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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랜덤(random) 및 버스트(burst) 채널 에러용 에러 보호가 제공되는 영상 압축 시퀀스의 에러 
제어 방법 및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에러 제어 신택스(100)는 고정된 길이 패킷 동기화 시스템을 가변 
길이 코드된 압축된 영상 데이타에 제공하여, 이는 디코드된 영상 비트스트림 내에 에러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능력을 제공한다.  고정된 길이 패킷 제어 정보는 순방향 및 역방향 방향으로 압축된 영상 데이타를 
디코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러 제어용 오버헤드를 줄이는 한편 채널 에러의 긴 버스트후에 디코
드된 프레임내의 디코드된 영상 데이타를 정확하게 복구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에러 제어 방법은 에러 
은폐용으로 사용될수 있는 영상 에러 검출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영상 압축 전송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채널들에 대
한 영상 압축된 시퀀스의 로버스트 전송(robust transmission)을 위한 에러 제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예를 들어, H.261 및 MPEG1 영상 압축 표준과 같은 통상의 압축 프로세스는 압축에 앞서 전송된 비트스트
림을 영상 시퀀스보다 비트 에러들에 더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채널에 대한 영상 
압축된 비트스트림들의 전송은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영상 압축 알고리즘내의 엔트로피 엔코딩
(entropy encoding)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비트스트림이 코드된 워드 바운더리(coded word boundaries)용
으로 자기 동기화를 포함하는 가변 길이 코드(VLC) 시퀀스가 생성된다.  가변 길이 코드된 비트스트림내
의 싱글 비트 에러는 통상적으로 코드된 워드 바운더리 동기화의 손실을 야기시키므로 디코더로의 정보 
손실을 야기시킨다.

H.261 및 MPEG1과 같은 현재의 영상 압축 표준은 매우 제한된 에러 보호를 제공한다.  손실된 VLC의 재동
기화를 위한 전형적인 해결책은 프레임을 슬라이스(MPEG1) 또는 블럭들의 그룹(GOB- H.261/H.263)으로 분
할하는 것이다.  양쪽 경우 모두, 자기 상관(auto-correlation)에 의해 검출되는 재동기화 워드들은 비트

9-1

1019970704373



스트림내의 소정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변 길이 매크로블럭 시퀀스의 초기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VLC 테이블로부터 생성될 수 없는 매우 긴 재동기화 워드들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재동기화 워드들
은 압축의 견지에서 볼 때 비효과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매우 불량한 자기 상관 특성들을 가지므로, 에
러가 발생하기 쉬운 채널 조건 아래에서 불량하게 실행된다.  이 표준들 내의 다른 에러 제어 방법들은 
H.261용 (511,492) BCH 코드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 에러 보호 레벨은 표준 전화선 또는 ISDN 채널들 상
에 발견되는 저 랜덤 비트 에러율(BER)로는 적합하나, 고 랜덤 BER 조건들 및 20㎳ 또는 그 이상의 에러 
버스트를 부가한 RF 채널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에러 제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은 셀룰러 휴
대 전화망과 같은 시스템에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환경들에서 영상 정보 전송을 위한 로버스트 영상 비트
스트림(robust video bitstreams)에 대한 필요성을 유발시킨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제어에 필요되는 비트스트림 신택스(bitstream syntax)를 표시하는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양호한 실시 단계의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의 한 양호한 실시예의 블럭도.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채널에 대한 영상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전송을 위한 신뢰성있는 에러 제
어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동작 보상된 예측, 매크로블럭-기준 접근(macroblock-based approac
h)을 사용하는 영상 압축 방식을 위한 에러 제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들로 특성지어
진다.

1. 랜덤 및 버스트 에러 보호를 제공한다.

2. 프레임 손실 보호를 제공한다.

3. 채널 에러 버스트를 넘어서는 에러 전파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VLC 동기화의 손실을 제한한다.

4. 에러 은폐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해 영상 에러 검출을 제공한다.

5. 요구되는 에러 제어 오버헤드(overhead)를 줄이기 위해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

이 방법은 영상 데이타의 패킷 전송용 동기(고정된 길이) 포맷을 제공한다.  이는 패킷 동기 요건을 프레
임 동기 문제로 귀착시킨다.  이와 같이, 패킷 바운더리와 관련된 제어 정보는 프레임 동기 워드에 관하
여 지정될수 있고, 패킷은 부가적인 동기 오버헤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VLC 동기를 제공
하기 위한 내장형 동기 워드(embedded synchronization words)의 사용을 피한다.  이는 동기 워드의 잘못
된 검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긴 동기 워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워드는 모든 매
체로부터  긴  VLC  코드  워드까지  최소한의  거리를  필요로  하고  또한  소정의  자기  상관  기준(auto 
correlation criteria)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GOB 및 H.261과 MPEG1 표준의 슬라이스 동기 워드는 이러
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다.

도 1의 참조 번호(100)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로버스트 비트스트림 신택스의 블럭을 표시한다.  (102)에
서 영상의 1 프레임으로부터 두개 이상의 N 비트 패킷의 영상 정보가 도시되어 있다.  프레임을 디코딩하
는데 필요한 정보와 프레임 동기 워드를 포함하는 화상(프레임) 헤더 정보 또는 화상 시작 코드는 프레임
당 두번 전송되고,  N(N은 선정된 정의 정수) 비트에 의해 분할되어 프레임 손실 보호를 제공한다.  만약 
제1 화상 헤더가 손실된다면, 제2 화상 헤더는 임계(critical) 프레임 정보를 제공한다.  두개의 화상 헤
더는 화상 시작 코드의 종단에서 단일 비트 ID에 의해서 식별된다.  패킷내의 비트 수 N은 에러 제어 오
버헤드 및 에러 검출 특성 사이의 원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따라 결정된다.  24 Kilobits/sec 
및 48 Kilobits/sec의 타겟 영상 전송률에서 N의 두개의 대표값은 각각 N=512, 및 N=768이다.

각 패킷의 시작에는 4개의 제어 워드: 절대 계수(AC), 상대 어드레스(AD), 절대 양자 파라미터(QP), 및 
절대  이동  벡터(MV)로  구성되는  패킷  제어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위치는  화상  헤드에  관해서 
고정된다.  그러므로, 프레임 동기가 달성된 다음, 프레임내의 모든 패킷 제어 정보의 위치가 알려지게 
된다.

가변  길이  영상  매크로블럭용  고정된  길이  패킷을  이용하면  패킷내에  가변수의  영상  매크로블럭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1 패킷의 마지막 매크로블럭은 다음 패킷으로 오버플로(overflow)할 수 있다.  현
재 패킷의 종단에 있는 제어 워드의 종단에서부터 제1 완성 매크로블럭의 시작까지의 바이트에 있는 상대 
어드레스(AD)는 패킷 제어 정보로 제공된다.  상대 어드레스는 바이트 분해로 라운드 오프(round off)되
기 때문에, 바이트 라운드 오프로서 평균 4 비트가 패킷내에 남게 된다.  이들 비트는 가변 길이 에러 검
출 코드 워드(CRC)에서 이용되며, 이 CRC는 (104)에서 1 비트 패킷중 중간에 있다.  이 코드 워드의 이용
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후에 제공된다.

VLC 동기 손실의 전파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디코더를 재동기화시키기 위해 필요되는 모든 정보는 각 패
킷의 시작에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차별적으로 엔코드된 모든 정보는 절대치로 코드되어 패킷 
바운더리에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 방법은 매크로블록들과 관련된 소정의 양자화, 예를 들어 매크로블록
의 변환에서 이산 코사인 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계수의 양자화를 갖고 있는 제어 정보를 
매크로블럭에 제공한다.  이전의 패킷에서 마지막 매크로블럭용으로 차별적으로 코드된 양자화 파라미터
의 절대치는 QP로서 코드된다.  만약 이전의 패킷이 손실되면, 현재 패킷의 제1 MB용 양자화 값이 이 제1 
MB용 차별화된 양자화 파라미터를 부가한 QP와 동일하다.  이러한 식의 QP의 할당은 또한 아래에서 설명
되는 바와 같이 역전된 디코딩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효율적인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더욱이, 이동 벡
터(Motion Vector, MV)의 절대(예상되지 않는)치는 또한 패킷 바운더리에서 코드된다.  차별화된 MV는 아
래 기술된 데이타의 역방향 판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크로블럭 데이타내에 통상의 형식으로 또한 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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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된다.  결국, 패킷의 상대 어드레스(AD)  위치에서 시작하는 제1 매크로블럭의 계수(AC)가 제공된다.  
이는 디코드된 프레임내에 복구된 매크로블럭의 적절한 재배치를 허용한다.

도 1내의 하위 비트스트림(104)은 싱글 패킷의 비트스트림 신택스를 도시한다.  이 도면에서, 매크로블럭
의 대표 그룹들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되었다.   이들 매크로블럭은 1  내지 7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오른쪽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크로블록(MB7)은 현재 패킷의 종단과 다음 패킷의 시작 사이에서 
분할된다.  신택스의 또 다른 양태는 패킷내의 매크로블럭이 반으로 분할되고 패킷의 전반부에서는 순방
향으로 비트 엔코드되고 패킷의 후반부에서는 역방향으로 비트 엔코드된다(각 매크로블록은 비트 반전
됨).  이는 또한 디코딩이 개시될 수 있는 패킷내에서 두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VLC 동기 주기의 손실을 
제한한다.  즉, 순방향으로 패킷당 단 한번의 VLC 동기 손실이 있은 후 디코더를 재개시하기 위해 패킷 
제어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 패킷 제어 정보로부터 순방향 및 역방향 모두에서 디코딩을 개시함으로써 상
기  신택스는  각  패킷  제어  포인트를  두번씩  사용한다(패킷  제어  워드당  디코딩  프로세스를  두번씩 
리세팅).  만약 채널 에러가 이를테면 MB3에서 VLC 동기의 손실을 야기시킨다면, MB1 및 MB2가 복구될 것
이고 프레임의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손실될 것이다.  그러나, 패킷의 종단에서 디코더를 재개시한 후에, 
MB5-MB7은 패킷 바운더리에서 알려진 상태로부터 역의 비트 순서로 디코딩함으로써 복귀될 수 있다.  만
약 각 매크로블록의 종래의 순방향 인코딩만이 사용된다면, MB3-MB7은 모두 손실될 것이다.

VLC 동기의 손실은 디코더에서 부적합한 가변 길이 디코드된 워드(VLD)의 검출 또는 범위를 벗어난 파라
미터의 검출로서 신뢰성있게 확인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난 패킷 제어 정보의 검출이 또한 사용된다.  
더욱이, 패킷의 중심에 있는 매크로블록 코딩의 종단에서,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엔코드된 스트림들이 정
확하게  부합하는지가  체크된다.   패킷  에러  검출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하여,  순회  중복  체크(Cyclic 
Redundancy Check: CRC) 코드 워드는 패킷의 중심에 위치한다.  CRC 워드는 제1 매크로블럭의 시작 어드
레스를 바이트 분해에 라운딩한 다음 나머지 비트를 이용하며, CRC 워드는 길이가 가변이다.  해밍 (511, 
502) BCH 코드는 에러 검출용으로 사용된다.  CRC 워드(b0-b8)는 어드레스 값(AD)에 의해 지정된 제1 매
크로블록의 위치의 최근접 바이트에 라운딩한 다음 N비트 패킷내에 이용가능한 비트수로 단축(truncate)
된다.

순방향/역방향 코딩 방식에 대해 중간점을 선택하는 규정은 N 비트 패킷(MB-A)에서 제1 매크로블록의 절
대 계수, 및 패킷(MB-B)에서 마지막 매크로블록의 절대 계수에 근거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중간 매크로
블록 번호(MB-MID)(이는 순방향으로 코드된 패킷에서 마지막 매크로블록이다)는

 

로 주어지고, 상기 분할은 정수 분할로 가정된다.  도 1의 참조 번호(100)를 기준으로 하는 제어 정보 파
라미터 값의 예는:

MB7을 36 비트의 다음 패킷으로의 캐리오버(carry over)하는 경우, CRC 워드들에 이용 가능한 잉여 비트
들은 5 x 8-36= 4비트이다. 

상기 에러 제어의 오버헤드는 패킷 제어 정보에 대해서는 24+ CEIL(log(N/8) 비트이고, N비트 패킷당 CRC
에 대해서는 평균 4비트이다.  함수 CEIL(log(N/8)은 상대 어드레스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로, 최대 N 비트를 갖고 있으며 최근접 정수에 라운드 업된다.  이 수치는 N=512인 경우 6이며, 
이는 예를 들어 에러 제어 워드용으로 30비트의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대표예 38 비트는 통상적으로 비
트 2N에서 화상 헤더(2)로 전송된 제2 화상 시작 코드 및 헤더 정보(초기 양자 파라미터, 임시 부호, 및 
화상형 정보)용으로 사용된다.  24 Kilobits/sec 및 N=512에서, 이러한 비트 비율에서 보통의 이동 시퀀
스에 대해서 전형적인 프레임 비율  11  프레임/초(fps)에  대하여,  오버헤드는 대략  1914bits/sec  또는 
7.9% 이다.  비교를 위해, H.263 표준은 블록 시작 코드의 17 비트 그룹과 매크로블록 어드레싱 및 양자
화를 위한 14 비트의 다른 오버헤드를 갖는 가변 길이 GOB 구조를 사용한다.  11fps에서 H.263 GOB층 오
버헤드는 3069 비트/sec 또는 12.8%이다.  이는 본 발명의 오버헤드를 1.6배한 것이고, 어떤 CRC 보호도 
포함하지 않는다.  더욱이, H.263에 의해 제공된 제어 정보는 역방향 디코딩 및 프레임당 두개의 화상 헤
더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동일한 전위 재동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도 2의, 참조 번호(200)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1 양호한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이 도는 압축된 비
트스트림으로 제어 워드들을 순차적(chronological)으로 배치한 것을 도시한다.  이들 제어 워드의 각각
은 도면에 따라 출력 비트스트림에 배치되거나 도시된 바와 같이 바이패스된다.  이들 제어 워드의 배치
는 상기의 좀더 특정하게 기술된 멀티플렉싱 방식에 의해 제어된다.  이러한 에러 제어 방법의 요소는 본 
방법에 따른 비트 패킷의 제2 반에 매크로블럭으로부터 비트에 제공되는 비트 반전(202); 제1 화상 시작 
코드 또는 제2 화상 시작 코드 및 적절한 프레임 헤더 정보로 구성되는 화상 헤더(204); 압축된 비트스트
림에서 다음 비트 패킷의 제1 매크로블록의 절대 계수(206); 비트스트림에서 현재 패킷의 종단에 있는 제
어 워드의 종단으로부터 다음의 완성 매크로블럭의 시작에 이르는 바이트에서의 상대 어드레스(208); 현
재 비트 패킷에서 마지막 매크로블럭의 절대 양자 파라미터 값(210); 현재 패킷에서 마지막 매크로블록의 

9-3

1019970704373



절대 이동 벡터 값(212); 및, 현재 패킷에서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CRC 코드 워드와 같은 에러 제어 체크 
워드(214)로 구성되는 엔코더내의 기술 또는 제어 워드를 포함한다.  디코더에서, 디멀티플렉스 동작은 
더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모두 엔코드된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디코딩과 함께 제
공되고, 이 동작 후에 에러 검출 동작이 이루어진다(216).  디코더에 제공된 에러 제어 정보의 결과는: 
엔트로피 코딩 동기의 손실; 잘못된 AC 코드 워드; CRC 에러; 무효 코딩 파라미터들; 및 가변 길이 디코
더(VLC) 에러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에러 검출이다(218).  이들 에러 플래그들(error flags)은 디코더에
서 디스플레이되기 전에 영상 데이타의 복구를 허가하는 적절한 에러 은폐 방식으로 통과될 수 있다.

도 3의 참조 번호(300)는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의 하나의 양호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엔코더에서, 
디바이스에 의해 이용되는 에러 제어 정보는 압축된 비트스트림, 블럭-기준 비트 반전기(316), 및 멀티플
렉서(314)에 접속된 비트 패킷 제어기(330)에 의해 계산된다.  에러 제어 정보는 다음의 제어 워드: 화상 
헤더(302); 비트스트림에서 다음 매크로블록의 절대 계수, AC(304); 바이트에 있는 비트스트림에서 다음 
매크로블록의 상대 어드레스, AD(306); 비트의 현재 패킷에서 마지막 매크로블록의 절대 양자 파라미터 
값, QP(308), 비트의 본 패킷의 마지막 매크로블록에 관련된 절대 이동 벡터 MV(310); 및 비트의 현재 패
킷용 에러 검출 능력을 제공하는 체크 워드, CRC(312)를 발생시키는 비트 패킷 제어기로부터 입력을 통하
여 멀티플렉서(314)로 제공된다.  멀티플렉서(314)는 압축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의 입력 및 비트 패킷 제
어기(330)로부터 입력에 접속되고, 역방향 엔코드된 매크로블록으로서 지정된 매크로블록의 순서를 반전
시키기 위해 압축된 비트스트림 및 비트 패킷 제어기에 접속된 블록-기준 비트 반전 유닛(316)의 출력에 
접속된다.  디코더에서, 디멀티플렉서(318)는 적절한 비트를 제거한 다음 이들을 제어 유닛(332)에 의한 
지시에 따라 다른 블록-기준 비트 반전 유닛(322)으로 통과시킨후 계속해서 디코더 유닛(324)에 또는 직
접 디코더 유닛(320)에 통과시킨다.  에러 검출은 디멀티플렉서(318), 순방향 및 역방향 블록 디코더(320 
및 324)로부터의 입력에 접속되는 에러 검출기(326)에 의해 실행된다.  에러 검출기(326)는 특정 에러의 
존재를 신호하기 위하여 제어 정보, 및 디코드된 비트스트림을 이용한다.  이 에러들은 에러 보고 유닛
(328)에 의해 순차적으로 보고되며 엔트로피 코딩 동기의 손실, 계수를 감소시킴에 따른 AC 에러들, CRC 
에러, 검출된 다른 무효 코딩 파라미터들, 및 가변 길이 디코더(VLD) 에러들을 포함한다.  이 정보는 에
러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디바이스로 순차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

상기 방법 및 디바이스는 상세히 기술된 방식에 따라 왜곡과 간섭이 최소화된 제1 변경된 수신 신호를 결
정하도록 배열되어 구성된 A)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B) 필드 프로그램가능 게이트 어레이; 및 C) 마이
크로프로세서; 및 D) 컴퓨터-판독 가능 메모리중 적어도 하나를 구현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비록 대표적인 실시예들을 앞서 설명했을지라도, 이 분야에 숙련된 자이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
이 많은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변형 및 수정은 첨부된 청구항에서 한정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내에 포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크로블록이 엔트로피 코딩을 사용하여 엔코드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macroblock-based video 
codec)의 에러 제어 방법에 있어서,

1A) 디코더에서 적어도 매크로블록의 순방향 시퀀스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 정
보, 및 프레임의 시작에 대하여 고정된 위치에 있는 복수의 화상 헤더를 이용하는 단계 ; 및

1B) 상기 제어 정보 및 상기 복수의 화상 헤더를 이용하여 프레임내의 에러를 검출하고 프레임내의 에러 
전파를 제한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정보는 개별 패킷들의 바운더리를 정의하고,

① 프레임내의 다음/이전의 매크로블록의 절대 계수;

② 다음 패킷에서 다음 매크로블록의 시작의 상대 어드레스; 및

③ 선정된 차별적으로 엔코드된 정보에 대한 절대값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에러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3A) 선정된 차별적으로 엔코드된 정보는: 

   3A1) 바로 이전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파라미터; 및

   3A2) 바로 이전 매크로블록의 이동 벡터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3B) 상기 프레임내의 에러 검출은:

   3B1) 엔트로피 코딩 동기의 손실을 검출하는 단계;

   3B2) 상기 절대 계수가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3B3) 부정확한 에러 검출 코드를 검출하는 단계; 및

   3B4) 무효 코딩 파라미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패킷내의 
에러 검출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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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상기 상대 어드레스는 바이트로 양자화되고, 양자화 나머지는 에러 검출 코드에 이용 가능한 비트 수
를 결정하며;

3D) 매크로블록의 인코딩은 선정된 수의 매크로블록에 대해 순방향 비트 순으로 그리고 제2 선정된 수의 
매크로블록의 수에 대해 비트-반전된 비트 순으로 매크로블록을 출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제어 정보는 순
방향 및 역방향 비트 엔코드된 매크로블록 모두를 디코드하는데 이용되며, 선택된 경우 에러 검출 코드는 
순방향 및 비트-반전된 매크로블록 사이에 삽입되고, 더 선택된 경우 상기 상대 어드레스는 바이트로 양
자화되고, 양자화 나머지는 에러 검출 코드용으로 이용 가능한 비트 수를 결정하되,

상기 3A 내지 3D 중 적어도 하나를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에러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4A) 적어도 하나의 화상 헤더가 프레임의 시작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4B) 상기 방법은 제1항의 구성에 따라 최소한의 왜곡 및 간섭을 가지는 제1 변경 수신된 신호를 결정하도
록 배열되어 구성된 

   4B1)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4B2) 필드 프로그램가능(field programmable) 게이트 어레이; 

   4B3)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4B4) 컴퓨터-판독 가능 메모리중 적어도 하나에서 구현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4A 내지 4B 중 적어도 하나를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에러 제어 방법.

청구항 4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에러 제어 및 은폐용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매크로블록은 엔트로피 코딩
을 이용하여 엔코드되고, 상기 디바이스는:

5A) 메모리;

5B)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5C) 디지탈 신호 프로세서; 및

5D) 필드 프로그램가능 게이트 어레이

중 적어도 하나로 구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명령을 받으며,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5E) 적어도 순방향 시퀀스 매크로블록을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 정보, 및 프레임
의 시작에 대하여 고정된 위치에 있는 복수의 화상 헤더를 이용하는 단계; 및

5F) 상기 제어 정보 및 복수의 화상 헤더를 이용하여 프레임내의 에러를 검출하고 프레임내의 에러 전파
를 제한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비트 패킷 제어기에 의해 계산되는 상기 제어 정보는 개별 패킷들의 바운더리를 정의하고,

① 프레임 내의 다음/이전 매크로블록의 절대 계수;

② 다음 패킷에서 다음 매크로블록의 시작의 상대 어드레스; 및

③ 선정된 차별적으로 엔코드된 정보에 대한 절대값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에러 제어 및 은폐용 디바이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7A) 선정된 차별적으로 엔코딩된 정보는

   7A1) 바로 이전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파라미터; 및

   7A2) 바로 이전 매크로블록의 이동 벡터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7B) 상기 에러 검출 유닛은

   7B1) 엔트로피 코딩 동기화의 손실을 검출하는 단계;

   7B2) 절대 계수가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7B3) 부정확한 에러 검출 코드를 검출하는 단계; 및

   7B4) 무효 코딩 파라미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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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패킷내의 에러 검출을 실시하고;

7C) 상기 상대 어드레스는 바이트로 양자화되고, 양자화 나머지는 에러 검출 코드에 이용가능한 비트의 
수를 결정하고;

7D) 상기 화상 헤더들 중 적어도 하나는 프레임의 시작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상기 7A 내지 7D중 적어도 하나를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에러 제어 및 은폐용 디바
이스.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매크로블록의 엔코딩은 선정된 수의 매크로블록에 대해서는 순방향 비트 순으로 그리고 제2 선정된 수의 
매크로블록에 대해서는 비트-반전된 비트순으로 매크로블록을 출력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이용되는 두개의 
블록-기준 비트 반전기를 더 포함하고, 제어 정보는 순방향 및 역방향 비트 엔코드된 매크로블록 모두를 
디코드하는데 이용되고, 선택된 경우 에러 검출 코드는 순방향 및 역방향 엔코드된 매크로블록 사이에 삽
입되고, 더 선택된 경우 상대 어드레스는 바이트로 양자화되고, 양자화 나머지는 에러 검출 코드용으로 
이용가능한 비트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에러 제어 및 은폐용 
디바이스.

청구항 7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에서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패킷용 에러 제어 및 은폐용 디바이스에 있어서, 매
크로블록은 엔트로피 코딩을 사용하여 엔코드되고, 고정된 길이 패킷 동기화 시스템은 디코드된 영상 비
트스트림내에 에러 전파를 제한하도록 가변 길이 코드된 압축된 영상 데이타에 적용되며, 상기 디바이스
는 엔코더 및 디코더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엔코더는:

9A)  복수의 선정된 제어 워드를 발생시켜서 에러 제어 정보를 계산하기 위하여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수
신하도록 접속된 비트 패킷 제어기 - 패킷 제어 정보가 각 패킷의 시작점에 위치함 - ; 

9B)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도록 접속되고 상기 비트 패킷 제어기에 접속되어 역방향 엔코드된 매크
로블록으로서 지정된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매크로블록 비트 순서를 반전시키기 위한 블록-기준 비트 반전
기; 및

9C) 상기 비트 패킷 제어기, 압축된 비트스트림 및 블록-기준 비트 반전기에 접속되어, 에러 제어 정보와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선정된 방식에 따라 블록-기준 비트 반전기의 출력으로 멀티플렉싱하기 위한 멀티플
렉서

를 포함하고

상기 디코더는: 

9D) 멀티플렉스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도록 접속되고 제어 유닛에 접속되어, 선정된 방식에 따라 제어 유
닛에 의해 지시되는 비트를 제거하고 상기 비트를 제2 블록-기준 비트 반전 유닛, 순방향 블록 디코더, 
및 에러 검출기로 전송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

9E) 상기 디멀티플렉서에 접속되어 선정된 방식에 따라 매크로블록용 매크로블록 비트 순서를 반전시킴으
로써 출력을 제공하는 제2 블록-기준 비트 반전 유닛;

9F) 상기 제2 블록-기준 비트 반전 유닛에 접속되어 제2 블록-기준 비트 반전 유닛의 출력을 디코딩하는 
역방향 블록 디코더;

9G) 상기 디멀티플렉서에 접속되어 디멀티플렉서로부터의 비트들을 디코딩하기 위한 순방향 블록 디코더; 
및

9H) 상기 디멀티플렉서, 역방향 블록 디코더, 및 순방향 블록 디코더에 접속되어 제어 정보 및 디코드된 
비트스트림를 이용하여 특정 에러의 존재를 신호하기 위한 에러 검출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패킷용 에러 제어 및 
은폐용 디바이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10A) 에러 은폐에 이용하기 위해 에러 검출기에 접속되어, 엔트로피 코딩 동기화의 손실, 계수의 감소에 
따른 절대 계수의 에러, 순회 중복 계수 에러들, 무효를 나타내도록 미리 선택되어 검출된 다른 코딩 파
라미터 및 가변 길이 디코더 에러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에러 보고를 출력하기 위한 에러 보고 유닛; 
및

10B) 상기 비트 패킷 제어기는 적어도 다음의 제어 워드들, 즉 화상 헤더; 비트스트림에서 다음 매크로블
록의 절대 계수, AC; 바이트에서 비트스트림의 다음 매크로블록의 상대 어드레스, AD; 현재 패킷 비트에
서 마지막 매크로블록의 절대 양자화 파라미터 값 QP; 현재 패킷 비트에서 마지막 매크로블록에 관련된 
절대 이동 벡터, MV; 및 현재 패킷 비트에 대한 에러 검출 능력을 제공하는 체크 워드, CRC를 발생하며,

상기 10A 내지 10B 중 적어도 하나를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블록-기준 영상 코덱의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패킷용 에러 제어 및 은폐용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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