일(72)은 각각 4개의 매크로블럭 갖는 2개의 슬라이스 내에 8개의 매크로블럭(MB)을 포함한다. 165개의 타일

은 각 행이 11개의 타일을 포함하는 15개 행의 어레이로 구성된다. 각 행은 각 비디오 프레임 내에 총 30개의 슬라이

스중 2개 슬라이스를포함한다. 각 슬라이스는 44개의 매크로블럭을 포함한다. 비디오 프레임에는 각각 8개의 매크로

블록을 포함하는 165개의 타일이 있기 때문에, 각 NTSC 비디오 프레임 내에 총 1320개의 매크로블럭을 갖는다. 각 

루미넌스매크로블럭은 8 × 8 픽셀의 4개의 블럭을 포함한다. 각각의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비디오 

프레임은 각 타일이 DRAM(22)의 1행 내에 유지될 수 있는 데이터량을 포함 할 수 있도록 분할된다. 따라서, 상기의 

동일한 기초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텔레비전 포맷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될 것이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DRAM(22)의 행은 총 16,384비트를 위해 512개의 32비트 워드를 유지한다. 따라서

, 비디오 프레임의 각 타일(72)도 16,384비트를 포함한다. 각 매크로블럭이 4개의 8 × 8 픽셀블럭을 포함하기 때문

에, 매크로블럭은 매크로블럭당 총 2,048비트를 위해 256개의 8비트 픽셀로 이루어진다. 각 타일은 총 16,384비트에

대해 8개의 매크로블록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2도에 도시 된 루미넌스 비디오 프레임의 각 타일(72)은 DRAM(22)의

1행으로 맵핑한다.

제3도는 하나의 루미넌스 타일을 보다 상세히 도시했다. 도시한 바와 같이, 루미넌스 타일은 비디오 프레임의 2개의 

다른 슬라이스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4개의 매크로블럭(각기 4개의 8 × 8 루미넌스 블록을 포함)은 각 슬라이스부

에 제공된다. 각 DRAM 위치는 1개의 32비트 워드이기 때문에, 4개의 8비트 루미넌스 픽셀(Y)은 제3도의 4개의 픽셀

워드(80)로 도시된 바와 같이 각 DRAM 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DRAM의 각 행에 512개의 열이 

있고. 16진 RAM 어드레스(0-1FF)의 하나에 의해 각각 액세스 할 수 있다.

크로미넌스 데이터는, 각 비디오 프레임이 루미넌스 정보의 1/2의 크로미넌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

사하게 처리된다. 따라서,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크로미넌스 타일(82)은 비디오 프레임의 4개의 슬라이스로부

터 일부를 포함하는데, 각 슬라이스부는 4개의 크로미넌스 매크로블럭을 포함한다. 크로미넌스 매크로블럭은 루미넌

스 매크로블럭 크기의 1/2이기 때문에, 타일당 8개의 매크로블럭 대신, 크로미넌스 타일은 16개의 매크로블럭을 포

함한다. 루미넌스 타일과 같이, 각 크로미넌스 타일도 DRAM(22)의 1행으로 맵핑한다. 상술한 실시예 있어서, DRAM

(22)은 보통 루미런스 섹션 크기의 1/2인 크로마 섹션을 가지면서 루미넌스 데이터와 크로미넌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분리영역으로 분할된다. 4개의 픽셀워드(84)로 도시된 바와 같이, 크로미넌스 데이터는 cb 및 cr 크로미넌스 구

성요소를 교대로 하여 저장된다.

제5도는 DRAM으로부터 예측영역 내에 픽셀그룹을 독출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 리 행 어드레스의 수를 최소화 하는

데 본 발명의 행 맵핑마다 1타일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4개의 인접한 타일(74, 75, 77, 79: 제2도의

비디오 프레임(70)의 상부 좌측 코너로부터)은 제5도에 도시되어 있다. 단순성을 위해, 타일(74)의 모두가 제5도에 

도시되어 있을 뿐, 타일(75, 77, 79)은 일부분만이 도시되어 있다. 타일(74, 75, 77, 79)의 수직 교차부는 DRAM(22)

의 수직 '페이지' 경계(92)를 따른다. 이들 타일의 수평 교차부는 DRAM의 수평 '페이지' 경계(94)를 따른다. DRAM(2

2)의 각행(예컨대, '페이지')에 하나의 타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수직 또는 수평 페이지 경계가 교차될 때마다 DRAM

의 새로운 행을 어드레스 할 필요가 있다.

DRAM(22)에 저장된 선행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로부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재 프레임

으로 예측되는 각 픽셀그룹에 대한 소정 예측영역으로부터 선행 프레임 픽셀이 독출될 것이다. 각 픽셀그룹에 대한 

예측영역은, 종래 방법으로 압축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동작벡터를 이용하여 위치된다. 제5도에는 가장 나쁜 

경우의 예측영역 90이 도시되어 있다. 예측영역(90)은 4개의 다른 타일로 픽셀을 덮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경우의 시

나리오를 나타낸다. 만약, 예컨대 연속적인 행을 간단하게 스캐닝 함으로써 이 예측영역이 독출되면, 수직 페이지 경

계(92)를 반복적으로 교차하게 되버려 DRAM의 다른 행을 액세스하게 된다. 이것은 데이터가 DRAM으로부터 특출

되는 속도를 상당해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예측영역은 단지 4개의 DRAM 행 어드레싱 단계만을 요구하는, 예컨대 예측영역에 포함된 각각의 타

일(74, 75, 77, 79)에 대해 새로운 행 어 드레스가 단 한번만 요구되는 방법으로 스캐닝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타일로부터의 모든 데이터가 다음 타일로 진행하기 전에 독출된다. 기술된 각 실시예는 예측영역(90) 내에 존재하는 

타일(74)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해 예측영역의 상부 좌측 코너에서 개시하는 지그제그 스캐닝 패턴을 이

용한다. 다음에, 그 타일로부터 예측영역 내의 모든 데이터가 회복될 때까지 비디오 프레임의 타일(75)을 포함하는 D

RAM(22)의 행이 스캐닝 된다. 다음에, 타일(77)에 대응하는 DRAM 행이 액세스 되고, 예측영역(90) 내의 타일(77)

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회복된다. 최종적으로. 타일(79)을 포함하는 DRAM 행이 액세스 되고, 그 타일에 대한 예

측영역 내의 모든 데이터가 회복된다. 그래서. DRAM 내에 다른 행을 반복적으로 액세싱 하는 대신에, 가장 나쁜 경우

에 있어서는 전체 예측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해 단지 4개의 DRAM 행 액세스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제6도 내지 제10도는 수직 페이지 경계가 예측영역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예측영역으로부터 데이터가 어떻게 스

캔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제6도 내지 제10도에 나타낸 예는 단지 예일 뿐이고, 본 발명에 있어서는 다음 타일로 

진행하기 전에 각 타일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해 많은 다른 스캐닝 패턴이 이용됨으로써, DRAM 내에 요

구된 행 액세스의 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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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 내지 제10도에 있어서, 각 블럭(120)은 비디오 프레임의 타일로부터 4 픽셀 워드를 나타낸다. 수직 페이지 경

계(타일이 저장된 DRAM내의 행 변경에 대응하는)는 참조번호 100으로 표시되었다. 제6도에 있어서, 관련된 예측영

역은 타일(102)의 마지막 열과 타일(104)의 첫번째 4열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높이 9픽셀과 폭 17픽셀인 예측영역

에 대해, 5, 4-픽셀폭 열(예컨대, 제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은 예측영역의 폭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직 페이지 경계(100)가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치된 경우에는 우선 화살표(103) 방향으로 타일(102) 

내에 모든 픽셀을 독출한 후, 타일(104)을 포함하는 DRAM 행을 어드레싱 하고, 기술한 바와 같은 지그제그 방식으로

타일(104)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스캐닝 함으로써 예측영역 내에 데이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수직 페이지 경계(100)가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된 경우에는, 우선 타일(106)로부터 데이터가 기술한 바와 

같은 지그제그 방식으로 독출된후, 타일(108)을 포함하는 행이 도시한 지그제그 순서로 타일(108)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도록 어드레스 된다. 만약, 수직 페이지 경계(100)가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되면, 데이터는 도시된 순

서로 타일(110)로부터 독출된후, 타일(112)로부터 독출될 수 있다.

페이지 경계(100)가 제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될 경우, 데이터가 도시된 지그제그 순서로 타일(114)로부터 독

출된 후, 타일(116)을 포함하는 DRAM(22)의 행이 화살표(115)로 도시된 것으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

해 액세스 될 수 있다. 제10도에 있어서의 예는 예측영역 내에 수직 페이지 경계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예측영

역은 타일(118)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데이터는 도시된 지그제그 순서 등과 같은 어떠한 순서로도 독출될 수 있다.

제6도 내지 제10도에 도시된 수평 스캐닝 순서는 단지 예일 뿐이고, 수직 스 캐닝과 같은 또 다른 기술도 본 발명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그 판단의 주요기준은 또 다른 타일로 경계가 교차하기 전에 하나의 타일로부터 모든 데이터가 

독출하는 것이다.

제11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될 수 있는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44. 제1도)의 1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비디오 신택스 파

서에 의해 압축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파서된 동작벡터(MVs)는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44)의 터미널(130)을 통해 동작

벡터 분류기(132)에 입력된다. 그 동작벡터 분류기는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동작벡터를 멀티플렉스 한다. 사용된 예

측모드에 따라 특정 예측을 위해 동작벡터의 6개의 각기 다른 세트(x, y)까지 이용될 수 있다. MPEG및/또는 DC11 

표준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다른 예측모드의 예는 예측 프레임, 예측 필드, 특정 프레임, 스페셜 필드, B-프레임(프레

임 또는 필드) 및 이중 프라임 모드가 있다.

동작벡터가 분류된 후, 그들은 현재 예측영역에 대한 수직 페이지 경계가 존재하는 곳이 있으면 결정하는 페이지 브

레이크 모드 발생기(134)에 입력된다. 페이지 브레이크 모드 발생기가 필요로 하는 시작 어드레스는 이하와 같이 베

릴로그 코드(verilog code)로 표현될 수 있다.

x-start_coord[9:0] = {mb_num[5.0], 4' ho} +

selected_mvx[10:1]

x_start_coord는 예측 픽셀의 시작 x좌표(예컨대, 수평방향)인 곳이다. 보간법이 이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서브펠 비트(subpel bit)'가 제공된다. selected_mxv[0]가 서브펠 비트이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서브벨 비트는 

동작벡 터의 LSB(least significant bit)이고, 만약 2진수 '1'로 설정되면, 보간법이 이용된다. 가능한 모든 페이지 브

레이크 및. 그들을 식별하는 코드를 이하의 표에 나타냈다.

표

표에 있어서, 4개의 픽셀 워드를 'X'로 표시했고, 수직 페이지 브레이크의 위치를 '｜ '로 표시했다. 페이지가 수평 방

향으로 4개의 매크로블럭을 포함하기 때문에, 각 수직 페이지 브레이크의 위치는 x-start_coord의 6 LSB와 서브펠 

비트(selected_mvx[0])로 결정될 수 있다.

예측영역에 대한 소정 수직경계가 위치된 후, 예측 데이터를 저장하는 DRAM을 어드레싱 하는데 필요한 행 변경의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x-y 오프셋 발생기(136)는 스캐닝 모드(제5도∼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를 확립한다. x-t

오프셋 발생기의 동작은 제12도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인에이블 로직(140; enable logic)은 터미널(138)에 입력된 여러가지 신호들에 응답한다. 이들 신호는 매크로블럭 수

, 블럭 수, 필드 또는 프레임 기초 동작보상이 이용되는지의 여부, 동작벡터 카운터 및 슬라이스 동기화 신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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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예측모드중에서 어느 것이 이용되는지를 정의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현재 슬라이스 수가 x, y좌표 발생기(148)

에 곧바로 터미널(150)을 통해 입력되고, 또한 x,y좌표 발생기(148)는 x-y 오프셋 발생기(136), 블럭 카운터(142), 

매크로블럭 카운터(144) 및 스킵된 매크로블럭 카운터(146)를 수신한다. x, y좌표 발생기의 동작은 아래와 같이 베릴

로그 코드로 표현 될 수 있다.

x_coord[9:0] = {mb_num[5.0],4' ho} +

selected_mvx[10:1] + x-offset

if (chroma-mode) {

y-coord[9:0] = {1' bo, slice-num, fr_b_num, 2' ho} +

{ {14 {selected_mvy[7]}}, selected_mvy[6:1] +

sc-y-offset} else {

y-coord[9:0] = {slice-num, fr-b_num,3' ho} +

{{4(selected_mvy[7]}}, selected_mvy[6:1]}} +

sc-y-offset

slice_num은 slice-vertical_position - 1인 곳이고; fr-b_num(1 bit)은 비디오 데이터의 프레임 모드 처리에서만 그

리고 매크로블럭의 두번째 2- 블록쌍이 처리될 때에만 하이(high)이며; 그리고, sc-y-offset은 y-offset< <fram_mo

de이다. 따라서, 크로미넌스(chroma) 모드에 있어서, 동작벡터가 2개의 요인에 의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

서, 만약 루미넌스 동작벡터가 2의 값을 가지면, 그 동작 벡터는 크로미넌스에 대해 4의 값을 가지게 된다.

블럭 카운터(142)는 매크로블럭 내의 총 블럭수를 카운트 한다. 이 카운터는 B-프레임, 특정 예측(DC11) 및 듀얼 프

라임 예측모드의 평균화를 위해 피드백 되어야만 하는 블럭의 수를 포함한다. 블럭 카운터(142)는 3비트 와이드(wid

e)이고, 삽입블럭을 포함하면서 매크로블럭 내의 2개의 8 × 8블럭의 카운터쌍이다. 또한, 크로미넌스 데이터가 언제 

처리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어느 동작벡터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매크로블럭 카운터는 슬라이스 내의 매크로블럭 수의 트랙을 유지하고, x_coord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mb_num을 제

공한다. 또한, 매크로블럭 카운터는 일단 모든 매크로블랙 헤더를 증가시키고, 각 슬라이스의 개시로 수신된 매크로블

럭 수로 리셋 한다. 스킵된 매크로블럭 카운터는 수신된 데이터 에러가 발생될 경우에는 스킵되어야만 하는 매크로블

럭의 수를 카운트 한다.

매크로블럭이 스킵되면,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예측을 위한 동작벡터를 0으로 출력하거나, B-프레임 예측모드가 

이용될 때 선행 매크로블럭 동작벡터를 재사용한다. 동시에, 블럭 카운터는 평균화를 위해 요구된 블럭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재조정 된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메모리 독출체계를 수행하기 위해 X-Y 오프셋 발생기(136)에 의해 이용된 루틴을 설명하는 순

서도이다. 루틴은 박스(160)에서 시 작하고, 예측영역 내의 다음의 예측 데이터 블럭쌍의 시작을 알리는 싱크펄스('2

blk_sync')가 도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박스(162)로 패스된다. 만약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루틴은 '2blk_sync' 펄스가 도착할 때까지 박스(162)의 상위로 루프 백(loop back) 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x

-offset과 y-offset은 박스(164)에 나타낸 바와 같이 0으로 세트될 것이다. 이들 오프셋은 예측영역의 상부 좌측 픽

셀로부터 측정된다.

박스(166)에서는 예측영역의 수직 페이지 브레이크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no_p

age_brk = yes), 4개 픽셀의 현재 워드가 예측영역 내의 픽셀의 수정 행에서의 최종 워드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박스(168)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다면(x_offset_end = yes), 워드가 예측영역 내의 수직방향에서의 최종 워드인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박스(170)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다면(y-offset_end = yes). 예측영역의 모든 픽셀 데

이터가 수신되고, 루틴은 다음 블럭쌍의 도달을 기다리기 위해 박스(162)로 되돌아 간다. 그렇지 않으면, 박스(172)에

서 x-offset은 0으로 되돌아 가고 y-offset은 1로 증가되어, 예측영역 내의 픽셀 데이터의 다음 행이 독출 될 수 있다

. 이 루틴부는 프로세싱을 위한 수직 페이지 브레이크가 없는 예측영역을 처리하기 때문에, 제10도에 도시한 바와 같

이 픽셀 데이터의 지그제그 스캐닝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예측영역 내의 각 수평 행의 끝에서, DRAM은 다음 행으

로부터 첫번째 워드를 독출하기 위해 어드레스 될 것이다. 예측영역 내의 각 수평 행의 끝 행의 시작으로부터 데이터 

진행의 독출에 따라, 제12도의 박스(174)에 나타낸 바와 같이 x-offset이 1씩 증가될 것이다.

페이지 브레이크를 (no-page-brk = no)와 비교하기 위해, 루틴은 박스(166)에서 수직 페이지 브레이크의 우측으로

부터, 예컨대 제16도의 페이지 104로부터 픽셀이 현재 독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박스(176)로 패

스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예측영역 내의 현재 행의 끝에(x_offset_end = yes)가 도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

정이 이루어지는 박스(190)에서 루틴이 계속된다. 만약 그렇다면, 박스(194)에서, 예측영역의 최종 행이 (y-offset_e

nd = yes)을 독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다면, 예측영역 내의 모든 펙셀이 독출되고 루

틴은 박스(162)로 되돌아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측영역 내의 레이지 브레이크의 우측으로 독출되는 행

이 첨가되고, 박스(196)에서 x-offset은 페이지 경계 (x-offset_reg)의 우측에 첫번째 워드로 세트되고, y-offset은 

1이 증가된다(y-offset = y-offset + 1), 예측영역의 현재 행 내에 독출되는 추가적인 워드의 존재가 박스(190)에서 

결정될 경우, 박스(192)에서는 x-offset이 1이 증가된다(x-offset = x-offset + 1).

페이지 브레이크의 좌측(예컨대, 제7도에 도시된 페이지 106의 부분으로부터 데이터가 현재 독출되는 것을 루틴의 

박스 176이 결정하면, 페이지 브레이크 전에 최종 워드가 현재 행으로부터 독출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박스(1

78)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박스(180)에서 x_offset은 1이 증가된다. 만약 페이지 브레이크 전에 행의 

최종 워드만이 독출 되면, 예측영역의 최종 행이 처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박스(182)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예컨대

, y-offset_end=yes).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박스(184)에서 x_offset은 0(예측영역 내의 수평 행의 첫번째 워드)으로 

되돌아 가고, y-offset은 1이 증가된다. 한편, 모든 픽셀이 페이지 브레이크의 좌측(예컨대, 제7도의 페이지 10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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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독출되면, 페이지 브레이크의 우측(예컨대, 제7도에 도시된 페이지 108)으로 예측영역의 부분을 스캔하기 위해 

페이지 브레이크를 걸쳐 가로지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박스(186)에서 x-offset은 1이 증가되고(페이지

브레이크의 오른쪽으로), y-offset은 0으로 되돌아 가도록 세트된다(예측영역 내의 새로운 타일의 상부 하측 워드로)

, 동시에 x-offset_reg는 x-offset으로 세트되어, 각각의 다음 행으로부터 데이터의 독출이 페이지 브레이크의 오른

쪽에서만 시작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12도의 루틴은 제6도-제1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지그제그 스캐닝 순서로 수행한다. 물론, 또 

다른 루틴이 다른 스캐닝 순서를 수행하도록 대신할 수 있다. 페이지 브레이크가 교차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적합한 소정 스캐닝 순서가 한번에 1타일씩 예측영역 내의 데이터를 독출함으로써, 픽셀 데

이터를 저장하는 랜덤 액세스메모리에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새로운 페이지(예컨대, 행)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DRAM(22)으로의 데이터의 기록 및 실시간 기본으로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드 하여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DRAM(22

)으로부터의 데이터 독출은 디코딩율의 조절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DRAM에 저장된 데

이터는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기 전에 중복기록 될 것이다. 그래서, 비디오 프레임의 디코딩 전에 비디오 프레임의 

DTS로부터 정해진 시간이 개시가능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 다. 만약, 디코드 되는 비디오 프레임이 DRAM(22) 

내의 순환버퍼에 예정되면, 수직위치가 '최종 디스플레이필드'로부터 현재 디스플레이 되는 라인의 수직 위치를 초과

하는(약간의 비율 흐름 버퍼링을 더하는) 슬라이스의 디코딩이 허가될 수 없다. 최종 디스플레이 필드는 현재 디스플

레이 되는 비디오 프레임의 최종 필드이다. 이것은 3:2 풀다운 시퀀스가 필드모드 처리를 위해 이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디오 프레임의 필드1 또는 필드2가 존재할 것이다. 전체 비디오 프레임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 이외에는 비

율 흐름 버퍼링은 단순히 순환버퍼에 더해진 약간의 여분의 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비율 흐름 버퍼의 목적은 픽처의 

쉬운 부분을 디코딩 할 때 디코더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 어려운 비디오 부분이 마주치면 디코

더는 피하지 않는다. 이는 아직 충분히 디코드 되지 않은 데이터를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하려는 상황을 피하게 할것

이다.

디스플레이를 위해 계속 요구되는 데이터의 중복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획득 및 에러 처리회로(34)는 DRAM(22)에 

저장된 데이터의 기록 및 독출을 메모리 매니저(30)를 통해 모니터 한다. 디코드 되는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를 위해 요

구되는 DRAM에 저장된 중복기록 픽셀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회로(34)는 룸(room)이 DRAM(22) 내에 디코드된 데

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픽셀 데이터의 디코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비디오 신택스파서(40)에 명

령할 것이다. 디코딩의 정지는, 비디오 신택스 파서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되는 스테이트 머신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픽셀 데이터는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요구되는 DRAM 내에 저장된 픽셀 데이터

를 중복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요구된 데이터가 비디오 복원회로(36)를 통해 출력되면, 디코딩 처

리가 재시작되고, 디스플레이를 위해 이제 출력되는 데이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의 DRAM(22)에 새롭

게 디코드된 데이터가 저장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 있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대역폭의 이용을 최적화 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비율 버퍼링, 최적화 어드레스 오더링, 통계적 평균화

, 메모리 요구의 중재 및 디코딩 서브프로세스간 핸드쉐이킹이 모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어드레스 오더링 구성

은, 예측영역으로부터 예측 데이터를 독출할 때 메모리 내에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행의 수를 최소화 한다. 본 발명

에 있어서 이용되는 통계적 평균화는 비디오 데이터의 각 프레임을 디코드 하기 위해 전체 프레임의 시간을 할당한다.

메모리를 액세싱 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비율 버퍼링은 효과적으로 액세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DRAM 액세스 

요구의 우선순위는 최소의 데이터 강도 프로세스가 기다려지는 동한 최대의 데이터 강도가 존재하는 프로세스로 필

요한 대역폭을 제공한다. 핸드쉐이킹은 프로세스 요구 가변시간이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다음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본 발명이 여러가지 특정한 실시예를 들어 설명했을 지라도. 본 발명의 목적 및 배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다양하게 변경하여 실시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RAM의 각기 다른 행이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RAM으로부터 연속 비디오 프레임의 예

측영역 픽셀 데이터를 저장 및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타일이 M픽셀의 높이와 N픽셀의 폭을 가지면서 상기 RAM의 각기 다른 행을 채우는 다수의 타일로서 상기 R

AM에 상기 비디오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H픽셀이 차지하는 수직공간과 동등한 높이와 W픽셀이 차지하는 수평공간과 동등한 폭을 각각 갖는 상기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는 단계,

상기 예측영역 픽셀 데이터가 상기 RAM으로부터 회복되는 연속 액세스 주기를 정의하는 타이밍 신호를 제공하는 단

계,

(a)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1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제1액세스 주기로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

복시키도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고,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며, 상기 제

1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세스 주기로 상기 RAM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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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는 단계 및,

(b)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2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상기 제1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1행의 대응하

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1액세 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상기 제2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2행의 대응하

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고,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며, 상기 제2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3액세스 주기로 상기 RAM의 1개의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

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2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그 2개의 대응하는 타일은 

물리적 픽셀공간의 수직 페이지 경계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2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그 2개의 대응하는 타일은 

물리적 픽셀공간의 수평 페이지 경계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영역은 H<M과 W<N과 같이 상기 타일보다 작으며, 또한 상기 예측 영역은 상기 각각의 예

측영역 내의 픽셀중에 서브픽셀 보간법을 허용하는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4개의 행을 포함할 경우, 상기 제1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1행

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1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2행의 대응

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2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3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3행의 대응하는 픽

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며, 상기 제3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4액세스 주기로 제4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의 4개의 대응하는 타일은 물리적 픽셀공간의 수평 페이지 경계와 수직 페이지 

경계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는 단계와,

상기 제4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5액세스 주기로 상기 RAM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

시키도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임이 필드모드로 제공되고,

상기 저장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어느 하나의 타일의 적어도 하나의 매크로블록으로서 상기 어느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픽셀을 저장하며,

상기 매크로블록은 서브세트인 제1 및 제2서브매크로블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어느 하나의 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1서브매크로블록의 픽셀 데이터를 포함하는 예측영역 데이

터를 회복시키도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는 단계와,

상기 어느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임의 대응하는 부분을 복원하는데 상기 회복된 제1서브매크로블록 데이터를 이용

하는 단계,

상기 또 다른 어느 하나의 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2서브매크로블록의 픽셀 데이터를 포함하는 예측영역 데이터를 회

복시키도록 상기 RAM을 어드레싱 하는 단계 및.

상기 어느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임의 대응하는 부분을 복원하는데 상기 회복된 제2서브매크로블록 데이터를 이용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상기 RAM의 각기 다른 행이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RAM으로부터 연속 비디오 프레임

의 예측영역 픽셀데이터를 저장 및 회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타일 내에 상기 비디오 프레임을 표시하는 픽셀 데이터를 할당하기 위한 수단과,

각각의 타일이 M픽셀의 높이와 N픽셀의 폭을 가지면서 상기 SAM의 각기 다른 행을 채우는 상기 타일을 기본 행마다

1타일로 상기 RAM 내에 기록하기 위해 기록 어드레스를 생성하기 위한 메모리 매니저.

상기 비디오 프레임과 관련된 동작벡터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되고, H픽셀이 차지하는 수직공간과 동등한 높이와 W

픽셀이 차지하는 수평공간과 동등한 폭을 각각 갖는 상기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기 

위한 디코더,

상기 RAM으로부터 그 예측영역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기 위한 상기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

기 위해 상기 디로코에 응답하는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 및,

상기 예측영역 픽셀 데이터가 상기 RAM으로부터 회복되는 연속 액세스 주기를 정의하는 타이밍 신호를 제공하기 위

한 타이밍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a)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1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제1액세스 주기

로 그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상기 디코더는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1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세

스 주기로 상기 RAM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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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2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1액세스 

주기로 제1행의 대응하는 픽셀 테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1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세스 주기로 제2

행의 대 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상기 디코더는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며, 상기 예측영역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2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3

액세스 주기로 상기 RAM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2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그 2개의 대응하는 타일은 

물리적 픽셀공간의 수직 페이지 경계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2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그 2개의 대응하는 타일은 

물리적 픽셀공간의 수평 페이지 경계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영역은 H<M과 W<N과 같이 상기 타일보다 작으며, 또한 상기 예측 영역은 상기 각각의 예

측영역 내의 픽셀 중에 서브픽셀 보간법을 허용하는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4개의 행을 포함할 경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1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1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1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

세스 주기로 상기 제2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2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3액세스 주

기로 상기 제3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며, 상기 제3엑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4액세스 주기로 제

4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상기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의 4개의 대응하는 타일은 물리적 픽셀공간의 수평 페이지 경계와 수직 페이지 

경계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고, 상기 예측 어드

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4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5액세스 주기로 상기 RAM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임이 필드모드로 제공되고,

상기 메모리 매니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타일의 적어도 하나의 매크로블록으로서 상기 어느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

임의 상기 픽셀이 상기 RAM에 저장되도록 기록 어드레스를 생성하며,

상기 매크로블록은 서브세트인 제1 및 제2서브매크로블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어느 하나의 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1서브매크로블록의 픽셀 데

이터를 포함하는 예측영역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상기 회복된 제1서브매크로블록 데이터는 상기 어느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임을 복원하는데 이용되고,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또 다른 어느 하나의 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2서브매크로블록의 픽셀 데이터를 포

함하는 예측영역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며,

상기 회복된 제2서브매크로블록 데이터는 상기 어느 하나의 연속 비디오 프레임을 복원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상기 RAM의 각기 다른 행이 어드레스 되어야만 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RAM으로부터 필드모드 포맷으로 

제공되는 연속 비디오 프레임의 예측영역 픽셀 데이터를 저장 및 회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매크로블록이 제1 및 제2서브매크로블록으로 분할되는 적어도 하나의 매크로블록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타

일 내에 상기 비디오 프레임을 표시하는 픽셀 데이터를 할당하기 위한 수단과,

각각의 타일이 M픽셀의 높이와 N픽셀의 폭을 가지면서 상기 RAM의 각기 다른 행을 채우는 상기 타일을 기본 행마

다 1타일로 상기 RAM 내에 기록하기 위해 기록 어드레스를 생성하기 위한 메모리 매니저,

상기 비디오 프레임과 관련된 동작벡터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되고, H픽셀이 차지하는 수직공간과 동등한 높이와 W

픽셀이 차지하는 수평공간과 동등한 폭을 각각 갖는 적어도 상기 서브매크로블록만큼 큰 상기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기 위한 디코더,

상기 RAM으로부터 그 예측영역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기 위한 상기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

기 위해 상기 디코더에 응답하는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 및,

상기 예측영역 픽셀 데이터가 상기 RAM으로부터 회복되는 연속 액세스 주기를 정의하는 타이밍 신호를 제공하기 위

한 타이밍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a) 상기 어느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의 제1필드의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1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제1액세스 주기로 그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상기 디코더는 상기 어느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제1필드의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

터를 디코딩 하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1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세스 주기로 상기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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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며,

(b) 상기 어느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제1필드의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2개의 행만을 포함할 

경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1액세스 주기로 제1헹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1액

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세스 주기로 제2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

하고, 상기 디코더는 상기 어느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제1필드의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2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3액세스 주기로 상기 

RAM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어느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제1필드의 선택된 비디오 프레임 예측영역이 상기 4개의 

행을 포함할 경우,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1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1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

시키고, 상기 제1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2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2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고,

상기 제2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3액세스 주기로 상기 제3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며, 상기 제

3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4액세스 주기로 제4행의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상기 디코더는 상기 어느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의 어느 하나의 상기 제l필드의 또 다른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

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고,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제4액세스 주기 바로 다음에 오는 제5액세스 주기

로 상기 RAM의 1개 행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어느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제1필드 예측영역의 픽셀 데이터가 회복된 후, 상기 디코

더는 어느 하나의 상기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제2필드의 예측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동작벡터 데이터를 디코딩 하고, 

상기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RAM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를 회복시키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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