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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색채화상의 압축과 그것을 위한 엠개 알파벳의 비트와이즈 코딩을 위한 이진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색채 화상들의 압축을 위한 개선된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며 M개 알파벳에서의 입력 기호들은 
입력데이터의 컨텍스트 모델을 근간으로 이진화 되는데 상기 이진화는 이진 부호화기에 의해 양호한 압
축 성능을 얻기 위해 선택되고 특정 이진화는 각 입력 기호를 다수의 이진값들로 대응시키는 재색인표로 
부터 결정되며 상기 대응과정은 압축될 화상으로 부터 결정되며 오버헤드로서 압축된 화상들과 같이 전
송되고 이진화의 국부적으로 최소이 비트와이즈 엔트로피이며, 입력을 재색인하거나 하지않고 해독될 비
트의 컨텍스트에 필요한 비트들이 해독될 비트를 디컴프레서가 해독하기 전에 유용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재배열되고 임시 저장되는 입려기호들의 비트들로서 기호들은 병렬로 압축되어 변환될수 있으며, 디 컴
프레서는 디컴프레서의 출력이 컴프레서의 입력과 같게 하기위해 역으로 재배열을 수행하는 장치를 구비
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색채화상의 압축과 그것을 위한 엠(M)개 알파벳의 비트와이즈 코딩을 위한 이진화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컴프레서와 디컴프레서를 구비한 데이터 압축 시스템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컴프레서의 블록도.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디컴프레서의 블록도.

제4도는 컨텍스트 빈 확률표를 저장하는 기억장치의 상세도.

제5도는 재색인표에 따라 M-의 기호들을 재색인하기 위한 리인덱서를 구비하는 데이터 압축시스템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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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도.

제6도는 압축될 데이터 블록의 내용에 근거한 재식인표를 발생시키는 색인 최적화기의 블록도.

제7도는 적당한 재색인표를 결정하기 위해 색인최적화기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의 순서도.

제8도는 제2도와 제3도의 컨텍스트 모델러에 의해 수행되는 컨텍스트 모델들의 예시도.

제9도는 병렬압축시스템의 블록도.

제10도는 단일채널을 사용하는 병렬 압축시스템의 블록도.

제11도는 재배열 버퍼의 블록도.

제12도는 컨텍스트 상태를 표시하는 레코드 예시도.

제13도(a) 및 (b)는 일시에 일입력기호들 이상을 처리하는 일파이프라인 코더의 시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화상압축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나의 엔트로피 부호화기(entropy encoder) 또는 병렬 엔
트로피 부호화기를 사용하는 색채화상(palettized images)의 압축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 공고]

본 특허 문서의 공개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특허 저작권자는 특허청의 특
허화일(file) 또는 기록들의 형태로 특허공개 또는 특허문서에 대해 누구든지 사용하는데에는 반대 의사
가 없지만 모든 저작권은 보유한다. 

[관련 출원에 대한 사항]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데이터의 병렬 해독화와 부호화 하기 위한 장치의 방법'이라 명칭된 미국
특허(미국특허 출원 일련번호 08/016,035로 1993년 2월 10일 출원됨)는 관련출원으로 여기에 병합되고 
이후에 'ABS 코더(coder)'로서 언급된다. 

화상압축은 일반적으로 디지탈(digital)  화상에 대해 적용된다. 한 화상을 디지탈화하기 위해, 화상은 
화소(pixel)라고 불리우는 상기 화상의 여러점에서 분리 표본화된다. 각 화소들은 상기 화상내에 위치하
며 하나의 화소 색상(pixel coder)을 갖는다. 일실시예로, 하나의 화상은 1024× 768 화소들의 이차원 

배열로 표현되며, 각 화소는 24 비트값으로 표현된다. 각 화소값들은 다른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서 2
24
 

즉 16,777,216개의 색상들을 사용하여 화상을 표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응용기술에서, 각 화소값은 화상이 디지탈화되는 순간에 상기 화상에 있는 일 특정색상과 관련
된다. 이러한 배열 때문에 일 화소의 색상은 그 화소의 값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다른 응용기술에서는 
디지탈 화상은 색채화상(palettized image)이다. 색채화상에서 각 화소의 값은 일 색상에 고정되지 않지
만 조색(調色)표(color palette table)에 대한 일지정 포인터(pointer)로서 사용된다. 색채화상이 표시
될 때에 화소의 화소값을 각 화소의 값과 그 화소값에 할당된 색상사이의 관계를 정해놓은 조색표에 대
한 색인(index)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화소의 색상이 지정된다. 

조색화(調色化)는  모든  가능한  색상의  집합으로  부터  소수의  색상들을  선택하는  과정,  즉 

16,777,216(2
24
)개 색상으로부터 256(2

8
)개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상기 선택된 색상으로부터 일 색상

으로 임의의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기의 조색화의 결과로서, 색채화상은 화상에서 각 화소의 8비
트 색인이 붙은 선택된 색상의 24비트 색상 값을 즉,  256개 색인들 각각에 대해 나열한 코드북(code 
book)으로서 효율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된 색상들을 한번만 전부 표현하고 코드북(cood 
book)의 색인으로 각 화소를 나타내므로써 저장 공간의 절약이 이루어진다. 

화상압축은 화상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data)의 양때문에 많은 화상처리기술에서 중요하다. 상
기한 예에서 24 × 1024 × 768 또는 18,874,368 비트(bit)(2,359,296 바이트(byte)는 단일의 비압축 화
상을 표시하는데 필요하며, 8 × 1024 × 768 (6,291,456비트)은 색채화상의 경우에 필요하다. 압축은 
초당  30화면이  반복되는  고속화면주파수(frame  rate)의  연속  화상열(stream  of  images)이  필요한 
동화상(motion  video)에는 더욱 필수적이다. 압축은 화상저장 메모리를 절약시킬 뿐만 아니라, 제한된 
대역폭  채널(channel)을  통해  효율적인  화상  전송을  하게  한다.  물론,  화상전송기술에서 
화면주파수(frame rate)에 맞게 표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화상이 빠르게 복원(decompress)되어야만 한다. 
압축은 미리 수행될 수 있지만 복원(decompression) 과정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압축과정이 미
리 진행된 실시예에서 디컴프레서(decompressor)로의 입력은 기억장치에 저장될 수 있고 압축후 어느 시
간에도 복원될 수 있는 압축된 데이터군이다. 

압축과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표시하는 척도는 압축율(compression ratio)이다. 압축율은 압축된 데이
터의 크기에 대한 원래 데이터 크기의 비율이다. 압축과정의 성능을 나타내는 다른 척도는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의 기술에서, 압축속도는 압축과정이 실시간으로 수행
될 필요가 없으므로 복원과정만큼 중요하지 않다. 

종종, 압축율은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많이 알수록 개선된다. 정상디지탈 화상들은 일반적으로 파형의 
양자화(quantization)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디지탈 화상들은 화소색상 값들의 상대적인 연속성의 존재
와 같은 원래 신호특성의 대부분을 보유한다. 색채화상에서 상기 연속성은 대개 존재하지 않으며 압축율
을 개선시키는데 직접 사용될 수 없다. 

색채화상에서, 두 개 화소값 사이의 색상차이는 반드시 화소값들로 표현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화
소값들은 화소색상들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화소값들은 색상값들의 코드 테이블(code table) 
또는 조색표(color palette table)에 대한 색인들을 나타낸다. 색채화상을 압축하는 문제는 각 입력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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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개의 알파벳(alphabet)에서의 기호인 입력 기호열을 압축하는 문제로서 일반화될 수 있다. 

ICASSP-93의 5권 325-328페이지(page)에 실린 Y. Chin등의 '색채화상의 손실압축'은 색채화상의 손실이 
있는 압축의 일실시예를 기술한다. 손실 압축은 일반적으로 보다 나은 압축율을 가지지만, 많은 기술들
은 손실압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왜곡현상을 수용하지 못하므로 무손실 압축과정을 필요로 한다. 무손실 
압축과정에서, 신호는 압축된 신호로부터 정확히 원래 신호를 재생하도록 복원가능한 압축신호로 압축된
다. 그러므로 왜곡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색채화상의 개선된 압축과정은 화상들이 효율적으로 압축되며 빠른 속도의 복
원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입력 기호들은 M개의 알파벳의 기호들이고 입력데이터의 컨텍스트 모델(context 
model)을 바탕으로 이진화된다. 상기 이진화 과정은 이진화 코더(binary coder)에 의해 효율적인 압축을 
하기 위해 선택된다. 부호화기(encoder)는 입력기호들을 부호어(codeword)들로 변환시키고, 반면에 해독
기(Decoder)는 부호어들을 입력기호로 변환한다. 특정 이진화 과정은 각 입력기호를 다수의 이진 값들로 
대응(map)시키는 재색인표(reindexing table)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대응(mapping)는 압축될 화상으로
부터 결정되며, 오버헤드(overhead)로서 압축된 화상과 함께 전송된다. 

재색인표(reindexing  table)의  대응을  생성하는  한  방법은  한번에  하나의  입력기호에  하나의 
색인(index)을 할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입력 기호에 할당된 색인(index)은 그 입력기호들과 색인들이 
이미  할당된  상기  색인의  비트(bits)함수이고  입력기호들의  분포함수이며  입력기호들의 
컨텍스트(contexts)함수이다. 어느 특정 입력기호에 대해서, 할당되지 않은 잔여 색인(indices)들로부터 
하나의 색인이 할당되고, 상기 할당된 일색인은 국부적인 최소의 비트와이즈(bitwise)엔트로피(entropy)
를  제공하며,  이  방법은  일련의  기호  분포들과  컨텍스트들에  대해  전구간의  최소  비트와이즈 
엔트로피(bitwise  entropy)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실현 가능한 계산량에 대해 국소의 최소 비트와이즈 
엔트로피를 제공한다. 

재색인(reindex)된  입력데이터는  컨텍스트  모델러(context  modeler),   확률  추정모듈(probability 
estimation modole), 비트 발생기(bit generator)를 통해 압축된 데이터로 출력되며, 그 역 과정은 데이
터를  복원(de  compress)하기  위한  과정이다.  재색인표는  컴프레서(compressor)로부터 
디컴프레서(decompressor)로 보내질 수 있고 재색인표는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관점에서,  소량의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컨텍스트  모델(context  model)들은  컨텍스트 
모델러(modeler)에 의해 제공되는 색채화상(palettized image)에 대해 양질이 압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서, 압축(compression) 및 복원(decompression)과정은 병렬로 수행되고, 컴프
레서(compressor)에 대한 입력은 컨텍스트(context)와 비트의 부호(encoding)화를 결정하는 비트들과 부
호화되는 비트 사이에 공간을 두기 위해 임시 저장되고 재배열된다. 비트와 상기 비트의 컨텍스트 비트
들 사이의 공안은 디컴프레서가 컨텍스트 비트들에 따라 해독되는 비트를 입력받을 때에 컨텍스트 비트
들이 완전히 해독될 정도로 충분하게 시간이 지연되게 간격을 가지고 배열된다. 

디컴프레서는 출력이 컴프레서의 입력과 같도록 역으로 재배열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실시예들에서, 다
수의 병렬 디컴프레서들에서 채널(channel)들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오버 헤드(over head)시간마다 단일
통신채널을 통해 병렬 컴프레서들의 출력은 이동된다. 

특정  실시예들에서,  입력기호들은  256기호들의  알파벳으로부터  선택되고,  재색인  과정은 
프로그램(Program)된 디지탈 컴퓨터(digital computer)에 의해 수행되며, 압축과정은 비실시간으로 처리
되고, 복원과정은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256입력 기호들로 인하여 재색인표는 256바이트(byte)를 사용한
다. 특정 실시예에서 재색인표는 일련의 화상들 또는 부분 화상들에 대해 입력기호들의 확률 분포에 종
속되며, 새로운 재색인표는 각 화상들 또는 부분 화상들의 집합에 대해서 컴프레서로부터 디컴프레서로 
전송된다. 

본 발명에 따른 색체화상의 압축과정을 다음과 같이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번째 부분은 엔트로피코딩(entropy  coding)에 관한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는 엔트로피코딩을 사용할 
적에 압축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색인(reindexing)의 사용을 설명한다. 세번째 부분에는 기호확률들
을 정확하게 추정함으로써 컨텍스트 모델링(context modelling)이 엔트로피코딩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설명한다. 컨텍스트 모델링은 재색인 과정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은 채 수행될 수 있다. 네번째 부분
에는 병렬 컴프레서들과 디컴프레서들이 데이터율(data rates)을 개선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
로, 다섯번째 부분에는 버퍼링(brffering)이 병렬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병렬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연결성을 유지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엔트로피코딩(entropy coding)]

엔트로피  코더들(entropy  coders)은  데이터  압축기술분야에  알려져  있다.  입력기호들을 
출력부호어(codewords)들로 부호화하는 엔트로피코더는 무손실(loss less)과정이다. 즉, 원래 입력기호
들은 출력부호어들만으로 해독될 수 있다. 엔트로피 코더는 입력기호들의 엔트로피에 의해 기술되는 이
론적인 상한선에 근접하는 압축율(compression ratio)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하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
이 명명(命名)된다. 엔코더와 디코더는 일반적으로 디코더가 엔코더의 역으로 되도록 설계된다. '코더'
의 용어는 엔코더 또는 디코더 또는 상기 두장치를 언급하는데에 사용된다. 

엔트로피 코더의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본 발명에 필요한 정도만 설명한다. 엔트로피 코더에서, 입력
기호들은 입력으로부터 읽혀지고 하나 이상의 입력기호들은 부호어의 출력에 영향을 준다. 특정 입력 기
호(들)와 출력부호어 조합은 코드(code)에 의해 기술된다. 최적화된 시스템(optimized system)에서, 코
드는 입력기호들의 확률분포를 바탕으로 선택된다. 일적응 엔트로피 엔코더에서, 코드는 확률분포에 따
라 변할 수 있다. 만약 확률 분포가 추정이 잘되거나 정확히 알려진다면, 그리고 상기 확률분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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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코드들이 사용된다면, 압축성능은 좋을 것이다. 

만약 입력기호들이 비트들(예: 기호는 0 또는 1)이면, 엔코더는 이진 엔트로피 엔코더(binary entropy 
encoder)이다.  엔트로피 엔코더들은 하드웨어(hardware)가 간단해야만 하는 분야에서는 다른 엔트로피 
엔코더들보다 더 선호된다. ABS 코더(ABS coder)는 이진 엔트로피코더이다. 이진 엔트로피 엔코더에서, 
입력기호들은 비트 발생기에 제공되고, 비트 발생기는 하나 이상의 비트들을 한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상
기 입력된 비트들에 대해 하나의 부호어를 출력한다. 만약 비트 발생기가 입력열(input stream)에서 '0'
과 '1'들의 확률분포에 대한 지정값을 제공받는다면, 상기 정보를 올바른 코드를 선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비트 발생기는 확률추정 모듈에 의한 결정값에 따라 사용할 코드를 정할 수 있다. 비트발생기
가 출력부호어들이 입력기호들의 실제 확률분포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너무 길거나 짧은지를 결정하는 바
에 따라 코드(code)들은 변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ABS 코더를 참조한다. 

'0' 과 '1'들의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이진 엔트로피 엔코더가 사용된다면, M이 2보
다 큰 M-의 알파벳으로부터의 기호인, 압축될 화상의 화소값은 우선적으로 이진화될 필요가 있다. 선택
된 특정 이진화는 이진 엔트로피 엔코더에 비트 열입력의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므로, 엔트로피는 비트 
발생기가 입력비트열을 압축시킬 수 있는 성능에 한계치를 준다. 상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화
소 입력기호' 또는 '화소기호'는 이진화되기전에 압축될 데이터의 요소에 대해 참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 상기 기호는 컴프레서에 대한 일 입력이고 '이진 입력기호'는 이진 엔트로피 엔코더의 비트 발생기
에 대한 입력인 일입력기호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색채화상 데이터(non-palettized image data)에서는, 화소기호들은 화소값에 내포된 색상 정보에 따라 
이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소값을 256값들중 하나로 취하면, 상기 취한 값은 화소의 색상을 표시
한다. 

이 경우에, 유사한 색상들이 유사한 8비트 값들로 표현된다면, '00001100'과 '00001101'이 '00001100'과 
'11111111'보다 색상에서 보다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실시예들에서, M은 256이고 M-ary 알파벳에서의 기호들은 k=8인 k비트 이진화에 의해 표현된다. 이

때, M과 k에 대해 M은 2의 짝수멱(even power)이 아니고 k는 log2
M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일례로, 전형적인 화상에서 인접화소들은 대개 유사한 색상이므로, 각 화소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들
의 수는 그 화소와 근접 화소 사이의 화소색상값의 차이에 의해 각 화소를 표현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
다. 수치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비트들의 수는 일련의 수치들의 엔트로피에 관련이 있으므로 상기 데이터
의 전처리과정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압축성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색채화상에서 화소들의 경우에, 
두가지 색들 사이의 특정 관계는 8비트로 표현되는 비트들 사이의 상호관계(correlation)에 의해 암시되
지는  않는다.  일례로,  색채화상에서,  '00001100'과  '00001101'은  매우  다른  색상들이고 '00001100'과 
'11111111'은 거의 동일한 색상들일 수 있다. 상기 내용은 모두 조색(palette)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색채화상들의 압축은 비트열의 확률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하므로써 그리고 비트발생기에 낮은 
엔트로피의 비트열을 제공하는 입력 화소기호들의 이진화를 선택하므로서 개선될 수 있다. 상기한 문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의 '컨텍스트 모델링(context modelling)'이라 명명된 부분에서 설명되고 그 
이외의 다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의 '재색인(reindexing)'이라 명명된 부분에서 설명된다. 

[복원(decompression)]

출력부호어들로부터 입력기호들을 해독하기 위해, 디컴프레서(decompressor)는 엔코더가 적응엔코더이고 
고정된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코드가 어느 부호어들에 대해 사용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코
드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있어서의 오버헤드(overhead)는 압축과정의 유용성을 경감시키므로, 
디컴프레서는 부호어들로부터 사용되는 코드들의 지정치를 추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주어진 이진 입력기호에 대해 사용되는 코드가 부호어들로 부호화된 비트들에 의존하는 확
률추정치에 의해 결정되면 가능하다. 상기한 바가 사실이면 입력기호들이 해독되는대로 입력기호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고 귀환루프(feedback  loop)를 사용하는 디컴프레서는 해독된 데이터로부터 어느 코드가 
사용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컨텍스트 모델링(context modelling)]

확률추정이 보다 정확할 수록, 코드들은 데이터에 대해 보다 더 최적화된다. 확률추정치를 정확히 정하
는 한가지 방법은 다수의 컨텍스트에 대해 확률추정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입력화소의 컨
텍스트는 입력 화소에 대해 정의된 관계에서의 화소 또는 화소들이다. 일례로, 일컨텍스트 모델에서, 입
력화소의 컨텍스트는 상기 입력화소의 상위 화소에 의해 결정된다. 비트 발생기의 비트열 입력에서 일비
트의 컨텍스트를 결정할 때에, 상기 컨텍스트는 입력비트에 대해 정의된 관계에서 비트들과 (또는) 화소
들에 의해 제공된다. 상기 관계는 컨텍스트 모델에 의해 결정된다. 

제8도는 5개의 컨텍스트 모델 예시도이다. 각 모델에서, 포인터(Pointer) P는 컨텍스트가 적용되는 현재 
입력기호의 비트발생기에 대한 현 입력비트의 비트위치를 지시한다. 도시된 컨텍스트들에서, 컨텍스트는 
현재 입력기호의 비트의 일부분, P에 의해 지시되는 비트 위치와 현입력기호에 대한 화소의 상위화상의 
화소에 대한 기호의 비트들의 소집합으로부터 유추된다. 현재의 입력기호는 '상위(above)'기호로서 언급
된다. 현재 화소의 좌측에 대한 화소와 같이 다른 화소들 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컨텍스트 모델들
은 동일하게 작동된다. 

각 컨텍스트 모델은 컨텍스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가능한 컨텍스트들의 수가 쉽게 계산될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각 컨텍스트 모델에 대해, 확률추정치는 유지되고 상기 확률추정치는 상기 컨텍스트
를 가지는 기호가 발생될때에 사용된다. '컨텍스트 빈(context bin)'의 용어는 기호가 어느 컨텍스트에 
해당되는지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8도에 대해 설명하면, 컨텍스트 모델(a)은 비트 위치 컨텍스트 모델(bit position context mode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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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모델에서 유일한 컨텍스트는 k개 텍스트 빈들이 필요한 비트 위치이다. k=8이면, 합리적인 수
의 컨텍스트 빈들이다. 

컨텍스트 모델(b)은 비트 평면 컨텍스트 모델(bit plane context model)이다. 각 비트 평면에 대해 일련
의 M개 컨텍스트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명명된다. 그러므로, M × K개의 (M이 256이고 K가 8일 때의 경우
는, 2048)컨텍스트들이 있다. 

주목할 특징은 모델(a)과 현재 화소의 컨텍스트들이 현재 화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비트들과 무관하
다는 것이다. 

컨텍스트 모델(c)는 비트와이즈(bitwise) 종속 컨텍스트 모델(dependent context model)로서, 현재 비트
와 선행 비트가 현재 기호의 존재에 존재하는 경우 비트의 위치에 의해 상기 컨텍스트가 결정된다. 상기 

모델에서 2
k
-1 컨텍스트들(P가 첫번재 비트에 있을 때에 1개 컨텍스트, 다음 비트에 대해서는 2개 컨텍스

트,등)이 있다. k가 8인 경우에, 상기 모델은 255개 컨텍스트들을 제공한다. 비트의 컨텍스트는 해독되
지 않은 비트값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비트가 어떻게 해독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독되지 않은 비
트가 필요없게 된다.(제8도는 '위에서 아래로'와 '좌에서 우로'의 처리 순서를 가정한다.)

컨텍스트 모델(d)는 현재 비트에 선행한 입력화소의 비트들과 상위 화소의 비트들을 고려하는 양질의 컨

텍스트 모델이다.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모델(b)와 (c)의 정보를 조합하여 M × (2
k
-1) 컨텍스트들을 제

공한다.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컨텍스트들의 세밀한 구분을 제공하는 반면에, 컨텍스트들에 대한 값들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기억장치는 컴프레서 또는 디컴프레서의 하드웨어에서 금지될 수도 있다. M이 256이
고 k가 8인 경우에, 상기 모델은 65,280개의 컨텍스트들이 필요하다. 각 컨텍스트가 8비트의 저장장치를 
필요로 한다면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상기 목적에 대해 64k 기억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모델(a)와 (b)에 대한 상기 컨텍스트 모델의 장점은 상기 모델을 사용하는 컴프레서의 성능이 (
현재 화소의 선행 비트들이 컨텍스트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므로) 이진화 과정에 상관없이 양호하다. 

컨텍스트 모델(e)는 혼합된 컨텍스트 모델이며,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기억장치 요구량과 컨텍스트 모델
의 성능 사이의 좋은 타협점임을 보인다. 상기 모델에서, 컨텍스트는 현재 입력기호의 P-1상위 비트들이

고 상위 기호의 k-(P-1)하위 비트들이다. 상위 모델은 비트위치당 2
k
개의 컨텍스트들이 필요하다.(k가 8

인 경우 2048 컨텍스트).

컨텍스트 모델은 일반적으로 컴프레서와 디컴프레서 사이에 고정되지만, 컨텍스트모델이 어느 특정 시간
에서 사용되는 것에 부합하는 한 컨텍스트 모델을 전환(switching)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없다. 다
양한 컨텍스트 모델들이 허용된다면, 현재 컨텍스트 모델을 지시하는 통신 채널 오버헤드(channel over 
head)와 같이 컨텍스트모델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이 존재해야만 한다. 

상기한 엔트로피 엔코딩과 컨텍스트 모델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설명할, 도면에 도시된 데이터 압축시스
템의 설명의 근간으로서 제공되었다. 제1도에 대해 설명하면, M개의 알파벳으로 기호들을 구성하는 데이
터를 압축하기 위한 본발명에 의한 데이터 압축시스템(100)의 일실시예가 컴프레서(102),  채널(104)와 
디컴프레서(106)를 구비하여 도시되었다. 컴프레서(102)에 대한 입력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지만, 일화상에서 화소값을 표현하는 입력화소 기호들의 열(stream)이다. 

입력화소기호들은  컴프레서(102)에  의해  압축된  부호어들로  변환되며,  채널(104)을  통해 
디컴프레서(106)로 전송된다. 입력된 부호어들과 컴프레서(102)의 동작과 재색인표(사용된다면)를 이용
하여, 디컴프레서(106)는 원래의 입력기호들 또는 동등한 것들을 복원시킨다. 몇가지 경우에서는, 원래
의 입력 기호들은 하나의 표현에서 재색인된 표현으로 변환되고 데이터 압축 시스템은 역과정의 재색인
을 수행할 필요없이 복원된 기호들을 조정한다. 

본 발명의 일 장점은 색채화상에서의 화소값들인 입력기호에 대해 압축율(compression ratio)이 증가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압축과정은  채널(104)이  제한된  대역폭을  가질때에  유용하다. 
채널(104)의 예들은 화상기억장치와 표시장치사이에 존재하는, 또는 저장 장치와 저장된 화상을 사용하
는 장치사이에 존재하는 통신 채널을 포함한다. 채널(104)은 또한 게임 카트리지(game cartridges)와 같
이 메모리를 가진 장치의 형태에서의 한장소에서 압축된 후 복원될 장소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을 표
시한다. 채널(104)의 대역폭제한은 기억장치에서 유용한 메모리양의 한계를 나타낸다. 

제2도에  대해  설명하면,  컴프레서(102)는  컨텍스트  모델러(108(1)),  확률추정  모듈(probability 
estimation module: PEM)(110(1)), 비트발생기(112(1)), 컨텍스트 기억장치(114(1)), 컨텍스트 빈 확률 
기억장치(context bin probability memory)(116(1))를 구비한다. 도면의 괄호안의 숫자는 컴프레서(102)
와 디컴프레서(106)에서 유사하게 번호가 매겨진 요소들을 구별하기 위해 표기된다. 컴프레서(102) 또는 
디컴프레서(106)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요소는 괄호안의 숫자가 필요없이 도시된다. 본 발명을 제2도
에 도시한 특정 컴프레서(102)와 관련하여 설명하지만, 다른 컴프레서들도 동등하게 작동될 수 있다. 일
례로, 모든 컴프레서들은 PEM(110)과 비트 발생기(112)사이에 연결을 필요하지 않는다. PEM(110)은 확률
추정치를 갱신하기 위해 비트 발생기(112)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보다 다른 데이터에 의존할 수 있다. 

컨텍스트  모델러(108(1))는  컴프레서(102)의  입력과  결합되어  화소기호들을  입력받는다.  만약 
재색인기(reindexer)가  사용된다면,  컴프레서(102)에  대한  입력은  재색인된  입력화소기호들의 
열(stream)이다. 컨텍스트 모델러(108(1))는 PEM(110(1))로 입력되는 컨텍스트 빈 ID  출력(Contex  bin 
ID output)과 결정치 출력(decision output), 두개의 출력을 포함한다. 상기 입력이 k비트들의 기호로 
이진화된다고 가정하면, 컨텍스트 모델러(108(1))는 입력화소 기호당 k개 이진 '결정치들(decision)'을 
출력한다.  각  결정치에  대해,  컨텍스트  모델러(108(1))는  또한  단일  컨텍스트  빈  식별(context  bin 
identifier)을 출력한다. 

화소기호의 입력에서 제시되는 상기 화소기호의 컨텍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모델러(108(1))가  데이터소자들에  주소를  할당하고  입력열에서  기호들의  발생과  관계되는  데이터를 
판독/기록하는 기억장치(114(1))와 연결되어 있다. 기억장치(114(1))에서 데이터 소자의 특정배치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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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모델에 달려 있다. 

PEM(110(1))은 컨텍스트 모델러(108(1))로 부터 두개의 입력을 받고 비트 발생기(112(1))에 두개의 출력 
(확률클래스(Probability class: PClass) 출력과 결과출력)을 내보낸다. PEM(110(1)은 또한 데이터 소자
들의  수치들을  판독하고  수정하기  위해,  그리고  데이터  소자들에  주소를  할달하기  위해 
기억장치(116(1))에  연결되어  있고  표갱신  신호(table  update  slgnal)를  입력받기  위해 
비트발생기(112(1))에 연결되어 있다. PEM(110(1))로의 각 결정치 입력에 대해, PEM(110(1))은 단일결과 
비트의 단일 PClass를 출력한다. 결과비트는 결정치 입력비트(decision input bit)와 관련하여 컨텍스트
빈(context bin)에 대해 최대확률 비트기호(most probable bit symbol MPS)와 결정치 입력비트에 종속한
다. 

결과비트(out come bit)는 결정치 입력비트가 MPS 인지 아닌지를 표시한다. MPS의 반대(비트발생기는 이
진기호들을 부호화하므로 '0' 또는 '1')는 최소확률 기호(least probable symbol : LPS)이다. 

비트발생기(112(1))는 결과비트들과 상기 비트들과 연관된 PClass의 열(stream)을 입력받는다.  그러므
로, 비트발생기(112(1))는 컨텍스트 모델러(108(1))에 대해 각 화소기호입력과 관련된 PClass와 K개의 
결과 비트들을 입력받는다. 상기 두개의 입력열들로부터, 비트 발생기(112(1))는 ABS  코더(coder)관련 
자료에 설명된 대로 일련의 압축부호어들을 출력한다. 적절히 설계된 비트발생기에서, 결과 비트열(out 
come bit stream)은 출력부호어들로부터 복원될 수 있고 부호어들은 입력비트 열보다 적은 비트들을 구
성한다.  PClass  값은  비트열을  부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code)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며 
PEM(110(1))은 각 컨텍스트에 대해 MPS와 LPS의 확률분포를 저장하고 비트발생기에 확률데이타를 제공한
다. 

ABS 코더 관련자료에서 설명된 대로, 몇몇 이진 코드들은 입력열에서 기호('0'과 '1')들의 특정확률에 
대해 최적화된다. 일례로, '0'과 '1'들이 비트발생기에 대한 입력으로서 동등하다면, 최적코드(optimum 
code)는 압축되지 않는다. 즉, 일입력비트에 대해 일출력비트 코드의 최적성(optimality)은 평균 부호어
길이가 입력비트들의 이론적인 엔트로피에 얼마만큼 근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컴프레서(102)는 화소기호에 대해 한번 작동되고 비트발생기(112)도 일 비트의 화소에 대해 한번 작용하
기 때문에, '현재' 화소와 '현재' 비트의 개념들은 컴프레서(102)와 디컴프레서(106)의 작동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 사용된다. 그러나, 일 복합컴프레서(complex eompressor)에서, 기호들이 일시에 상
기 컴프레서에서 작동되지는 않지만 '현재' 기호의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가능하다. 일단계에 
대한 현재 기호가 다른 단계의 현재 기호와 다르도록,  요소들(elements)은  파이프라인 방식(pipeline 
manner)으로 작동될 수 있다. 

압축과정에서, 컴프레서(102)는 순차적으로 각 입력화소기호를 받아들이고, 고정된 수의 입력기호들에 
대해 부호어를 반드시 출력하지는 않지만 부호어들의 열을 출력한다. 일 화소기호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기 기호는 이진화되어 컨텍스트 모델러(108(1))에 대해 입력된다. 컨텍스트 모델러(108(1))는 비트의 
컨텍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컨텍스트 빈 ID(context bin ID)에 따라 상기 모델러의 결정치 출력에서 각 
비트를 출력하도록, 비트와이즈(bitwise)를 기초로 하여 상기 이진화를 계산한다. 일례로, 사용되는 컨
텍스트 모델이 비트 위치 컨텍스트 모델이면, 컨텍스트 빈 ID는 단지 입력화소 기호의 이진화에서의 비
트위치만을 지시한다. 상기 비트위치 컨텍스트에 대해, 현 비트에 대한 포인터(pointer)만이 저장되나 
다른 컨텍스트 모델들에 대해 다른 화소의 컨텍스트에 영향을 주는 각 화소가 기억장치(114)에 저장된
다. 만약 컨텍스트 모델이 현 화소 이상의 화소를 포함하면, 화소의 열(row)을 기억장치에 충분하게 저
장할  수  있다.  일화상을  형성하는  이차원의  화소배열에서  화소색상들을  표시하는  경우, 
스캐닝(scanning)의 순서는 컨텍스트 군(block)만큼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컨텍스트는 현행문자 부
근의 문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일례로, 이차원배열이 컴프레서(102)에 '최상위 행부터 최하위행
으로' 그리고 '각행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와 같은 지정된 순서에 의해 스캔(scan)된다고 가정한다. 이
러한 스캔순서에 있어, 현재 화소 이상의 화소는 현재 화소를 해독하는데 있어서 컨텍스트를 제공할 필
요가 있는 때에 이미 해독되었으므로, 컨텍스트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전형적인 일화상에서 현 
화소 이상의 화소는 대개 현재 화소와 쌍을 이루는 색상이다. 

현화소의 상위 화소로 되는 컨텍스트화소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컨텍스트 모델들
이 사용가능할때 압축된 데이터열로부터 무손실 복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비트의 컨텍스
트 모델이 현비트가 해독될 때에 해독되지 않은 비트들 또는 기호들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몇가지 예
로서 상기한 바를 명확히 한다. 

컨텍스트 모델이 '비트위치' 컨텍스트이면, 현재 비트의 컨텍스트는 현재 입력화소에서 비트위치이며, K 
비트로 이진화된 기호들의 경우에는 K개 컨텍스트들을 제공하는 현재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컨텍스트 ID 
이다. 그러나, 현재 비트의 컨텍스트가 상기 비트를 부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를 결정하면, 상기 
비트가 올바로 해독되기 전에 컨텍스트가 잘 알려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처리순서를 현재 비트가 해
독되기 전에 상기한 비트의 컨텍스트를 먼저 알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결정치 출력에서 컨텍스트 모델러에 의해 각 비트출력에 대해, PEM(110(1))은 결정치와 상기 결정치를 
위한 컨텍스트 ㎉ ID를 입력받는다. 

상기 결정과 그 결정의 컨텍스트 빈에 대한 MPS를 바탕으로, PEM(110(1))은 결과비트와 관련 PClass를 
출력한다. MPS와 PClass가 결정되는 방법을 후술된다. 

PClass는 결정신호선 상에서 컨텍스트 모델러(108(1))에 의한 비트열의 MPS의 존재 추정치이다. 입력데
이터에서 MPS와 LPS의 확률분포가 모든 입력데이터를 스캐닝하므로서 정확히 결정될 수 있는 반면, 압축
과정은 부호어를 해독하기 전에 완전한 확률분포는 디컴프레서에 대해 유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완전한 
확률분포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지 전에 부호화된 비트들에 의존하는 추정치가 사용된다. ABS 
코더 관련자료에서 설명된 대로 비트 발생기(112(1))는 결과 비트열을 부호화하기 위해 사용할 코드를 
결정하기 위해 PClass를 사용한다. 코드는 일범위의 확률분포들에 대해 최적화되므로 PClass는 한 범위
의 확률값들을 정의한다. 이러한 확률클래스(Class)값들은 컨텍스트당 하나씩, 기억장치(116)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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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억장치(116)는 또한 각 컨텍스트에 대해 MPS를 저장한다. 제4도에는 기억장치(116)의 구조가 도시
되었다.  초기에,  각  컨텍스트에  대한  PClass는  MPS의  확률이  50%(LPS에  대해서  50%임)을  지시하는 
PClass이고 MPS는 인위적으로 '0'과 '1'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ABS  코더  관련자료에서  설명된  대로,  엔트로피  엔코더에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하나의  방법은  런 
렝스(run length)를 지시하는 부호어에 대한 MPS의 롱 런(long run)들을 감소시키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
이다. 원래 열은 최대 런(rnu)보다 긴(longer) MPS 비트들의 런(run)이 일 이상의 부호어로 분리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LPS 앞의, 부호어에 의해 지시된 다수의 MPS 비트들을 출력하므로서 복원된다. 

부호어가  출력된  후,  비트발생기(112(1))는  MPS  비트들의  최대  런(run)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PEM(110(1))에 신호를 보낸다. 상기 지정은 표 갱신신호 선(Table update signal line)상으로 제공된다. 
최대 런 길이(maximum run length)가 발생하면, 비트 발생기(112(1))는 MPS가 전의 추정치보다 발생확률
이 높음을 지시하는 PClass 표를 갱신하기 위해 PEM(110(1))에 신호를 보낸다. 최대 런 길이가 발생되지 
않으면, MPS가 전의 추정치보다 발생확률이 낮음을 지시하기 위해 PClass는 변경된다. 

복원과정은 압축과정과 꼭 반대과정이다 : 부호어들은 결과 비트열(outcome bit stream)로 해독된다. 결
과 비트열은 결정비트열(Decision  bit  stream)로 변환되고 화소기호들로 어셈블(assemble)되어 출력된
다.  제3도에  대해  설명하면,  디컴프레서(106)는  컨텍스트  모델러(108(2)),  PEM(110(2)),  비트 
발생기(112(2)), 기억장치(114(2))와 다른 기억장치(116(2))를 구비한다. 디컴프레서(106)에서 모듈들의 
상호연결은 비트열에 대한 컴프레서(102)의 반대이나, 비트 열에 관한 정보에 대해 같은 방향이므로 두
개의 귀환루프(feedback loop)를 형성한다. 

일 귀환 루프는 부호어를 부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를 결정한다. 사용된 코드들에 대한 정보는 비
트발생기(112(2))가 비트열을 해독하도록 한다. 사용된 코드들은 PEM(110(2))에 의해 공급된 PClass에 
의해  결정된다.  PClass는  컨텍스트에  의해  결정되며  표  갱신선상에  신호를  보낸다.  컨텍스트는 
기억장치(114(2))에 저장된 화소들과 선행비트들에 대한 정보로부터 결정된다. 상기 귀환루프는 다수의 
비트들에서 측정될 수 있는 지연(delay)을 갖는다. 상기 지연은 수신된 부호어들에 따라 변하고 대부분
의 실시예에서, 최대로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최대지연이 X 비트들이면 현비트의 컨텍스트는 결정비트열
에서 현비트들에 선행된 X 비트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기한 바는 현 비트가 디컴프레서(106)에 의해 
처리된 정보로 부터 해독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상기한 조건들은 데이터가 병렬로 복원되는 것이 필요
할 때의 문제점이며 본 발명이 해결한 특정문제들을 제시한다. 

[재색인(reindexing)]

상기한 바에 의하면, 이진 엔트로피 엔코더들은 이론적인 한계까지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 색상 데이
터의 이진화는 다른 것만큼 쉽게(색상 조색표를 변경하므로서) 화상을 표시하는데에 사용될수 있으나, 
몇몇 이진화들은 다른 것들보다 컨텍스트 모델들에 대해 보다 낮은 엔트로피를 제공한다. 상기한 이점은 
컴프레서(102)의 전단에 리인덱서(reindexer)를 부가하므로써 제공될 수 있으며, 리 인덱서는 데이터가 
압축되는  데에  낮은  엔트로피를  제공하는  이진화  과정을  선택한다.  리인덱서의  반대인, 
디인덱서(deindexer)는 디컴프레서(106)의 출력단에 배치될 수 있거나 색상의 정의는 재색인에 의한 알
파벳 공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다. 실시예들에서, 재색인표는 압축에 앞서 고정될 수 
있고 컴프레서와 디컴프레서에서 저장될 수 있다.

제5도에 컴프레서(102)의 입력에 결합된 리인덱서(150), 2 X M 인 재색인표(162), 부가적인(optional) 
디인덱서(164)를 구비한 재색인 데이터 압축시스템을 도시한다. 신호선(156)은 재색인이 고정되지 않는
다면, 디컴프레서(106)에 재색인표의 전송을 의미한다. 재색인표(162)는 2 X M 이므로 압축된 데이터와 
함께 전송하는 것은 심각한 오버헤드를 야기하지 않는다. 

리인덱서(160)와 디인덱서(164)의 작동은 특정 재색인표(162)에 직접 주어진다. 리인덱서(160)는 입력되
는 화소기호를 사용하여 재색인표(162)에 인덱스(index)하고 대응하는 재색인 값을 판독한다. 상기 값은 
컨텍스트 컴프레서(102)에 대한 이진화된 기호입력으로서 출력된다. 재색인표(162)의 재색인 값들은 상
기 동작이 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즉, 재색인표(162)의 일 항목은 주어진 재색인 값을 유지시
킨다. 압축시스템의 지연(delay)을 가지는 컴프레서(102)에 대한 입력과 같은 디컴프레서(106)의 출력이 
디인덱서(164)에 적용될 때, 디인덱서(164)가 사용된다면 역변환을 수행하고 원래 M개의 화소 기호를 포
함하는 색인을 출력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원래의 M개 기호가 필요하지 않고 알고 있는 이
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면, 디인덱서(164)는 필요하지 않다.

제6도는 입력 데이터 군(block)으로부터 재색인 표(162)에서의 재색인치들을 생성하기 위한 재색인표 발
생기(200)(reindex table generator)의 블록도이다. 발생기(200)도 전용 하드웨어(gardware) 또는 프로
그램된 디지탈 컴퓨터에서 수행될 수 있다. 범용 디지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
하는 것보다 특히, 일단계 압축과정에 대해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든다. 다행히도, 대부분
의 실시예들은 실시간보다 빨리 실행될 수 있다.

발생기(200)의 입력은 화소 기호들의 군(block)이다. 상기 군은 압축된 전체 화상들일 수 있고, 화상들 
중에서 몇개의 표본화된 집합일 수 있고, 부분화상들 일 수 있다. 그러나, 압축과정이 실시간으로 수행
되지 않으면, 발생기(200)에 대한 입력으로서 전체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
제가 없다. 몇 실시에에서, 화상데이터는 16 또는 256 화상들의 군들로 묶여지고, 재색인표는 각 화상들
군에 대해서 발생된다.

제6도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 발생기(200)는 순서 배치 모듈(204)(order fixng module), 조건부 확률분
포 누산기(206)(conditinal  probability  distribution  accumulator),  입력기호(Si)가 컨텍스트(Cc)에서 
발생되는  확률  인  Pc(Si)의  값을  (i:0에서  M-1까지  C:0에서  N-1까지)  유지하기  위한  조건부 
확률표(208), 입력데이터군(block)에서 발생되는 컨텍스트(Cc)의 확률인 P(Cc)의 값을(C:0에서 N-1까지)
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컨텍스트 확률표(209), 재색인표(162)에 출력하기 위해 연결된 엔트로피 최소
화기(minimizer;210),  컨텍스트(Cc)의 부분 조건부 확률인 PCP(c)  (C:0에서 N-1까지)의 값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 조건부 확률표(212)(partial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 PCP table), 컨텍스트 Cc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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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K의  부분위치  조건부  확률표(partial  positional  conditional  probability)인  PPCP(c)에서 
PPCP(K,C)의 값들을 (K : 1에서 K 까지, C : 0에서 N-1까지)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위치 확
률표(212)(partial positional probability table : PPCP table), 1에서 M-1에 대해 PBE(j)의 값들을 유
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비트 와이즈 엔트로피 표(216)(partial bitwise entropy table : PBE table)를 구
비한다. 제7도의 순서도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에 여러 표들의 사용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발생기(200)의 동작에 대해 이하 설명한다. 순서 배치 모듈(204)(order fixing module)은 데이터군(202)
으로부터 각 기호를 0에서 M-1 까지인 i 에서 배열된 기호, Si로 변환시킨다. 재색인표(162)의 효과로 
기호들이 재배열되므로, 사용된 특정순서는 시스템의 잔여부분 작동보다 중요하지 않다.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군(202)에서의 기호들은 케이스 모듈(204)(case module)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log2 M 이상인 

K) K 비트의 이진 값들로서 미리 저장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So는 데이터군(202)에서 가장 빈번한 화소
기호에 대해 할당되고, S1은 그 다음 빈번한 화소기호에, ... SM-1은 최소로 빈번한 화소기호에 대해 할당

된다.

상기한  바는  0번째  오더(order)  또는  컨텍스트리스(contextless),  기호빈도  분포(symbol  frequency 
distribution)로서 알려져 있다.

모듈(204)이 사용된다면, 상기 모듈은 데이터군(202)으로부터 화소 기호들을 판독하여 표(208,209)에 확
률치들을 누산하는 누산기(206)에 이진 표현으로 배열된 기호들을 출력한다.

엔트로피 최소화기(210)(entropy minimizer)는 표(208, 209)의 내용을 판독하고, 재색인표(162)에 채워
질 요소들을 출력하기 위해 표(212,214,216)으로부터 수치들을 판독하여 기록한다. 몇 실시예들에서, 최
소화기(210)는 표(162)의 색인(index)들이 할당되는 내부표(internal table)를 유지하고 다른 실시예에
서는, 최소화기(210)는 재색인표(162)를 탐색하므로서 할당된 색인들을 결정한다.

재색인표 발생기(200)의 동작에 대해 제6도와 관련하여 제7도에 도시된 순서도를 참조로 설명한다. 상기 
순서도는 블록(block)(300, 302, 304, 306, 308, 310, 312, 314, 316, 318, 320, 322, 324, 326, 328)들
로  구성된다.  일  블록(300)은  데이터군으로부터  재색인표를  발생시키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블록(302, 306)의 단계들은 누산기(206)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블록(304)의 단계들은 모듈(204)에 의해 
수행되며 나머지 단계들은 주로 엔트로피 최소화기(210)에 의해 수행된다. 순서도 공정은 블록(302)으로 
부터 블록(328)으로 블록 번호 순서대로 수행되고 블록(328)으로부터 블록(316)으로 귀환(loop back) 진
행되거나 상기 공정이 끝난다.

블록(302)에서 누산기(206)는 표(208, 209)를 초기화한다. 블록(304)에서, 모듈(204)이 사용된다면 상기 
모듈은 입력기호들을 SO~Sm-1로 배열하고, 블록(306)에서 누산기(206)는 표(208, 209)를 구성한다.

상기  구성시에,  표(208)는  컨텍스트와  입력기호의  각  조합에  대한  항목을  구비하며  상기  표(208)의 
항목(C, i)은 컨텍스트 Cc에서 발생되는 기호 Si의 확률치를 표시한다. 상기 구성시에, 표(209)는 각 컨
테스트에 대해 항목을 구비하며, 상기 표(209)의 항목 C는 기호와 무관하게 발생된 컨텍스트 Cc의 확률
치를 표시한다. i에 대해 M개의 숫자들이 있고, 컨텍스트들은 N개의 가능 컨텍스트들로 주어지는 {Co, 
... Cn-1} 이다. 그러므로 표(208)는 M X N의 항목들을 구비하고 표(209)는 M개 항목들을 구비한다.

일실시예에서, N=M인 경우에, 컨텍스트는 Si가 주어지는 화소이상의 화소에 대한 기호이다. 다른 실시예

에서, 컨텍스트는 (N=M)인 좌측 화소의 기호이거나 (M=M
2
)인 두개의 기호들이다. 그러나, 두개 기호의 컨

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 각 입력기호에 대해 M
2
 컨텍스트들이 필요하고 그 결과 표(208, 209)는 대부분의 

M의 값들에 대해서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M 컨텍스트들 보다 작은 컨텍스트가 존재한다.

일례로, 모든 기호들이 M 미만의 그룹(group)으로 형성되고, 컨텍스트 화소에 대한 컨텍스트가 컨텍스트 
화소위의 화소를 포함하는 그룹이면, M 미만의 컨텍스트들이 발생된다. 일례로, 모든 기호들이 4개 기호
들로 구성되는 그룹들로 형성되면, N은 M/4이다. 물론, 컨텍스트들의 상기 감소에 대해, 기호들을 그룹
화하는 지적 수단(intelligent means)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블록(308)에서,  최소화기(210)는  루프(loop)변수,  i를  0으로  설정하고 재색인표(162),  PCP(c)표(212), 
PPCP(K, C)표(214)를 초기화한다. 블록(308)은 블록(206)이후에 도시되지만 상기 단계는 다른 단계의 결
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기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재색인표(162)는 프래그(flag)들 또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표(162)에서의 모든 항목들을 
비워두고 색인들을 할당시키지 않은 상태로 초기화된다. PCP 표는 모든 C에 대해 PCP(C)=0으로 설정하므
로서 초기화되고 PPCP 표는 모든 K와 C에 대해 PPCP(K,C)=0으로 설정하므로서 초기화된다.

블록(310)에서, 최소화기(210)는 인덱스 0을 So으로 할당하고 그에 따라 재색인표를 갱신한다.

블록(312)에서,  최소화기(210)는  각  C에  대해  PCP(C)=Pc(So)로  설정하므로서  추가된  색인  So에  대해 
PCP(C)표를 갱신한다.

블록(314)에서,  최소화기(210)는 할당된 색인의 기수 2의 K번째 비트 표현인 1인 각(C,K)쌍에 대해서 
PPCP(K,C)=Pc(So)로 설정하므로서, 추가된 색인 So에 대해 PPCP(C)표를 갱신한다. 인덱스의 비트들이 1
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할당된 비트가 0일 때 상기 단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0이 아닌 색인이 우선 
할당되면 상기 단계가 필요하게 된다.

블록(316)에서  최소화기(210)는  i를  증분하고  블록(316)을  통한  첫번째  전송에서  i=1이  되게  한다. 
블록(316)에서부터 블록(328)까지의 과정은 0과 M-1 사이의 각 i에 대해서 반복하여 각 루프마다 기호에 
대해 재색인표에 있는 일 색인을 부과한다. 물론, i=M-1인 최종 루프는 Sm-1에 부과되는 시점에서 단지 
일 색인만이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

블록(318)에서, PCP표는 PCP(C)=PCP(C) + Pc(Si)에 따라 기호 Si에 대해 갱신된다. 상기 과정후에, 컨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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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Cc와 A'={So,  ..  Si}  기호들의 알파벳이 주어질 때 수신된 기호가 알파벳 A'  에 포함될 확률은 
PCP(C)이며 상기 PCP(C)는 PCP표의 C번째 항목이다.

블록(320)에서, 부분적인 비트와이즈 엔트로피(partial  bitwise entropy : PBE)값은 각 할당되지 않은 
색인에  대해서  발생된다.  상기  할당되지  않은  색인들은  재색인표(162)에  있거나  내부적으로 
최소화기(210)에 의해 사용된다. 색인 j와 기호 Si에 대해 부분적인 비트와이즈 엔트로피, PBE(j, Si)는 
색인들이 0에서 i-1로 할당되어 있는 경우, 다음수식들 (1)-(3)으로 표현된다.

상기 수식들에서, A'는 i개의 할당된 기호들의 알파벳, 

H(P)는 확률분포 P의 엔트로피,

bk(x)는 X의 기수 2 표현에서 K번째 비트의 값,

r(S)는 기호 S에 대해 재식인치(reindex value)이                         다.

블록(322)에서, 최소화기(210)는 모든 계산치들로부터 최소의 PBE(j, Si)값을 선택하고, 상기 최소값의 
j와 같은 값으로 변수 X를 설정한다.

블록(324)에서, 최소화기(210)는 X가 Si에 대해 재색인치가 되도록 설정하고 표(162)에서 상기 설정을 
표시한다.

블록(326)에서, 최소화기(210)는 bk(X)=1인 모든 C와 X에 대해서 PPCP(C,K)=PPCP(C,K) + Pc(Si)에 따라 
PPCP(C,K)를 Si와 X에 대해 갱신한다. 상기 과정후에, 컨텍스트 Cc와 알파벳 A'={So,..,Si}가 주어질때, 
수신된 기호가 알파벳 A'에 존재할 확률은 PPCP(C,K)이다.

블록(328)에서, 최소화기(210)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재색인치들이 할당되지 않았는지를 검사(check) 한
다.

상기 경우는 i가 상기 블록에서 M-2 이거나 적으면 M-1개 색인들이 할당되었음을 의미한다. 최종색인은 
Sm-1에 할당된다.

상기 수식(2)에는 분모는 기호(Si)가 알파벳(A')에 추가되는 매 경우에 Pc(Si)를 PCP(C)에 추가하므로서 
PCP(C)는 블록(318)에서 갱신된다. 상기 수식(2)에서 분자는 j가 Si에 대한 색인일 경우 PPCP(K,C)이다. 
상기 PPCP(K,C)의 갱신처는 색인 j의 Si에 대한 특정 할당에 의존하므로 PPCP(K,C)는 블록(326)에서 x=j
의 선정후에 갱신된다. 물론, H는 비트와이즈 엔트로피함수이므로, 상기 수식(2)는 P(0)+P(1) = 1 이므
로 β가 0 또는 1 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H는 비트와이즈 엔트로피이므로 상기 수식(3)은 실질적으로 H(X) = -x * log2X - (1-X) * log2(1-

X)로 간단화된다.

제7도에  도시된  공정의  최종결과는  재색인표(162)에서의  재색인치들의  할당이고  상기  표는 
리인덱서(160)에 의해 입력화소 기호들을 이진화로 재색인하므로서 일반적으로 재색인 과정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보다 우수한 압축성능을 초래하도록 사용된다.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

상기에서 설명한 부분들에 적응형 코딩(adaptive  coding),  컨텍스트 모델들과 재색인화(reindexing)를 
사용하므로서 압축율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디컴프레서에서, 적응형 코딩과 컨텍스트 모
델링은 비트를 부호어로 부터 해독하는 방식이 앞서 해독된 비트들과 기호들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므로 
귀환 루프(feedback loop)가 필요하다. 디컴프레서가 실시간으로 부호어열을 빨리 해독하는 것이 필요하
다면, 병렬처리는 보다 빠른 전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병렬처리실현 과정을 이후에 설명한다. 비트위치 컨텍스트 모델(bit position context model)을 사용하
므로(제8(a)도 참조), 화소값의 각 비트가 8개의 병렬코더(coder)들 (각코더는 각 비트 위치를 처리하
며)의 각각에 의해 처리된다. 상기 배열에서, 비트위치는 유일한 컨텍스트이므로 상기 비트의 컨텍스트
는 코더에 보내지고 비트 위치는 특정 코더에 대해 일정하므로 상기 비트 위치는 상기 코더에 보내진다. 
그러나, 다른 컨텍스트 모델들이 개선된 압축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코더를 병렬화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일례로, 비트와이즈 의존 컨텍스트 모델(bitwise depedent context model)을 제8(c)도에 도시하였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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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각 비트가 개개의 코더를 보내지면, 해독될 비트의 좌측에 위치한 비트들은 상기 해독될 비트에 대
해 필요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해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컨텍스트 모델들의 사용은 병렬
처리에 제약조건을 부과한다.

본 발명에서, 제안된 컨텍스트 모델의 사용과 상기 컨텍스트 모델들을 사용하며 코더에서 병렬처리하기 
위해  고유  재배열  버퍼(unique  reordering  buffer)가  제공된다.  제9도와  제10도에  재배열 
버퍼(reordering buffer)의 그 역과정인 디오더링 버퍼(deordering buffer)가 병렬코더에 연결된 구성도
를 도시하였고 제11도에 재배열 버퍼의 동작을 상세히 도시하였다.

제안된 컨텍스트 모델에서, 두개의 제약조건(constraint)들이 병렬코더에 부과된다. 첫째, 각 단계가 상
호 독립적이면, 일 병렬 사이클(cycle)에서 처리되는 비트들의 집합에서 비트들은 다른 비트들의 컨텍스
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컨텍스트 데이터가 각 비트가 처리된 후 갱신된다면, 병렬로 처리
되는 비트들의 집합에서 어느 두개의 비트들도 일 컨텍스트를 공유해서는 안된다. 제12도에 주어진 컨텍
스트를 가진 비트가 처리될 때 갱신되는 컨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컨텍스트 레코드(context 
record)를 도시한다. 상기 레코드는 제4도에 도시된 기억장치(116)와 같이 표에서 일개 라인(line)이다.

제9도에서,  병렬압축시스템(400)은  본  발명에  의해  재배열  버퍼(402),  디멀티 
플렉서(demultiplexer)(404),  N개  병렬  단계(parallel  stage)(406)(0,..,N-1),  멀티 
플렉서(multiplexer)(408)와  디오더링  버퍼(deordering  buffer)(410)를  구비한다.  상기  시스템(400)은 
재색인호(reindexing)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각 단계(406)는 상기 컴프레서(102)와 유사
한 컴프레서(412), 채널(414), 상기 디컴프레서(106)와 유사한 디컴프레서(416)을 구비한다.

제10도에 다른 구성의 시스템(450)을 도시하였는데 상기 시스템(450)은 채널들(414)(0,.., N-1)의 전송
정보를 단일 채널(454)의 전송정보로 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리버(interleaver)(452)와 각 단계에 
대해  단일  채널(454)의  전송정보를  개별적인  채널들로  다시  분리시키기  위한 
디인터리버(deinterleaver)(456)를 구비한다.

제9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시스템(400)에 대한 기호열 입력은 재배열 버퍼(404)에 의해 임시저장된
다. 재배열 버퍼(402)는 기호당 K비트들(제8도에서는 K가 8)의 비트열을 수신하고 디멀티플렉서(404)에 
비트들을  출력한다.  상기  디멀티플렉서(404)는  병렬코더로  재배열된  비트들을  분배한다.  i번째 
병렬단계(406(i))에서, 컴프레서(412(i))는 단계(406(i))에 할당된 비트들을 부호어들로 압축하며 상기 
부호어들은 채널(414(i))을 통해 전달되며 디컴프레서(416(i))에 의해 복원된다. 모든 단계들의 출력은 
멀티플렉서(408)에 의해 조립되며, 상기 조합된 것은 디오더링 버퍼(deordering buffer)(410)에 출력된
다. 상기 디오더링 버퍼(deordering buffer)(410)는 재배열 버퍼(404)의 역기능을 수행한다.

도시된 병렬코더에서 각 단계는 단일 컨텍스트에 할당되어 지지만, 재배열은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병렬단계들을 탄력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한다. 일례로, 각 단계는 PClass, 다수의 컨텍스트들을 구비하
는 그룹(group) 또는 여러 단계들로 전송정보를 고르게 분배하도록 설계된 분배과정에 연결된다.

제11(a)도는 4개의 병렬단계를 구비한 병렬코더로 사용되는 재배열 버퍼(502)와 비트와이즈 의존 컨텍스
트 모델을 도시한다. 화소당 다른 수의 비트들 또는 다른 컨텍스트 모델, 8 또는 N 병렬단계들 같이 다
른 구성에도 상기 버퍼(502)는 유용할 수 있다. 4개의 입력 바이트(byte)들(또는 화소들)은 버퍼(502)에 
입력되며 좌측에 도시되고 8개의 4비트 블록(block)들이 버퍼(502)로 부터 출력되는 것이 도시된다. 상
기 출력블록들은 병렬 코딩주기당 하나씩 병렬코더로 출력되어서 각 출력블록들은 병렬로 처리되는 비트
들의 집합으로 표시된다. 입력비트들이 재배열되지 않는다면 병렬코더에의 블록입력은 화소 A의 4개 최
하위 비트(A3-A0)가 뒤에 오는 화소 A의 최상위 비트(A7-A4)이고 그 이후에 화소 B의 최상위 비트(B7-
B4)가 입력되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재배열 고정이 없이 병렬로 처리되는 비트들의 집합은 비트와이
즈 의존 모델이 사용될 때 A4가 A4 위치(4)와 같은 비트집합에 있는 A7, A6, A5로부터 컨텍스트를 얻으
므로 독립적이지 않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퍼(502)는 도시된 대로 화소들(A,B,C,D)에 대해서 블록(병렬로 처리되는 
비트들의 집합) D7-C7-B7-A7, D6-C6-B6-A6 등이 출력되도록 입력비트들을 재배열한다. 상기 재배열에서, 
일비트는 다른 비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비트들이 한 컨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다. 일례로, 
D7과 C7은 비트와이즈 의존 컨텍스트 모델에서, 비트와이즈 의존 컨텍스트는 비트의 위치와 좌측으로 향
하는 비트들 이므로, 같은 컨텍스트를 공유한다. D7과 C7에 대해서, 비트위치는 같고 좌측에 위치한 비
트(제11도 상단부)들이 없다.

상기 두번째 제약조건은 제11(b)도에 도시된 재배열 버퍼에 의해 첫번째 제약조건과 함께 해결된다. 상
기 재배열 버퍼에서 블록(block)들로 군집된 비트들은 다른 화소들로 부터 얻어지지만, 다른 비트위치들
로부터도 얻어질 수 있다. 비트위치가 컨텍스트의 일부일때에, 다른 비트 위치들을 가진 비트들은 다른 
컨텍스트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병렬로 처리되는 비트들의 집합인 블록들은 버퍼(504)에 의해 D7-
C6-B5-A4, D6-C5-B4-A3를 9번째 블록 H7-G6-F5-E4를 출력하고 컨텍스트에 대한 블록에서 다른 비트들에 
의존하지 않은 비트들을 구비하고 상기 블록에서 다른 비트들과 컨텍스트를 공유하지 않는다. 입력화소
들(E,F,G,H)은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화소 D에 이어진다.

제11(b)도에 리셋(reset) 이후의 버퍼의 상태를 도시하였는데 화소 A앞의 선행화소들은 없게 된다. 버퍼
의 리셋후 첫번째 병렬단계에서 (화소 A로 부터) 단지 일 비트를 가진 일블록이 처리된다. 다음 병렬단
계에서, 화소 A로 부터의 일비트와 화소 B로부터의 일비트가 처리된다. 리셋이후 첫몇개의 블록들에서 
모든 병렬단계들이 사용되지 않는데 상기 사용은 합리적인 화상크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제11(b)
도에서는 첫번 3개 블록들에서 상기한 바가 발생된다.

제13(a),(b)도에 병렬 코더들에 부가된 제약조건들과 유사한, 파이프라인(pipe line) 방식의 코더들상에 
컨텍스트 모델이 부과한 제약조건을 도시한다. 제13(a),(b)도에 제11도에 도시된 화소(A-D)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방식의 코더의 작동단계를 도시하며, 제13(a)도에 비트들을 재배열되지 않은 순서로 처리하
는 파이프라인 처리과정을 도시하였고 제13(b)도에 재배열된 순서로 비트들을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처리
과정을 도시한다. 각 실시예에서, 각 열은 시간 t에 따라 배열되고 비트는 파이프라인 단계에 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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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도시한다. 상기 예에 도시된 단계들은 입력단계, 3개의 중간단계(IS-1, IS-2, IS-3), 두개의 출력
단계들이다.

상기예에서, 비트가 처리되고 첫번째 출력단계에서 다른 비트들의 컨텍스트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고 가
정한다. 게다가, IS1의 처리는 처리되는 비트의 컨텍스트에 의존하고, 비트와이즈 의존 컨텍스트 모델은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비트와이즈 의존 컨텍스트 모델에서, 원안의 비트 A2의 컨텍스트는 A3, A4, A5, 
A6, A7에 의존한다. 제13(a)도에서, IS-1에서의 비트(A2)의 처리는 비트 A3고 비트 A4가 첫번째 출력단
계(다른 비트들(A5-A7)은 이미 첫번째 출력단계를 통과함)에 있을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다. 상기 지연은 
파이프라인 방식 처리의 장점을 없앤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퍼(502)와 같은 재배열 버퍼는 제13(b)도에 도시된 작용에 대해 사용될수 
있다. 상기 예에서, 원안의 비트(B6)는 비트 B7으로부터 컨텍스트를 얻고 초기 기간에 첫번째 출력단계
에 출력되며 B6이 IS-1에서 처리될 적에 사용된다.

상기 기술한 바는 예시한 내용이지 제한적인 내용이 아니다. 본 발명에 대해 여러사항들이 본 발명의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쉽게 수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지만 특허청구범위를 참조로 결정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색채화상의 일화소를 표현하는 M개 기호들의 알파벳으로부터 선택된 각 입력기호를 상기 입력기호보다 
적은 수의 비트들로 표현되고 상기 입력기호로 해독될 수 있는 부호어들로 압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
텍스트 모델을 선택하는 단계와; M개 입력기호들의 입력열을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 열에서 상기 
컨텍스트 모델에 의해 지시되는 컨텍스트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열에 대해 상기 컨텍스
트들에 있는 상기 M개의 입력기호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단계와; 알파벳으로된 M개 기호들중 첫번째 기호
에 Log2M 이상의 정수인 K개 비트들로 구성된 첫번째 이진 시퀸스를 할당하는 단계와; 이진 시퀸스는 모

든 할당되지 않은 이진 시퀸스들로부터 선택된 후속이진 시퀸스이며, 선택된 이진 시퀸스와 또 다른 이
진 시퀸스를 할당받은 알파벳 기호들중 일부 알파벳에 대해 최소의 일부 비트 와이즈 엔트로피를 초래하
도록 알파벳으로된 M개 기호들중 후속의 기호들에 대해 후속의 이진 시퀸스들을 할당하고 그 할당에 의
해 M개의 기호들을 그 할당된 이진화로 변환시키기 위한 재색인 표를 형성하는 단계와; 적어도 M-1 이진 
시퀸스들이 기호들에 할당될 때까지 후속의 이진 시퀸스들을 할당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와; 잔여 이
진 시퀸스를 잔여 기호에 할당하여 상기 재색인 표를 완성하는 단계와; 비트열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재
색인 표를 사용하여 각 M개의 입력기호를 이진화하는 단계와; 압축된 부호어열에서 부호어를 형성시키기 
위해 상기 비트열을 부호화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비트 와이즈 엔트로피는 모든 컨텍스트의 부분 엔트로피와 이진 시퀸스의 모
든 K비트 위치들에대해 일부 비트 엔트로피들의 합이며, 상기의 일부 비트 엔트로피는 일부 위치 조건 
확률과 일부 조건확율의 비에 대한 엔트로피임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부호어열과 상기 재색인 표를 디컴프레서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열을 해독된 비트열로서 복원하기 위해 상기 전송후에 상기 압축된 부호어열
을 복원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재색인 표를 역으로 사용하여 상기 해독된 비트열을 디인덱스(deindex)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일 디컴프레서에 상기 압축된 부호어열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후 상기 비트열을 
해독된 비트 열로 복원하기 위해 상기 압축된 부호어열을 복원하는 단계와; 상기 해독된 비트열을 상기 
해독된 비트열중 이전에 변환된 부분으로부터 추출되는 컨텍스트 모델들에 따라 변화하는 단계를 더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비트 위치 컨텍스트 모델이며 일 비트의 컨텍스트는 이진화내에
서 상기 비트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비트 평면 컨텍스트 모델이며, 일 비트의 컨텍스트는 이진화 내
에서 상기 비트의 위치와 컨텍스트 기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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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비트와이즈 의존 컨텍스트 모델이며, 일비트의 컨텍스트는 상기 
비트의 이진화에 대해 전처리된 비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첫째의 마르코프(Markov)비트와이즈 의존 텍스트 모델이며, 일 
비트의 컨텍스트는 상기 비트의 이진화에 대해 전처리된 비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
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모델은 혼합된 컨텍스트 모델이며, 일비트의 컨텍스트는 상기 비트 이진
화 과정의 전처리된 비트들과 컨텍스트 기호의 이진화 비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12 

색채화상의 일화소를 표현하는 M개 기호들의 알파벳으로 부터 선택된 각 입력기호를 상기 입력기호보다 
적은 수의 비트들로 표현된 상기 입력기호로 해독될수 있는 부호어들로 압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M개의 
입력기호들의 입력열을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M개의 입력기호들을 이진화된 기호들의 열로 이진화 하는 
단계와; 각 비트에 대한 컨텍스트는 상기 각 이진화 된 기호와 컨텍스트 기호내에서 상기 각 비트의 위
치에 의해 결정되며, 상기 컨텍스트 기호는 상기 각 이진화된 기호와 다른 기호이고, 상기 각 이진화된 
기호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관계에 있는 기호이며, 상기 사전에 정의된 관계는 해독시 상기 각 이진화된 
기호가 상기 컨텍스트 기호후에 해독되게 하여 각 이진화된 기호의 상기 각 비트에 대해 컨텍스트를 식
별하는 단계와; 상기 컨텍스트들에 대해 이진 엔트로피 코드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열의 상기 각 비
트의 값과 상기 열의 각 비트의 컨텍스트로 부터 결정되는 상기 이진 엔트로피코드에 따라 이진화된 기
호중에서 상기 열의 각 비트를 부호화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13 

색채화상의 일화소를 표현하는 M개 기호들의 알파벳으로 부터 선택된 각 입력 기호를 상기 입력 기호보
다 적은 수의 비트들로 표현되는 상기 입력 기호로 해독될수 있는 부호어들로 압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M개의 입력 기호들의 입력열을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M개의 입력기호들을 이진화된 기호들의 열로 이진
화 하는 단계와; 각 비트에 대한 컨텍스트는 상기 각 이진화 된 기호와 컨텍스트 기호의 이진화 비트들
에 있어서 상기 각 비트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며, 상기 컨텍스트 기호는 상기 각 이진화된 기호와 다른 
기호이고, 상기 각 이진화된 기호와 사전에 정의된 관계에 있는 기호이며, 상기 기정의된 관계는 해독시 
상기 각 이진화된 기호가 상기 컨텍스트 기호후에 해독되기 위하여 존재되며 각 이진화된 기호의 상기 
각 비트에 대해 컨텍스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컨텍스트에 대해 이진 엔트로피 코드를 결정하는 단
계와; 상기열의 상기 각 비트값과 상기 열의 각 비트 텍스트로 부터 결정되는 상기 이진 엔트로피 코드
에 따라 이진화된 기호들의 상기열의 각 비트를 부호화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구성된 입력기호 압축방법.

청구항 14 

색채화상에서 화소값을 표현하고 M개 기호들중 하나의 알파벳으로 부터 선정된 M개의 기호들을 상기 M개 
기호들이 추출될 수 있고 압축되기 전보다 적은 비트들로 표현되는 부호어들로 압축시키는 압축기관에 
있어서, 상기 입력열에서 기호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수단과; M개 기호의 각각에 대하여 M개 기호의 분포
에 기초하고 재색인표에 의해 표현되는 이진화를 결정하는 재색인표 발생기와; 상기 재색인 표에 따라 
각 M기호를 이진 시퀸스로 이진화하여 색채화상을 표현하는 M개 기호를 이진 비트열로 변환시키는 재색
인 수단과; 상기 이진 비트열을 압축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부호어열을 출력하는 이진 엔트로피 부호화 컴
프레서를 구비하며; 상기 이진화는 이진화된 입력열의 비트와이즈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기관.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이진화 과정은 모든 가능한 이진화 과정의 비트와이즈 엔트로피 출력에 대하여 국부
적으로 최소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기관.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 시퀸스들은 K가 log2M 이상인 K비트들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압축기관.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 엔트로피 부호화 컴프레서는 컨텍스트 모델러, 확률 추정 모듈, 비트 발생
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기관.

청구항 18 

입력기호들인 컨텍스트 기호들에 의해 제공되는 컨텍스트를 기초로 하여 입력기호들이 부호화 하는 엔트
로피 엔코더에 있어서, 입력열 순서로 부터 재배열된 열순서로 입력기호들을 재배열하기 위해 상기 엔트
로피 엔코더의 기호 입력에 연결되는 기호 재배열 수단과; 상기 기호 재배열 수단의 출력과 연결되어, 
현재 입력기호의 컨텍스트 기호들로 부터 현재 입력기호의 컨텍스트 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재배열된 
열에서 입력기호를 받아 들이고 입력기호들을 저장하는 컨텍스트 모델러와; 주어진 컨텍스트를 발생시키
는 상기한 현재 입력 기호의 확률을 측정하기 위한 상기 컨텍스트 모델러로부터 현재의 입력기호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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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기호의 컨텍스트를 받아 들여 주어진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현재 입력기호의 확률을 추정하는 확률 
추정기와; 상기 확율 추정기에 연결되어, 상기 확률 추정기에 의해 제공되는 확률추정을 기초로 하여 입
력기호의 재배열된 열의 압축된 표현인 부호어를 발생하는 비트발생기를 구비하여 구성되며; 상기 기호 
재배열수단은 현재 입력기호와 재배열된 열의 현재 입력기호의 컨텍스트 기호들 사이의 재배열된 거리가 
현재 입력신호와 입력열의 현재 입력기호의 컨텍스트 기호 사이의 원래 거리보다 크도록 입력기호들을 
재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트로피 엔코더.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현재 입력기호의 컨텍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독된 입력기호들을 저장하
는 이차 컨텍스트 모델러와, 상기 이차 컨텍스트 모델러로부터 상기한 현재 입력기호의 컨텍스트를 입력
받는 이차 확률 추정기와, 상기 비트 발생기에 의해 출력된 상기 부호어를 입력받도록 상기 이차 확률 
추정기에 의해 제공되는 확률 추정치를 근간으로 상기 부호어들로 부터 기호열을 발생시키는 이차 비트 
발생기와, 상기 이차 컨텍스트 모델러의 기호 출력에 연결되고 상기 재배열된 열 배열으로부터 상기 입
력 열 배열로 해독된 입력기호를 재배열하여 해독되는 컨텍스트 기호들과 해독되는 현재 입력 기호들 사
이의 지연시간을 증가시키는 기호 디오더링 수단으로 이루어진 디코더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엔트로피 엔코더.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어를 병렬로 해독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증가된 지연은 상기 디코더
에 의해 필요한 컨텍스트 기호들을 제공하는 동안 병렬 해독화를 허용할 만큼 충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엔트로피 엔코더.

청구항 21 

입력비트 열로부터 얻어진 복수의 비트를 병렬로 코딩하는 엔트리피 코더에 있어서, 입력비트의 컨텍스
트와 연관된 입력 비트 쌍을 출력하며, 상기 컨텍스트는 전에 입력된 비트들중 적어도 하나의 비트와 입
력기호내의 입력비트위치 및 사전에 결정된 컨텍스트 모델에 의해 컨텍스트 모델러와; 상기 컨텍스트 모
델러로 부터 상기 쌍으로 이루어진 출력을 입력받도록 연결되어, 상기 컨텍스트 쌍 주어지는 입력 비트
들의 확률 추정치들을 근거로 하여 상기 입력비트열의 압축된 표현인 상기 부호어들을 발생시키는 컨텍
스트 감지병렬 코더를 구비하여 구성되며; 상기 병렬코더는 입력비트들의 병렬열을 형성하여 N개 비트들
을 일련의 비트로 결합시키는 수단과, 상기 군을 이루는 일련의 비트들로 부터 일 입력비트를 처리하는 
다수의 N코딩 수단과, 입력 비트열에 대한 입력과 상기 컨텍스트 모델러 사이에 연결되어 일련의 비트에
서 일 비트의 컨텍스트가 상기 일련의 비트의 다른 비트와 무관하도록 입력 비트들을 재배열하는 비트 
재배열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트로피 코더.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재배열수단은 상기 입력비트열을 재배열하여 병렬로 처리된 일련의 비트중 
두개의 비트가 공통의 컨텍스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트로피 코더.

청구항 23 

일 입력비트 열로 부터 얻어지는 다수 비트들을 다수단계의 파이프 라인방식으로 부호화시키는 엔트로피 
코더에 있어서, 입력비트를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비트와 연관된 컨텍스트를 가진 상기 입력비트의 쌍을 
출력하며, 상기 컨텍스트는 적어도 하나의 이전 입력비트, 입력기호내의 입력비트위치 및 미리 설정된 
컨텍스트모델에 의해 결정되는 컨텍스트 모델러와; 상기 컨텍스트 모델로 부터 상기 쌍으로 이루어진 출
력을 입력받도록 연결되어, 상기 컨텍스트 쌍 주어지는 입력 비트들의 확률 추정치들을 근거로 하여 상
기 입력비트열의 압축된 표현인 상기 부호어들을 발생시키며, 상기 컨텍스트모델러에 의해 출력된 입력
비트를 처리하는 입력단과, 파이프라인 방법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단이 상기 입력비트의 쌍으로 이루어
진 컨텍스트에 기초하여 입력비트를 처리하는 컨텍스트 감지단인 다른 단과 연결되어 입력단의 출력을 
처리하는 복수의 중간단과, 상기 중간다늬 마지막단에 대한 출력으로 이루어진 컨텍스트 감지 파이프라
인 코더와; 입력비트열에 대한 입력과 상기 컨텍스트 모델러에 연결되어, 주어진 비트의 컨텍스트가 상
기 주어진 비트가 컨텍스트 감지단에서 처리될 때 상기 중간단에서 처리되는 다른 비트와는 무관하게 되
도록 입력비트를 재배열하는 비트 재배열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엔트로피 코더.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재배열수단은 입력비트 열을 재배열하여 특정시간의 파이프라인에서 두 개
의 비트가 공통 컨텍스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트로피 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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