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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MPEG-2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비디오 버퍼를 공유하여 버퍼 사이즈를 감소시키고, VLD부와 픽

처 제어부, 그리고 MC부와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하나로 병합함으로써 많은 게이트 사이즈의 감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2개 이상의 HD급 MPEG 시퀀스를 하나의 비디오 디코더를 이용하여 동시

에 디코딩한 후 PIP 형태나 스플릿-스크린(split-screen) 형태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형태가 PIP인

경우 DTV main은 비압축모드로 동작시키고, DTV sub는 1/4 압축모드로 동작시키고, 디스플레이 형태가 스플릿-스크린

인 경우 DTV main와 DTV sub를 각각 1/2 압축모드로 동작시킴으로써, 메모리 용량 및 밴드폭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HD급, 듀얼 디스플레이, 비디오 디코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싱글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도 2는 일반적인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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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도 4는 도 3의 IDCT부에서 매크로 블록의 각 블록들을 파이프라인식으로 IDCT하는 예를 보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디코딩시 싱글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디코더와 VDP와의 인터페이스 타이밍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디코딩시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디코더와 VDP와의 인터페이스 타이밍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필드 디코딩시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디코더와 VDP와의 인터페이스 타이밍도

  도 8a, 도 8b는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른 압축 형태의 예를 보인 본 발명의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a,101b : TP 디코더 300 : 비디오 디코더

  301 : 제 1 버퍼 302 : VLD부

  303,304 : IQ부 305 : 제 2 버퍼

  306,307 : IDCT부 308 : 가산기

  309 : 움직임 보상부 310 : 픽처 제어부

  500 : 메모리 인터페이스 501 : 다운 샘플링부

  502 : 업 샘플링부 600 : 외부 메모리

  700 : 비디오 디스플레이 처리부(VDP)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텔레비전 또는 디지털 화상회의 시스템 응용분야에 적용하는 MPEG-2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MPEG-2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은 도 1과 같이 TP(transport)-디코더(101), 비디오 디코더(102), 외부 메모리

(600), 비디오 디스플레이 처리부(Video Display Processor ; VDP)(700), 및 호스트 인터페이스(미도시됨) 등으로 구성

되어져 있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102)는 버퍼(102a), 가변 길이 디코딩(Variable Length Decoding ; VLD)부(102b), 역

양자화(Inverse Quantized ; IQ)부(102c), 역 이산 여현 변환(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 ; IDCT)부(102d), 가

산기(102e), 및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 ; MC)부(102f)로 구성된다.

  즉, 전송되어온 MPEG-2 비디오와 오디오 그리고, 부가 데이터 비트 스트림은 다중화되어 있으므로, TP 디코더(101)에

서 비디오와 오디오 그리고, 부가 데이터로 분리된다. 그리고, 분리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디코더(102)의 버퍼

(102a)를 통해 VLD부(102b)로 출력된다.

  상기 VLD부(102b)는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가변길이 디코딩하여 움직임 벡터, 양자화 값,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계수로 분리한 후 움직임 벡터(MV)는 움직임 보상부(102f)로 출력하고, 양자화 값 및 DCT 계수는 IQ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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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c)로 출력한다. 상기 IQ부(102c)는 상기 DCT 계수를 양자화 값에 따라 역 양자화하여 IDCT부(102d)로 출력하고, 상

기 IDCT부(102d)는 MPEG-2 비디오 신택스에 맞게 8x8 블록 단위로 역 양자화된 DCT 계수를 IDCT하여 가산기(102e)

로 출력한다.

  그리고, 움직임 보상부(102f)는 상기 움직임 벡터와 외부 메모리(600)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을 이용하여 현재의 픽셀값

에 대한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 후 가산기(102e)로 출력한다. 상기 가산기(102e)는 IDCT된 값과 움직임 보상된 값을 더하

여 최종 픽셀값인 완전한 영상으로 복원한 후 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500)를 통해 외부 메모리(600)에 저

장한다. 즉, Intra-picture(I-픽처)의 경우는 IQ/IDCT한 결과가 바로 외부 메모리(600)에 저장되고, Predictive

picture(P-픽처)나 Bi-directional picture(B-픽처)의 경우는 움직임 보상된 블록과 IDCT된 결과가 합쳐져서 메모리

(600)에 저장되게 된다. 저장된 영상은 VDP(700)에서 디스플레이 포맷에 맞게 변환된 후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에 보여

지게 된다.

  이때, 상기 외부 메모리(600)의 경우 입력 비트스트림과 움직임 보상을 위한 프레임 버퍼(frame-buffer)들로도 이용하

기 위해 DRAM(또는, SDRAM)을 사용한다.

  특히, 비디오 디코더(102)의 경우 상기 외부 메모리(600)는 주로 비디오 디코딩을 위한 비트 스트림의 쓰기와 읽기, 움직

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읽기, 디코딩된 데이터의 쓰기 및 디스플레이될 데이터의 읽기에 이용될 수 있으며, 메

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때, MPEG-2 표준 규격안에서 MP@HL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0Mbits의 버퍼 사이즈가 요구되고, 최대 허용

비트 레이트(bit rate)가 약 80Mbit/s에 이른다. 64bits의 버스 크기를 사용시 3프레임의 HD급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76.8Mbits의 외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MPEG-2 디코더의 경우 비트-버퍼 사이즈를 포함해서 약

96∼128Mbits의 외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디지털 TV(DTV)들은 주로 PIP(picture in picture)기능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DTV + NTSC나 DTV + PC 외부 입력등의 형태로 제한되어져 있다. 최근에 하이-엔드(high-end) DTV에서

는 두개의 튜너를 이용하여 DTV + DTV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제품도 생기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HD급의

MPEG-2 비디오 신호를 멀티 디코딩하여 동시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기존의 제품의 경우, 2개의 HD급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2개의 MPEG-2 비디오 디코딩 칩을 사용

하던지, 2개의 비디오 디코더부를 가진 고가의 칩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이런 경우 메모리의 증가 및 칩 코스트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된다.

  도 2는 2개의 HD급 비디오를 디코딩하기 위한 종래의 비디오 디코더의 구조로서, MPEG-2 비디오 디코더 2개를 독립적

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비디오 디코더에 픽처 제어부를 구비하여, 2개의 HD급 비디오 신호를 동시에 디코딩하는 경우를 보

이고 있다.

상기 도 2에서 vdclk는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데 필요한 클럭 주파수이고, memclk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

하는데 필요한 클럭 주파수로서, 통상 memclk는 vdclk보다 빠른 클럭 주파수가 사용된다. 이때 상기 memclk는 메모리의

대역폭 및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 2에서 복수개의 TP 디코더, 버퍼, VLD부, IQ부, 버퍼, IDCT부는 vdclk에 동기되어

동작하고, 복수개의 가산기, 움직임 보상(MC)부, 메모리 I/F는 memclk에 동기되어 동작한다.

이러한 도 2의 경우 독립적으로 비디오 디코딩을 제어하기 쉬운 장점은 있으나, 칩의 게이트 사이즈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결국 메모리의 한계성, 칩 사이즈, 및 데이터 버스의 밴드폭(bandwidth)을 고려하여 두개의 HD급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디오 디코딩 칩 개발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하나의 비디오 디코딩 칩으로 두개의 HD급 MPEG-2 시퀀스(sequence)를 동시에 디코딩하여 다양한 영상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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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은, 특정 채널의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입력받아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파싱하여 출력하는 트랜스포트 디코더가 복수개 구비되고, 상기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디코더를 통해

복수 채널의 HD급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입력받아 픽처 단위로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복수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비디오 디코더와, 상기 비디오 디코더에서의 움직임 보상 및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비디오 디코

딩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외부 메모리와, 상기 비디오 디코더에서 디코딩된 복수 채널의 비디오 프레임 데이터를 상기 외

부 메모리로부터 읽어 와 디스플레이 포맷에 맞게 변환한 후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 상에 복수 채널의 비디오 프레임을

동시에 디스플레이시키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처리부(VDP)와, 상기 비디오 디코더에서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복

수개의 HD급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한 후 디스플레이하도록 상기 비디오 디코더와 외부 메모리 그리고 VDP와의 인터페

이싱을 수행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는 상기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복수 채널의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픽처 단위로

일시 저장한 후 출력하는 비디오 버퍼와, 상기 비디오 버퍼를 통해 출력되는 복수 채널의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픽처 단위

로 가변길이 디코딩하여 움직임 벡터, 양자화 값, DCT 계수로 분리한 후 출력하는 가변 길이 디코딩(VLD)부와, 상기 복수

채널 중 한 채널의 DCT 계수를 해당 양자화 값에 따라 역양자화(IQ)하는 제 1 IQ부와, 상기 복수 채널 중 다른 채널의

DCT 계수를 해당 양자화 값에 따라 역양자화하는 제 2 IQ부와, 상기 제 1, 제 2 IQ부에서 역 양자화된 DCT 계수를 입력받

고 상기 역 양자화된 DCT 계수가 포함되는 매크로 블록 내 다수개의 서브 블록을 복수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파이프라인된

이산 여현 변환(IDCT)을 수행하는 복수개의 IDCT부와, 상기 VLD부에서 출력되는 움직임 벡터와 외부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을 이용하여 픽처 단위로 현재의 픽셀값에 대한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움직임 보상부와, 상기 복수개의

IDCT부에서 출력되는 IDCT된 값과 상기 움직임 보상부에서 움직임 보상된 값을 더하는 가산기와,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두개의 다른 비디오 프레임이 디코딩되도록 상기 비디오 버퍼, VLD부, 가산기, 및 움직임 보상부를 픽처 단위로

제어하는 픽처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에는 픽처 및 디스플레이 유형에 따라 상기 가산기의 출력에 대해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감축을

수행한 후 외부 메모리에 저장하는 다운 샘플링부와, 움직임 보상시 상기 메모리에서 읽은 데이터를 수평 방향으로 업 샘

플링하여 움직임 보상부로 출력하는 업 샘플링부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운 샘플링부는 상기 가산기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유형에 따라 각 픽처를 수평 방향으로 1/2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거나,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각각 1/2씩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운 샘플링부는 디스플레이 유형이 DTV 메인 디스플레이와 DTV 서브 디스플레이의 PIP 형태인 경우, 상기 DTV

메인 픽처는 감축을 수행하지 않고, DTV 서브 픽처는 수평 방향으로 1/2, 수직 방향으로 1/2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운 샘플링부는 디스플레이 유형이 DTV 메인 디스플레이와 DTV 서브 디스플레이의 스플릿-스크린 형태인 경우,

상기 DTV 메인 픽처와 DTV 서브 픽처는 각각 수평 방향으로만 1/2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과 그 작용을 설명하며, 도면에 도시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설명

되는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로서 설명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과 그 핵심 구성 및 작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로서, 2개의 HD급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예를 보이고 있

다.

  도 3의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은 2개의 HD급 비디오 신호를 동시에 디코딩하기 위한 2개의 TP 디코더(101a,101b)와 하

나의 비디오 디코더(300)를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300)는 제 1 버퍼(301), VLD부(302), 2개의 IQ부(303,304), 제 2 버퍼(305), 2개의 IDCT부

(306,307), 가산기(308), 움직임 보상부(309), 및 픽처 제어부(picture controller)(31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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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비디오 버퍼인 제 1 버퍼(301)를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버퍼 사이즈 감소뿐만 아니라, VLD부(302)와 픽

처 제어부(310), 그리고 MC부(309)와 메모리 인터페이스부(500)를 하나로 병합함으로써 많은 게이트 사이즈의 감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디코더(300)의 성능에 중요한 고속의 IDCT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IDCT부와 IQ부는 각각 2개

씩 구성한다.

  또한, 좋은 화질을 유지하면서 메모리 용량을 줄이기 위해 픽쳐나 디스플레이의 유형에 따라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감축

을 다르게 한 후 디스플레이를 위해 VDP(700)로 출력함과 동시에 움직임 보상을 위해 외부 메모리(600)로 출력하는 다운

샘플링부(501)와, 상기 메모리(600)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와 업 샘플링을 수행하여 움직임 보상부(309)로 출력하는 업

샘플링부(502)가 메모리 인터페이스(500)에 구성된다.

본 발명은 MPEG-2 비디오 디코더에서 일부 블록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MPEG-2 비디오 디코더로 두개의 HD급 비디

오 데이터를 동시에 디코딩하고 있다. 이때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복수개의 HD급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한 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IDCT부가 고속으로 동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 3에서 IQ부(303,304)까지는 디코딩 클럭인

vdclk에 동기되어 동작하고, 버퍼(305)부터는 vdclk보다 더 빠른 클럭 주파수인 memclk에 동기되어 동작한다. 이것은 하

나의 실시예일 뿐이며, 다른 블록에서도 상기 memclk에 따라 동작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서 2개의 TP 디코더(101a,101b)는 동일한 구성 및 작용을 하며, 그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

면 TP 디코더는 입력되는 MPEG-2 압축 비트 스트림에 다중화된 비디오와 오디오 그리고, 부가 데이터를 역다중화하여

분리한 후 분리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디코더(300)의 제 1 버퍼(301)로 출력한다. 즉, 상기 제 1, 제 2 TP 디코더

(101a,101b)를 통해 2개의 HD급 비디오 비트스트림이 출력된다.

  

삭제

  상기 제 1 버퍼(301)는 비디오 버퍼로서, 가변 레이트로 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고정 레이트로 디코딩하기 위해 상

기 제 1, 제 2 TP 디코더(101a,101b)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픽처 단위로 일시 저장한 후 상기 비디오 디코더

(300)의 VLD부(302)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제 2 TP 디코더(101a,101b)를 통해 2개의 HD급 비디오 신호가 출력된다고 가정하고, 이때 제 1

TP 디코더(101a)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제 1 채널 신호, 제 2 TP 디코더(101b)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제 2 채널 신호라고

하자.

  그러면, 상기 제 1 버퍼(301)는 제 1 채널 신호를 픽처 단위로 상기 VLD부(302)로 출력한 후 제 2 채널 신호를 픽처 단

위로 상기 VLD부(302)로 출력한다.

  즉, 상기 픽처 제어부(310)는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두개의 다른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하도록 상기 제 1 버퍼

(301), VLD부(302), 제 2 버퍼(305), 가산기(308), 및 움직임 보상부(309)를 픽처 단위로 제어한다.

  상기 VLD부(302)는 상기 제 1 버퍼(301)에서 고정 레이트로 출력되는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가변길이 디코딩하여 움직

임 벡터, 양자화 값,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계수로 분리한 후 움직임 벡터(MV)는 움직임 보상부(309)로 출력

하고, 양자화 값 및 DCT 계수는 제 1, 제 2 IQ부(303,304)로 출력한다. 즉, 상기 VLD부(302)도 제 1 채널 신호에 대해 픽

처 단위로 VLD를 수행하여 제 1 IQ부(303)로 출력하고 이어 제 2 채널 신호에 대해 픽처 단위로 VLD를 수행하여 제 2 IQ

부(304)로 출력한다.

  상기 제 1 IQ부(303)는 상기 제 1 채널 신호의 DCT 계수를, 제 2 IQ부(304)는 제 2 채널 신호의 DCT 계수를 각각의 양

자화 값에 따라 역 양자화하여 제 2 버퍼(305)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 2 버퍼(305)의 출력단에 연결된 IDCT부(306,307)는 블록 단위로 IDCT를 수행하므로, 상기 제 2 버퍼

(305)는 매크로 블록내 6개의 8x8 블록을 2개로 나누어 각각 제 1, 제 2 IDCT부(306,307)로 출력하고, 제 1, 제 2 IDCT

부(306,307)는 MPEG-2 비디오 신택스에 맞게 8x8 블록 단위로 역 양자화된 DCT 계수를 IDCT하여 가산기(308)로 출력

한다.

  통상 2개의 HD급 비디오의 경우 한 프레임 주기내 수행하는 8x8 IDCT의 수행 빈도는 2 x 8160 x 6 = 97920이다. 또한

한 프레임내 처리해야 할 데이터 량은 75.2Mbits(=97920 x 64 x 12bits)가 필요하다. 결국 IDCT의 경우 가장 최악(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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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일때에 225.6Mbit/s의 처리 능력을 요구한다. 실제적으로는 VLD의 데이터 처리 시간 및 IQ 처리 등의 오버헤드

(overhead)가 더 요구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도 4에서 보듯이 제 1, 제 2 IDCT부(306,307)는 매크로 블

록내 6개의 8x8 블록을 2개로 나누어 파이프라인(pipeline)된 IDCT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2개의 IDCT 모듈(306,307)로

잡(job) 분배를 통해 매크로 블록내 IDCT 처리 시간을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외부 메모리(600)로 135MHz 이상의 64비트 데이터 폭을 가지는 DDR(double data rate) SDRAM을 사용하

면, 실제적으로 칩 내부의 메모리 데이터 버스는 128비트의 135MHz로 한 개의 MC부(309)와 메모리 인터페이스부(500)

를 통해서 2개의 HD급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64비트의 SDRAM의 경우는 145MHz이상의 전체 대역폭이 필요

하다.

  즉, 움직임 보상부(309)는 상기 픽처 제어부(310)의 제어에 의해 픽처 단위로 움직임 벡터와 외부 메모리(600)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을 이용하여 현재의 픽셀값에 대한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 후 가산기(308)로 출력한다. 상기 가산기(308)는 제

1, 제 2 IDCT부(306,307)에서 IDCT된 값과 움직임 보상된 값을 더하여 최종 픽셀값인 완전한 영상으로 복원한 후 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500)를 통해 외부 메모리(600)에 저장한다. 저장된 영상은 VDP(700)에서 디스플레이

포맷에 맞게 변환된 후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에 보여지게 된다.

  한편, 메모리 용량 및 밴드폭을 줄이기 위해 도 3과 같이 메모리 인터페이스(500)에 메모리 압축을 위한 다운 샘플링부

(501)와 업 샘플링부(502)를 구성하고 있다면, 상기 다운 샘플링부(501)는 픽처의 유형에 따라 상기 가산기(308)의 출력

에 대해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감축을 다르게 하여 외부 메모리(600)에 저장하고, 움직임 보상시 상기 메모리(600)에서

읽은 데이터는 업 샘플링부(502)에서 수평 방향으로 업 샘플링된 후 움직임 보상부(309)로 출력된다.

  예를 들어, 상기 다운 샘플링부(501)는 상기 가산기(308)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유형에 따라 각 픽처를 수

평 방향으로 1/2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각각 1/2씩 해상도 감축을 수행한다. 또한, 움직임

보상은 I나 P 픽쳐를 참조 프레임으로 이용하므로 상기 업 샘플링부(502)는 상기 외부 메모리(600)로부터 읽어 온 데이터

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2배 업 샘플링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각각 2배 업 샘플링을 수행하여 움직임 보상

부(309)로 출력한다.

  한편, 도 5는 프레임 디코딩시 한 개의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디코더(300)와 VDP(700)와의 인터페이스 타이

밍도이다.

  도 5에서 (a)의 비디오 디코더(300)의 decode_sync는 한 프레임 디코딩에 필요한 주기를 나타내며, (d)의 VDP(700)의

display field sync(disp_field) 신호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비디오 프레임이 decode_sync에 맞추어 한 필드 전에 비

디오 디코딩되고, 디스플레이 필드 신호(disp_field)에 맞추어 디스플레이됨을 알 수 있다. (b)의 decode_frame(2:0)은 현

재 디코딩되어서 메모리(600)에 쓰여지는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며, (c)의 decode_vid(2:0)은 멀티 디코딩시 디코딩되

는 비디오들을 구별하기 위한 신호로 비디오 ID를 나타낸다.

  그리고, VDP(700)의 disp_start 신호(e)와 disp_end 신호(f)는 해당 프레임의 디스플레이 시작과 끝을 비디오 디코더

(300)에 알려준다. 상기 VDP(700)는 (g)의 disp_vid(2:0)와 (h)의 disp_frame(2:0)을 상기 비디오 디코더(300)의 픽처

제어부(310)로부터 받아서 해당 프레임 메모리(600) 영역내의 비디오 데이터를 읽어 와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에 디스플

레이하여 준다.

  도 6은 프레임 디코딩시 즉, 두개의 비디오 시퀀스가 프레임 픽처로 인코딩되어 있는 경우의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디코더(300)와 VDP(700)와의 인터페이스 타이밍도이다. 도 6을 보면, 하나의 비디오 디코더(300)가 2개의

비디오 픽처를 한 프레임 주기에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a)의 decode_sync가 VDP(700)의 (d)의 disp_field 주기의 반임을 알 수 있다. 상기된 도 5와 비교하여 보면, 비디

오 디코더(300)는 (a)의 decode_sync 한 주기에 한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하게 되는데, 이는 (d)의 disp_field의 한

주기(한 프레임 주기)동안 2개의 프레임이 디코딩되는 것과 같다. 즉, 한 프레임 주기 동안에 2개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의 decode_vid(2:0)가 0과 1로 변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ecode_vid(2:0)가 0일때는 제 1 채

널의 비디오 프레임이, decode_vid(2:0)가 1일때는 제 2 채널의 비디오 프레임이 디코딩되고, 디스플레이됨을 나타낸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300)의 픽처 제어부(310)는 VDP(700)의 disp_start와 disp_end 신호에 따라 (g)의 disp_vid와 (h)

의 disp_frame 정보를 도 6과 같이 VDP(700)에 전송하므로, 두개의 화면을 한 프레임 주기에 디스플레이 하게 된다. 이때

두 비디오의 톱(top)과 바텀(bottom) 필드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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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필드 디코딩시 즉, 입력되는 데이터가 필드 픽처로 인코딩되어 있는 경우의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

오 디코더(300)와 VDP(700)와의 인터페이스 타이밍도이다. 도 7에서도 (a)의 decode_sync의 주기가 (d)의 disp_field

주기의 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ecode_sync의 반 주기에 한 개 비디오 ID를 디코딩하여 VDP(700)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dcode_sync의 반 주기동안 제 1 채널의 톱 필드가 디코딩되면 나머지 반 주기 동안에는 제 2 채널의 톱 필드가 디코딩되

고, 그 다음 decode_sync의 반 주기 동안에 다시 상기 제 1 채널의 바텀 필드가 디코딩되고, 나머지 반 주기 동안에 상기

제 2 채널의 바텀 필드가 디코딩된다. 결국, decode_sync의 두 주기동안 제 1, 제 2 채널의 톱, 바텀 필드가 모두 디코딩

되며, 이는 disp_sync의 한 주기에 해당된다.

  즉, (e)의 disp_start 신호와 (f)의 disp_end 신호에 맞게 한 개의 필드 픽처가 디코딩되고 디스플레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메모리 용량으로 보면, HD급 한 프레임의 경우, 약 25.6Mbits의 용량이 필요하다. MPEG-2 비디오 디코딩의 경우

3프레임의 메모리가 필요하며, 이는 약 76.8 Mbits의 용량이 필요하다. 결국 2개의 HD급 비디오를 위해서는 약 154

Mbits의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다. 또한 TP 비트스트림 메모리 영역, OSD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싱 메모리 영역등

을 생각하면, 64Mbits 메모리가 3개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도 8은 두 개의 HD급 비디오 디스플레이시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른 비디오 압축 방식을 나타낸다. 즉, 디스플레이 형태

에 따라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므로, 메모리 증가에 따른 코스트 증가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메모리 밴드폭을 위해 상기 픽

처 제어부(310)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500)의 다운 샘플링부(501)와 업 샘플링부(502)를 제어하여 디코딩된 데이터

에 대해 적응적으로 압축을 수행한다.

  즉, 도 8a에서와 같이 DTV 메인 디스플레이와 DTV 서브 디스플레이의 PIP 형태인 경우, 메모리 용량 및 밴드폭을 줄이

기 위해 다운 샘플링부(501)를 통해 서브 픽처의 경우 수평 방향으로 1/2, 수직 방향으로 1/2의 해상도를 줄이는 1/4 압축

을 수행한 후 메모리(600)에 저장한 후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때, DTV 메인 픽처는 압축을

하지 않는다. 즉, 비 압축 모드로 동작시킨다.

  도 8b는 DTV 메인 디스플레이와 DTV 서브 디스플레이의 스플릿-스크린(split-screen) 형태인 경우, 즉 스플릿-스크

린 형태로 전체 화면을 두개로 나뉘어 비디오를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메모리 용량 및 밴드폭을 줄이기 위해

다운 샘플링부(501)를 통해 두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수평방향으로 각각 1/2 압축하여서 메모리(600)에 저장한 후 디스플

레이함으로써, 메모리 용량 및 밴드폭을 줄인다. 즉, DTV 메인도 1/2 압축모드로 동작시키고, DTV 서브도 1/2 압축모드

로 동작시킨다. 예를 들어, 도 7의 필드 디코딩에 의한 두 개의 비디오 프레임 디스플레이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128Mbit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모리 인터페이스(500)는 2개의 비디오 디코딩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식에 따라 각 프

레임 메모리 크기를 줄이면서 전체 메모리 밴드폭을 줄이도록 메모리(600)를 제어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디지털 TV나 비디오 화상 회의 등의 응용 분야에 필수적인 원천 기술로서, 멀티 디코딩이나 한 화면

에 여러 개의 비디오를 수신 및 화면 처리할 수 있는 고 성능 비디오 디코더 및 타 회사의 디지털 TV와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 의하면, 2개 이상의 HD급 MPEG 시퀀스를 하나의 비디오 디코

더를 이용하여 동시에 디코딩한 후 PIP 형태나 스플릿-스크린(split-screen) 형태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때, 비디오

버퍼를 공유하여 버퍼 사이즈를 감소시키고, VLD부와 픽처 제어부, 그리고 MC부와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하나로 병합

함으로써 많은 게이트 사이즈의 감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비디오 디코

딩 방식은 기존 두개의 비디오 디코더를 쓰는 방식에 비해 메모리 용량의 감소, 칩 사이즈 감소에 따른 코스트 다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형태가 PIP인 경우 다운 샘플링부를 통해 DTV main은 비압축모드로 동작시키고, DTV sub

는 1/4 압축모드로 동작시킴으로써, 메모리 용량 및 밴드폭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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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형태가 스플릿-스크린인 경우 다운 샘플링부를 통해 DTV main와 DTV sub를 각각 1/2 압

축모드로 동작시킴으로써, 마찬가지로 메모리 용량 및 밴드폭을 줄일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정 채널의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입력받아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파싱하여 출력하는 트랜스포트 디코더가 복수개 구비

되고,

  상기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디코더를 통해 복수 채널의 HD급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입력받아 픽처 단위로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복수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비디오 디코더;

  상기 비디오 디코더에서의 움직임 보상 및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비디오 디코딩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외부 메모리;

  상기 비디오 디코더에서 디코딩된 복수 채널의 비디오 프레임 데이터를 상기 외부 메모리로부터 읽어 와 디스플레이 포

맷에 맞게 변환한 후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 상에 복수 채널의 비디오 프레임을 동시에 디스플레이시키는 비디오 디스플

레이 처리부(VDP); 그리고

  상기 비디오 디코더에서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복수개의 HD급 비디오 프레임을 디코딩한 후 디스플레이하도록

상기 비디오 디코더와 외부 메모리 그리고 VDP와의 인터페이싱을 수행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디코더는

  상기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복수 채널의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픽처 단위로 일시 저장한 후 출력

하는 비디오 버퍼;

  상기 비디오 버퍼를 통해 출력되는 복수 채널의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픽처 단위로 가변길이 디코딩하여 움직임 벡터, 양

자화 값, DCT 계수로 분리한 후 출력하는 가변 길이 디코딩부;

  상기 복수 채널 중 한 채널의 DCT 계수를 해당 양자화 값에 따라 역양자화(IQ)하는 제 1 IQ부;

  상기 복수 채널 중 다른 채널의 DCT 계수를 해당 양자화 값에 따라 역양자화하는 제 2 IQ부;

  상기 제 1, 제 2 IQ부에서 역 양자화된 DCT 계수를 입력받고 상기 역 양자화된 DCT 계수가 포함되는 매크로 블록 내 다

수개의 서브 블록을 복수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파이프라인된 이산 여현 변환(IDCT)을 수행하는 복수개의 IDCT부;

  상기 VLD부에서 출력되는 움직임 벡터와 외부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을 이용하여 픽처 단위로 현재의 픽셀값에

대한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움직임 보상부;

  상기 복수개의 IDCT부에서 출력되는 IDCT된 값과 상기 움직임 보상부에서 움직임 보상된 값을 더하는 가산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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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디스플레이 프레임 주기내에 두개의 다른 비디오 프레임이 디코딩되도록 상기 비디오 버퍼, VLD부, 가산기, 및 움직

임 보상부를 픽처 단위로 제어하는 픽처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에는

  픽처 및 디스플레이 유형에 따라 상기 가산기의 출력에 대해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감축을 수행한 후 외부 메모리에 저장

하는 다운 샘플링부와,

  움직임 보상시 상기 메모리에서 읽은 데이터를 수평 방향으로 업 샘플링하여 움직임 보상부로 출력하는 업 샘플링부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 샘플링부는

  상기 가산기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유형에 따라 각 픽처를 수평 방향으로 1/2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거나,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각각 1/2씩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 샘플링부는

  디스플레이 유형이 DTV 메인 디스플레이와 DTV 서브 디스플레이의 PIP 형태인 경우, 상기 DTV 메인 픽처는 감축을

수행하지 않고, DTV 서브 픽처는 수평 방향으로 1/2, 수직 방향으로 1/2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 샘플링부는

  디스플레이 유형이 DTV 메인 디스플레이와 DTV 서브 디스플레이의 스플릿-스크린 형태인 경우, 상기 DTV 메인 픽처

와 DTV 서브 픽처는 각각 수평 방향으로만 1/2 해상도 감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픽처 제어부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프레임 픽처로 인코딩되어 있고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수행할 경우, 비디오 디코더의 한 프레임

디코딩에 필요한 주기(decode_sync)는 VDP의 한 프레임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주기(disp_field)의 반 주기가 되게 하여,

disp_field의 한 주기 동안 복수개의 비디오 프레임이 디코딩되어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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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픽처 제어부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필드 픽처로 인코딩되어 있고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수행할 경우, 비디오 디코더의 한 프레임 디

코딩에 필요한 주기(decode_sync)는 VDP의 한 프레임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주기(disp_field)의 반 주기가 되게 하고, 상

기 decode_sync의 반 주기 동안에는 한 채널의 톱 필드가, 나머지 반 주기 동안에는 다른 채널의 톱 필드가 디코딩되도록

제어하고, 그 다음 decode_sync의 반 주기 동안에는 상기 한 채널의 바텀 필드가, 나머지 반 주기 동안에는 상기 다른 채

널의 바텀 필드가 디코딩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메모리로 135MHz 이상의 64비트 데이터 폭을 가지는 DDR(double data rate) SDRAM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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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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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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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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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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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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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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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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