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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MPEG1의 디그룹핑 방법을 공개한다. 하나의 코드워드(C)로 압축된 3개의 연속적인 부밴드 샘플
들(X,Y,Z)을 스텝의 수(N) 별로 디그룹핑 하는 그 방법은, N의 값이 3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N의 값이 
3이 아니면 5인가를 판단하는단계와, N의 값이 5가 아니면 9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N의 값이 3이면 제1
찾아보기 테이블에서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 단계 및 N의 값이 5 이면 제2찾아보
기 테이블에서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 단계 및 N의 값이 9이면 제3찾아보기 테이블
에서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 단계를 구비하고, 제1, 상기 제2 및 제3 찾아보기 테
이블은 C의 값에 해당하는 부 밴드 샘플의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나눗셈기에 의해 
디그룹핑을 수행하지 않고, 찾아보기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 밴드 샘플들을 구비하므로, 필요한 사이클 수
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엠.피.이.지1 오디오 복호기 디그룹핑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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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제2도는 스텝의 수가 3인 경우,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제3도는 스텝의 수가 5인 경우,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제4도는 스텝의 수가 9인 경우,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엠피이지(MPEG) 1 복호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MPEG1 복호기에서 나눗셈기를 사용하지 않고 
찾아보기 테이블(look-up table)방식을 사용하는 MPEG1 복호기의 디그룹핑(degrouping)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이하, MPEG1 오디오 복호기의 디그룹핑 방법에서 2번 나눗셈의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디
그룹핑에서는 하나의 샘플 ( sample code)로부터 3개의 샘플코드를 추출해 내기 위한 계산이 이루어진다 
MPEG1 오디오 복호기에서는 표 1과 같이 스텝의 수(number of step)가 3, 5, 9 일 때, 디그룹핑 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상기 표 1에서 0은 그룹핑이 수행되고, X는 수행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표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디그룹핑이 약속된 곳에서는 1개의 코드워드당 3개의 샘플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의 샘플 코드당 하나의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부호화기에서의 그룹핑 방식을 이해하면, 디그룹핑은 그룹핑의 역이므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그
룹핑을 설명하면, 3개의 연속적인 부밴드 샘플, X, Y, Z는 하나의 코드워드(Vi, i=3,5,9)로 압축되는데, 
스텝의 수에 따라 표2와 같이 V3,V5,V9로 계산되어 진다.

[표 2]

표2로부터 알수 있듯이, V3은 26에서 최대가 되고, 이때, X=2, Y=2,Z=2가 되므로, X,Y,Z ≤2 라는 제한조
건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V5의 최대값 124에 대해 X,Y,Z≤4, V9의 최대값 728에 대해 X,Y,Z≤8이라는 제
한조건들이 각각생긴다.

상술한 그룹핑 방법에 의해 그룹핑된 값을 디그룹핑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샘플 코드의 값을 스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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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눈 나머지가 차례로 X,Y,Z 가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처음에 샘플 코드의 값을 스텝의 
수로 나눈 나머지를 X로 취하고, 그때의 몫을 다시 스텝의 수로 나눈 나머지를 Y로 취하고, 그 때의 몫은 
또 다시 나눌 필요없이 Z가 된다.이 방법은 다음 식 (1)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S[i]는 부밴드 샘플 X,Y,Z 중 하나이고, C는 샘플 코드의 값으로 V3, V5, V9중 하나이고, %는 나
머지를 찾는 연산자로서, 예를 들어, 13%3=1가 되고, DIV 는 몫을 찾는 연산자로서, 예를 들어, 13 DIV 3
는 4가 되고, NLEVELS는 스텝의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스텝의 수가 3인 경우,

그러나, 종래의 이러한 나눗셈을 하는 칩(SSP1601)은 나눗셈 연산을 위해 매 나눗셈 마다 120 사이클수를 
필요로 한다. 이는 꽤 많은 사이클수로서, 칩 SSP1601 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탈 신호 처리기들에서도 나
눗셈을 위해 비교적 많은 사이클 수가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눗셈기 대신에, 각 샘플의 제한조건을 
이용하여 찾아보기 테이블로서 디그룹핑하는 MPEG1의 디그룹핑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하나의 코드워드(C)로 압축된 3개의 연속적인 부밴드 샘플
들(X,Y,Z)을 스텝의 수(n) 별로 디그룹핑 하는 엠펙(MPEG)1 오디오 복호기의 디그릅핑 방법은, 상기 N의 
값이 3인가를 판단하는 제1판단 단계와, 상기 N의 값이 3이 아니면 5인가를 판단하는 제2판단 단계와, 상
기 N의 값이 5가 아니면 9인가를 판단하는 제3판단단계와, 상기 N의 값이 3이면 제1찾아보기 테이블에서 
상기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 제1샘플값 발견 단계와, 상기 N의 값이 5이면 제2찾아
보기 테이블에서 상기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 Y, X, 순서로 찾는 제2샘플값 발견 단계 및 상기 N의 
값이 9이면 제3 찾아보기 데이블에서 상기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 제3 샘플값 발견 
단계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상기 제2 및 제3 찾아보기 테이블은 상기 C의 값에 해당하는 상기 부밴드 
샘플의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MPEG1의 디그룹핑 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스텝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제2 
및 제4단계)와, 스텝의 수에 따라 부밴드샘플들을 구하는 단계(제6~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도에 도시된 방법은 부 밴드 샘플들을 구하는 종래의 방법과 달리 Z,Y,X의 순서로 샘플들을 구한다.

하나의 코드워드로 압축된 3개의 연속적인 부밴드 샘플들(X, Y, Z)을 스텝의 수(N) 별로 디그룹핑 하고자 
할 때, N의 값이 3인가를 먼저 판단하여(제2단계), 3이 아니면 N의 값이 5인가 9인가를 다시 판단한다(제
4단계), 제2단계에서 N의 값이 3이면 제1찾아보기 테이블에서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
는다(제6단계), 그러나, N의 값이 5이면 제2찾아보기 테이블에서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순서로 
찾고(제7단계), N의 값이 9이면 제3찾아보기 테이블에서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다
(제8단계). 여기서 제1,2 및 3 찾아보기 테이블은 C의 값에 해당하는 부 밴드 샘플의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테이블로서 후술된다.

제2도는 스텝의 수가 3인 경우,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Z의 값

10-3

1019950065742



을 결정하는 단계(제10단계~제18단계)와, Y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제20~제30단계)와, X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제3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3도는 스텝의 수가 5인 경우,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Z의 값
을 결정하는 단계(제50단계~제66단계)와, Y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제68단계~제86단계)와, X의 값을 결정
하는 단계(제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4도는 스텝의 수가 9인 경우 본발명의 디그룹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Z의 값을 결정
하는 단계(제100단계~제132단계)와, Y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제134단계~제168단계)와 X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제170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에 의해 스텝의 수가 3인 경우, 다음 표3a 및 3b로 구성된 제1찾아보
기 테이블을 HD해 부밴드 샘플들이 결정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3a는 Z, 표제3b는 Y값을 각각 
결정하기 위해 찾아보는 테이블이다.

[표 3a]

[표 3b]

제2도와 표3a 및 3b를 참조하면, 먼저, 코드워드(C)가 17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0단계), 크면 Z를 2로 
결정하고(제12)단계, 이하이면 8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4단계), C가 8보다 크면 Z를 1로 결정하고(제16
단계), C가 8 이하이면 Z를 0으로 결정한다.(제18단계)

Z를 결정한 후에, 제12, 16 및 18단계에서 결정된 Z의 9배수를 코드워드에서 감산하여 갱신된 코드워드
(CR)를 구한다(제20단계). 즉, CR=C-9*Z이다. 제20단계후에, 갱신된 코드워드(CR)가 5보다 큰가를 판단하
여(제22단계), 크면 Y를 2로 결정하고(제24단계), 5이하이면 CR이 2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26단계), 크
면 Y를 1로 결정하고(제28단계), C가 2 이하이면 Y를 0으로 결정한다(제30단계).

Y를 결정한 후에, 갱신된 CR에서 결정된 Y의 3배수를 감산하여 X를 결정한다(제32단계). 즉, 제32단계에
서는 CR~3*Y의 연산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에 의해 스텝의 수가 5인 경우, 다음 표4a 및 4b로 구성된 제2찾
아보기 테이블을 통해 부밴드 샘플들이 결정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4a는 Z, 표제4b는 Y값을 
각각 결정하기 위해 찾아보는 테이블이다.

[표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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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b]

제3도와 표4a 및 4b를 참조하면, 먼저 코드워드(C)가 74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50단계), 크면 99보다 큰
가를 판단한다(제52단계). C가 99보가 크면 Z을 4로 결정하고(제54단계), 99이하이면 3으로 결정한다(제
56단계). 그러나 C가 74 이하이면 49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58단계). 크면 Z을 2로 결정하고, C가 49이
하이면 24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62)단계, 크면 1로(제64단계), 이하이면 0으로 Z을 
결정한다.(제66단계)

Z을 결정한 후에, 54, 56, 60, 64  및 66 단계에서 결정된 Z의 25배수를 코드워드에서 감산하여 갱신된 
코드워드(CR)를 구한다.(제68단계) 즉, CR = C - 25*Z 이다. 제68단계 후에, 갱신된 코드워드(CR)가 14보
다 큰가를 판단하여(제70단계), 크면 CR이 19보다 큰가를 다시 판단하여(제72단계), CR이 19보다 크면 Y
를 4로 결정하고(제74단계), 19이하이면 Y를 3으로 결정한다.(제76단계) 그러나, CR이 14이하이면 9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78단계), 크면 Y를 2로 결정하고(제80단계), CR이 9 이하이면 4보다 큰가를 판단한다
(제82단계). CR이 4보다 크면 Y을 1로 결정하고(제84단계), CR이 4  이하이면 Y를 0로 결정한다(제86단
계).

Y의 값을 결정한 후에, 갱신된 CR에서 결정된 Y의 5배수를 감산하여 X를 결정한다(제88단계). 즉 제 88단
계에서는 CR - 5*Y 의 연산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의한 디그룹핑 방법에 의해 스텝의 수가 9인 경우, 다음 표5a 및 5b로 구성된 제3
찾아보기 테이블을 통해 부밴드 샘플들이 결정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5a는 Z, 표5b는 Y 값을 
각각 결정하기 위해 찾아보는 테이블이다.

[표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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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b]

제4도와 표5a 및 5b를 참조하면, 먼저 코드워드(C)가 404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00단계), 크면 C가 566
보다 큰가를 판단한다(제102단계), 제 102단계에서 566보다 크면 C가 647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04단계),  크면 Z를 8로 결정하고(제106단계)  이하이면 7로 결정한다.(제108단계).  그러나, 
제102단계에서 C가 566이하이면 485 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10단계), 크면 Z를 6으로 결정하고(제112단
계), 이하이면 Z를 5로 결정한다(제114단계), 한편 제100단계에서 C가 404이하이면, C가 242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16단계), 크면 C가 323보다 큰가를 다시 판단한다(제118단계). 제118단계에서 C가 323보다 
크면 Z를 4로 결정하고(제120단계), 이하이면 3으로 Z를 결정한다(제122단계). 제116단계에서 C가 242 이
하이면, C가 161 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2단계), 크면 Z를 2로 경정하고(제126단계), 이하이면 C가 80
보다 큰가를 판단한다(제128단계), C가 80보다 크면 Z를 1로 결정하고(제130단계), 이하이면 Z를 0으로 
결정한다(제132단계).

Z를 결정한 후에, 제106,108,112,114,120,122,126,130 및 132단계에서 결정된 Z의 81배수를 코드워드에서 
감산하여 갱신된 코드워드(CR)을 구한다(제143단계). 즉 CR = C - 81*Z 이다. 제134단계 후에 갱신된 코
드워드(CR)가 44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36단계), 크면 CR이 62보다 큰가를 다시 판단한다.(제138단계). 
제138단계에서 CR이 62보다 크면, CR이 71보다 큰가를 다시 판단하여(제140단계), 크면 Y를 8로 결정하고
(제142단계), 71 이하이면 다시 7로 Y를 결정한다(제144단계). 제138단계에서 CR이 62이하이면, CR이 53
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46단계), 크면 Y를 6으로(제148단계), 이하이면 5로 결정한다.(제150단계) 제
136단계에서 CR이 44이하이면, CR이 26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52단계), 크면 35보다 큰가를 다시 판단
한다(제154단계). 제154단계에서 CR이 35보다 크면 Y를 4로(제156단계)이하이면 3으로 결정한다(제158단
계). CR이 26이하이면 17보다 큰가를 판단하여(제160단계), 크면 Y를 2로 결정하고(제162단계), 이하이면 
CR이 8보다 큰가를 판단한다(제164단계) CR이 8보다 크면 Y를 1로 결정하고(제166단계), 이하이면 Y를 0
으로 결정한다.(제168단계)

Y의 값을 결정한 후에, 갱신된 CR에서 결정된 Y의 9배수를 감산하여 X를 결정한다(제170단계). 즉, 제170
단계에서는 CR-9Y의 연산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스텝의 수(N)가 3이고, 코드워드(C)가 22인 경우 부밴드 샘플들(X.Y,Z)을 각각 구해보자.

C = 22 이므로 표3a로부터 알수 있듯이 Z는 2이고, 제20단계에서 갱신된 코드워드는 4가 되며, 표제3b로
부터 Y는 1이고, 제32단계로부터 X는 1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MPEG1의 디그룹핑 방법은 나눗셈기에 의해 디그룹핑을 수행하
지 않고, 찾아보기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밴드 샘플들을 구하므로, 필요한 사이클 수가 종래보다도 크게는 
1/5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코드워드(C)로 압축된 3개의 연속적인 부밴드 샘플들(X,Y,Z)을 스텝의 수(N) 별로 디그룹핑 하는 
엠펙(MPEG)1 오디오 복호기의 디그룹핑 방법에 있어서, 상기 N의 값이 3인가를 판단하는 제1판단단계, 상
기 N의 값이 3아 이니면 5인가를 판단하는 제2판단단계, 상기 N의 값이 5가 아니면 9인가를 판단하는 제3
판단단계, 상기 N의 값이 3이면 제1찾아보기 테이블에서 상기 부밴드 샘플들이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
는 제1샘플값 발견 단계, 상기 N의 값이 5이면 제2찾아보기 테이블에서 상기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 제2샘플값 발견 단계, 및 산기 N의 값이 9이면 제3찾아보기 테이블에서 상기 부밴드 
샘플들의 해당값을 Z,Y,X 순서로 찾는 제3샘플값 발견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상기 제2 및 상기 제3 
찾아보기 테이블은 상기 C의 값에 해당하는 상기 부 밴드 샘플의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하
는 MPEG1의 디그룹핑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샘플 값 발견 단계는 상기 C가 18 이상이면 Z의 값을 2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의 값이 9 이상이고 17 이하이면 상기 Z의 값을 1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의 값이 0 이상이고 8 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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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기 Z의 값을 0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Z값을 결정한 후에, 상기 C로부터 상기 결정된 Z의 9배수를 
감산하여 갱신된 C(CR)를 구하는 단계/ 상기 CR이 6이상이고, 8이하이면 Y를 2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

이 3 이상이고, 5이하이면 상기 Y를 1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이 0이상이고, 2 이하이면 상기 Y를 0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Y를 결정한 후에, 상기 CR로부터 상기 결정된 Y의 3배수를 감산하여 X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EG1의 디그룹핑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샘플값 발견 단계는 상기 C가 100 이상이면 Z를 4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75 이상이고, 99 이하이면 상기 Z를 3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50 이상이고, 75 이하이면 Z를 2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25 이상이고 49 이하이면 상기 Z를 1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0 이상이고, 
24 이하이면 상기 Z를 0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Z 값을 결정한 후에, 상기 C로부터 상기 결정된 Z의 25
배수를 감산하여 갱신된C(CR)를 구하는 단계, 상기 CR가 20 이상이면 Y를 4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15 이상이고, 19 이하이면, 상기 Y를 3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10 이상이고, 14 이하이면 상기 Y를 

3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5 이상이고, 9이하이면 상기 Y를 1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0이상이

고, 4 이하이면 상기 Y를 0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Y를 결정한 후에, 상기 CR로부터 상기 결정된 Y의 

5배수를 감산하여 X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EG1의 디그룹핑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샘플값 발견 단계는 상기 C가 648보다 크면 Z를 8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567 이상이고, 647 이하이면 상기 Z를 7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486 이상이고, 566 이하이면 상기 
Z를 6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405 이상이고, 485 이하이면 상기 Z를 5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
가 324 이상이고, 404 이하이면 상기 Z를 4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243 이상이고, 323 이하이면 상
기 Z를 3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162 이상이고, 242 이하이면 상기 Z를 2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
기 C가 81 이상이고, 161 이하이면 상기 Z를 1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가 0 이상이고, 80 이하이면 
상기 Z를 0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Z값을 결정한 후에, 상기 C로부터 상기 결정된 Z의 81배수를 감산하
여 갱신된 C(CR)을 구하는 단계, 상기 CR가 72 이상이면 Y를 8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63 이상이고, 

71  이하이면 상기 Y를 7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 R  가 54이고, 62  이하이면 상기 Y를 6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45이상이고, 53이하이면 상기 Y를 5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36 이상이고, 44이하이

면 상기 Y를 4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27 이상이고, 35이하이면, 상기 Y를 3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

기 CR가 18이상이고, 26 이하이면, 상기 Y를 2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9이상이고, 17 이하이면, 상기 

Y를 1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CR가 0 이상이고, 8 이하이면 상기 Y를 0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Y를 

결정한 후에, 상기 CR로부터 상기 결정된 Y의 9배수를 감산하여 X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MPEG1의 디그룹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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