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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류 은닉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동안 오류를 은닉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가능하다면 시

간 영역에 대한 움직임 벡터의 추정(702)을 사용한다. 두 개의 연속 프레임간의 이동이 기본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

을 때에, 잃어버린 블록에 대한 시간적 추정(temporal estimation)을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나오는 프레임에 있는 블록의

추정 움직임 벡터를 사용한다. 만약에 시간 영역 추정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공간 영역에 대한 움직임 벡터가 추정된다

(708). 그후, 매크로블록이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기초해서 추정된다(712). 만약 공간 영역에서의 추정이 실행불가능하

면, 매크로블록 추정은 추정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진다(716).

대표도

도 7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에서 오류 은

닉(error concealment)을 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초대규모 집적 회로 기술과 더불어 오디오 및 비디오 압축 및 해제 분야의 진보는 새로운 가능성 및 시장의 생성을 가능하

게 했다. 그러한 것에는 직접 방송 위성으로부터의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의 전송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소형 광 디

스크에서의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저장이 포함된다.

상기의 진보는 압축 및 해제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간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

다. 그러한 한가지 표준으로서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이 공지되어 있다. 나중에 개발된 표준인

"MPEG1"이 공지되어 있다. 상기 "MPEG1" 방식은 MPEG(Moving Pictures Expert Group)가 동의한 제 1 표준세트였다.

또 다른 표준은 "ITU-T H.261"로서, 이것은 비디오 텔레비전 회의에 특히 유용한 비디오 압축 표준이다. 비록 각각의 표

준이 특정 응용을 위하여 고안되었지만, 그 표준들 모두에는 공통점이 많다.

MPEG1은 영상 품질에 중점을 두면서 동화상 및 오디오의 저장과 공급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MPEG1의 특성에는 임의 접

근과, 고속 재생, 역방향 재생이 포함되어 있다. MPEG1은 다수의 비디오 게임 및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에서 기본원리로서

사용된다. MPEG1의 원래 채널 대역폭과 영상 해상도는 표준이 설정되던 때에 사용가능했던 레코딩 매체에 기초하여 설

정되었다. MPEG1의 목표는 직경이 12cm인 광 디스크를 사용하여 1.416 Mbps의 비트율로 레코딩된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으로서, 1.416 Mbps 중에서 1.15 Mbps는 비디오에 할당된다.

MPEG1 표준으로 생성된 압축 비트 스트림은 자신과 같은 비트 스트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해제 알고리즘을 은연중에

한정한다. 그러나, 압축 알고리즘은 MPEG1 표준의 규격 내에서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압축 비트 스트림 생성에 있어서

독점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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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개발된 "MPEG2" 표준은 MPEG1의 기본 개념들을 확장한 것으로서, 더욱 폭넓은 응용들에 적용된다. 비록

MPEG2 표준의 일차적인 적용이 4 Mbps 내지 9 Mbps의 비트율로 방송-품질 비디오를 완전 디지털 전송하는 것이지만,

MPEG2 표준은 직경 12인치의 레이져 디스크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게 양호한 해상도로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광 디스크 상에 전-길이 동화상을 저장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응용에서도 또한 유용한 것이 분명해진다.

MPEG2 표준은 세 가지 종류의 코딩된 화상에 의존한다. I("인트라") 화상은 독립된 정지 영상으로서 코딩된 필드나 프레

임이다. 상기 I 화상은 비디오 스트림 내의 화소들에 대한 임의 접근을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I 화상은 초당 약 2회 나타

나야 한다. I 화상은 또한 (동화상에서와 같은) 장면 삭제(scene cuts)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P("예측") 화상은 가장 근접한 이전 I 또는 P 화상에 상관하여 코딩된 필드 또는 프레임으로서, 순방향 예측 처리를 가능하

게 한다. P 화상은 움직임 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I 화상보다 더욱 압축이 가능하며, 또한 B 화상 및 앞으로 일어날 P 화상

들에 대한 기준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B("양방향") 화상은 기준으로서 (디스플레이 순서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과거 및 미래의 I 또는 P 화상을 사용하는 필드나

프레임으로서, 양방향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B 화상은 최고 압축율을 제공하며, 두 개의 화상을 평균화(averaging)함으로

써 SNR을 증가시킨다.

상기의 I, P 및 B 화상들은 소니 주식회사에 양도된 미국특허(5,386,234호, 5,481,553호)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

며, 상기 미국특허들은 참조로서 본 명세서에 추가되어 있다.

"GOP(group of pictures)"는 임의 접근과 편집(editing)을 보조하는 일련의 한 개 이상의 코딩된 화상들이다. GOP 값은

인코딩 과정에서 구성가능하다. I 화상은 서로 더욱 밀접하게 있으므로, GOP 값이 작아질수록 움직임에 대한 응답이 더욱

양호해진다. 그러나, 압축 레벨은 더욱 낮아진다.

코딩된 비트 스트림에서, GOP는 I 화상으로 시작해야 하고, 임의의 개수에 해당하는 I나 P, 또는 B 화상이 임의의 순서로

잇따라 나올 수 있다. 디스플레이 순서에 있어서, GOP는 I나 B 화상으로 시작하고 I나 P 화상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따라

서, 가장 작은 GOP 사이즈는 한 개의 I 화상이며, 가장 큰 크기는 무제한이다.

더욱 상세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도 1은 MPEG2 인코더(100)의 단순화된 블록도를 나타낸다. 매크로블록 정보와 움직

임 보상 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비디오 스트림은 이산적 코사인 변환기(102)와 움직임 벡터 생성기(104) 모두에 공급

된다. (화소로서의 또는 오류로서의) 8×8 블록 각각은 이산적 코사인 변환기(102)에 의하여 처리되어 8×8 블록의 수평

및 수직 주파수 계수를 생성한다.

양자화기(106)는 8×8 블록의 주파수-영역 오류 계수를 양자화하고, 그래서 허용된 값의 개수를 제한한다.

양자화 오류에 대한 인간 지각의 유리한 점을 사용하여, 더 높은 주파수일수록 대개 낮은 주파수보다 더욱 거칠게 양자화

된다. 그러한 점은, 특히 높은 주파수에서 많은 주파수-영역 오류 계수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자화기(106)의 출력은 갈짓자 스캐너(108)에 의하여 처리되며, 그것은 DC 성분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주파수 순서로

배열된 양자화된 주파수 계수의 선형 스트림을 생성한다. 그것은 연속적인 제로 계수로 이루어진 길다란 런(run)을 생성하

며, 그 런은 가변 길이 인코더(110)에 송신된다.

양자화된 주파수-영역 오류 계수의 선형 스트림은 가변 길이 인코더(110)에 의해 인코딩된 제 1 런-길이이다. 런-길이 인

코딩 처리에서, 양자화된 주파수-영역 오류 계수의 선형 스트림은 일련의 런-크기(또는 런-레벨) 쌍으로 변환된다. 각 쌍

은 제로 계수의 개수 및 제로가 아닌 계수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상기 제로가 아닌 계수는 런을 종료시킨다.

예를 들어, 오류 계수 스트링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1) 원래 오류 계수 : 000060000038

따라서, 상기 오류 계수 스트링이 가변 길이 인코딩되었을 때에, 위에서 설명한 인코딩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코딩된

런-레벨 쌍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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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코딩된 런-레벨 쌍:(4,6) (5,3) (0,8)

물론 제로 계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 계수 데이터가 이러한 가변 길이 인코딩에 의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압축될

것이다.

가변 길이 인코더(110)가 런-레벨 쌍을 인코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상기 런-레벨 쌍을 허프만 인코딩한다. 허프만 인코

딩에서, 런-레벨 쌍은, 런-레벨 쌍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런-레벨 쌍 리스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서로 다르

게 코딩된다. 만약에 허프만 인코딩된 런-레벨 쌍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쌍 리스트상에 있다면, 그 런-레벨 쌍은 사전에

결정된 가변 길이 코드 워드로 인코딩되며, 그 코드 워드는 상기 런-레벨 쌍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런-레벨

쌍이 리스트 상에 없다면, 그 런-레벨 쌍은, 코드 워드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구현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

키기 위하여, 사전에 결정한 심볼(이스케이프 심볼과 같은 것)로서 인코딩되며, 그 이스케이프 심볼 다음에는 고정 길이 코

드가 뒤따라 나온다.

가변 길이 인코더(110)의 런-길이 인코딩된 출력 및 허프만 인코딩된 출력은 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제공한다. 화상

종류 판별 회로(112)는 인코딩되는 프레임이 P 화상인지, I 화상인지, 또는 B 화상인지를 판별한다. P 또는 I 화상의 경우

에 있어서, 화상 종류 판별 회로(112)는 움직임 벡터 생성기(104)가 나중에 가변 길이 인코더(110)에 제공되는 적합한 움

직임 벡터를 생성하게 한다. 상기 움직임 벡터는 그 후에 코딩되고 가변 길이 인코더(110)의 출력과 결합된다.

이제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움직임 보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로 한다. 움직임 보상은 화상들간의 시간적 여유도를

제거함으로써 P 화상과 B 화상의 압축도를 향상시킨다. MPEG2에 있어서, 움직임 보상은 매크로블록 레벨 수준에서 작용

한다. 예를 들어, 순방향 프레임(200)은 다른 매크로블록 중에서도 16 화소("펠"이라고도 언급됨) 곱하기 16 라인으로 구

성되는 매크로블록(202)을 포함한다. 움직임 보상은 장면 삭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상은 프레임마다 동일한 위치에 있

는 반면, 몇몇 영상들은 짧은 거리만큼만 이동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전에 디코딩된 프레

임으로부터 매크로블록을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의 화소 값을 예측하는 2-차원 움직임 벡터로서 설명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프레임(302)의 매크로블록(300)은 2-차원 움직임 벡터(304)에 의하여 수정된 바와 같은 매크로

블록(202)(도 2)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다. 매크로블록(300)은 순방향 프레임(200)의 매크로블록(202)을 에워싸는 동일

한 경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매크로블록이 움직임 보상을 사용하여 압축된 후에, 매크로블록은 기준 매크로블록과 코딩된 매크로블록간의 예측 오차

(일반적으로 "움직임 벡터"라고 언급됨)와 시간적 오차(일반적으로 "오류 항"이라고 언급됨)를 포함하고 있게 된다.

도 1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자면, 가변 길이 인코더(110)의 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 출력이 광 디스크와 같은 레코딩 매

체상에 레코딩되고 또한 그렇게 레코딩된 정보가 국부적 사용을 위하여 재생될 때에, 비록 완전하게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디코딩된(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충분한 정도로 오류가 적어서 디코딩된 비디오 비트스

트림에 존재하는 오류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상기와 같이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스트림"이라고 언급된다. 가변 길이 인코더(110)에서 출력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이 예를

들어 위성이나 케이블 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가변 길이 인코더(110)로부터나 또는 그 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이 레코딩

된 레코딩 매체로부터 직접 전송될 때에, 디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에서의 오류 확률은 증가한다. 상기 코딩된 비트스트

림은 일반적으로 "전송 스트림"이라고 언급된다.

인터리빙과 같은 전통적인 오류 검출 및 오류 정정 시스템은 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 신호를 디코딩할 때에 상당한 양의

오버헤드 및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은 오류 정정과 상반되는 개

념으로서의 오류 은닉에 의존한다. 잃어버렸거나 전와된 많은 데이터를 재생하려고 하는 오류 정정과는 다르게, 오류 은닉

은 잃어버렸거나 전와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일반적으

로 매크로블록 레벨로 생성됨)에서 발생되는 영상 모순은 상기의 오류 은닉에 의존하는 비디오 영상의 시청자가 거의 인지

하지 못한다.

1993년 9월 21일에 발행된 미국특허(5247363호)는 HDTV 수상기의 오류 은닉 장치를 개시하고 있는데, 더욱 상세하게

는 신시사이즈된 데이터에 의하여 표시된 이미지 영역에 대하여 추가 신호 교체를 수행하는 후치 압축 오류 은닉 장치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신시사이즈된 데이터에 의하여 표시된 이미지 영역은 압축해제된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전송되는

오류 토큰에 의하여 인식된다. 이미지 영역에서 데이터가 빠졌다는 것이 인지되면, 인접한 압축해제 이미지 영역에 대한

움직임 및 세부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인접 이미지 영역에서의 움직임이나 세부사항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현재

이미지 영역은 공간적으로 신시사이즈되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공동 위치한 데이터로 각각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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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8월 21일에 공개된 유럽특허(EP0727910)는 재생된 이미지에서 손상되었거나 손실된 화소값으로 이루어진 이차

원 블록을 교체하는 오류 은닉 장치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손실된 블록에 대한 대체 데이터를 생성하는 오류

은닉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유럽특허(EP0727910)는 미국특허(5247363호)에서 설명하는 오류 은닉을 하기 위한 신호

포맷이나 전송 패킷에 대하여 더욱 설명하고 있다. 미국특허(4807033호)와 유럽특허(EP0727910)에서 개시된 오류 은닉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보간 장치는 손실된 블록을 은닉하기 위하여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보간되거나 또는 예측된 데이터

블록을 생성한다. 공간 및 시간적으로 보간된 데이터로 이루어진 각각의 블록의 화소 데이터는 주파수 스펙트라를 표시하

는 계수로 변형된다. 대체 계수 블록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두가지 모든 방식으로 변형된 블록의 계수로부터 어셈

블링된 것이다. 대체 블록은 손실 화소값을 대체하기 위하여 공간적 영역으로 다시 변형된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인지되는 시각 효과가 거의 무시할 수 있게끔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상기 방법 및 장치는 스트림에 적용되어 오류가 코딩하는 동안이나 코딩 이후에 검출되어 레코딩을 하거나 전송을

하기 전에 은닉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압축된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불법 신택스를 생성하지 않는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이다.

데이터 스트림 내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은닉하는 매크로블록을 생성하기 위하여 움직임 벡터에 대한 시간적 예측을 활용

하는 것이 본 발명의 한 특징이다.

불법 신택스를 생성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의 DC 계수를 예측 계수와 비

교하는 것이 본 발명의 다른 특성이다.

데이터 스트림 내의 오류를 은닉하는 성질을 개선한 것이 본 발명의 한 유리한 점이다.

데이터 스트림 내의 오류를 검출하는 성질을 개선한 것이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점이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오류 은닉 장치는 현재 매크로블록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검출기

와,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forward)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

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에 기초해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시스템, 및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은 현재 매크로블록을 나타내는 데이터에서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단계와,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에 기초해서 한 개 이상

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첨부한 도면과 이하 상세한 설명부를 참조하여 고려할 때에, 상기 및 이외의 목적과, 특성, 및 유리한 점들이 자명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MPEG2 비디오 인코더의 단순화된 블록도.

도 2는 순방향 프레임내의 매크로블록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현재 프레임 내의 매크로블록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PEG2 비디오 디코더의 단순화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움직임 보상 시스템의 블록도.

도 6은 도 5에 나온 어드레스 생성 및 제어 유니트의 기준 블록 페치 제어를 도시하는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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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매크로블록 추정 방법에 대한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 영역에서의 움직임 벡터 추정 방법에 대한 순서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공간 영역에서의 움직임 벡터 추정 방법에 대한 순서도.

도 10은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활용한 매크로블록 추정 방법에 대한 순서도.

도 11은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매크로블록 추정 방법에 대한 순서도.

실시예

이제 도 4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MPEG2 디코더(40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디코더(400)는 두 개의 내부 버스들, 즉

GBUS(402)와, RBUS(404)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예에서, GBUS(402)는 이하에서 설명되는

DRAM(406)과 디코더(400)의 특정 블록들간의 데이터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64 비트 버스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DRAM(406)은 동적 RAM이지만 다른 종류의 기억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RBUS(404)는 축소 명령 집합 컴퓨

팅(RISC) CPU(408)을 이용한 특정 블록에 대한 제어를 주로 하는데 사용되는 8비트 버스이다. RISC CPU(408)는

GBUS(402)와 RBUS(404)에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블록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하에서 더욱 상

세하게 설명되다시피, 비디오 비트스트림 디코딩 일부를 수행하도록 동작한다.

디코더(400)는 디멀티플렉서(410)를 포함하고, 상기 디멀티플렉서는 GBUS(402)와 RBUS(404)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유사하게, 비디오 디코더(412)와, 오디오 디코더(414)와, 호스트 인터페이스(416)와, 문자 박스 유니트(418), 및 서브 화

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420)도 각각 GBUS(402)와 RBUS(404)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RBUS 제어기(422)와,

NTSC/PAL 인코더(424)와, 비디오 포스트 필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스템(426), 및 오디오 클록 생성기(428)는 각각

RBUS(404)에 연결되어 있다. 오디오 클록 생성기(428)는 클록 신호(ACLK)를 출력한다. 메모리 제어기(430)는

GBUS(402)에 연결되어 있다.

클록 신호(SCLK)를 공급하는 클록 생성기(432)는 호스트 인터페이스(416)에 연결되어 있다. 문자 박스 유니트(418)의 출

력은 비디오 포스트 필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스템(426)에 공급된다. 서브 화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420)는 비

디오 포스트 필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스템(426)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자신의 출력

을 NTSC/PAL 인코더(424)에 공급한다. 서브 화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420)는 비디오 포스트 필터 온 스크린 디

스플레이 시스템(426)에 연결되어 있다. 호스트 프로세서(434)는 호스트 인터페이스(416)와 인터페이스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DVD 응용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서브 화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420)와 문자 박

스 유니트(418)는 고정배선 유니트들이다. 문자 박스 유니트(418)는 GBUS(402)를 통해서 공급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에

대한 4-탭 수직 필터링 및 서브-샘플링을 수행하고, 또한 비디오 포스트 필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스템(426)을 제어

하기 위하여 동작한다. 서브 화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420)는 비디오 비트 스트림에서의 서브 화상("SP")과 수직

귀선소거 간격("VBI")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하여 동작한다. 전형적으로, 서브 화상 비트스트림은 부제목과 메뉴 항목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서브 화상에는 노래방이라는 말과 메뉴 하이라이팅을 포함할 수 있다. VBI 비

트스트림과 SP 비트스트림은 (MPEG2 사양에서) 신택스와 기능면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상기 두가지의 VBI 비트스

트림과 SP 비트스트림 둘다를 디코딩하는 기능은 한 개의 서브 화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420)로 병합된다. 따라

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VBI 비트스트림 디코딩은 수직 귀선소거 주기동안에 발생하고, 반면에 SP 비트스트

림 디코딩은 액티브 디스플레이 주기동안에 발생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DVD 동작에서, 서브 화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420)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OSD")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나 DVD 동작에서 OSD 비트 스트림은 상기의 서브 화상/수직 귀

선소거 간격 디코더 대신에 비디오 포스트 필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스템(426)에 의하여 디코딩된다.

RISC CPU(408)는 디코더(400)를 제어하기 위하여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구문분석하도록 동작한다. RISC CPU(408)는

또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부분적으로 디코딩하고(예를 들어, 헤더와 같은 탑-레벨 데이터의 디코딩), 또한 RBUS(404)

를 통해 디코더(400) 내의 다른 다양한 유니트들을 제어한다. 구문분석 일부는 또한 서브 화상/수직 귀선소거 간격 디코더

(420)에 의하여 수행된다.

등록특허 10-0547095

- 6 -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면, RISC CPU(408)는 RBUS(404)를 통해서 SP 윈도우의 위치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Y 축을 파라미터로 해서 CPU(408)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SP 윈도우를 위로나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자 박스 유니트(418)는 계수가 다운로딩가능한 수직 추림 필터(vertical decimation filter)이다. 문자 박스

유니트(418)는 4:3 비율을 갖는 프레임의 액티브 영역을 추리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PAL 방식 시퀀스에서, 문자 박스 유

니트(418)는 720×576 프레임을 720×432 프레임으로 변환한다. NTSC 방식의 시퀀스에서, 문자 박스 유니트(418)는

720×480 프레임을 720×360 프레임으로 변환한다. 그러나, NTSC 방식 및 PAL 방식 모두에서, 액티브 화상 영역은 디

스플레이 영역의 중심에 있다.

호스트 프로세서(434)와 RISC CPU(408)는 메시지와, 명령, 및 상태 정보의 교환을 하기 위하여 DRAM(406)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434)와 CPU(408)는 서로 인터럽트할 수 있다. 동작시에, CPU(408)는 호스트

명령 구문분석기(parser)를 공급하여 호스트 프로세서(434)의 호스트 명령을 실행하게 한다. 호스트 프로세서(434)가 명

령을 실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일련의 이벤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호스트 프로세서(434)는 DRAM(406)에 명령을 기록하고 CPU(408)를 인터럽트한다.

2. CPU(408)는 DRAM(406)으로부터 명령 및 파라미터를 판독한다.

3. CPU(408)는 DRAM(406)에 상태 변수를 기록함으로써 그 명령을 받았음을 알린다.

4. CPU(408)의 명령 구문분석기는 명령을 구문분석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5. 선택적으로, CPU(408)는 그 명령 실행 완료시에 호스트 프로세서(434)를 인터럽트하여 상태를 보고하게 한다.

다른 대안으로서, CPU(408)는 매 필드 동기신호가 있을 때마다 DRAM 명령 버퍼(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폴링한다. 상기

버퍼는 링 버퍼로서, 기록 포인터가 호스트 프로세서(434)에 의하여 유지되는 반면에, 판독 포인터는 CPU(408)에 의하여

유지된다.

비디오 디코더(412)는 가변 길이 디코더(436)와, 움직임 보상 유니트(438)와, 역 이산적 코사인 변환기(440)를 포함한다.

비디오 디코더(412)는 GBUS(402)를 통해서 수신된 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RBUS(404)를 통해서

NTSC/PAL 인코더(424)에 디코딩된 스트림을 공급한다. NTSC/PAL 인코더는 디코딩된 스트림을 NTSC 및/또는 PAL

방식 신호 입력을 받는 텔레비젼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적합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디멀티플렉서(410)는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는 디코더(400)에 작용한다. 특히, 디코더에 입력되고 있는 상기 데이터는 패

킷의 형태이며, 오디오와, 비디오, 및 다른 멀티플렉스된 패킷 스트림을 포함한다. 디멀티플렉서(410)는 바람직한 오디오

패킷과, 바람직한 비디오 패킷, 및 다른 바람직한 정보 패킷들을 발췌하지만, 비디오 비트 스트림 내의 다른 패킷들은 거부

한다. 예를 들어, 몇몇 다른 언어로 오디오를 나타내는 오디오 패킷들은 비디오 비트스트림에 존재할 수 있다. 호스트 프로

세서(434)의 명령에 기초하여, 디멀티플렉서(410)는 해당 비디오 패킷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하여 선택한 언어에

해당하는 오디오 패킷만을 선택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416)는 호스트 프로세서(434)에 대하여 글루리스 인터페이스(glueless interface)를 제공한다. RBUS

제어기(422)는 RBUS(404)로 메시지를 송신하고, RBUS(404)를 위한 중재자로서 동작한다. 클록 생성기(432)는 디코더

(400)내의 다양한 유니트들에 클록 신호(SCLK)를 공급하는 반면에, 오디오 클록 생성기(428)는 D/A 변환기(도시되어 있

지 않음)에 클록 신호(ACLK)를 공급하는데, 상기 D/A 변환기는 GBUS(402)를 통해서 오디오 디코더(414)의 디지털 오디

오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인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이제 도 5를 참조함으로써, 도 4에 나온 비디오 디코더(412)의 움직임 보상 시스템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기로 한다. 움직

임 보상 유니트(500)는 어드레스 생성 및 제어 유니트(502)를 포함한다. 어드레스 생성 및 제어 유니트(502)는 도 4의 메

모리 제어기(430)에 해당된다. 어드레스 생성 및 제어 유니트(502)는 가변 길이 디코더(436)의 움직임 벡터를 수신하여,

기준 매크로블록의 개시 어드레스를 계산한다. 상기 계산에 의거하여, 어드레스 생성 및 제어 유니트(502)는 메모리 제어

기 유니트(430)에게 데이터 전송 요구신호를 지시송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8 바이트 경계에 할당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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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의 데이터 전송이 64 비트(8 바이트) 세그먼트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데이터가 DRAM(406)으로부터 복귀될

때에, 데이터는 움직임 보상 유니트(500)내에서 래치된다. 상기 래치된 데이터의 각 8 비트 엘리먼트는 그 후에 수평 및 수

직 반-화소 필터들(504)로 공급되고, 결과적으로 필터링된 데이터는 예측 RAM(506)에 저장된다.

기준 블록의 개시 어드레스가 8-바이트 할당 어드레스에 할당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플렉싱이 예측

RAM(506)의 입력단에서 요구된다. I-화상의 경우에, 예측은 요구되지 않으며, 따라서 움직임 보상 유니트는 유휴상태로

있는다. 그러나, P-화상과 B-화상인 경우에서는, 예측 데이터가 디코딩된 화상 데이터에 대한 재생 유니트(508)에 의한

재생을 위하여 요구된다. B 화상의 경우에서, 예측 데이터는 두 개의 상기 예측 데이터를, 즉 그 시간에서의 반-화소 필터

의 출력과 순방향 예측 후에 예측 RAM(506)에 저장된 값을, 평균화함으로써 얻어진다. 재생 유니트(508)는 반-화소 필터

(504)의 평균화를 지원한다.

추정 RAM(510)은 역 이산적 코사인 변환기(440)에서 변환된 계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일단 추정 RAM(510)이 가득 차

게 되면, 각 화상에 대한 재생이 개시된다. 움직임 보상 유니트(500)는 그 때에 데이터 전송 요구신호를 발행하고 재생을

개시한다. 비-인트라 블록의 경우에, 재생은 기본적으로 추정 RAM(510)에 저장되는, 역 이산적 코사인 변환기의 출력신

호인 부호있는 수들을 반-화소 필터(504)의 (예측 RAM(506)에 저장되어 있는) 출력신호에 가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

성된다. 그러나, 인트라 블록의 경우에서는, 상기와 같은 가산이 필요하지 않다. 상기 경우에, 가산기 출력은 화상에 대한

재생이 이루어 질때에 재생 유니트(508)의 출력에서 래치되기 전에 클리핑된다.

이제 도 6의 상태도를 참조하여, DRAM(406)의 기준 화상 데이터의 전송 및 매크로블록 구성에 대한 어드레스 생성 및 제

어 유니트(502)의 기능을 나타내는 상태 기구(state machine)(600)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개시 상태(602)

로부터, 상태 기구(600)는 어드레스 획득 상태(604)로 진행한다. 만약 어떤 움직임 보상도 매크로블록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면, 상태 기구(600)는 y0_대기 상태(606)로 진행한다. 만약에 유일하게 역방향(backward) 움직임 보상

만이 사용되려 한다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08)로 진행하여 기준 매크로블록이 될 이전(previous) 매크로블록(b)을

획득, 즉 페치한다. 그러나 만약에 순방향(forward) 움직임 보상이 사용될 것이라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10)로 진행

하여 기준 매크로블록이 될 순방향(forward) 매크로블록(f)을 획득, 즉 페치한다. 그리고 나서, 상태 기구(600)는 y0_대기

상태(606)로 진행한다. 만약에 구성될 매크로블록이 순방향 매크로블록(f) 및 이전 매크로블록(b) 모두에 기초하여 이루어

질 것이라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10)로부터 상태(608)로 진행하여 이전(previous) 매크로블록을 역시 획득, 즉 페치

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순방향(forward) 및 이전(previous) 매크로블록은 기준 매크로블록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상태(606)에서, 상태 기구(600)는 기준 매크로블록 한 개나 복수 개에 대하여 수신될 휘도 데이터를 기다린다. 상태(612)

에서, 구성될 매크로블록의 휘도 부분은 재생된다. 상태(614)에서 상태 기구는 기준 매크로블록 한 개나 복수 개에 대하여

수신될 크로미넌스 데이터를 기다린다. 상태(618)에서, 구성될 매크로블록의 크로미넌스 부분 재생이 이루어진다. 크로미

넌스 데이터 재생을 완료하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20)로 진행하여 새로운 매크로블록을 구성하기 위한 명령을 대기

한다.

이전에 구성된 매크로블록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태 기구(600)는 그 다음에 어드레스1 획득 상태(622)로 진행한다. 만약

에 움직임 보상이 매크로블록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면, 상태 기구(600)는 y1_대기 상태(624)로 진행

한다. 만약에 역방향 움직임 보상만이 유일하게 사용될 것이라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26)로 진행하여 기준 매크로블

록으로서 사용될 이전 매크로블록(b1)을 획득, 즉 페치한다. 그러나 만약에 순방향 움직임 보상이 사용될 것이라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28)로 진행하여 기준 매크로블록이 될 순방향 매크로블록(f1)을 획득, 즉 페치한다. 그리고 나서, 상태

기구(600)는 y1_대기 상태(624)로 진행한다. 만약에 구성될 새로운 매크로블록이 순방향 매크로블록(f1) 및 이전 매크로

블록(b1)에 기초하여 이루어 질 것이라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28)로부터 상태(626)로 진행하여, 이전 매크로블록

(b1)을 역시 획득, 즉 페치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순방향 및 이전 매크로블록(f1, b1) 모두가 기준 매크로블록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상태(624)에서, 상태 기구(600)는 기준 매크로블록 한 개나 복수 개에 대하여 수신될 휘도 데이터를 기다린다. 상태(630)

에서, 구성될 매크로블록의 휘도 부분은 재생된다. 상태(632)에서 상태 기구는 기준 매크로블록 한 개나 복수 개에 대하여

수신될 크로미넌스 데이터를 기다린다. 상태(634)에서, 구성할 매크로블록의 크로미넌스 부분 재생이 이루어진다. 크로미

넌스 데이터 재생을 완료하면, 상태 기구(600)는 상태(602)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매크로블록을 구성하기 위한 명령을 대

기한다.

도 6에서 서술한 상태 변화처럼, 일단 어드레스가 상태(604, 622)에서와 같이 획득되면, 매크로블록에 대한 움직임 보상

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샘플링이 이루어진다. 움직임 보상 기준값 계산을 필요로 하는 코딩 화상에 대해

서, 상태 기구(600)는 가변 길이 디코더(436)의 움직임 벡터 FIFO 메모리가 빈상태가 되지 않게 될 때까지 대기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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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 어드레스 생성 및 제어 유니트(502)는 움직임 벡터에 대한 요구 신호를 생성한다. 움직임 벡터의 연속하는 두 개

의 요구신호들(즉, 하나는 X(수평) 성분이고 다른 하나는 Y(수직) 성분임)이 만들어진다. 일단 어드레스 생성 및 제어 유니

트(502)가 움직임 벡터의 상기 두 개 성분을 모두 획득하면, 기준 블록의 어드레스가 계산된다. 그리고 나서, 어드레스 생

성 및 제어 유니트(502)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신호를 메모리 제어 유니트에 송신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움직임 벡터가 정확한 화소 위치 대신에 서브-화소 위치를 지정한다면, 더욱 정확하게 P 화상 또

는 B 화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반-화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레코딩된 코딩화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전송하는 동안(또는, 국부적 재생기간)의 경우에서조차, 오류는 특정 매크로블록에

대한 비디오 비트 스트림에서 검출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은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유니트는 슬

라이스이다. 한 개의 슬라이스는 일련의 연속 매크로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은닉을 제공하기 위하여, 움직

임 벡터는 시간적 예측이나 공간적 예측 모두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공간적 예측의 경우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의 화소들은 데이터 오류를 갖고 있는 매크로블록을 디코딩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복사된다. 시간적 예측의

경우에서, 성공적으로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들은 데이터 오류를 갖고 있는 매크로블록을 디코딩하기 위하여

새로운 움직임 벡터 필드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만약에 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개의 프레임(K)이 (데이터 오

류로 발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개의 매크로블록이나 한 개 매크로블록의 일부를 빠뜨리고 있다면, 기본 개념은, 프레

임(K-2)(다시 말해서, 프레임(K)의 전전 프레임)에서 오브젝트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 상기 움직임은 프레임(K-2)에서 프

레임(K)까지 거의 확실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개념에는 상기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선형이라는 가정이 있다. 상기 가정에 의거하여, 본 발명은 화소와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고, 상기 추정 방법은 상기 추정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의존한다.

추정 화소 및/또는 움직임 벡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실제 은닉은 나중의 슬라이스가 출현할 때까지 지연된다. 오류가 검

출되면, 상기 오류는 오류의 위치와 더불어 레코딩된다. 특히, 오류 및 그 오류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는 레지스터에 기록되

며,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그 다음 슬라이스가 출현하고 나서, 인터럽트 명령이 발행송출되어 추정 화소 및/또는 추정 움직

임 벡터를 활용하여 매크로블록 처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터레이스된 비디오에 적용하

는 경우라면, 비록 한 개의 매크로블록 당 네 개의 움직임 벡터가 사용가능하더라도, 단지 두 개의 움직임 벡터만이 활용되

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제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오류 은닉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일단 오류가 검출되고, 인터럽트 명

령이 발행송출되면, 오류 은닉 알고리즘은 단계(700)에서 개시된다. 움직임 보상 유니트(438)는 단계(702)에서 우선 시간

적 영역에서의 움직임 벡터 추정을 시도한다. 도 8은 상기 방법을 도시한다. 상기 알고리즘은 단계(800)에서 개시한다. 단

계(802)에서, 움직임 보상 유니트(438)는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

직임 벡터가 유효한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이러한 움직임 벡터는 로서 표시되는데, 여기서 k는 현재 프레임

이고, m은 현재 프레임과 순방향 기준 프레임간의 프레임 인덱스 차이값이다. 만약에 유효하지 않으면, 시간적 영역에서의

움직임 벡터 추정은 수행되지 않으며, 또한 알고리즘은 단계(804)로 진행하고, 상기 단계는 실패한 시도를 나타낸다. 만약

에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유효하다면, 알고리즘은 단

계(806)로 진행하며, 상기 단계에서,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1)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2)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대하

여 유효한지를 판별하는데, 여기서 상기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는 로 표시된다. 만약에 유효하지 않으면, 알

고리즘은 단계(804)로 진행하며, 상기 단계는 실패한 시도를 표시한다. 만약에 유효하다면, 알고리즘은 단계(808)로 진행

하며, 상기 단계에서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k번째 프레임인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의 추정 움직임 벡터가 판별

된다. 상기의 추정 움직임 벡터는 (1)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2) 벡터(p)에 의

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리고 나

서, 알고리즘은 단계(810)로 진행하며, 상기 단계는 시간적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움직임 벡터 추정을 표시한다.

도 7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단계(704)에서, 시간적 영역에서의 움직임 벡터 추정이 성공적이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성공적이었다면, 알고리즘은 단계(706)로 진행하는데, 상기 단계에서는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기초해서 서브젝

트 매크로블록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움직임 벡터를 갱신한다. 만약에 시간적 영역에서의 움직임 벡터 추정이 성공적

이 아니었다면, 알고리즘은 단계(708)로 진행하며, 상기 단계에서 움직임 벡터 추정은 공간적 영역에서 실행된다. 상기와

같은 추정에 대한 알고리즘은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알고리즘은 도 9의 단계(900)에서 개시하며, 단계(902)로 진행하는

데, 상기 단계에서 추정하는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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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다. 상기의 움직임 벡터는 로서 표시된다. 만약에 유효하지 않으면, 단계(904)에서 실패가 표시된

다. 만약에 추정하는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유효하다면, 단계(906)로 진

행하고 그 단계에서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k번째의 프레임인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

( )가 추정하는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 와 동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1,0)은 행 인덱스가 1이고 열 인덱스가 0인 벡터이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은 단계(908)로

진행하는데 그 단계는 공간적 영역에서의 연속적인 움직임 벡터 추정을 표시한다.

도 7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단계(710)에서, 움직임 벡터 추정이 공간적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별이 실행된다. 만약에 상기 판별이 이루어졌으면(단계(908)), 단계(706)에서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가

갱신된다. 그리고 나서, 단계(702)의 시간적 영역에서의 움직임 벡터 추정이 실행되었던지 또는 단계(708)의 공간적에서

의 영역 움직임 벡터 추정이 실행되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단계(712)에서 현재 매크로블록은 방금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추정된다.

도 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1000)에서 추정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매크로블록 추정이 개시된다. 단계(1002)에서,

추정 움직임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k번째의 프레임인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추정 매크로블록

( )은 (1)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2)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

로블록에서의 k번째 프레임인 현재 프레임의 추정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해당하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된다. 상기의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은 으로서 표시되는데, 여기서 m은 현재 프레임과 순

방향 기준 프레임간의 프레임 인덱스 차이값이다. 단계(712)에서의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한 추정이 완료되면, 알고리즘은

단계(714)에서 완료된다.

도 7의 단계(710)로 돌아가서, 만약에 공간적 영역에 대한 움직임 벡터 추정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단계(716)에서 현재

매크로블록은 추정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추정된다. 단계(716)는 도 11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11에서, 추정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매크로블록 추정이 단계(1100)에서 개시된다. 단계(1102)에서, 벡터(p)에 의해 위치되

는 현재 프레임(현재 프레임은 k번째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 이 유효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 판별한다. 만약에 상기 매크로블록이 유효하면, 단계(1104)에서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매크로블록이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

은 단계(714)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완료된다.

만약에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현재 프레임은 k번째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이 유효

하지 않다면, 단계(1106)에서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1 row)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 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별하는데, 여기서 (1,0)은 행 인덱스가 1이고 열 인덱스가 0인 벡

터이다. 만약에 상기의 매크로블록이 유효하다면, 단계(1108)에서,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k번째 프레임인 현재 프레임

에 대한) 현재 매크로블록이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

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은 단계(714)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완료된다.

만약에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이 유효하지 않은 것

으로서 판별되었다면, 단계(1110)에서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매크로블록

이 유효한지의 여부가 판별되는데, 여기서 (1,0)은 행 인덱스가 1이고 열 인덱스가 0인 벡터이다. 만

약에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이 유효하다면, 단계(1112)에서, 벡터(p)에

의해 위치되는 k번째 프레임인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의 추정 매크로블록은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매크로블록 과 동일한 것으로서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은 단계(714)

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완료된다.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이 유효하지 않

은 경우에 있어서, 단계(1114)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추정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매크로블록 추정은 실패한

다. 상기 경우에서, 매크로블록은 빈 공간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이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것과 연관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또한 비디오 비트 스트림

을 코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코딩을 하고 나서나 또는 코딩하는 동안에 오류가 검출되어 그 오류가 레코딩 또

는 전송을 하기 전에 은닉되어짐을 알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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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특정의 실시예들만 상세하게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들은 여기에 나온 학설을 벗어나지 않고 다수의 변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상기의 모든 변형들은 이하에 나오는 청구항들 내에 포함되어지게끔 의도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단계와(700);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

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기초하여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단계(702); 및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단계(7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과 일치하는(808)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

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

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현재 프레임의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

간의 차이값에 해당하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는 단계(100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방법.

청구항 4.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단계(700)와;

하나의 벡터에 의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

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기초하여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단계(702)와;

만약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움직임 벡터를 생성하

는 단계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

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단계(708); 및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단계(7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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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상기 디

코딩된 움직임 벡터와 동일한(906)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단계(1100)와;

만약에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available)(1002), 상

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매크로블록을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상기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

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는 단계(1004)와; 그렇지 않으면(1002)

만약에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1 row)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

면(1106), 상기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1 row)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블록과 동일

하게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단계(1108): 그렇지 않으면(1106),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10), 상기

현재 프레임에 대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상기 디코딩된 매크로블

록과 동일하게 추정하는 단계(11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

청구항 8.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단계(700)와;

만약에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이 이용가능하다면(806),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현재 매크로블록에

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과 동일하게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단계(808)와; 그리고 만약에 이용가능하지 않다면(806),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이용가능하다면(902),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와 동일하게 추정

하는 단계(906)와;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

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현재 프레임의 상기 추정된 움직

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해당하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는 단계(1002)와; 그리고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

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이용가능하지 않다면(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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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02),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매크로블록을,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과 동일

하게 추정하는 단계(1104)와; 그리고 만약에 이용가능하지 않다면(1102),

만약에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

(1106), 상기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상

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단계(1108)와; 그렇지 않으면(1106)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10), 상기

현재 프레임에 대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상기 디코딩된 매크

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는 단계(11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

류를 은닉하는 방법.

청구항 9.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700) 검출기와;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

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기초하여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702) 수단; 및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712)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과 일치하는(808)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

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장치.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

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현재 프레임의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

간의 차이값에 해당하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는(1002)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장치.

청구항 12.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표시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700) 검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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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벡터에 의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

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에 기초하여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702) 제 1 수단과;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708) 제 2 수단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제 1 수단

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상기 추정하는 제 2 수단은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제 2 수단과;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상기 디

코딩된 움직임 벡터와 동일한(906)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의 오류 은닉 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1100) 검출기와;

만약에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하고

(1102), 만약에 이용가능하다면,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매크로블록을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상기 현재 프

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고(1104), 그렇지 않으면(1102), 만약에 벡터(p)에 의해 위

치되지만, 이전 행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06), 상기 벡터(p)에 의해 위

치되지만, 이전 행(-1 row)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

하고(1108), 그렇지 않으면(1106),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디코딩된 매크로블

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10), 상기 현재 프레임에 대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

로블록에 대한 상기 디코딩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는(1112)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

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장치.

청구항 16.

현재 매크로블록이 기준 프레임 데이터 및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서 표시되는 경우,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출하는(700) 검출기와;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

직임 벡터간의 차이값이 이용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하고(806), 만약에 이용가능하다면,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순

방향 기준 프레임과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간의 차이값과 동일하

게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고(808), 그리고 만약에 이용가능하지 않다면(806),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로

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이용가능하다면(902),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에 위

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와 동일하게 상기 한 개 이상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906)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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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움직임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

서의 현재 프레임의 상기 추정된 움직임 벡터와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매크로블록에서의 상기 순방향 기준 프레임 사

이의 차이값에 해당하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추정하고(1002); 그리고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 바로 위

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의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가 이용가능하지 않다면(710), 만약에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02),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프레임을 선행하는 프레

임에 대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상기 벡터에 의해 위치되는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고(1104); 그리고 만약에 이용가

능하지 않다면(1102), 만약에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 및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로블

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06), 상기 벡터(p)에 의해 위치되지만, 이전 행과 동일 열로 인덱스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매크

로블록과 동일하게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정하고(1108); 만약에 이용가능하지 않다면(1106), 만약에 상기 현재 매크

로블록 바로 위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이 이용가능하다면(1110), 추정될 매크로블록 바로 위

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상기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에 동일하게 상기 현재 프레임에 대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추

정하는(1112)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할 때에 오류를 은닉하는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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