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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RISC 프로세서를 기반

으로 메모리 억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된 버스 구조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응용분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는 영상복원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압축된 동영상의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RISC 프로세서와, 동영상 복

원을 수행하는 디코더(VDEC)와, 복원된 동영상 신호에 대하여 외부에 연결되는 출력 장치에 적합한 후처리를 수행하

는 포스트 프로세서와, 상기 VDEC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DSCU DMA와,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포스트 DMA와, 상기 시스템 응용시에 필요한 주변장치와, 상기 주변장치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주변장치 DMA와, 상기 외부 메모리를 제어하는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와, 상기 주변

장치가 연결된 국부 버스와 주 버스를 인터페이스 해주는 주변장치 브릿지와, 상기의 각 구성부를 연결해 주는 3개의 

독립적인 메인 버스, 코프로세서 버스, 주변장치 제어 버스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분리된 버스 구조, 프로세서, RISC 프로세서, 디코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일반적인 미디어 프로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복원 프로세서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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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인터페이스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DSCU(Decoding Sequence Control Unit)의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에서 나타낸 DSCU 내부의 CODEC 블록을 제어하는 코프로세서 동작제어 명령어 구조도이다.

도 6은 도 4에서 나타낸 DSCU 내부의 CODEC 블록들이 외부 메모리를 억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프로세서 명령

어 구조도이다.

도 7은 도 4에서 나타낸 DSCU 내부의 CODEC 블록들이 RISC 프로세서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프로세서 인터

페이스 블록의 구조도이다.

도 8은 도 4에서 나타낸 DSCU 내부의 각 CODEC 블록들을 제어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9는 도 4에서 나타낸 DSCU가 각 CODEC 블록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태 천이도이다.

도 10은 도 4에서 나타낸 DSCU가 CODEC 블록들을 제어하는 파이프라인 구조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VLD의 구조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서 따른 RVLD 구조도이다.

도 13은 도 12에서 나타낸 RVLD에서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복호화하는 회로도이다.

도 14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영상의 복원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은닉의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IDCT와 IQ의 구성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미스매칭 처리과정의 한 예시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IDCT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IDCT와 IQ를 이용한 데이터 흐름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움직임보상을 수행하는 블록의 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 복원 프로세서 202 : 코프로세서 버스

203 : VDEC(Video DECoder) 203a : DSCU(Decoding Sequence Control Unit)

203ba : VLD(Variable Length Decoder)

203bb : RVLD(Reversible Variable Length Decoder)

203ca : IDCT(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

203cb : IQ(Inverse Quantization)

203d : MC(Motion Compensation)

203e : ADR 203f : DEC 메모리

204 : DSCU DMA(Direct Memory Access)

205 : 포스트 프로세서 206 :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207 :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프로세서

207a : 명령어/데이터 캐시(cache)

208 : CPU 제어 인터페이스 209 : 포스트 DMA

210 : 주변장치 DMA 211 : 메인 버스

212 : 주변장치 브릿지 213 :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

214 : 주변장치 제어 인터페이스

215 : 외부 메모리 제어 인터페이스 216 : 주변장치

216a : GPIO(General Port Input Output)

216b : IIC(Inter IC Controller)

216c : SPI(Serial Port Interface)

216d : ICU(Interrupt Control Unit)

216e : 타이머 216f : PPL(Phase Locked Loop)

216g : WDT(Watch Dog Timer) 216h : IIS(Inter IC Sound Interface)

216i : UART 301 : 호스트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RISC 프로세서를 기반

으로 메모리 억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된 버스 구조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응용분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는 영상복원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통신이라는 개념은 음성, 혹은 데이터 전송등에 국한되지 않

고 영상 신호와 인터넷 등의 복합적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다 차원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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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 신호 전송에 대한 요구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O(International organizatio

n for standardization)와 같은 기구들을 통한 규약의 제정으로 인해 그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까지 제정된 영상 신호 처리를 위한 규약으로는 ISO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과 ITU의 H.2

61/H.263, 그리고 ISO의 MPEG(Moving Pictures Expert Group) 시리즈 표준이 있다.

이들 각각은 그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데, JPEG은 주로 포토(photo)-CD에, H.261/H.263은 비디오 

폰(video phone)과 비디오 컨퍼런스(video conference)에, MPEG-1은 CD-ROM과 CD-I 및 컴퓨터 응용 분야에, 

그리고 MPEG-2는 디지털 방송 및 비디오 디스트리뷰션(video distribution)에 주로 응용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제정된 MPEG-4는 기존의 영상, 오디오 신호의 압축 및 부호화 과정은 물론이고 정지 영상, 컴퓨터 

그래픽스, 분석 합성계의 음성 부호화, MIDI(Musical Instrument Data Interface)등에 의한 합성 오디오와 텍스트를 

포함하는 종합 멀티미디어 부호화 규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규격이 포함하는 범위는 64Kbps의 저 전송율 

환경의 단순 프로파일(simple profile)에서 38.4Mbps에 이르는 메인 프로파일(main profile)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여 그 응용분야는 멀티미디어가 추구하는 모든 영역을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IMT-2000이라는 4세대 이동 통신의 기술이 차츰 보편화 되면서 이제는 음성과 영상을 통합하는 멀티미디어

이동 통신이 현재 이미 대중화 되어있는 음성 및 데이터 이동 통신을 대체하는 기술로 가시화되고 있다.

MPEG-4는 이러한 차세대 기술의 핵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MPEG-4는 다른 영상 신호 처리 기술들과는 구별되어 무선 통신 환경에서 운용되는 기술이며 특히 simple profile의

응용 분야는 휴대용 단말기라는 점을 감안 하면 다른 영상 신호처리 기술에 비하여 에러에 대한 내성(error resilienc

e)와 저 전력 소모, 그리고 소규모 회로에 의한 구현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도 1은 영상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미디어 프로세서의 구조를 나타낸다.

메인 프로세서(101)는 CPU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러로써 미디어 프로세서(109)의 모든 입출력과 내부 동작들을 

제어한다.

메인 프로세서는 그 응용 분야가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도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해 수정 및 

변경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최적화된 

구성 보다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측면에서 메인 프로세서(101)는 내장된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혹은 외부에 별도로 추가되는 메모리를 이용하

여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부호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동영상 신호의 압축과 복원은 물론이고 음성 신호의 압축과 복원, 각종 주변장치들로부터 발

생되는 인터럽트 신호의 처리, 비디오 디스플레이 및 비디오 캡처(video capture)를 위한 제어, 외부의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와의 통신, 그리고 입력되는 음성/영상 신호의 분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상기 메인 프로세서(101)는 다른 블록들과 메인 버스(108)를 통해 인터페이스되며 메인 프로세서(101)와 다른 블록

들과의 연결은 버스트 중재(bust arbitration)에 의해 조절 및 할당된다.

비디오 캡처부(102)는 영상 신호의 압축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외부 영상입력장치를 통하여 동영상을 받아들

이고 이를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한다.

비디오 표시부(103)는 복원된 영상신호를 LCD와 같은 외부 출력 장치로 보내준다.

모든 영상 신호의 복원은 내부 CODEC에서 수행되지만 복원된 영상 신호의 화질 개선, 출력 영상의 크기 및 위치 조

절, 출력 장치의 종류에 따른 형태 변경(format conversion) 등 다양한 후 처리 과정(post processing)이 비디오 표

시부(103)에서 수행될 수 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104)는 도 1의 미디어 프로세서(109)를 슬레이브(slave)로 관장하고 있는 외부 호스트 프로세서

와의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환경에서 호스트 프로세서는 기저 대역(base band) MODEM 프로세서가 되고. 이 프로세서는 

RF 모듈과의 인터페이스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영상 복합 신호를 미디어 프로세서(109)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105)는 외부에 장착되는 메모리들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고, 주로 메모리 컨트롤러

가 포함된다.

비디오/오디오 CODEC(106)은 음성 및 영상 신호의 압축과 복원을 수행한다.

상기 비디오/오디오 CODEC(106)은 미디어 프로세서(109)가 사용되는 응용 분야에 따라서 최적화된 압축 및 복원 

알고리즘을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주변장치(107)는 미디어 프로세서(109)가 사용되는 시스템의 각종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되는 장치(Peri

pheral)들로, 주로 IIC(Inter IC Controller), 타이머,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UART), 클록 컨트롤러, 인터럽트 컨트

롤러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상술한 미디어 프로세서(109)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메인 프로세서(101)와 다른 블록들간의 연결이 단일 버스인 메인 버스(108)를 이용하여 구성되므로 메인 버스(

108)의 부하(loading)가 매우 커지고 따라서 동작 주파수의 향상이 어렵다.

둘째 메인 버스(108)의 부하 증가는 바로 전체적인 전력 소모의 증가로 나타나므로 휴대용 단말기 등의 응용 분야에

서 적용이 어렵다.

세째 모든 블록들이 메인 버스(108)로 연결되므로 각 블록의 자원 할당이 비효율적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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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RISC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메모리 억세스를 최소화하

기 위해 분리된 버스 구조를 갖는 동영상 복원 프로세서를 구현하여 비디오 폰, PDA, 무선 VOD 단말기 등에 응용할 

수 있고, 특히 프로그램이 가능한 구조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멀티미디

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압축된 동영상의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

어를 담당하는 RISC 프로세서와, 동영상 복원을 수행하는 디코더(VDEC)와, 복원된 동영상 신호에 대하여 외부에 연

결되는 출력 장치에 적합한 후처리를 수행하는 포스트 프로세서와, 상기 VDEC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

는 DSCU DMA와,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포스트 DMA와, 상기 시스템 응용시

에 필요한 주변장치와, 상기 주변장치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주변장치 DMA와, 상기 외부 메모리를 

제어하는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와, 상기 주변장치가 연결된 주변장치 제어 버스와 메인 버스를 인터페이스 해주는 주

변장치 브릿지와, 상기의 각 구성부를 연결해 주는 3개의 독립적인 메인 버스, 코프로세서 버스, 주변장치 제어 버스

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VDEC는 허프만(Huffman) 코딩에 의해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VLD 및 RVLD, 움직임 보상

을 수행하는 MC, 압축된 동영상 계수를 시간 영역의 계수로 복원하고 역양자화를 수행하는 IDCT/IQ, AC/DC 계수 

예측에 의해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ADR, 상기 각 구성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DEC 메모리, 상기 각 구성부의 시

퀀스를 제어하는 DSCU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는 동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문자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OSD 기능, 복원된 

동영상에 대하여 디블록킹(deblocking)을 수행하는 디블록킹 필터 기능, 외부 출력 장치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표시 제어 기능, 외부 디지털 출력 장치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기능, 복원된 동영상에 대하여 

보간(interpolation)을 수행하는 보간 필터 기능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주변장치는 외부 호스트 프로세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리셋을 제어하는 WDT, 카운트 업/다운을 지원하는 타이머,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각종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ICU, 내

부에 클럭을 공급하는 PLL, 시스템 응용 시 범용 입출력 단자로 사용되는 GPIO, 외부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IC,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IIS, 범용 직렬 통신 포트인 UART, 다채널 직렬통신

을 지원하고 마스터나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는 SPI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 도 2 내지 도 20을 참고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따른 동영상 복원 프로세서(201)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상기 복원 프로세서(201)에서는 최적의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내부

에 RISC 프로세서(207)가 탑재된다.

상기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프로세서(207)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압축된 동영상의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상기 RISC 프로세서(207)는 내부에 명령어/데이터 캐시(cache)(207a)를 두어서 별도의 메모리 없이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원 프로세서(201)의 응용 시스템 적용 시에 다양한 

응용 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은 복원 프로세서(201) 부팅(booting) 시에 주변장치(216) 혹은 외부 메모리 제어 인터페이스(215)를 

통해 외부 메모리나 외부 호스트로부터 입력될 수 있는데, 상기 명령어/데이터 캐시(207a) 특성을 이용하므로 응용 

프로그램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툴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상기 RISC 프로세서(207)는 기본적인 CODEC의 제어 외에도 각종 주변장치(216)와 포스트 프로세서(205,post pro

cessor)로부터 발생되는 인터럽트 들을 조합하여 해당되는 처리 루틴들을 수행한다.

CPU 제어 인터페이스(208)는 RISC 프로세서(207)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외부 입력들로서, 엔디안(Endian

) 설정, 외부 입출력(external Input/output) 제어, 테스트 모드 설정 등에 관계된 제어 신호들이 연결된다.

동영상 복원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프레임 메모리(frame memory)가 필요하다.

이것은 동영상 복원 과정에서 이전 프레임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영상의 복원 과정에서는 현재 혹은 이전 프레임 메모리의 억세스가 매우 빈번하므로 종래에서처럼 단

일 시스템 버스를 이용한다면 이로 인한 시스템 버스의 이용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이다.

즉, 프레임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주변장치(207), DSCU DMA(204)나 포스트 DMA(209)와 같은 블록들이 버스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면 주변장치 브릿지(212)나 혹은 주변장치 DMA(210)과 같은 나머지 블록들이 이 버스를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므로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CODEC의 제어를 위한 코프로세서 버스(202)와 외부 메모리의 제어 및 억세스를 위한 메인 버스(211)

를 분리함으로써 버스에 대한 각 블록의 부하(loading)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였다.

상기 코프로세서 버스(202)는 RISC 프로세서(207), VDEC(203,Video decoder), 포스트 프로세서(205)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공통 버스이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블록들과는 독립적이다.

상기 코프로세서 버스(202)는 주로 VDEC(203)와 포스트 프로세서(205)를 제어하기 위한 전용 코프로세서 명령어의

전달과 핸드쉐이킹(handshaking)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메인 버스(211)와는 별도로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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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VDEC(203)와 포스트 프로세서(205)는 각각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에 의해 RISC 프로세서(207)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버스 중재(bus arbitration)을 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기 VDEC(203) 내부의 각 블록은 명령어 해석

기( instruction interpreter)를 내장하고 있어서 각 블록에 해당되는 특정 명령어가 코프로세서 버스(202)상에 존재

할 때만 동작을 시작하도록 설계된다.

메인 버스(211)는 외부 메모리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버스로 4개의 마스터(master)와 2개의 슬레이브(slave)

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4개의 마스터는 각각 RISC 프로세서(207), DSCU(Decoding Sequence Control Unit) DMA(204,Direct Me

mory Access), 포스트 DMA(209), 주변장치 DMA(210)이고, 2개의 슬레이브는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213)와 주변

장치 브릿지(212)이다.

4개의 마스터와 2개의 슬레이브 사이의 버스 사용은 메인 버스(211)에 포함된 버스 중재기에 의해 제어된다.

이때 상기 버스 중재는 버스 리퀘스트 신호를 발생시킨 버스 마스터의 선택과 주소 할당(address decoding)에 의한 

슬레이브의 선택으로 구성된다.

슬레이브의 선택은 RISC 프로세서(207)에서 생성되는 주소의 상위 2비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만일 버스 마스터가 RI

SC 프로세서(207) 이외의 다른 블록인 경우에 슬레이브는 자동적으로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213)으로 고정된다.

물리적으로 메인 버스(211)에는 4개의 마스터가 연결되지만 실제로는 외부에 DRAM과 같은 형태의 메모리가 연결될

경우, 그 재생(refresh)를 위한 처리 기능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모두 5개의 마스터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 5개의 마스터들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버스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외부에 DRAM을 사용할 경

우, 그 재생을 위한 처리과정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갖고, 주변장치 DMA(210) -> 포스트 DMA(209) -> DSCU D

MA(204) -> RISC 프로세서(207) 순서로 우선권이 부여된다.

외부의 DRAM 재생을 위한 처리과정에는 메인 클록(main clock)을 기준으로 7사이클이 소요되므로 버스 사이클을 

기준으로는 2사이클이 필요하다(메인 클록을 기준으로 외부 메모리로부터 1워드(word)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4사

이클이 필요하므로 이 4사이클을 1버스사이클로 정의한다).

상기 주변장치 DMA(210)의 경우에는 버퍼가 최대한 20워드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

면 최대 20버스사이클이 필요하다.

포스트 DMA(209)의 경우에는 OSD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라인 읽기(line read) 동작이 메모리 억세스가 가장 크므

로 최대 360픽셀 데이터를 억세스 한다고 보면(QCIF 크기를 기준으로 할 때) 45버스 사이클이 요구된다.

DSCU DMA(204)의 경우에는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을 수행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의 1블록, 즉 8 x 8

픽셀 데이터를 일련의 메모리 억세스로 처리해야 하므로 1라인을 최대 9바이트로 하고 최대 9라인을 억세스 한다면 

최대 27버스사이클이 사용된다.

RISC 프로세서(207)가 메모리 억세스를 요구하는 경우는 내부의 명령어/데이터 캐시(207a) 미스(miss)가 발생하여 

캐시 필(cache fill)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데 이때에는 캐시의 1라인을 차지하는 4워드 단위의 억세스가 이루어지므로

최대 4버스사이클이 사용된다.

상기 메인 버스(211)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VDEC(203)와 포스트 프로세서(205)는 각각 DSCU DMA(204)와

포스트 DMA(209)를 통해서만 버스 억세스가 가능한데 이 것은 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용 권한이 주어질 

경우 버스트 억세스(burst access)를 이용하여 그 시간을 최소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VDEC(203)은 H.263/MPEG-4 표준에 의해 압축된 동영상 복원을 수행한다.

상기 VDEC(203)의 내부에는 복원 과정을 통괄하여 제어하는 DSCU(203a,Decoding Sequence Control Unit)와 입

력되는 압축 데이터 비트 스트림 파싱(bit stream parsing)을 담당하는 VLD(203ba,Variable Length Decoder), 오

류 내성(error resilience)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RVLD(203bb,Reversible Variable Length Decoder), 픽셀 단위의

주파수-시간 영역 변환을 수행하는 IDCT(203ca,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 양자화 되어 입력되는 픽셀

데이터에 대한 역 양자화를 수행하는 IQ(203cb,Inverse Quantization), 이전 프레임 데이터와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

여 현재 프레임을 복원하는 MC(203d,Motion Compensation), MPEG-4에서 인트라 매크로블록이 입력될 경우 주변

매크로블록의 DC 혹은 AC값을 이용하여 현재의 DC 혹은 AC값을 추정하는 ADR(203e), 그리고 각각의 블록들이 입

력된 데이터를 동영상으로 복원하는 중간 과정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DEC 메모리(203f)로 구성된다.

각각의 블록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DSCU(203a)가 제어하는 파이프 라인에 의해 동작 타

이밍이 결정된다.

포스트 프로세서(205)는 상기 VDEC(203)를 통해 복원된 동영상을 실제 외부 표시 장치(display device)로 출력하기

위한 후처리(post processing)를 담당한다.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205)에 포함된 기능들은 실제로 응용되는 시스템의 사양 및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다

양한 조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기능들을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그 기능들의 조합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특정 용도에 최적화될 수 있다.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205) 에 포함된 기능으로는 외부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206

), GUI(Graphic User Interface)등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동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문자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OSD(On Screen Display)기능, 동영상의 복원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매크로블록들간의 블록킹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디블록킹 필터(deblocking filter) 기능, 외부 표시 장치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영상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되는 보간 필터(interpolation flter) 기능이 있다.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205)와 인터페이스 되는 각종 입출력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206)에는 외부의 표시 장치

들과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한 주소 및 데이터 라인은 물론이고, 부가적으로 표시 장치의 동기화에 사용되는 HS



등록특허  10-0418437

- 6 -

YNC/YSYNC 신호들과 포스트 프로세서(205) 전용 클럭 등이 포함된다.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213)는 외부에 장착될 프레임 메모리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코프로세서 버스(202)와 메인 

버스(211)는 데이터의 경우 모두 32비트의 크기를 갖지만 외부 메모리의 인터페이스는 8비트에서 32비트로 가변적

이 될 수 있다.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213) 내부에서는 외부 프레임 메모리 제어 뿐만 아니라 ROM 형태의 메모리 제어를 수행하는 

데, 이것은 프레임 메모리 뿐만 아니라 초기 시스템 부팅 시에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 ROM 형태의 메로리가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213)의 외부 인터페이스의 형식과 비트수에 따라 데이터의 동기를 맞추기 위한 형식 변환(for

mat conversion : byte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서 word 단위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각 마스터 프로세

서(RISC 프로세서(207), DSCU DMA(204), 포스트 DMA(209), 주변장치 DMA(210)중의 어느 하나)의 데이터 전송 

크기에 맞추어서 버스트 모드 억세스(burst mode access)를 지원한다.

또한 DRAM과 같은 형태의 메모리가 사용될 경우, 그 재생을 위해서 자동 재생(auto refresh) 방식이 채택되고 매 (9.

5 + A)usec 마다 이를 수행한다(여기서 A는 버스 사용을 위한 지연 시간이고 최대 3.3usec이다).

외부 메모리 제어 인터페이스(215)는 외부 메모리 즉, DRAM 혹은 ROM 형태의 메모리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입출력

인데, DRAM과 같은 메모리가 사용될 경우, CAS(Column Address Strobe), RAS(Row Address Strobe), 클록, 라

이트 이네이블(Write enable),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칩 이네이블(chip enable), DQM 등의 신호와 ROM 제어

와 관련된 메모리 실렉트(select), 라이트 이네이블 신호들이 포함된다.

주변장치 브릿지(212)는 각종 주변장치(216)들과 메인 버스(211)를 연결해 주기 위한 브릿지이다.

상기 주변장치 브릿지(212)는 메인 버스(211)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슬레이브 이지만 주변장치(216)의 국부적 버스

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유일한 마스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주변장치 브릿지(212)는 메인 버스(211)의 버스 관련 동작(transaction)을 주변장치(216)의 버스 동작으

로 변환해 주며 동시에 메인 버스(211)의 주소를 디코딩하여 주변장치(216)의 선택에 필요한 신호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스트로브(strobe) 신호들을 생성한다.

주변장치 DMA(210)는 주변장치(216)에 포함된 장치들 가운데서 외부 메모리 억세스가 요구될 때 사용되는 DMA 블

록이다.

주변장치(216)는 시스템 응용 시에 필요한 각종 기능들을 포함하는 장치들이며 별도의 국부적 버스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GPIO(216a,General Port Input Output)은 시스템 응용 시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의 입출력 단자이

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의한 레지스터 설정에 의해서 입출력을 설정할 수 있으 며 필요에 따라서는 오픈-드레인(open

-drain)으로 구동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GPIO(216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입출력의 방향, 오픈-드레인 혹은 푸쉬풀(push-pull)의 설정, 인

터럽트 마스크(interrupt mask)의 설정에 의한 마스킹, 그리고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이네이블 비트(enable bit) 설정 

등 그 GPIO(216a) 사용하기 위한 환경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IIC(216b,Inter IC Controller)는 최소한의 핀을 이용하여 LCD 드라이버, EEPROM, 리모드 I/O 포트 등을 효과적으

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직렬 버스(serial bus) 컨트롤러이다.

상기 IIC(216b)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직렬 클럭 SCL을 이용하고 SDA 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SPI(216c,Serial Port Interface)는 다채널 직렬 통신을 지원하는 주변 장치로 마스터 혹은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

면서 64K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ICU(216d,Interrupt Control Unit)는 본 발명에 따른 복원 프로세서(201)의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인터럽트들과

주변장치(216) 내부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들을 정리하여 RISC 프로세서(207)로 전달한다.

각 인터럽트 소스에는 이네이블 마스크(enable mask)와 플래그 비트(flag bit)가 있어서 해당되는 소스를 제한하거나

동작시킬 수 있다.

타이머(216e)에는 특정 비트 단위로 카운트 업/다운을 수행하는 타이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스템 응용 시에 각종 타

이밍 기준(timing reference)으로 사용된다.

PLL(216f,Phase Locked Loop)은 외부의 저주파수 클럭을 입력 받아서 내부에 보다 안정적인 고주파수의 클럭을 공

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WDT(216g,Watch Dog Timer)는 시스템 오동작 시에 자체적인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프트웨어 리셋(software reset)을 발생한다.

IIS(216h,Inter IC Sound Interface)는 16 비트 혹은 18 비트의 오디오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직렬 인터페이스이

다.

범용의 IIS 방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테레오 오디오 CODEC에서 지원하는 좌측정돈 모드(left-justified

mode)와 우측정돈 모드(right-justified mode)를 모두 지원한다.

UART(216i)는 범용 직렬 통신 포트이다.

도 3은 도 2에 나타낸 주변장치(216)중 호스트 인터페이스(Host Interface)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301)는 외부의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 압축된 비트 스트림을 받아들이거나 운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외부의 호스트 프로세서(311)로부터 호스트 인터페이스(301)로 혹은 호스트 인터페이스로(301)부터 외부의 호스트 

프로세서(311)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각 20 x 32 비트의 데이터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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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호스트 프로세서(311)와의 형식 변환을 지원하기 위한 엔디안 컨버전(Endian conversion)이 가능하다.

또한 호스트 인터페이스(301) 내부에 HDMAC(307)와 같은 전용의 DMA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어서 입력된 데이

터를 시스템 버스로 전달하거나 호스트 프로세서(311)로 전송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내부 디버깅 및 호스트 프로세서(311)와의 메시지 송신 혹은 수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명령어 레지스터(com

mand register)를 제공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301)는 신호(310)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되는데 어드레스 버스는 5비트이고 데이터 버스는 16비

트이며, 호스트 프로세서(311)와의 통신을 간소화 시키기 위해 핸드쉐이킹 신호는 주고 받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의 호스트 인터페이스(301)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호스트 프로세서(311)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둘째, 호스트 프로세서(311)로부터 압축 비트 스트림을 전송 받는다.

세째, 호스트 프로세서(311)로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네째, 호스트 프로세서(311)와 복원 프로세서(201)와의 데이터 교환 시에 데이터의 형식 변환을 수행한다.

다섯째, 데이터 송/수신 시에 내장된 버퍼가 완전히 차거나 비었을 때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여섯째, 호스트 프로세서(311)와의 데이터 전송과는 별도로 명령어(command)나 메시지(message) 교환을 위한 레

지스터를 제공하며 특히 명령어의 송/수신 시에는 인터럽트를 발생하여 디버깅이 용이하도록 한다.

일곱째, 호스트 프로세서(311)와의 데이터 교환 시에 DMA를 이용한다.

HDMAC(307)은 호스트 프로세서(311)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혹은 복원 프로세서(201)가 호스트 프로세서(311)로 

전송할 데이터를 RISC 프로세서(207)의 개입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기 HDMAC(307)은 호스트 인터페이스(301)에 내장된 20개의 버퍼가 완전히 차거나 혹은 비었을 때 동작 개시 이

벤트를 발생하여 DMA 동작을 시작한다.

특히 호스트 프로세서(311)와의 데이터 교환 뿐만 아니라 복원 프로세서(201)의 부팅 프로세스에도 관여하는데, 만

일 신호(310) 중 BOOT_Sel 신호가 1인 상태에서 호스트 프로세서(311)가 특정 용량의 데이터를 쓰기 위한 요청을 

시작한 경우에 HPI 컨트롤러(309)는 호스트 부트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호스트 프로세서(311)로부터 입력되는 데이

터를 외부 메모리에 저장하고 시스템 부팅을 시도하게 된다.

만일 BOOT_Sel 신호가 0인 상태에서 DMA 사용 요청이 입력된다면 HDMAC(307)은 외부 영역(주로 FLASH 메모

리가 연결된 외부 입출력 단자이며 시스템 버스(306)을 통해 연결된다)으로부터 특정 용량의 데이터를 읽어 외부 메

모리에 전송하며 이후 부터는 ROM 부트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된다.

상기 시스템 버스(306)는 HDMAC(307)와 도 2의 메인 버스(211)에 연결되는 데이터 및 어드레스 라인을 나타낸다.

주변장치 버스(304)는 도 2의 주변장치(214) 내부에 연결된 각종 장치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부 버스이다.

주변장치 버스 인터페이스(303)는 호스트 인터페이스(301)가 주변장치 버스(304)를 통하여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버스 제어 인터페이스 신호를 발생시킨 다.

HPI 컨트롤러(309)는 호스트 인터페이스(301)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신호들과 외부 인터럽트를 발생하며 레지스터(

302)는 호스트 프로세서(311)와의 데이터 교환 시에 사용되는 버퍼용 레지스터를 나타낸다.

도 4는 도 2에서 나타낸 VDEC(203) 중 동영상 복원시 매크로블록 수준으로 각 블록들의 동작 순서를 제어하고, 또한

각 블록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를 통괄하며 RISC 프로세서(207)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DSCU(203a)의 블록도

이다.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402)는 RISC 프로세서(203)와 VDEC(203) 혹은 포스트 프로세서(205)의 각 블록들이 연결

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상기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402)는 RISC 인터페이스(401)를 통해 입출력 되는 데이터,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이용하여 RISC 프로세서(207)로부터 발생되는 코프로세서(coprocessor) 명령어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어서 어느 블록의 레지스터 읽기/쓰기(Read/Write) 혹은 DEC 메모리(203f)의 억세스에 필요한 것인가를 결정하여

각 블록에 대해 적절한 제어신호를 생성 및 분배한다.

DSCU 레지스터(403)는 레지스터 및 메모리 읽기/쓰기(406)을 통해 생성되는 각종 제어 신호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부 메모리인 DEC 메모리(203f)의 읽기 혹은 쓰기시에는 사용할 메모리의 시작 주소와 종료 

주소를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스테이트 머신(404)은 DSCU(203a)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FSM(Finite State Machine)이며, INTCON DBG_IF(4

07)와 SIG_GEN(408)은 VDEC(203)의 각 블록들로부터 발생되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스테이

트 머신(404)에서 발생되는 각종 제어 신호들을 블록별로 생성한다.

이때 각 블록들로부터 발생된 인터럽트 요청은 INTCON DBG_IF(407)을 통하여 RISC 프로세서(207)로 입력된다.

도 5와 도 6은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402)에서 사용되는 코프로세서 명령어 세트에 대한 설명이다.

도 5는 도 2의 VDEC(203)에 포함된 각 블록들의 레지스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501) 형식이다.

Cond(502)는 이 명령어를 수행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 영역이고 CP Opc(503)는 각 블록들을 구

별하기 위한 인식 영역이다.

상기 인식자(503)는 3비트로 구성되는데 그 값이 000일 때는 DSCU(203a), 001일 때는 VLD(203ba), 010일 때는 R

VLD(203bb), 011일 때는 ADR(203e), 100일 때는 IDCT(203ca), 110일 때는 MC(203d), 그리고 111일 때는 포스

트 프로세서(205)를 나타낸다.

L(504)는 레지스터 읽기 혹은 쓰기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CRn(505)는 사용하려는 레지스터 주소의 상

위 4비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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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506)은 RISC 프로세서(207)의 내부 레지스터 가운데 현재 사용하려는 레지스터의 번호를 나타내며, CRm(608)

은 사용하려는 레지스터 주소의 하위 4비트를 나타낸다.

CP#(507)과 CP(509)는 차후의 확장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이다.

도 6은 VDEC(203)에 포함된 각 블록들이 외부 메모리를 읽거나 쓰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 형식이다.

VDEC(203) 내부의 각 블록들은 메인 버스(211)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만일 이 블록들이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명령어(601)를 이용해서 RISC 프로세서(207)에 알려주고 다시 상기 RISC 프로세서(207)는 메인

버스(211)를 통하여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게 된다.

도 5에서와 마찬가지로 Cond(602)는 이 명령어를 수행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 영역이고, P/U/N/

W/L(604)은 메모리 읽기 혹은 쓰기를 결정한다.

Rn(604)은 각 블록들의 내부 레지스터를 나타내며 CRd(605)는 어느 메모리를 사용할 것 인가를 결정해 준다.

상기 CRd(605)는 4비트로 구성되는데, 0000이면 외부 메모리를, 0001이면 VDEC(203) 내부의 DEC 메모리(203f)

를, 0010이면 VDEC(203) 내부의 ADR(203e)에 사용되는 국부 메모리를, 0011이면 VDEC(203) 내부에 사용되는 I

Q(203cb)의 국부 버퍼를, 0100부터 0101까지는 VDEC(203) 내부의 MC(203d)에 사용되는 국부 메모리를, 그리고 

0101부터 1101까지는 포스트 프로세서(205) 내부 블록의 국부 메모리를 각각 나타낸다.

오프셋(607)은 메모리 억세스 시에 사용하기 위한 immediate offset값이고, CP#(606)은 차후의 확장된 기능을 적용

하기 위해 남겨진 부분이다.

도 7은 도 4에 나타낸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402)의 구성도이다.

파이프라인 폴러어(702,pipeline follower)는 RISC 프로세서(207)의 파이프라인 각 단계에 맞추어서 다음 동작을 결

정한다.

레지스터 읽기/쓰기 컨트롤러(704)와 외부 메모리 읽기/쓰기 컨트롤러(705)는 각각 VDEC(203)의 각 블록 레지스터

를 제어하거나 메모리 읽기/쓰기를 위해 사용되는 제어신호들을 생성한다.

이때 RISC 프로세서(207)는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402)를 위해서 각 코프로세서로부터 발생되는 파이프라인 스테

이지 관련 신호를 참조하게 되는데, 스테이트머신(703)은 이 신호들을 VDEC(203)에 포함된 각각의 블록에 맞도록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ISC 프로세서(207)와의 핸드쉐이킹을 위한 상태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이며 코프로세서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상

태 천이를 수행한다.

4가지는 코프로세서가 없음, 코프로세서가 존재하나 즉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없음,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즉시 수행

할 수 있는 상태지만 동작의 종료를 위해서는 실행 사이클이 더 필요함, 코프로세서 명령이 동작이 종료됨이다.

도 8은 도 2에 나타낸 VDEC(203)의 DSCU(203a)와 각 블록들 사이의 입출력 신호 관계를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상기 DSCU(203a)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인 순서 제어를 수행하며, 각 블록들의 동작 개시 신호(801) 및 이네이블 구

간 신호(802)를 출력하며, 또한 각 블록의 동 작 종료를 알리는 지시 신호(803)를 입력 받는다.

정상적인 동작에서는 하나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가 완료되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며, 상태 모니터링이나 특정 

블록의 동작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럭(804)의 동작 시작 시점이나 종료 시점에서 인터럽트를 

발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블록들의 동작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진행하던 동작을 모두 중지하고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각 블록들은 이네이블 구간 신호(802) 동안에만 클럭이 공급되어 동작하므로, 선택되지 않은 블록들은 모두 디스에이

블(disable) 상태가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상기 DSCU(203a)는 지시 신호(803)를 받은 후에 다음 블록의 동작을 지시하는 리퀘시트 신호를 생성한다.

도 9는 이러한 DSCU(203a)의 상태 천이도이다.

ST_INIT(901)은 매크로블록 단위의 복호를 시작하는 상태이며 VLD(203ba)를 이용하는 순방향 복호인 경우에 처리

할 블록 번호는 O 되고, RVLD(203bb)를 이용하는 역방향 복호인 경우에 처리할 블록 번호는 5가 된다.

도 9에 나타난 상태 천이를 위해 사용되는 OP_OFF[N] 변수는 0일 때 정상 동작을 의미하며 1이면 해당되는 동작이 

수행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때 N은 각각의 블록들을 나타내는데 0이면 VLD(203ba), 1이면 RVLD(203bb), 3이면 ADR(203e), 4이면 IDCT(2

03ca), 그리고 5이면 MC(203d)를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ST_VLD(902), ST_RVLD(903), ST_ADR(904), ST_IDCT(905), ST_MC(907)들은 각각 VLD(203ba), RVL

D(203bb), ADR(203e), IDCT(203ca), MC(203d)가 이네이블 되고 특정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ST-WAIT(909)는 상기 MC(203d)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전 프레임 및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 읽어오기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낸다.

dscu_done(908)은 하나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로 인터럽트를 발생하여 모든

복호 과정의 완료를 표시한다.

update_bn(906)은 하나의 매크로블록에 포함되는 6개의 블록중 하나의 블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블록 번호를 증가

시키면서 다음 블록의 복호 과정으로 천이하는 단계의 상태이다.

idle(900)은 DSCU(203a)가 대기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레지스터의 설정에 의해 DSCU(203a)의 시작을 

알리면 ST_INIT(901) 상태로 천이하여 복호 과정을 시작한다.

상기 DSCU(203a) 내부의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각 블록의 시작 및 종료 시점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

하며, 하나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가 완료되거나 혹은 오류로 인해 동작이 중지된 경우에도 인터럽트 발생이 가능

하다.



등록특허  10-0418437

- 9 -

이외에도 비트 스트림이 저장된 VLD(203ba)의 입력 버퍼가 빈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된 인터럽트나 포스트 프로세서

(205)의 인터럽트 요청 등을 받아 들여 RISC 프로세서(207)의 인터럽트 관련 핀에 입력한다.

도 10은 DSCU(203a)에 의한 복호 파이프 라인의 구성을 나타낸다.

H.263/H.261 혹은 MPEG-4와 같은 동영상 관련 표준의 복호 과정에 따라서 DSCU(203a)는 VLD(203ba) 또는 RV

LD(203bb) -> ADR(203e) -> IDCT(203ca) -> MC(203d)의 과정으로 파이프라인 단계를 구분하고, 전술한 DSCU(

203a)의 제어 신호에 따라 해당되는 블록이 이네이블 됨으로써 동영상 신호의 복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때 로드 레퍼런스(1002)와 같이 VLD(203ba) 또는 RVLD(203bb)와 ADR(203e)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외부 프레

임 메모리에 대한 억세스가 필요 없으므로 MC(203d) 단계에서 사용될 이전 프레임 및 현재 프레임 데이터를 미리 억

세스 함으로써 전체적인 복호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상기 VDEC(203) 내부의 VLD(203ba)는 허프만(Huffman) 방식으로 코딩된 비트스트림을 복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이다.

상기 VLD(203ba)는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1비트 단위가 아닌 1코드 단위로 처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기 VLD(203ba)의 버퍼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각 계수값을 복호하기 전에 버퍼에서 이전에 복호

된 코드의 비트수 만큼씩 배럴 시프터(barrel shifter)를 이용하여 비트스트림을 입력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VDEC(203)의 VLD(203ba)는 텍스처(texture) 정보만 복호하기 때문에(실제로 픽쳐 헤드(picture head

er), 매크로블록 헤더 등의 상위 정보들은 RISC 프로세서(207)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되므로 VLD(203ba)에서

는 이에 대한 처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현재 처리하려고 하는 매크로블록이 어떤 모드인가에 따라서 AC 계수 혹

은 DC 계수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사용하여 복호를 수행하면 된다.

도 11은 상기 VLD(203ba)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다.

VLD 입력버퍼(1112)에 32비트씩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럴 시프터(1104,barrel sh

ifter)에 64비트 버퍼를 사용하여 복호된 데이터의 비트 수가 32를 초과할 때마다 배럴 시프터(1104)의 하위 32비트 

데이터를 상위 32비트 위치로 채우고, 동시에 입력버퍼(1112)에 비트스트림을 요청하여 하위 32비트를 새로운 데이

터로 채운 다음 입력버퍼(1112)의 주소를 1만큼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증가된 값이 미리 저장된 버퍼의 크기(버퍼의 하한선을 나타내는 크기)와 같으면 버퍼가 비었다는 정보를 

DSCU(203a)에 알리고 DSCU(203a)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된 신호인가를 판단하여 RISC 프로세서(207)에 인터럽트

를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VLD(203ba)는 입력버퍼(1112)의 주소를 0으로 초기화하면서 DSCU(203ba)에서 다시 복호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입력버퍼 컨트롤러(1113)는 입력버퍼(1112)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스트림을 32비트 단위로 가져오기 위해 메모리 억

세스에 관련된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고 텍스처 정보를 복호하기 위해 비트스트림의 처음 시작 위치 정보를 RISC 프

로세서(207)로부터 받아 복호가 완료되었을 때 비트스트림의 어느 위치까지 복호 되었는 가를 RISC 프로세서(207)

에 알린다.

또한 미리 저장된 비트스트림을 검사하여 1코드를 처리하기에 부족한 경우 입력버퍼(1112)가 비었다는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배럴 시프터(1104)는 1코드를 처리하기 위해 입력버퍼 컨트롤러(1113)에서 출력된 32비트 데이터를 다시 정렬시켜

서 복호 블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32비트 레지스터 2개와 64 MUX로 구성된다.

DC 계수 디코더(1110), AC 계수 디코더(1109), AC 테이블(1108)은 32비트 단위의 데이터를 그 모드에 따라 테이블

에 저장된 코드와 비교하여 상응하는 엔트리를 찾아낸다.

이 비교 과정에서 만일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엔트리가 테이블에 없다면 오류가 발생했음을 RISC 프로세서(207)에 

알리고 VLD(203ba)는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비교 과정은 우선 입력 데이터의 상위 7비트를 이용하여 이것이 에스케이프 코드(escape code)인 가를 판별한 후 다

시 상위12 비트를 4비트로 구성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8개의 그룹으로 분리한

다.

이때 동일한 그룹 내에서는 입력 데이터 자체가 선택 인자가 되어 자신에 해당되는 코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DC 계수 디코더(1110)는 MPEG-4에서 지정된 바에 의해 인트라(intra) DC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동작하는 

블록이다.

디스캐너 테이블(1103)과 디스캐너(1102)는 VLD(203ba) 나 RVLD(203bb)의 디 스캐닝(descanning) 및 VLD(203

ba)의 전체 동작 제어를 위한 각 서브 블록의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DSCU(203a)로부터 복호 시작 신호가 입력되면 DEC 메모리(203f)에 복호된 데이터를 쓰기 위해 DC 계수 디코더(1

110), AC 계수 디코더(1109), AC 테이블(1108)에 각각 복호 요청 신호를 출력하고 복호를 시작한다.

그리고 각 복호 과정이 완료될 때 마다 DEC 메모리(203f)의 포인터를 1씩 증가 시키면서 DC 계수 디코더(1110), AC

계수 디코더(1109), AC 테이블(1108)에서 찾은 코드를 입력버퍼(1112)에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8 x 8 블록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AC 테이블(1108)과 AC 계수 디코더(1109)의 복호 결과인 최종 라

스트 신호를 확인하고 1인 경우 정상적으로 VLD(203ba)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DSCU(203a)에 알린다.

만일 이 값이 0라면 정상적인 복호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오류가 발생했음을 DSCU(203a)에 알리고 VLD(203b

a) 동작을 종료한다.

MPEG-4의 경우에 VLD(203ba)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모드가 사용되여, 각각의 모드에 따라 복호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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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resync marker enable with data partitioned and VLD used mode, 둘째 resync marker enable with data p

artitioned and RVLD used, 셋째 resync marker enable with data combined and VLD used, 네째 resync marker

disable with VLD used, 다섯째 short video header(H.263 mode)이다.

상기 VDEC(203)의 RVLD(203bb)는 오류 내성(error resilience) 향상을 위해 서 역방향으로 복호가 가능한 기능을 

지원한다.

입력되는 동영상 스트림 내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순방향 복호를 진행하다 오류가 발견되면 RVLD(203bb)는 해당

되는 비디오 패킷의 끝 지점에서 역방향으로 복호를 진행하여 복호 가능한 비트열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

적이다.

VLD(203ba)와 함께 상기 RVLD(203bb)를 이용하면 에러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위치를 어느 정도 국소화 시킬 수 

있으므로 비디어 패킷 중 에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정상적인 복호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에러의 발생 범위를 어느 정도로 국소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에러가 발생한 위치로부터 RVLD(20

3bb)가 이 에러를 검출하는 위치까지의 거리 분포로 결정된다.

이렇게 RVLD(203bb)를 사용하면 에러 발생 위치로부터 에러 검출 위치까지의 길이가 비교적 작고 일정한 값 이내로

대부분 들어오므로 에러가 아닌 캐시(cache)로 블록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

미설명 부호 1105는 AC/DC 실렉터, 1106은 클록 발생기, 1107은 멀티플렉서이다.

도 12는 상술한 기능의 RVLD(203bb) 구성도를 나타낸다.

입력버퍼부(1203)는 32비트의 레지스터(1302,1303) 2개, 64 x 32 MUX(1301) 그리고 메모리의 주소 및 제어 신호

를 생성하는 제어부(1306)로 구성된다.

도 13은 상기 입력버퍼부(1203)의 상세도를 나타낸다.

도 13에서 레지스터인 U32(1302)와 L32(1303)은 각각 상위, 하위 32 비트 입 력 데이터를 나타내고 MUX(1301)은

ACC_LEN 값에 따라 도 12의 CLUST-DEC(1202)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제어부에 입력되는 신호인 SA[4:0]은 복호할 비트스트림이 시작되는 주소를 나타내며, DIR은 복호할 방향, 그리고 L

EN은 이전에 복호된 코드 워드의 길이를 각각 나타낸다.

특히 LEN 값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므로 그 누적 값은 ACC_LEN에 나타난다.

이 ACC_LEN 신호는 32비트의 데이터 가운데서 U32(1302)혹은 L32(1303)중 어느 것을 사용할 지를 선택하는 신

호가 된다.

만일 ACC_LEN이 34비트 이상인 경우에 L32(1303)은 U32(1302)로 이동되고 메모리에서 다음에 오는 주소의 값이

입력되며 ACC_LEN = ACC_LEN -32로 갱신된다.

CLUST_DEC(1202)와 탐색표(1201)로 구성되는 클러스터 복호기는 코드 워드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된 LUT

(Look Up Table)의 인덱스와 복호된 코드 워드의 길이를 생성한다.

클러스터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코드 워드를 16비트로 확장할 때에 상위 N비트의 값이 제1클러스터의 값(C1

V)이 된다.

제2클러스터가 A(예를 들어)와 같은 유형의 패턴을 가지도록 정렬되는데, 제2클러스터의 복호값(C2V)이란 제1클러

스터에 해당하는 상위 N비트를 제외하고 연속된 1이나 0의 갯수가 된다.

제3클러스터도 A의 유형을 가지며 제1,2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비트열을 제외한 연속된 1이나 0의 갯수가 제3클러스

터의 값(C3V)이 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C1V, C2V, C3V를 가지고 탐색표(1201)를 참조하여 인덱스 및 길이를 생성해 낸다.

FSM(1206)은 RVLD(203bb)의 동작 시이퀀스를 제어한다.

상기 FSM(1206)의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RVLD(203bb)는 스캔 및 복호 동작을 수행하며 역방향 복호 시에는 되감기

(rewind) 동작 등을 수행한다.

만일 입력버퍼(1112)가 비게 되는 경우는 입력버퍼(1112)에 비트스트림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동작을 중지하게 되

며 복호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플래그를 1로 설정하고 동작을 종료한다.

MPEG-4 동영상 부호화 알고리즘에서는 부호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DCT 계수를 바로 가변장 부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상측 블록 또는 좌측 블록의 DCT 계수를 사용하여 연산된 차분값만을 가변장 부호화 한다.

이것을 AC/DC 계수 예측이라 하는 데, VDEC(203)의 ADR(203e)는 그것의 반대 과정을 수행한다.

미설명 부호 1304는 반전부이고 1305는 VLD 비트스트림 버퍼이다.

상기 VDEC(203)에서는 RVLD(203bb)와 MC(203d) 그리고 RISC 프로세서(207)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에러 검출 및 은닉(concealment) 기능을 수행한다.

에러의 검출은 상술한 RVLD(203bb)를 이용하고 각 매크로블록은 에러가 발생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어 모드

에 의해 은닉이 이루어 진다.

현재 처리 중인 매크로블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형태는 매크로블록의 형태가 인트라(intra)인 가 혹은 인터(in

ter)인 가에 의해서, 입력된 데이터 패킷의 헤더 부분에 DC 성분이 있는 가의 여부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매크로블록

의 인접한 상측에 위치하는 블록으로부터 DC 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서 13가지 모드로 나누어 진

다.

현재 발생된 에러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각 모드별로 소프트웨어 적으로 매크로블록 헤더 및 기타 제어 변수를 설정한

다.

기타 제어 변수에는 특정 하드웨어를 에러 은닉 모드로 동작시킬 것인 가를 나타내는 것과 현재 매크로 블록의 DC 계

수를 인접한 아래 행에 위치하는 매크로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가 포함된다.

이것은 현재 복구된 에러가 인접한 다음 행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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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에러의 형태와 은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입력된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에러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와, 둘째 제2파트 텍스처(second part text

ure)에서 에러가 검출되었지만 데이터 패킷 내의 에러 국소화 과정에 의해 정상 복호가 가능한 경우와, 셋째 텍스처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트라이며 복호된 DC 계수가 없고 인접한 상측에 위치하는 블록의 DC 계수를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상측 블록의 DC 계수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에러 은닉을 수행하되 이렇게 복구된 일부 

매크로블록의 헤더 및 제어 변수는 인접한 하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서 현 매크로블록의 DC 계수를 참조하지 않

도록 처리한다.

네째, 텍스처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트라이며 복호된 DC 계수가 없고 인접한 위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

록의 DC 계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과 같은 위치의 매크로블록으로 대체되도록 한다.

다섯째, 텍스처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트라이며 DC 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DC 계수의 복원만 수행한다.

여섯째 텍스처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트라인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가 항상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해당되는 픽셀 데이터를 가져온다.

일곱째, 제2파트 헤더(second part header)에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트라이면서 복호된 DC 계수가 없으

며 인접한 상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의 DC 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측 블록의 DC 계수를 사용한다.

여덟째, 제2파트 헤더에 에러가 발생했고 복호된 DC가 없으며 인접한 상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의 DC계수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의 동일한 위치로부터 픽셀 데이터를 가져온다.

아홉째, 제2파트 헤더에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인트라이며 복호된 DC 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DC 계

수만을 이용하여 복호한다.

열째, 제2파트 헤더에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터인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이

전 프레임으로부터 해당되는 위치로부터 픽셀 데이터를 가져온다.

열한째, 제1파트(first part)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트라이 며 인접한 상측에 존재하는 블록의 DC 계

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열두째 제1파트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트라이며 인접한 상측에 위치하

는 블록의 DC 계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의 동일한 위치로부터 픽셀 데이터를 가져온다.

열세째, 제1파트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현재 프레임이 인터인 경우에는 현재 처리 중인 매크로블록이 인트라인 경우에

이전 프레임과 동일한 위치의 픽셀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호하고 만일 현재 처리하려는 매크로 블록이 인터이면 매크

로블록의 에러 은닉 기능을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추출하고 이전 프레임의 해당되는 위치의 픽셀 데이터를 이용하

여 복호한다.

도 14는 MPEG-4의 영상 텍스처 복호 순서를 나타낸다.

가변장부호 복호화(variable length code decoding) 과정(S1401)은 가변장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복호하여 AC/DC

예측된 이산여현변환계수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역스캔(inverse scan) 과정(S1402)은 상기 S1401과정의 AC/DC 예측된 이산여현변환계수의 출력을 8x8 픽셀의 블

록 단위로 AC/DC 계수 예측 방향과 AC 예측 여부에 따라 지그재그 스캔, 가로 방향 스캔, 또는 세로 방향 스캔을 하

는 과정이다.

AC/DC 계수 복원 과정(S143)은 복호화기에서 행했던 AC/DC 계수 예측의 반대 과정을 수행하는(inverse AC/DC p

rediction) 과정이다.

역양자화(inverse quantization) 과정(S1404)에서 역양자화를 하고 역이산여현변환 과정(S1405)에서 역이산여현변

환(inverse DCT)을 하여 주파수 영역의 영상데이터를 공간 영역으로 바꾸어준다.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 과정(S1406)은 S1405과정의 출력과 움직임 벡터 및 이전 프레임 복호 결과에 

의한 예측 영상데이터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복호된 영상을 출력한다.

상술한 제 과정은 적어도 8 X 8 픽셀로 구성되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고, ADR(203e)은 S1403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ADR(203e)은 DSCU(203a)를 거쳐 코프로세서 버스(202)에 연결되며 필요시에 RISC 프로세서(207)에서 ADR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를 읽고 쓸 수 있다.

또한 상기 ADR(203e)은 한 블록의 동작이 완료되면 DSCU(203a)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VLD(203ba) 혹은 RVLD

(203bb)는 ADR(203e)이 동작할 때 필요한 최대 행의 숫자(8 x 8 블록에서 몇 번째 행까지 0이 아닌 계수가 있는 지

를 나타내는 인자)를 알려주는 동시에 VLD 혹은 RVLD 에게 다음 블록의 예측방향을 넘겨준다.

도 15는 ADR(203e)의 동작 흐름도를 나타낸다.

S1500단계에서는 한 블록에 대한 AC/DC 계수의 복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초기화 한다.

S1501단계에서 현재 처리하려는 매크로블록의 ADR(203e)이 에러 은닉 모드로 동작하는 가를 판단하여, 만일 그렇

다면 S1509단계를 수행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S150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S1501단계는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자가 선택한다.

S1509단계에서는 DC 계수를 은닉하는데, 상측으로 인접하는 블록의 DC 계수를 현재 블록의 DC 계수로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S1502단계에서는 현재 처리하려는 블록이 속한 매크로블록의 형태를 판단하여, 인트라인 경우에는 S1503단계를 수

행하고, 인트라가 아닌 경우 즉, 인터인 경우에는 S1504단계를 수행한다.

S1503단계에서는 DC 계수를 복원하고, S1508단계와 S1505단계는 다음 블록의 예측 방향을 결정한다.

다음 블록의 예측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 블록의 AC/DC 계수 복원 전에 수행되는 역스캔 과정에서(도 14의 S14

02과정) 그 블록의 예측 방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1506단계에서는 AC 계수를 복원하고 S1507단계에서는 다음 블록의 AC/DC 계수 복원에 필요한 변수들을 미리 갱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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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02단계에서 현재 블록이 속한 매크로블록의 형태가 인터이면 S1504단계를 수행하는데 그 다음에 다음 블록의 

예측 방향을 결정한다(S1505).

이것은 INTER 매크로 블록 다음에 INTRA 매크로 블록, 즉, 예측 방향 정보가 필요한 매크로 블록이 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VDEC(203)의 IQ(203cb)는 IDCT(203ca)가 DEC 메모리(203f)로부터 DCT로 변환된 계수를 읽어갈 때마다 역양자

화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H.263에서와는 달리 MPEG-4 방식에 의해 양자화된 데이터가 입력될 때에는 미스매치 제어(mismatch contro

l)를 수행하는 데, 그 결과로 하나의 블록에 대해 64번째 계수의 값이 초기에 입력된 값과는 틀릴 수 있으므로 이 변화

를 IDCT(203ca) 및 MC(203d)에 알려준다.

도 16은 이러한 IQ와 IDCT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구성을 나타낸다.

IQ(203cb)는 IDCT(203ca)로부터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역양자화를 수행한 결과를 바로 다음 클럭에 출력한

다.

특히 미스매치 제어를 수행하는 경우에 MAX_ROW 번째 행의 마지막 계수가 출력될 때 DO_MISMATCH_CTRL 값

이 1로 변하여 IDCT(203ca)에 전달되는 MAX_ROW_NEW의 값이 7로 바뀌게 된다.

상기 IDCT(203ca)는 매 행의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 및 역양자화가 완료될 때 마다 MAX_ROW_NEW의 값을 확인하

여 현재 행의 번호가 MAX_ROW와 같아질 때까지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을 수행한다.

또한 DO_MISMATCH_CTRL의 값이 1이면 CBP_NEW는 무조건 1이 되는데, 이 값은 MC(203d)의 움직임 보상에 

필요한 CBP(Coded Block Pattern) 값으로 제공된다.

미설명 부호 1605는 레지스터 파일이다.

도 17은 IQ(203cb)에서 수행하는 동작의 한 예를 보여준다.

CLK(1700)은 IQ(203cb) 내부에서 사용되는 동작 클럭이고, IQ_EN(1701)은 IQ(203cb)의 동작을 제어하는 이네이

블 신호이다.

ADDR(1702)는 한 블록의 계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며 IQ_IN(1703)은 IQ(203cb)로 입력되는 데이터이다.

weight(1704)는 역양자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중치(weight) 값이며 IQ_OUT(1705)는 계산결과 출력되는 

데이터이다.

MAX_ROW_NEW(1706)은 64개의 계수를 계산한 후에 미스매치 제어를 수행하지 않고 VLD(203ba)로부터 출력되

는 MAX_ROW 값(이 값은 현재 처리하려는 블록에서 0 이 아닌 계수가 포함된 행의 수를 나타냄)에 의해 갱신되는 새

로운 행의 값이다.

정상 모드에서 IDCT(203ca)는 한 블록의 계수에 대하여 무조건 첫번째 행에 대한 역양자화 및 1차원 역이산여현변

환을 수행한다.

그리고 현재의 행의 숫자가 MAX_ROW_NEW(1706) 보다 작으면 다음 행에 대해 역양자화 및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

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MAX_ROW_NEW(1706) 만큼만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을 수행하면 IDCT(203ca)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 17에서 초기에 MAX_ROW_NEW(1706)의 값은 0이었는데, IQ(203cb)가 첫번째 행에 대한 역양자화를 계산한 결

과와 VLD로부터 입력된 MAX_ROW의 결과를 조합하여 do_mismatch_ctrl(1707) 신호를 갱신한다.

미스매치 제어는 기본적으로 64개의 계수가 완성되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VLD(203ba)에서는 현재 처리하려는

블록의 0이 아닌 계수가 포함된 행의 번호를 출력해 주므로 이 값을 이용하여 미스매치 연산을 미리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산결과가 짝수 혹은 홀수 인가에 따라서 그 블록의 64 번째 계수의 값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만일 계산 결

과가 짝수이면 나머지 모든 행에 대한 역양자화를 수행하고, 반대로 홀수이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연산을 완료한다.

도 18에서는 IQ_OUT(1705) 신호에서 연산된 값의 결과를 짝수라고 할 때에 상술한 조건에 따라 나머지 모든 행들도

역양자화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VDEC(203)의 IDCT(203ca)는 휘도와 색차로 표현되는 주파수 영역의 영상 신호를 시간영역으로 변환시킨다.

도 18은 1차원 IDCT를 구성하는 블록도를 나타낸다.

실제로 동영상 데이터의 역이산여현변환을 위해서는 도 18의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을 이어서 두 번을 수행함으로써 

2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을 실현한다.

데이터 랫치(1800,data latch)는 IDCT(203ca)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랫치로서, RAC(1805,1806,R

OM Accumulator)에 입력되는 경우에는 ROM 테이블을 억세스 하기 위한 어드레스로 사용된다.

버터플라이3(1801)은 ROM 테이블이 필요 없이 y0 와 y4에 대하여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한다.

상기 RAC(1805)는 y2 와 y6 입력에 대하여 2개의 ROM 테이블을 이용하여 분산 연산(distributed arithmetic)을 수

행하고, RAC(1806)은 y1, y3, y5, y7에 대하여 4개의 ROM 테이블을 이용하여 분산 연산을 수행한다.

버터플라이2(1802)는 버터플라이3(1801)과 RAC(1805)로 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값을 이용하여 2차 버터플라이 연

산을 수행한다.

연산부(1803)는 RAC(1805)의 출력과 버터플라이2(1802)의 출력을 모두 동일한 정밀도를 갖도록 보정하고 버터플

라이3(1801), 버터플라이2(1802), RAC(1805)의 연산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을 수행한다.

또한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림 연산(rounding / clipping)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연산부(1803)는 이어지는 두 번째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 연산 시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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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수(1804)는 각각의 연산 블록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정수 자릿수와 소수점이하의 자릿수를 나타낸다.

도 19는 IQ(203cb)와 IDCT(203ca) 전체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XIND 발생부(1903)는 2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XIND 신호를 발생시키는 회로이고, 조건 판단부(

1904)는 역이산여현변환 수행 조건을 판단하는 블록으로, 현재 처리하려는 매크로블록이 인터이고 CBP=0인 경우에

역이산여현변환 동작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또한 현재 처리하려는 매크로블록이 인트라이고 CBP= 0인 경우, 혹은 H.263 양자화 모드인 경우에 입력되는 데이터

에 대해 좌측 시프트(right shift)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IQ(203cb)는 앞서 설명된 역양자화 기능을 수행하고 CBP 값을 갱신하며, 신호 발생부(1906)는 첫번째로 수행되는 1

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의 연산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고 추가적으로 역양자화의 동작 구간 제어를 위

한 신호를 발생시킨다.

카운터(1907)는 IDCT(203ca)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카운터이며 기본적인 IDCT(203ca)의 파이프 라인

을 제어한다.

제어신호 발생부(1909)는 IDCT(203ca)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DEC 메모리(203f)를 억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생성한다.

IDCT 흐름 제어부(1911)는 두번째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의 흐름을 제어하는 블록으로 첫번째 1차원 역이산여현변

환을 수행할 때에는 DEC 메모리(203f)에 저장된 데이터(VLD에서 출력된 결과)가 입력되고 이것을 역양자화를 수행

한 결과가 Qout에 저장된다,

두번째 1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을 수행할 때에는 y0 -y7, Bin0 -Bin7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며 동시에 load_

step1, load_step2를 거치면서 최종 결과를 DEC 메모리(203f)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RAC(1912)는 분산 연산에 사용되는 블록이며 전술한 도 18의 버터플라이(1801,1802)가 포함된다.

역이산여현변환 연산에서 데이터 로드(data load) -> 역이산여현변환 -> 데이터 저장(data store)의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데 각 단계가 각각 16사이클씩이 소요된다고 할 때 1블록 데이터에 해당되는 64개의 픽셀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2차원 역이산여현변환의 총 소요 사이클은 320이 된다.

QCIF 크기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할 때 15frame/sec의 속도로 동영상이 처리되려면 역이산여현변환의 연산

량은 2,851,200사이클에 이른다.

종래에는 이렇게 많은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 매크로블록의 경우에는 이산여현변환을 수행했을 때 생기는 모

든 계수가 0이거나 혹은 인트라 매크로블록의 경우 DC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0일 때 CBP = 0 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역이산여현변환을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영상 압축단으로부터 입력되는 계수 값들이 전체 64개의 픽셀 데이터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이산여

현변환의 특성상 낮은 주파수 영역인 좌측 상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이용하면 연산량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이산여현변환을 일부 픽셀만 수행하여 연산량과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는 방법들

이 영상 압축 장치에서 제안되었지만 0이 아닌 계수를 0으로 코딩함으로써 화질의 열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산여현변

환의 연산 범위를 결정하는 제어부 회로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도 19의 IDCT(203ca)는 DCT를 통과한 데이터들이 낮은 주파수 영역에 집중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화질의 열화없이 

IDCT(203ca)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IDCT(203ca)는 역스캔, DC/AC 계수 예측, IQ(203cb) 내부의 미스매치 제어 

회로를 이용하는 국부적 역이산여현변환(regional IDCT) 기능을 제공한다.

도 20은 VDEC(203) 내부의 MC(203d)의 구성을 나타낸다.

상기 MC(203d)는 IDCT(203ca)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다.

MVP_PRED(2001)은 48 x 9의 국부 메모리(LM)를 내장하고 있으며 현재 처리중인 블록 혹은 매크로블록과 인접한 

3개의 블록 혹은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 값들 중에서 중간 값을 예측 움직임 벡터 값으로 추출하고 이를 입력된 

움직임 벡터 의 차분값과 합하여 최종적인 움직임 벡터를 계산한다.

이때 국부 메모리(LM)는 인접한 블록의 움직임 벡터 값을 저장하고 있다.

또 다른 국부 메모리(2004)는 참고하려는 블록이나 현재 처리중인 블록의 계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며 크기

는 72 x 8 비트이다.

REG-FILE(2005)는 RISC 프로세서(207)로부터 제어 및 동작 모드에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태 레지스터의 값

을 RISC 프로세서(207)가 읽을 수 있도록 제어한다.

MC_CTRL(2006)은 움직임 보상을 위한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데 크게 4가지의 동작 모드로 구분된다.

첫번째 모드에서는 현재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기 위해 바로 위쪽에 위치하는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 값을 이용하

거나 혹은 움직임 벡터 값을 0으로 하여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참조하려는 블록의 데이터를 읽어 들이고 이를 현재의 

블록 연산 결과로 저장한다.

두번째 모드에서는 움직임 벡터의 값을 0으로 하여 참조하려는 블록의 데이터를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입력 받고 이

를 현재의 블록 데이터로 저장한다.

세번째 모드에서는 참조하려는 블록의 데이터에 대한 입력 없이 현재의 IDCT 결과를 현재의 블록 데이터 값으로 저

장한다.

네번째 모드에서는 동작 모드에 따라 4MV, UMV(unrestricted Motion Vector)로 구분되며 현재 처리하려는 블록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 계산하고 이를 입력된 움직임 벡터의 차분 값과 합하여 최종적인 움직임 벡터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참조하려는 블록을 찾아내고 역이산여현변환 결과와 합하여 최종적인 현재의 블록 데이터 값

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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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_PLUS(2002)는 참조하려는 블록의 데이터와 현재 처리중인 블록의 역이산여현변환의 결과를 합하고 추가적으

로 반 화소 단위의 보간(interpolation)을 수행한다.

DMA(2003)은 외부 메모리로부터 참조하려는 블록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현재 계산된 블록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때 읽기 혹은 쓰기의 기본 단위는 8 픽셀 혹은 9 픽셀이고 이 단위의 읽기 혹은 쓰기를 8 회 혹은 9회 반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RISC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동영상 복원 프로세서 구조와, 동영

상 처리시 문제가 되는 외부 메모리 억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로 분리된 버수 구조와, 동영상 처리 블록을 코프로

세서 구조로 만들어 독립적인 동작이 가능하게 함으러써 시스템효율(throughput)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H.263

/MPEG-4 등 유무선 동영상 복원을 위한 단말기의 메인 프로세서로 사용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양한 적용 

분야에 최적화될 수 있으며, 각 블록들이 메인 프로세서와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되는 추후의 기능 확장 작업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RISC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메모리 억세스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분

리된 버스 구조를 갖는 복원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비디오 폰, 원격 감시 시스템, 무선 VOD 단말기, PDA, V 2 oIP 단

말기, IMT-2000 단말기의 동영상 처리기능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이 가능한 구조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압축된 동영상의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RISC 프로세서와,

동영상 복원을 수행하는 디코더(VDEC)와,

복원된 동영상 신호에 대하여 외부에 연결되는 출력 장치에 적합한 후처리를 수행하는 포스트 프로세서와,

상기 VDEC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DSCU DMA와,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포스트 DMA와,

상기 시스템 응용시에 필요한 주변장치와,

상기 주변장치와 외부 메모리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주변장치 DMA와,

상기 외부 메모리를 제어하는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와,

상기 주변장치가 연결된 국부 버스와 주 버스를 인터페이스 해주는 주변장치 브릿지와,

상기의 각 구성부를 연결해 주는 3개의 독립적인 메인 버스, 코프로세서 버스, 주변장치 제어 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VDEC, 포스트 프로세서는 RISC 프로세서와 별도로 동작하는 코프로세서(coprocessor)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RISC 프로세서와 VDEC나 포스트 프로세서 사이의 명령어 전달 및 제어 기능은 독립적인 

코프로세서 버스를 통해 인터페이스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RISC 프로세서에는 명령어/데이터 캐시가 구비되어 별도의 메모리없이 시스템 제어에 필요

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VDEC는,

허프만(Huffman) 코딩에 의해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VLD 및 RVLD,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MC,

압축된 동영상 계수를 시간 영역의 계수로 복원하고 역양자화를 수행하는 IDCT/IQ,

AC/DC 계수 예측에 의해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ADR,

상기 각 구성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DEC 메모리,

상기 각 구성부의 시퀀스를 제어하는 DSCU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DSCU는 프레임 단위로 RISC 프로세서를 통해 해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블록 단위의 픽셀 

데이터 복원을 위한 전체 시이퀀스를 제어하고, VLD, IDCT, MC로 이어지는 일련의 파이프 라인을 유기적으로 제어

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7.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VLD와 RVLD는 허프만 코딩된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복원하며 1코드

단위로 진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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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IDCT/IQ는 주파수 영역으로 코딩되어 입력된 데이터들에 대하여 시간 영역으로 역변환하고

역양자화를 수행하며, 동영상 처리 시에 많은 연산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VLD로부터 받은 계수들의 특성에 관한 정

보를 이용하여 국부적 역이산여현변환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9.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MC는 입력된 움직임 벡터의 차분 값과 주변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예측된 

값으로 최종적인 움직임 벡터를 생성하고, 계산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의 상대적 위치를 찾은 후 해

당되는 영역의 픽셀 데이터를 읽어서 현재 블록의 복원에 이용하며, 상기 RISC 프로세서로부터 발생된 오류의 모드와

조건을 입력받아서 필요한 오류 은닉 기능을 수행함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

서.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이전 프레임 혹은 현재 처리하려는 프레임을 외부 메모리로부터 읽어오는 과정은 VDEC의 

타 구성부 동작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1.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DEC 메모리는 동영상 데이터의 복원 시에 필요한 중간 결과를 저장하고, 이전 프레임의 데

이터를 임시로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포스트 프로세서는,

동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문자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OSD 기능,

복원된 동영상에 대하여 디블록킹(deblocking)을 수행하는 디블록킹 필터 기능,

외부 출력 장치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표시 제어 기능,

외부 디지털 출력 장치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기능,

복원된 동영상에 대하여 보간(interpolation)을 수행하는 보간 필터 기능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RISC 프로세서, VDEC, 포스트 프로세서, 주변장치 브릿지, 주변장치 DMA, 외부 메모리 컨

트롤러는 독립적인 메인 버스를 통해 인터페이스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주변장치는,

외부 호스트 프로세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리셋을 제어하는 WDT,

카운트 업/다운을 지원하는 타이머,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각종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ICU,

내부에 클럭을 공급하는 PLL,

시스템 응용 시 범용 입출력 단자로 사용되는 GPIO,

외부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IC,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IIS,

범용 직렬 통신 포트인 UART,

다채널 직렬통신을 지원하고 마스터나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는 SPI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5.
청구항 14 있어서, 상기 주변장치의 각 구성부는 다른 버스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주변장치 제어 버스를 통해 인터

페이스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6.
청구항 1 있어서, 상기 RISC 프로세서, DSCU DMA, 포스트 DMA, 주변장치 DMA는 메인 버스에 대하여 마스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장치 브릿지와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인 버스에 대하여 슬레이브의 기능을 수행함을 특징

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7.
청구항 1 있어서, 상기 RISC 프로세서는 동영상의 복호 과정 중에서 프레임 단위로 포함되는 각종 헤더 정보와 상위 

매크로블록에 대한 정보들을 소프트웨어 적으로 해석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

세서.

청구항 18.
청구항 1 있어서, 상기 RISC 프로세서에 다운로드 되는 외부 프로그램은 상기 주변장치 중 외부 호스트 프로세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원을 인가함과 동시에 필요한 코드를 읽어 옴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청구항 19.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RISC 프로세서에 다운로드 되는 외부 프로그램은 외부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외부의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메인 버스를 통해 읽어 옴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

상복원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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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VDEC는 코프로세서 버스를 통해 RISC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명령어를 받아 들이며 이때 RI

SC 프로세서와 핸드 쉐이킹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

서.

청구항 21.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코프로세서 버스와 메인 버스 사이의 버스 동작은 RISC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

변장치 제어 버스와 메인 버스 사이의 동작 제어는 주변장치 브릿지를 통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신

호처리를 위한 영상복원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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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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