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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탈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디코더 및 그 디코딩 방법

요약

고품위 텔레비젼 인코더에 의해 제공된 DCT 변환계수와 같은 변환계수를 복구하기 위해 가변길이 코드워
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10)가 제공되고, 코드워드의 제1카테고리는 n비트 보다 더 크지 않은 길이를 
갖추며, 제2카테고리는 n비트보다 더 큰 길이를 갖춘다. 그리고, 피드백 ROM(22)이 코드워드를 디코드하
는데 이용되고, 제1카테고리로부터의 코드워드가 ROM(22)에서 룩업 테이블(80)을 직접 어드레싱함으로써 
처리되며, 제2카테고리로부터의 코드워드가 ROM(22)을 통한 다중 통로를 이용해서 처리된다. 여기서 이전
의 패스가 다음의 패스 동안 메모리를 어드레스하도록 피드백(90)되는 동안 데이터의 부분이 출력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및 그 디코딩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길이(허프만(Huffman) 디코더를 부가한 HDTV 수신기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허프만 디코더의 상세한 블록도.

17-1

1019930004646



제3도는 제2도에 도시된 입력 배럴시프터와 버퍼 서브시스템의 상세한 블록도.

제4도는  코드워드의  비트길이가  22비트  보다  큰  경우에  사용되는  제1특정  코드워드(에스케이프 코드
(escafe code))를 나타낸 도면.

제5도는 연속코드워드간의 실행길이가 제로일 경우에 사용되는 다른 에스케이프 포매트에 대한 도면.

제6도는 제2도의 디코더에 도시된 디코드 ROM의 상세블록도.

제7도는 제2도에 도시된 디코더의 마스터 제어상태 머신 서브시스템의 상세블록도.

제8도는 15의 실행길이와 16의 진폭을 갖춘 코드워드에 대해 비트에서의 각 코드워드의 길이를 설명하기 
위한 매트리스.

제9도는 본 발명의 코드워드의 디코딩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허프만 디코더                     12 : 비디오 FIFO 레지스터

14 : 클록회로                            16 : 동기화회로

18 : 역변환회로                         20 : 입력 배럴시프터 및 버퍼

22 : 디코더 ROM                       24 : 데이터 멀티플렉서

28 : 역양자화 배럴시프터            30 : 변환회로

31 : 라인                                    32 : 3대 1출력 멀티플렉서

36 : 마스터 제어상태 머신            38 : 출력논리

40 : 프리-페치회로                     42 : 입력 래치

44 : 배럴시프터                           46 : 상태머신 처리 및 ROM룩업회로

48 : 입력래치제어                        50 : 래치

52 : 4비트 래치                            54 : 가산기

56 : 터미널                                   58 : 입력단

60,70 :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   80 : 제1룩업 테이블

82 : 제2룩업 테이블                       88 : 멀티플렉서

92 : 입력터미널                              100 : 배럴시프터 출력포트

102 : 헤더상태머신                         104 : 양자화논리 프로세서

106,108 : 픽셀 및 블록카운터          110 : 마스터 제어모듈

112 : 룩업논리                                114 : 시프트 길이 논리

116 : 양자화 레벨지연논리               118 : 멀티플렉서 선택논리

120 : 에러논리                                122 : 상태머신 출력제어논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압축된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텔레비전신호는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에 의해 채택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송되는 바, 예컨대 미국은 
NTSC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PAL 이나 SECAM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텔레비전신호의 디지털전송은 아날로그기술 보다 더욱 고품질의 비디오 및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전송 구성은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위성에 의한 방송 및/또는 가정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에 직접 
전송되는 신호에 대해 특히 유용하다.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기 및 수신기 시스템은 오디오산업에서 아날
로그 축음기 기록들을 대부분 대체한 디지털 콤팩트 디스크와 같은 존재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데이터의 실질적인 양은  소정의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에서 전송되어야만 하는데,  특히  이는 
HDTV가 제공되는 곳에서는 절실하다.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는 비디오와 오디오 및 데
이터를 제공하는 수신기/디스크램블러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한 라디오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송되어질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디지털 텔레
비전신호를 압축하는 것이 유용하다.

텔레비전신호의 비디오부분은 이동화면과 함께 제공되는 비디오프레임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텔레
비전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의 각 라인은 픽셀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데이터의 연속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데이터 양은 텔레비전신호의 각 비디오 프레임을 정의하기 위해 요구된다. 예컨대, 7.4메가비트
의 데이터가 NTSC의 해상에 있어서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을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바, 이는 각 기본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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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녹,  청에  대한  강도값인  8비트와  함께  480라인  디스플레이에  대해  640픽셀이  사용되는  것을 
가정한다. 특히, HDTV 적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의 양을 다루기 위해 데이터는 압축되어져야만 한
다.

비디오 압축기술은 통상의 통신채널을 통해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고, 이러
한 기술은 비디오신호에서의 중요 정보의 더욱 효과적 표현을 추출하기 위해 인접 픽셀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압축알고리즘을 이용한다. 가장 강력한 압축시스템은 공간 상관관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데이
터를 더욱 콤팩트하게 하도록 인접 프레임간의 유사성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실제 프레임
과 이 실제 프레임의 예측간의 차이만을 전송하기 위해 차동 인코딩이 사용되고, 예측은 동일 비디오 시
퀀스의 이전의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기초로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예는 미합중국 특허 제
5,068,724호인 Adaptive  Motion  Compensation  for  Digital  Television와, 특허 제5,057,916호인 Method 
and Apparatus for Refreshing Motion Compenasted Sequential Video Images에서 찾을 수 있다.

비디오신호의 모션 추정은 현재의 휘도블록과 특정 트래킹영역내의 이전의 프레임에서의 휘도블록을 비교
함으로써 제공된다. 현재의 블록과 비교되는 최소 전체 절대 변화를 갖는 이전의 프레임 휘도블록이 선택
되고, 선택된 블록의 위치는 모션벡터로 불리워지는데, 이는 현재 블록의 예측값을 얻기 위해 이용된다. 
부가적인 코딩효율을 위해 모션벡터는 디코더에 사이드 정보로서 전송하기 위해 가변길이 인코더에 의해 
차동적으로 인코드되어 처리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예측값을 유연하게 출력하기 위해 DPCM루프에 저역
통과필터가 제공된다. 다양한 종류의 랜덤 노이즈로부터 코드된 비트스트림을 방지하기 위해 포워드 에러 
수정구조가 이용될 수 있다.

용장정보를 이동시킴으로써 데이터비를 압축하기 위한 2개의 주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바, 이는 소오스코
딩과  엔트로피코딩이다.  여기서,  소오스코딩은  소오스재료를  취급하여  손실되는  결과를  산출한다. 
따라서, 소오스코딩이 이용될 경우 화면품질이 저하된다. 소오스코딩을 실행함에 있어서, 프레임내 코딩
이나 프레임간 코딩이 이용될 수 있는데, 프레임내 코딩은 제1화면과 장면의 변화 후 나중의 화면에 대해 
이용된다. 그리고, 프레임간 코딩은 이동 대상을 포함하는 화면의 시퀀스를 위해 이용된다. 한편, 엔트로
피 코딩은 신호의 정적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압축을 달성하는데, 이론적으로 무손실이다.

소오스코딩과 엔트로피코딩의 양쪽에 이용되는 코딩 알고리즘은 CCITT Specialist Group 에 의해 제안되
어졌다. 예컨대, Description of Reference Model 8(RM8),Doc.No.525,CCITT SG XV Working Party XV-4, 
Specialist Group on Coding for Visual Telephony, June,1989를 참조한다. CCITT안에 있어서, 모션 추정
을 구비한 하이브리드 변환/차동 펄스 코드 변조(DPCM)가 소오스코딩을 위해 이용되고, DPCM은 프레임내 
코딩을 위해 동작되지 않으며, 엔트로피코딩을 위해 1차원 및 2차원 가변길이 코딩이 이용된다.

N. Ahmed, T. Natarajan, 및 K.R.Rao의 Discrete Cosine Transform, IEEE Trans. Computer, Vol. C-23, 
pp.90-93, Jan. 1974에 의해 설명된 이산 코사인 변환(DCT)이 메크로 블록과 서크 블록으로 분할된 입력
데이터를 변환계수로 변환하기 위해 CCITT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바, DCT변환은 현재 프레임 데이터의 블
록과 예측된 프레임의 대응블록(이전의 프레임 정보로부터 얻어짐)간의 차에 따라 수행된다. 비디오블록
이 모션이나 예측값이 정확한 것이 없는 것을 포함하면, DCT에 대한 입력은 널(null) 메트릭스로 된다. 
화면을 천천히 움직이기 위해 DCT에 대한 입력매트릭스는 많은 제로를 포함하고, DCT의 출력은 2차원 주
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계수의 매트릭스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는 저주파영역인 
매트릭스의 상부 왼쪽 구석에 집중된다. 계수가 지그재그방법으로 주사되면, 결과적인 시퀀스는 특히 시
퀀스의 종단을 향해 제로의 긴 문자열을 포한한다. 이와 같은 압축알고리즘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효과
적인 코딩을 위해 제로를 발생시킴과 더불어 함께 묶기 위한 것이다.

또한,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양자화 이전에 가변 드레숄드가 계수시퀀스에 인가되는 데, 이는 제로의 열
이 검출될 경우 DCT드레숄드를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된다. 그리고, DCT계수는 드레숄드 보다 낮거나 동일
하면 제로로 세트된다.

동일한 양자화기가 변환 후에 사용되는 바, 양자화기의 스텝 크기는 버퍼의 점유에 따른 지시된 전송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전송율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스텝 크기가 증가되어 적은 정보가 코드되어지는데 
필요로 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저하된 화면이 야기된다. 반대로, 전송율이 한계 이하일 경
우 스텝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화면품질이 개선되게 된다.

코딩효율이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2차원 가변길이코딩 구조가 양자화된 DCT계수의 시퀀스에 대해 이용된
다. 주어진 시퀀스에 있어서, 비제로 계수(진폭)의 값이 1차원으로 정의되고, 비제로계수(실행길이)를 앞
서는  제로의  수는  다른  차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진폭과  실행길이의  조합은  사건(event)으로 
정의한다.

더 짧은 길이 코드는 더욱 자주 발생되는 사건으로 할당하고, EOB(end of block)마커가 시퀀스에 더 이상
의 비제로 계수가 없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코드는 계수값은 블록 정형화와 양자화정보 및 차동 모션벡터등과 같은 다양한 사이드정보와 함께 멀티프
렉스되고, 사이드정보의 일부는 가변길이 코드로 되며, 결과적인 비트스트림이 전송을 위해 버퍼에 보내
진다.

수신기에서는 인코더의 역동작을 수행함과 더불어 변환계수를 복구하기 위해 가변길이 디코더가 필요로 
된다. 디코더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인코더의 구조 보다 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디코더는 수신된 
코드 워드를 전송기에서 추출되는 변환계수로 되돌려 변환시키는데 요구되는 코드북을 저장하기 위한 메
모리를 실질적 양을 요구한다.

가변길이 코드는 코드워드가 소정의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가 없는 것으로 제안되는데, 이는 도입 데
이터 스트림의 일정한 디코드성능을 보증한다. 다른 것 보다 더욱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가장 짧은 코드
워드를 할당할 경우 압축이 달성된다. 제안된 CCITT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에 있어서 사건 진폭의 디멘죤
은 256이고, 실행길이는 64의 디멘죤을 갖는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직통 실장은 16,000 엔트리 이상을 
갖춘 가변길이 코드 테이블을 요구한다. 그러나, 엔트리의 99%이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는 1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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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고정 길이 필드에 따른 6비트 에스케이프 코드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6비트는 실행길이를 
위해 제공되고, 8비트는 진폭을 위해 제공된다. 결과적인 가변길이 코드테이블은 처리하기에 더욱 용이한 
128엔트리만을 포함한다. 사실상, 이러한 가변길이 코드의 코딩과 디코딩은 ROM에 저장된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의 디코딩의 디코드될 수 있기 전에 가변길이 코드의 길이가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사
실로 인해 상당히 복잡하다. 가변길이 코드 디코딩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이전에 제안되어 졌었다. 예컨
대,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Decoding  Variable-Length  Codes  Having  Length-Indicating 
PrefiXes,인  Cocke  등에  의한  미합중국  특허  제3,701,111호와,  High-Speed  Programmable  ICs  for 
Decoding of Variabld-Length Codes, 및 Applications of Digital Image Processing Ⅶ, Andrew Tescher, 
Ed, Proc. SPIE Vol. 1153, Aug. 1989를 참고한다. 이후에 배럴시프터 및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PL
A)나 가변길이 디코더의 VLSI실행을 위한 콘텐트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랜덤 억세스 메모리(CAM/RAM)을 
채용하는 병렬 근접을 제안한다.

종래에 제안된 디코더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이나 실시간 디지털 비디오 신장의 고속특성에 기인한 이
산적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큰 양을 이용해서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해서 발명된 것으로, 실시간 비디오율에서 코드워드를 처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가변길이 디코더를 제공하고, 더욱이 집적회로 형태로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디코더를 제공한다. 
또, 작은 양의 전력만을 소비하는 디코더를 제공함에 유용하다. 특히, 이와 같은 디코더는 저가이면서 고
품위 텔레비전 수신기와 같은 소비자 이용을 위해 유용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변환계수를 복구하기 위해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바, 코드워드가 소정의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인 것이 없는 특성을 갖추고, 상기 코
드워드의 제1카테고리가 n 비트 보다 더 크지 않은 길이를 갖추면서 상기 코드워드의 제2카테고리가 n 비
트 보다 더 큰 길이를 갖추어 처리된다.

상기 장치는 n비트 어드레스포트와, 다수의 제1 및 제2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위치를 갖추는데, 상기 제1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위치는 진폭과 실행길이 및 다른 코드워드를 위한 제1제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제2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위치는 제2카테고리로부터 코드워드의 부분을 위한 피드백 및 제2제어데이터를 포
함한다.

또,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상기 메모리를 어드레싱하기 위한 상기 어드레스포
트에 코드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상기 제1카테고리로부터의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고, 
피드백 및 제2제어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상기 메모리를 어드레싱하기 위해 상기 어드레스포트에 제2카테고
리 코드워드의 제1 n비트 부분을 입력시킴으로써 제2카테고리로부터의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이 제공된다. 또한,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다음의 부분이 제2제어데이터에 응답하여 어드레스포트에 주
기적으로 입력된다. 제2카테고리의 코드워드의 다음의 부분과 피드백 데이터가 함께 메모리를 어드레싱하
기 위해 n비트 보다 더 크지 않은 어드레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메모리는 적어
도 하나의 부가적 부분이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남아있을 때 다음의 입력 사이클에 사용하기 위한 
피드백 및 제2제어데이터를 출력하고, 또한 메모리는 부가적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를 위한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터를 출력한다. 또한,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
터의 출력으로 귀결되지 않는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각 부분을 위한 실행계수를 출력하기 위해 상
기 제2제어데이터에 응답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ⅰ) 진폭계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터와, (ⅱ)실행
계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피드백과 제2제어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것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동안에 연속적인 클록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수단과 상기 제1 및 제2카테고리 코드
워드 디코딩수단에 클록신호를 제공하도록 결합된 클록수단을 더 갖춘다. 그리고, 실행계수는 예컨대 실
행길이에 의해 특정된 길이를 갖춘 제로 계수의 시퀀스에 포함된 제로를 지시하는 데이터를 구비할 수 있
다. 클록수단의 준비는 모든 클록 사이클에 대한 가변길이 코드워드로부터 발생되어지는 하나의 계수를 
인에이블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 디코딩수단이, 상기 입력에 코드워드 데이터를 입력하
는 대신에 소정의 다수의 어드레스포트 입력에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상기 제2제어데이터에 응답하는 멀티플렉서수단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나머지 어드레스포트 입력
이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대응 부분을 수신한다. 상기 피드백 데이터는, 예컨대 n/2의 비트길이를 
갖추고,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대응 부분이 n/2 보다 크지 않은 비트 길이를 갖춘다.

본 장치는 진폭과 실행길이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수단내에 제공되지 않는 특정 경우의 코드워드를 검출하
기 위한 수단과, 상기 특정 경우의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해 상기 검출수단에 응답하는 수단을 더 구
비하는 바, 예컨대 특정 경우 코드워드는 코드워드와 관련된 실행길이가 없음을 지시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정 경우 코드워드는 수신된 데이터가 디코드되지 않은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직접 복구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수단이 실질적으로 2×2
n
과 동일한 저장 캐패시티를 갖추고 

있는 가변길이 디코더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상기 다음의 부분이 코드워드내의 
남아 있는 처리되지 않은 비트수나 n/2보다 더 작은 비트길이를 갖추고, 상기 피드백 데이터가 n/2의 비
트 길이를 갖춘다.

상기 메모리수단이, 제1룩업 데이블과 제2룩업 테이블로서 구성될 수 있는 바, 상기 제1룩업 테이블은 상
기 제1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1위치에서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위치와, 상기 제2카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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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코드워드의 제1n비트 부분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위치에서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위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2룩업 테이블은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1위치에서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
리위치와,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다음의 부분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위치에서는 어드레스 가능 메
모리 위치를 포함한다. 또한, 메모리수단은 상기 제1룩업 테이블 또는 제2룩업 테이블중 어느 하나를 어
드레스하도록 상기 n비트 어드레스포트를 구비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룩업 테이
블이 각각 실직적으로 2n워드의 저장 캐피시티를 갖춘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상기 코드워드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갖춘 배럴시프터를 구비할 수 있고, 상
기 배럴시프터는 상기 n비트 어드레스포트에 코드워드와 그 부분을 출력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제어데
이터로부터 추출된 시프트 길이 정보에 응답한다. 상기 시프트 길이 정보가 코드워드의 디코딩이 완성되
었는가를 지시하고, 수단이 새로운 코드워드의 디코딩을 초기화하기 위한 상기 시프트 길이 정보에 응답
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코드워드가 이산 코사인 변환계수로부터 추출된 허프만 코드워드이다.

그리고,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 하기 위해 이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메모리가 제공되는 바, 
길이가 n비트 보다 더 크지 않은 제1코드워드나 길이가 n비트를 초과하는 제2코드워드의 제1n비트까지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제1룩업 테이블과, p비트의 피드백 데이터와 m비트 또는 제2코드워드의 더 작은 부
분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제2룩업 테이블로 구성되면서 p+m≤n 과 상기 m비트 또는 더 작은 부분이 상
기 제2코드워드의 제1n비트에 따르고, 상기 제1룩업 테이블이 초기 n비트 데이터에 대한 실행길이 데이터
나 제2코드워드의 더 작은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제1코드워드에 대응하는 진폭 및 실행길이 데이터를 포
함하고, 상기 제2룩업 테이블이 상기 초기 및 마지막 부분 사이 이외의 상기 제2코드워드의 소정의 비트 
부분에 대응하는 피드백 데이터 뿐만 아니라 마지막 m비트나 상기 제2코드워드의 더 작은 부분에 대응하
는 진폭 및 실행길이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는 코드워드 및 피드백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n비
트 어드레스포트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룩업 테이블이나 상기 제2룩업 테이블을 어드레스하도록 상기 
어드레스포트를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또한, 제로 실행길이(예컨대, 비제로 진폭만)의 사건을 표현하는 코드워드를 포함하는 다수의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는 바, 단일 클록 사이클에서 길이가 n비트까지의 제1코드워드
를 디코딩하고, 클록 사이클의 다수의 p에서 길이가 n비트 보다 더 크면서 적어도 p-1의 실행길이를 갖춘 
사건을 표현하는 제2코드워드를 디코딩한다. 여기서, 특정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가 실행길이를 갖지 
않은 제3코드워드에 포함된다. 제3코드워드가 특정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의 검출에 응답하여 디코드
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코드워드가 대응하는 진폭 및 실행길이 데이터를 제공하도
록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디코드되고, 상기 제3코드워드가 기준 없이 진폭데이터를 상기 룩업 테이블에 
직접 출력함으로써 디코드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1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가변길이 코드 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바, 본 발명이 허프만 코드워드의 디
코딩에 관련되어 설명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은 가변길이 코드워드의 다른 형태를 위한 디코더에 
대해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다.

양자화 기술은 변환계수의 진폭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미지의 압축성을 개선하고,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이
러한 계수에 가변 비트수의 할당을 위한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가변길이 코드워드 알고리즘은 양자화 프
로세스가 정보 저장과 이미지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과는 달리 정적 코딩기술로 이루어질 수 있다.

허프만 코딩은 이미 알려진 모든 가능한 사건의 확률로 주어진 이론적 엔트로피 한계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 정적 코딩 절차이고, 인코더는 이러한 확률분포를 발생시켜 주어진 프레임의 전송 이전에 디코더에 
전송한다. 이때, 테이블은 비교적 짧은 코드워드가 가장 높은 발생확률에 따른 사건으로 할당된 허프만 
코드워드를 추출하는데 이용된다. 디코더는 이상적인 코드북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적 사건과 각 코드워드
를 매치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있어서, 고정 허프만 테이블이 하드웨어 실장을 간
단화하는데 이용되고, 허프만 테이블이 처리된 비디오정보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기초로 발생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64계수의 연속으로 직렬화되고, 진폭/실행길이 코드인 DCT계수의 8×8블록을 이용하
는 허프만 코딩을 이용한다. 64계수의 연속을 스캐닝함으로써 사건은 계수가 제로와 동일하지 않은 진폭
과 직면할 때 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때, 코드워드가 계수의 진폭과 그에 선행하는 제로의 수
를 지시하는 사건으로 할당된다. 여기서, 선행 제로의 수는 실행길이로서 언급된다.

제8도는 2차원적인 진폭/실행길이 어레이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주어진 진폭 140(16까지)과 실행길이 
130(15까지)을 갖춘 각 코드워드의 비트길이가 확인되어진다. 제8도는 코드워드에서의 비트의 수를 설명
하기 위한 것으로, 진폭이 절대값의 항만으로 제공되고, 각 코드워드와 함께 포함된 부호비트는 코드워드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수의 진폭이 16보다 더 크거나 실행길이 제로의 수가 15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비트를 해석하는데 코
드북을 이용하지 않는 디코더를 칭하는 특정 코드워드가 이용된다. 그 대신 실행길이가 코드되지 않고 전
송된다. 또한, 계수진폭이 상기한 양자화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되어 코드되지 않고서 전송된다. 더욱이, 
때때로 제8도에서 설명한 2차원적인 테이블의 이용을 통해 코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폭이나 실행
길이를 직접 코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전송될 코드워드의 길이를 짧게할 필요가 있다면, 인코더는 
이러한 경우를 검출하여 직접적인 코딩으로 스위치한다. 직접적으로 코드된 코드워드는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를 매개로 특별한 경우의 코드워드로서 디코더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코드워드
는 코드북을 참조하지 않고서 직접적으로 디코드된다.

또한 특정 코드워드는 블록의 끝을 지시하도록 예약되는데, 이는 항상 DCT계수의 블록에서 마지막 비제로 
계수 후에 삽입된다. 더욱이, DC계수는 슈퍼블록내에서 차동적으로 코드된 후, 허프만 코드된다. 슈퍼블
록은 수직적인 2개의 휘도블록에 대해 수평적으로 4개의 휘도블록인 비디오 이미지 영역으로서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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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영역으로부터 추출된 각각의 U와 V에 대해 1개의 크로미넌스 블록과 관련된다. 여기서, 각 휘도블
록과 크로미넌스 블록은 수직적인 8개의 픽셀에 대해 수평적인 8개의 픽셀을 구비한 이미지영역이다. 여
기서,  예컨대  W.Paik,  Digiciper-All  Digital,  Channel  Compatible,  HDTV  Broadcast  System,  IEEE 
Transactions of Broadcasting, Vol. 36, No. 4, December 1990을 참고한다. 이러한 구조는 매크로블록내
의 DC계수의 높은 상관관계를 이용하여(예컨대, 이미지 영역이 수평적으로 8개의 슈퍼블록으로 이루어진
다) 압축 효율을 더욱 개선시킨다.

코딩프로세스의 효율은 DCT계수가 스캐닝되는 순서에 대부분 의존하는 바, 고진폭에서 저진폭으로 스캐닝
함으로써 블록의 끝에서 단일의 긴 실행에 대해 전형적으로 제로계수의 실행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계수는 먼저 DC계수로부터 내려가면서 지그재그 스캐닝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블록의 끝에
서 소정의 긴 실행이 블록 끝 코드워드에 의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허프만 코드워드는 4가지 형태로 분할된다. 제1형태는 1∼16으로부터의 DCT계수 진폭
과 0∼15로부터의 실행길이를 갖춘 코드워드를 에워싸고, 22이하의 코드워드 길이를 갖춘다. 이는 제8도
의 매트릭스 132로 설명되어진다. 코드워드의 제2형태는 1∼64로부터의 실행길이의 세트와 17∼256으로부
터의 DCT진폭으로부터 존재한다. 이는 제8도의 매트릭스의 외측이거나 23이상의 코드워드 길이를 갖는 매
트릭스내이다. 그리고, 허프만 코드워드의 제3형태는 제로의 실행길이를 제외하고 제2형태와 동일한 카테
고리로 된다. 허프만 코드워드의 제4형태는 블록 끝 코드워드이다.

특정 실시예의 설명에 있어서, 허프만 디코더는 하나의 14.6MHz의 68나노세컨드 사이클에서 15비트 코드
워드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진다. 제로 실행길이를 갖춘 제1형태로부터의 허프만 코드워드 길이는 제8도
의 제1행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10비트 이하이다. 본 발명은 인터럽션 없이 처리되어지는 
이러한 코드워드와 10비트 이하의 다른 코드워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허프만 코드워드가 10비트 보다 
더 큰 길이를 갖는 사건에서 본 발명의 장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코드워드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코드워
드를 요구함으로써 계수의 일정한 비인터럽트된 흐름을 유지한다. 제로값 계수에 의해 선행되지 않음과 
더불어 상기한 바와 같이 정의된 코드워드의 제1형태에 대한 DCT진폭의 범위 바깥으로 되는 DCT계수는 15
비트 최대 코드워드 길이를 갖는다. 이는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68나노세컨드 클록 사이클에서 결정될 
수 있는 특정 제로 실행길이 코드워드이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허프만 디코더의 간단한 블록도로서, 허프만 디코더(10)는 비디오 FIFO 레지스터
(12)로부터 코드워드를 수신한다. 비디오 FIFO는 8비트 코드워드 버스상에서 허프만 디코더(10)에 코드워
드를 출력하고, 허프만 디코더는 34나노세컨드의 비율로 한번씩 데이터의 8비트내의 클록킹에 의해 68나
노세컨드의 주기에서 15비트 코드워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러한 2x클록은 처리의 요구된 
비율에서 코드워드를 제공하지만, 처리전에 코드워드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코드워드 인터페이스 RAM의 
비용을 감소시키도록 허프만 디코더에 8비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허락한다. 29.3MHz에서 실행되는 2x클록
은 14.6MHz에 동기되고, 약 50%의 코드워드 RAM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14.6MHz 클록(DATA_CLK)과 29.3MHz 
클록(DATA_2xCLK)이 통상적인 클록회로(14)로부터 출력된다.

허프만 디코더에 의해 만들어진 소정 에러가 무한정 전파되지 않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디코더는 각 매크
로블록을 위해 동기화 회로(16)에 의해 리세트된다. 허프만 디코더가 인에이블되지 않을 경우, 비디오신
호의 수평 브랭킹 간격이 처리되는 동안 매크로블록  리세트신호(MR_RESET)가 동기화회로에 의해 제공된
다. 이는 다음 매크로블록의 제1워드에 대해 직렬 억세스 메모리포트를 리세트시키도록 동기화회로를 허
용함과 더불어 양자화레벨에 대한 정보와 PCM모드 데이터 블록을 제공한다. 여기서, PCM모드 데이터블록
은 차동적으로 인코드되지 않는 데이터 블록이다(예컨대, 모션 보상이 선택되지 않는다). 스태틱 억세스 
메모리포트가 준비된 후, MB_RESET신호가 어저트되는데, 이는 비디오 FIFO 레지스터(12)로부터 독출될 데
이터가 준비된 허프만 디코더를 경고한다. 동기화회로(16)는 내부 레지스터를 플러시하면서 충만되도록 
디코더에 대해 요구된 사간주기를 위해 허프만 디코더의 인에이블링을 지연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시
간주기 후, 동기화회로는 허프만 디코더를 인에이블함과 더불어 역변환회로(18)에 의해 역 DCT변환처리
(IDCT)를 위해 출력포트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대한다. 슈퍼블록의 정상적인 처리동안, 허프만 디코더
(10)는 다음의 슈퍼블록을 위한 양자화정보와 PCM모드정보를 포함하는 헤더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한다. 
매크로블록의 끝에서 동기화회로(16)는 허프만 디코더를 디스에이블시킴과 더불어 매크로블록 동기화처리
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허프만 디코더로부터의 IDCT 동기화신호가 모든 블록의 제1계수상에서 역변환회
로(18)에 제공된다.

허프만 디코더에서 에러가 검출되어야만 하는 바, 허프만 에러검출신호(HUFF_ERR)가 동기화회로(16)로 출
력되게  된다.  그리고,  라인  동기화  (LINE_SYNC)가  동기화회로(16)로부터  허프만  디코더에  제공되어 
14.6MHz클록인 헤더정보와 동기화되고, 이러한 신호가 헤더의 제1비트가 독출될 준비가 된 허프만 디코더
를 알리는데 이용된다.

허프만 디코더(10)의 목적은 인코더로부터 수신된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비디오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해 
DCT계수로 번역하기 위한 것이다. 제2도는 허프만 디코더의 더욱 상세한 블록도를 나타낸 것으로, 제1도
에서와 같이 허프만 디코더는 비디오 FIFO 레지스터(12; 예컨대 VRAM)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로 번역되어
질 허프만 코드워드를 수신한다. 코드워드가 입력 배럴스프터 및 버퍼(20)(제2도)에 입력되는데, 이는 제
3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입력 배럴시프터의 기능은 비디오 FIFO로부터 가변길이 데이터를 받아
들여 디코더 ROM(22)의 어드레스포트에 공급하고, ROM은 코드워드 변환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데이터가 ROM을 통해 항상 검색되지는 않는 바, 때때로 데이터흐름으로부터 직접 
추출된다.

현재의 상태와 ROM으로부터 독출된 데이터에 따른 데이터의 선택은 마스터 제어상태 머신(36)에 의해 제
어된다. 대부분의 코드워드에 대해 데이터가 하나의 클록에서 입력 배럴시프터(20)에 의해 제공된 워드로
부터 디코드된 후, 데이터 멀티플렉서(24)로부터 래치된다. 코드워드가 디코드되는 시간 동안, 이전의 클
록 사이클에서 래치된 데이터가 역양자화 배럴시프터(28)를 통해 경유되고, 2의 보수 변환에 대한 부호크
기가 통상적인 변환회로(30)에 의해 달성된다. 역양자화 배럴시프터(28)는 데이터가 인코드되기전에 동일
한 크기에 대해 데이터를 재정규화하는데 이용된다. 역 정규화 후, 데이터가 2의 보수에 대한 부호 크기
로부터 변환된다. 회로(30)로부터의 결과적인 2의 보수 데이터가 실행길이 제로 데이터 및 회로(30)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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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신된 일정한 허프만 데이터나 역양자화 이전에 버퍼(26)로부터 수신된 PCM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상
태 머신(36)에 의해 제어되는 3대 1출력멀티플렉서(32)에 입력된다. 적절한 출력 데이터가 버퍼(34)에 버
퍼되어 제1도에 도시된 역 DCT회로(18)로 출력된다.

제3도는 제2도에 도시된 허프만 디코더에서 사용된 입력 배럴시프터(20)의 블록도로서, 8비트 코드워드 
데이터가 프리-페치회로(40)를 통해 비디오 FIFO(12)로부터 입력되고, 여기서 버퍼 코드워드 데이터가 비
교적 천천히 비디오 FIFO로부터 패치되어 즉각적으로 배럴시프터가 코드워드 클록(CW_CLK)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입력배럴시프터의 기능은 비디오 FIFO로부터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수신하고, 상태 머신으로 처리하기 위
해 순서적으로 코드워드 데이터를 출력한다. 최초로, 상태 머신에 의해 처리되기 전에 배럴시프터 파이프
라인이 충만되어지는 것이  개시될 수 있게 된다. 배럴시프터는 40비트 입력 래치(40)내에 40비트의 데이
터를 취하고, 40×16비트 배럴시프터(44)를 이용해서 16비트의 데이터를 선택한다. 배럴시프터(44)는 상
태머신 처리 및 ROM룩업 회로(46)에 한번에 16비트를 출력한다. 배럴시프터는 하나의 소정 클록 사이클에
서 하나로부터 40비트 위치로 시프트될 수 있게 된다.

배럴시프터는 기본적으로 2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제1기능은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터나, 피드
백과 코드워드를 위한 제2제어 데이터나 코드워드의 몫을 출력하기 위해 ROM(22)에 데이터를 경유시키는 
것으로, 상태머신(36; 제3도에서 선택적으로 상태 머신 처리 및 ROM 룩업(46)으로 칭함)과 함께 ROM(22)
은 다음의 허프만 디코더기능을 결정하고, 시프트길이를 배럴시프터로 되돌린다.

배럴시프터의 제2기능은 직접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경유시키는 것이다. 특정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에 
의해 확인된  데이터나 PCM 데이터를 위해 배럴시프터로부터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사라져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치 ROM 으로부터 제공된 것과 같이 처리된다. 제4도에 도시된 이와 같은 하나의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60)는 소정 비트수 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제8도에 도시된 매트릭스의 모든 사건이나 제
8도에 도시된 진폭/실행길이 매트릭스의 경계의 외측에 있는 코드워드를 위해 이용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본 기술이 22비트 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컷오프하는 특정한 실시예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에
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60)는 실행길이가 22비트보다 큰 제8도의 모든 엔트리에 대해 이용된다.

제5도에 도시된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70)는 실행길이가 없는 경우, 예컨대 코드워드 데이터가 연속 
비제로 진폭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이러한 경우, ROM(22)은 코드워드에 적절히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코드워드는 직접적으로 처리된다. 실행길이가 없는 경우에 대한 특정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
스의 사용은 10비트 코드워드 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할 경우에 시스템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없이 사이클 
당 하나의 코드워드의 비율로 처리되는 연속적인 진폭만에 의한 코드워드를 인에이블 한다.

이와 같은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 없이 하나의 사이클에서 ROM(22)에 의해 처리될 수 없는 코드워드는 
시스템 드로우풋 요구에 집착하여 처리되어질 수 없게 되므로, 여분의 처리사이클 동안 출력되어질 제로
와 관련된 실행길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상태  머신처리  및  ROM  룩업  회로(46)로부터의  시프트  길이는  입력단(58)을  매개로  배럴시프터에 
입력된다. 시프트 길이는 가산기(54)상으로 지나가기 전에 4비트 래치(52)에 래치된다. 가산기(54)에 대
한 다른 입력은 가산기(54)의 출력으로부터 다시 공급되는 래치(50)로부터의 6비트 워드로 이루어진다. 
터미널(56)에 입력되는 인에이블신호는 래치(50,52)를 인에이블시킨다. 인에이블신호는 허프만 디코더 동
작을 위한 타이밍을 제공하는 14.6MHz 데이터 클록으로 간단히 될 수 있다.

하나의 68나노센컨드 클록 사이클과 동일한 16비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입력 래치제어(48)를 클록하
도록 DATA_2XCLK(29.3MHz)가 터미널(59)에 입력된다. 입력 래치제어(48)는 비디오 FIFO 로부터 코드워드
를 페치하는데 이용되는 CW_CLK 신호를 발생시키고, 또한 프리_페치회로(4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40비
트 입력래치(42)로 클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력 래치제어(48)는 전체 40비트를 갖춘 래치(42)를 
충만시키도록 5개의 트리거를 이용하는 프리_페치로부터 한번에 8비트 시프트된다.

상태 머신으로부터 입력 배럴시프트로 보내지는 시프트 길이는 1∼15비트의 범위이다. 16비트의 코드워드 
길이(최대 길이가 허용된)는 4비트 워드로 코드될 수 없기 때문에 가산기(54)는 항상 시프트의 하나의 여
분 비트를 가산한다. 또한, 정규의 허프만 처리 동안, 코드워드는 항상 부호 비트에 따른다. 따라서, 허
프만 코드워드위 길이는 ROM(22)에 저장되고, 배럴시프트는 부호비트를 지나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부
호비트는 부호크기로부터 2의 보수로 래치된 진폭의 변환을 위해 보존된다.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
존된 부호비트는 라인(31)을 통해 변환기(30)에 입력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든 클록 사이클마다 한번씩 코드워드나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하도록 입력 배럴
시프터 모듈을 위해 중요하다. 이는 각 연속적인 클록사이클 동안 디코더가 진폭 데이터, 실행길이 데이
터, 실행계수(예컨대, 제로)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모든 클록 
사이클 동안 가변길이 코드워드로부터 계수를 제공한다. 클록 사이클 동작에 대한 하나의 계수를 달성하
기 위한 정규 동작동안 요구된 논리통로는 프리차지된 ROM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at6+Adder+Barrel Shifter+Lookup+ROM+Muxselectlogic+Sllogic＜68ns

여기서, Muxselectlogic은 출력 멀티플렉서(32)를 제어하는 상태 머신(36)의 부분으로 언급되고, Sllogic
은 ROM(22)이나 에스케이프 코드로부터 결정된 시프트 길이를 출력하는 상태 머신 논리의 부분으로 언급
된다. Lat6는 래치(50), Adder는 가산기(54), Barrel Shifter는 배럴시프터(44), Lookup + ROM은 ROM(2
2)으로부터의 데이터 룩업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언급된다. 68ns 시간 요구는 14.6MHz 클록의 주
기에 의해 설정된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디코더의 중요 구성요소는 룩업 ROM(22)이다. 제6도에 ROM 서브시스템이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ROM의 주기능은 허프만 코드워드 디코딩으로, ROM은 특정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를 포
함하는 코드워드 외의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ROM 저장위치로 진행한 
데이터는 제8도에 도시된 실행길이/진폭 매트릭스로부터 추출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매트릭스
는 정적으로 선택된 비디오의 부분으로부터 발생된다. 매트릭스는 코드워드의 실행길이와 진폭에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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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허프만 코드워드로 할당된 비트 수와 비디오의 선택된 부분에서의 발생주파수를 나타낸다. ROM(2
2)은 제8도에 도시된 매트릭스로 특정된 길이를 갖춘 허프만 코드워드를 디코드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 이하의 길이를 갖춘 모든 허프만 코드워드는 허프만 디코더를 통해 한번 지
나감으로써 디코드된다. 10이상이면서 243비트 이하의 비트 길이를 갖춘 코드워드는 디코더를 통해 여러
번 지나감으로써 디코드된다. 이와 같은 경우, ROM(22)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는 전체 코드워드가 디코
드될 때까지 다음의 사이클상에서 ROM을 어드레스하도록 피드백된다.

ROM 엔트리의 실제적인 구조는 ROM이 디코드할 수 있는 코드워드의 특정 세트의 선택을 포함하는 직통처
리이고, 이때 선택된 코드워드에서의 비트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를 갖춘 ROM 위치에서 선택된 코드워드에 
속하는 데이터를 도입한다. 10비트 이하의 코드워드에 대해 코드워드에 대응하는 ROM 데이터는 진폭, 실
행길이, 관련된 제어(예컨대, 시프트 길이) 데이터로 된다. 길이가 10비트를 넘는 코드워드에 대해 ROM 
데이터는 피드백과 마지막으로 ROM을 통해 지나가는 모든 관련된 제어 데이터로 구성된다. 코드워드의 다
음 부분과 함께 이용될 경우 피드백 데이터는 다음의 피드백 사이클에서 다른 ROM 위치를 지정하는데 이
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ROM 위치를 어드레스하거나 더 이상의 피드백 사이클이 요구되지 않는 경
우에 실제적 진폭과 코드워드를 위한 실행길이 데이터를 남겨두는 ROM 위치를 어드레스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비교적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선택된 코드워드를 위한 필요한 진폭, 
실행길이, 피드백, 제어데이터를 갖춘 ROM의 실제적 프로그래밍에 적절하다. 10비트 이하의 코드워드에 
대해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진폭, 실행길이 및 코드워드에 대한 제어 데이터를 간단히 제공한다. 10비트 
이상의 코드워드에 대해 프로그램은 코드워드를 분석하고, 10비트 이하의 연속 부분으로 분석하며, 코드
워드의 마지막 부분의 모든 피드백 및 제어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코드워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프로그
램은 실제적인 진폭과, 남겨진 실행길이 및 코드워드를 위한 마지막 제어데이터를 제공한다.

10비트 보다 더 긴 코드워드는 1보다 더 긴 실행길이를 갖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각 클록 사이클에 대해 하나의 계수가 허프만 디코더의 출력에서 발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코드워드가 제로 실행길이를 갖춘 사건과 관련되면, 1클록 사이클에서 디코드되어야만 하
고,  코드워드가  1이상의  실행길이와  관련되면,  제로는  제1처리  사이클동안  출력으로  보내질  수  있게 
되며, 코드워드의 나머지는 다음 처리 사이클 동안 더욱 처리되어질 수 있게 된다.

1클록 사이클에서 11비트 코드워드를 처리하도록 특별한 하드웨어를 갖춘 허프만 디코더를 갖출 수 있는
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ROM은 11어드레스 비트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ROM은 2048워드의 크
기를 갖춘다. 11비트 보다 더 긴 코드워드가 동일한 ROM에 의해 처리되어진다면, 다른 비트는 어드레스에 
부가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4096위치의 ROM을 만든다. 2048워드의 ROM 크기를 유지할 때까지 제로 실행길
이를 갖춘 특정 11비트 코드워드를 처리하도록 논리가 부가될 수 있다. 특정 11비트 워드가 11비트 허프
만 코드워드의 각 쌍에 대해 10개의 최상위 비트(MSB)에 의해 ROM에서 프래그된다. 11비트 코드워드의 각 
싸이클이 동일한 10비트 프리픽스를 갖춤으로써 상태 머신과 제어논리가 상기한 특정 코드워드를 효과적
으로 디코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ROM은 상기한 워드에 대해 11의 시프트 길이를 포함하면서 특정 
처리가 상태 머신에 의해 수행된다.

코드워드가 특정 11비트 코드워드중 하나가 아니면서 10비트 보다 더 긴 경우, 코드워드가 16비트 보다 
더 짧으면서 그와 관련된 하나 또는 더 큰 실행길이를 갖추면, 2개의 ROM 룩업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또, 제2룩업이 처리되는 동안 제로의 진폭을 래치함으로써 데이터흐름을 인터럽트하는 것 없이 코드워드
가 처리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코드워드가 15비트 보다 더 길면, 그와 관련된 적어도 2개의 실행길이
를 갖추어야만 한다. 2개의 실행길이는 20비트까지의 코드워드에 대한 동작을 허용한다. 16비트 내지 20
비트의 코드워드가 3개의 ROM 테이블 룩업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제1 및 제1룩업상에서 제로
가 래치된다. 이러한 처리는 21과 22비트의 긴 코드워드와 유사하다. 이러한 코드워드는 4개의 룩업을 취
하게 되며, 그와 관련된 적어도 3개의 실행길이 제로를 갖추어야만 한다. 모든 다중 룩업 워드에 있어서, 
ROM 시프트 길이 필드는 오직 시프트정보, 불명확한 코드워드를 지시하는 코드나 코드워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더 많은 룩업을 지시하는 미리 정의된 값(예컨대,15)만을 포함한다. 상기한 실시예에 대해 비트길
이가 22비트 보다 더 큰 경우, 제4도에 도시된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60)가 이용되는데, 이는 에스케
이프 코드 프리픽스의 최대 길이(예컨대, 추가된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가 23비트이기 때문이다.

제1의 1024 데이터 워드가 제1룩업에 대해 사용되는 것과 같이 ROM(22)이 구분되고, 다음의 1024 데이터 
워드가 다음의 룩업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제6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1룩업테이블(80)과 제2
룩업테이블(82)이 도시되어 있다. 제6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출력비트 0∼3이 진폭데이터(RAD)를 위해 이
용되고, 출력비트 4∼7이이 실행길이 데이터(RRL)를 위해 이용되며, 출력비트 8∼11이 시프트 길이 및 상
태머신 데이터(RSL)를 위해 이용된다. 각 코드워드에 대한 제1룩업상에서 데이터버스(86)를 통해 배럴시
프터로부터 수신된 코드워드의 10비트가 10비트 어드레스 포트(84)를 통해 ROM(22)을 직접 어드레스하는
데 이용된다. 보조 어드레스 포트(84a)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가 비트를 조절하기 위해 제공
된다. 코드워드가 10비트 보다 더 길면서 특정 11비트 워드가 아니면, 새로운 어드레스를 터미널(90)에 
입력시키기 위해 ROM으로부터 피드백된 5비트와, 터미널(92)에 입력되면서 연속비트로 언급되는 부가적인 
6번째 비트에 따라 배럴시프터로부터의 5개 이상의 새로운 비트로 만들어진다. 6개의 비트는 진폭 데이터 
필드(데이터 비트 0∼3)와 실행길이 필드(데이터 비트 4∼5)로부터 도래된다. 비트 0∼4가 제1클록상에서 
그를 래치함으로써 피드백되고, 다음 클록 동안에 멀티플렉서(88)를 이용해서 ROM의 어드레스에서 멀티플
렉싱한다. 비트 제로가 ROM 어드레스 포트의 비트 5에 공급되고, 비트 1이 어드레스 포트의 비트 6에 공
급된다. 6번째 비트의 처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피드백 비트가 터미널(90)을 통해 MUX(88)에 입력되는데, MUX(88)의 동작이 각 코드워
드에 대한 제1클록  사이클동안이고,  배럴시프터로부터의 코드워드의 실제적인 10비트는 어드레스 포트
(84)에 입력된다. 다음의 코드워드처리 사이클에 대해 멀티플렉서(88)는 배럴시프터로부터 어드레스 입력 
5∼9로의 코드워드 데이터 대신 터미널(90)로부터의 피드백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와 같은 다음의 처리 
사이클 동안 배럴시프터로부터의 새로운 코드워드 데이터가 어드레스 포트 입력 0∼4에만 입력된다.

데이터가 전송됨으로써 모든 PCM 데이터가 먼저 MSB를 송신한다. 코드워드의 여분과 마지막으로 부호 비
트와 함께 종결되는 것에 따라 허프만 코드워드가 먼저 MSB를 전송하는 것과 같이 코드워드가 전송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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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ROM을 통해 다수가 지나가는 것이 요구될 경우 10비트 보다 더 긴 ROM(22)에 의해 코드워드
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 ROM(또는 상태 머신으로부터의 다른 실시예)의 출력으로부터의 연속 비트가 입력 
터미널(92)을 통해 MUX(88)에 입력된다. 연속 비트는 ROM의 어드레스포트에 대한 실제적 코드워드 대신 
피드백 데이터를 결합하도록 멀티플렉서를 작동시킨다. 또한, 연속 비트가 코드워드를 위한 제1룩업 테이
블에 이어지는 모든 룩업을 위한 제1룩업 테이블 대신 제2룩업 테이블로부터의 작업에 대해 ROM을 지시하
기 위해 ROM의 어드레스포트(84a)에 입력된다.

ROM에서의 시프트 길이 필드는 관련된 부호 비트 없이 허프만 코드워드의 길이를 포함한다. 처리될 코드
워드가 블록 끝(end-of-block) 워드이면, 0의 값이 시프트 길이를 위해 삽입된다. 이는 EBO를 처리하도록 
상태머신을 통보한다. 시프트 길이가 EBO 조건의 상태 머신을 통보하는데 이용됨으로써 RBO 코드워드 길
이는 시간에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야만 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EBO 코드워드의 길이는 3비트이다.

처리될 코드워드가 제4도에 도시된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60)를 포함한다면, 소정 값(예컨대, 12)이 
ROM의 시프트 길이 필드(RSL)로부터 검출된다. 이는 에스케이프 코드 1(ESC-1) 코드워드를 처리하도록 상
태 머신을 통보한다. 시프트 길이가 ESC-1 조건의 상태 머신을 통보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ESC-1 코드워
드의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의 길이는 시간 이전에 알려져야만 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에스케이
프 코드 프리픽스의 길이는 8비트이다.

처리될 코드워드가 제5도에 도시된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70)를  포함하면,  소정 값(예컨대,  13)이 
ROM의 시프트 길이 필드(RSL)로부터 검출된다. 이는 에스케이프 코드2(ESC-2) 코드워드를 처리하도록 상
태 머신을 통보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ESC-2 코드워드에 대한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는 6비트이
다.

처리될 코드워드가 특정 11비트 코드워드중 하나이면, 소정 값(예컨대, 11)이 ROM의 실행길이 필드로부터 
검출된다. 이는 특정 11비트 코드워드를 처리하도록 상태 머신을 통보한다. 특정 11비트 코드워드에 대한 
실행길이가 제로로 되는 시간 이전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다른 진폭이 실행길이 필드에 삽입될 수 있게 되
어 11비트 워드의 최하위비트(LSB)가 무엇인가에 따라 멀티플렉스에 의해 선택된다.

현재의 처리 사이클 동안 결정되지 않는 소정 워드에 대한 시프트 길이가 소정값(예컨대, 15)으로 세트된
다. 사고에 의해 처리되어질 수 있는 모든 다른 워드는 ROM으로부터의 시프트 길이 필드가 다른 소정 값
(예컨대,14)과 동일하면 검출되게 되는데, 이는 불명확한 코드워드가 억세스된 상태 머신을 알린다.

마스터 제어상태 머신(36)은 허프만 디코더에 의해 야기되는 동작을 제어하는 바, 제7도는 상태 머신을 
더욱 상세히 나타낸 것으로, 상태 머신의 주요 구성요소는 마스터 제어모듈(110), 픽셀 및 블록 카운터
(106,108), 헤더상태머신(102), 양자화 논리(QLOGIC) 프로세서(104) 및 참조부호 122로 도시된 상태 머신 
출력제어논리이다.

마스터 제어모듈(110)의 기능은 상태 머신의 존재 상태 중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더불어 다음에 어느 
상태로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어논리는 상태 머신의 현재 상태와, ROM으로부터 독출
된 데이터, 동기화회로(16; 제1도 참조) 및, 입력 배럴시프터를 기초로 결정된다. 동기화회로로부터의 모
든 입력은 14.6MHz의 하강엣지에서 래치된다.

상태는 마스터 제어모듈(110)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트리거된다. ROM(22)의 출력이나 도입 데
이터(예컨대, PCM 인지 CPCM 인지의 여부)에 따라 마스터 제어모듈내의 상태 머신이 다음 상태로 진행되
는 것이 결정된다. 마스터 제어 상태머신의 다음 상태가 현재의 상태와, ROM(22)으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및, 배럴시프터 출력포트(100)로부터 수신된 입력 배럴시프터로부터의 데이터를 기초로 결정된다. 마스터 
제어모듈은 매크로블록 리세트까지 모든 카운터를 리세팅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픽셀 카운터
(106)를 구동시키기 위한 클록이 제공된다. 또한, 마스터 제어모듈(110)은 허프만 코드워드와 에스케이프 
코드 워드와 관련된 실행길이를 처리하고 실행길이 카운터의 6비트 위치를 제공함과 더불어 디코더의 모
든 출력 논리부를 제어한다.

ESC-1 코드워드는 처리를 위해 2클록 사이클을 취한다. 제1클록 사이클에서는 상태 머신이 ESC-1 코드워
드의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를 인식하고, 배럴시프터의 8비트를 배출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제1클록 
사이클 동안에 제로 실행계수가 출력을 위해 파이프라인에서 래치된다. 이는 요구가 항상 인터럽션 없이 
매 클록 마다 발생되는 계수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제로 진폭계수가 항상 ESC-1 코드
워드와 관련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처리의 제2사이클은 코드워드의 진폭과 실행길이 필드를 수반
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인코더가 실행길이 제로의 수가 1이하이어야만 하는 ESC-1 코드워드의 6비트 필
드내에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실제적으로 디코더에 의한 ESC-1 의 처리가 자동으로 하나의 
제로 계수(실행계수)를 내보내는 사실에 기인한다.

제7도에 도시된 헤더 상태 머신(102)은 도입 직렬 데이터로부터의 헤더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상태 머
신으로, 블록 개시를 처리하기 이전에 각 슈퍼블록을 위해 헤더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동기화회로(16;제1
도참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 슈퍼블록에 대한 직렬 헤더정보가 이전의 슈퍼블록을 처리하는 동안에 
전송된다. 이는, 실제적으로 필요할때에 앞서서 헤더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을 보증하고, 인에이블될 경우 
도입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허프만 디코더를 허용한다. 디코더는 내부적으로 슈퍼블록 경계를 
기억함으로써 헤더정보의 다음 패킷을 언제 이용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양자화 논리프로세서(104)는 디코드된 데이터의 역양자화를 수행하는데, 이는 양자화 레벨 배럴스프터(제
2도)에 보내지는 시프트 양을 발생시킨다. 시프트 길이는 헤더상태 머신에 저장되는 양자화 레벨의 함수
로서 야기되어 픽셀의 위치가 처리된다. 픽셀위치는 픽셀 카운터(106)에 의해 발생된다. ESC-1 코드워드
의 실행길이 필드를 더함으로써 야기된다.

필셀 카운터는 2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첫째로, 어떤 픽셀이 8×8 블록에서 처리되는가를 기
억한다. 이러한 정보가 역 정규화를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양자화 레벨 프로세서(104)에 의해 요구된다. 
둘째로, 픽셀카운터가 8×8블록의 제1계수를 구비한 ICDT 회로(18)를 동기화시키는데 이용된다.

블록카운터(108)가 새로운 양자화 레벨(QLEVEL) 정보와 다음의 슈퍼블록을 처리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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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상태 머신에 저장된 PCM 블록 정보를 래치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헤더상태 머신에 저장된 PCM 블록
을 위한 현재의 블록과 상태워드에 따라 배럴시프터로부터 PCM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이용된다.

상태머신 출력 제어논리(122)는 입력 배럴시프터와 허프만 디코더의 ROM부로부터의 디코드된 계수의 데이
터 통로를 제어하고, 또한 마스터 제어모듈에서의 제어상태 결정에 이용된다. 상태머신 출력 제어논리는 
룩업 논리(112)와, 시프트 길이 논리(114), 양자화 레벨 지연논리(116), 멀티플렉서 선택논리(118) 및, 
에러논리(120)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제2도에 도시된 허프만 디코더의 출력논리(38)에서의 대응 
구성요소를 제어한다.

에러논리(120)는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에러를 검출한다. 허프만 디코더는 많은 양의 압축 데이터를 처
리하여 압축되지 않은 형태로 되돌려 확장시킨다. 따라서, 시스템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에러검출을 피
할 수 없게 된다. 양자화 레벨 배럴시프터로부터 발생된 에러와 상태머신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된 항목을 
결합시킴으로써 에러검출이 상태머신 출력 제어논리에서 야기된다.  에러를 검출함에 있어서, 에러논리
(120)는 에러가 발생된 매크로블록의 완성까지 에러를 포함하는 슈퍼블록에서의 데이터의 비디오 유지의 
결과인 HUFF_ERR 신호를 출력한다. 동기화회로(16; 제1도)는 에러가 이러한 경계를 지나서 전파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MB_RESET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허프만 디코더를 다시 개시시킨다.

상태머신으로부터 배럴시프터로 보내진 시프트 길이가 QL 프로세서(104)와 ROM 시프터 길이의 함수로서 
계산된다. 처리될 현재의 코드워드가 제8도의 매트릭스로부터의 일정한 허프만 코드워드이면, 이때 ROM 
시프트 길이는 배럴시프터로 직접 보내진다. 코드워드가 다중 룩업이면(예컨대, 10비트 보다 더 크면서 
특정 경우의 11비트 코드워드가 아님), 4의 시프트 길이가 상기한 실시예에서의 배럴시프터에 보내진다. 
배럴시프터는 4의 값에 1을 더하여 설계됨에 따라 전체 5비트가 시프트 출력된다. 코드워드는 ROM의 시프
트 길이 필드에서 15의 시프트 길이를 포함함으로써 다중 룩업 코드워드로서 확인된다. 코드워드가 부가
적인 룩업을 요구하는 한, 15의 값은 ROM 시프트 길이 필드로부터 계속 독출되게 된다. 15와 같지 않은 
값이 ROM 시프트 길이 필드로부터 독출될 경우 코드워드는 종결되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중룩업 워드
가 종료될 경우, 배럴시프터로 보내진 시프트  길이는 5비트가 코드워드를 위한 원래의 10비트 제1룩업으
로부터 시프트되지 않은 것을 계수하기 위해 5의 값을 더한 ROM 시프트 길이 필드로부터 독출된 시프트 
길이로 된다.

ROM(22)을 위해 발생된 어드레스가 ROM 출력 데이터의 함수 및 배럴시프터의 출력으로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ROM(22)은 2*2
n
 워드만의 저장 캐피시터를 필요로 하고, 여기서 n은 ROM을 통한 싱글 패스에서 처

리될 수 있는 비트의 최대 수(예컨대,10)이다. 또한, n은 ROM의 어드레스포트(84)에 의해 수용된 비트의 
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한 실시예에 있어서, ROM(22)은 2K ROM 이다.

허프만 코드워드가 다중 룩업이 아니면, 이때 ROM(22)에 대해 발생된 어드레스는 배럴시프터로 가지 않게 
된다. 허프만 코드워드가 다중 룩업이면, 어드레스는 배럴시프터로부터의 데이터와 ROM의 출력으로부터 
래치된 데이터의 조합으로 된다. 제1룩업상에서 10비트가 ROM을 어드레스하고, 어드레스 포트(84a)에 입
력되는 연속 비트가 제로로 된다. ROM으로부터 디코드된 워드가 비종료 코드워드를 가르킬 경우, 5비트가 
배럴시프터를 시프트 오프시키고, 배럴시프터로부터의 새로운 10비트 어드레스의 5개의 최하위비트(LSB)
가 ROM의 출력으로부터의 5개의 LSB와 결합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전의 룩업으로부터의 5개의 LSB가 
멀티플렉서(88)의 입력으로 되고, 멀티플렉서가 어드레스포트(84)의 5내지 9의 입력을 어드레스하도록 이
전의 ROM 룩업 동안의 ROM으로부터 래치된 피드백비트를 인가함으로써 무시된다. 동시에, 어드레스포트
(84a; 그리고 멀티플렉서(88))에 입력되는 연속 비트는 1로 세트된다. 이러한 처리가 코드워드 종료까지 
반복된다. 코드워드가 종료일 경우, 5를 더한 ROM의 시프트 길이 필드가 배럴시프터에 보내진다. 부가적
인 5비트는 포트(84)의 어드레스 입력 5 내지 9에 멀티플렉서가 피드백 비트를 입력할 경우 무시된 멀티
플렉서(88)의 입력에서 5비트를 계수한다.

제4도 및 제5도에 도시된 에스케이프 코드 프리픽스(60,70)를 포함하는 코드워드를 위한 진폭 데이터는 
직접 배럴시프터로 끌려지게 된다. 진폭 데이터는 먼저 MSB가 전송됨으로써 제2도에 도시된 양자화 레벨 
배럴시프터(28)를 통해 지나가는 것 없이 자동적으로 비정규화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비트 마스킹 처
리가 이용된다. 진폭 데이터가 양자화 레벨 프로세서(104)에 의해 발생된 현재의 양자화레벨에 따라 7개
의 LSB를 마스킹하는 것에 의해 발생된다. PCM 데이터가 배럴시프터로부터의 8비트 버스탭(31)을 매개로 
허프만 디코더의 출력 논리부(38)에 공급된다.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ROM을 이용한 허프만 코드워드의 디코딩의 다양한 예가 제6도를 참조해서 제공된
다. 제1예에 있어서, 제8도의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10비트 보다 적은 코드워드가 디코드된다. 이러한 코
드워드가 ROM을 통한 싱글 패스와 함께 처리된다. 예컨대, 실행길이 제로와 진폭 12를 갖춘 9비트 코드워
드가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ROM의 터미널(92)에서의 연속 비트가 제로로 세트되고, 제1룩업 
테이블(80)이 이용되는 것을 지시한다. 멀티플렉서(88)가 배럴시프터로부터 직접 어드레스포트(84)로 데
이터 비트를 결합하기 위해 세트된다. 배럴시프터로부터의 9비트 코드워드가 어드레스포트(84)의 어드레
스입력 0내지 8에 입력되어 제1룩업 테이블(80)에서의 위치를 직접 어드레스한다. 룩업 테이블은 4비트 
진폭 데이터와, 4비트 실행길이 데이터(모든 제로, 예컨대, 0000) 및, 9비트가 배럴시프터로부터 시프트
된 것을 가리키는 4비트 시프트 길이 데이터를 출력한다. ROM(22)으로부터 출력된 진폭과 실행길이 데이
터는 허프만 코드워드로 표현되는 변환계수를 얻기 위해 허프만 디코더(제2도)의 출력로직(38)에 의해 처
리된다.

다음 예는 14비트 허프만 코드워드의 디코딩을 설명한다. 코드워드의 수령에 있어서 최초 10비트가 어드
레스포트(84)의 어드레스 입력 0내지 9에 입력된다. 이러한 10비트는 15의 시프트 길이를 출력하는 제1룩
업 테이블(80)의 위치를 어드레스한다. 15의 시프트 길이 값은 다중 룩업이 이러한 코드워드에 필요로 되
는 상태머신을 가리킨다. 상태 머신은 제1클록 사이클 동안 시프트 길이 15값을 검출하고, 그에 응답하여 
5의 시프트 길이를 배럴시프터에 보낸다. 동일한 시간에서 멀티플렉서가 사이클에 대해 제로 실행 계수
(예컨대, 0000)를 출력하도록 마스터 제어 상태 머신(36)이 멀티플렉서(32)에 대해 출력 MUX 제어신호를 
가정한다(제2도). 이는 특정 코드워드를 처리하도록 1사이클 이상을 취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클
록의 각 사이클에서 하나의 계수를 발생시키기 위해 디코더를 인에이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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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머신으로부터 5의 실행길이를 수신함에 있어서, 배럴시프터(20)는 어드레스포트(84)의 어드레스 입
력 0 내지 4에 코드워드의 다음의 5비트를 로드한다. 동일한 시간에 코드워드 처리의 제1사이클 동안 제1
룩업 테이블(80)로부터 출력된 피드백 데이터(실제적 진폭 및 실행길이 데이터 대신)가 터미널(90)에 피
드백되어 어드레스포트(84)의 어드레스 입력 5내지 9에 멀티플렉서(88)를 매개로 입력된다. 멀티플렉서
(88)는 배럴시프터로부터 어드레스포트(84)로의 데이터 대신 피드백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터미널(92)
상의 연속 비트의 가정에 대응한다. 연속 비트는 ROM 룩업 테이블(80)로부터의 비트 출력이나 ROM으로부
터 출력된 시프트 길이가 15에 응답하는 상태 머신에 의해 발생된 비트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배럴시프터로부터의 4개의 새로운 비트(14비트 코드워드에서 나머지 4비트)와 5개의 피
드백 비트가 ROM의 제2룩업 테이블(82)을 어드레스하게 되고, 제2룩업 테이블(82)에 대한 억세스가 ROM의 
어드레스포트(84a)에 연속 비트의 입력에 의해 제공된다. 배럴시프터로부터의 4개의 새로운 비트와 어드
레스포트(84)에 입력되는 5개의 피드백 비트가 14비트 코드워드에 대한 적절한 진폭과 실행길이를 출력하
는 룩업 테이블(82)에서의 값을 지정하게 된다. 동시에 ROM은 2와 10사이의 유효한 시프트 길이를 출력하
고, 코드워드가 연속적으로 디코드되어 시스템이 다음의 코드워드의 처리를 개시하도록 리세트 될 수 있
는 상태 머신을 지시한다.

15비트 보다 더 큰 코드워드가 3개의 사이클에서 처리되는 바, 제1사이클은 제2사이클 동안 이용하기 위
한 제1룩업 테이블(80)로부터의 피드백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2사이클은 제3사이클 동안 이용하기 위한 
제2룩업 테이블(82)로부터 피드백 데이터를 출력하며, 제3사이클은 룩업 테이블(82)로부터의 코드워드에 
대한 실제적 진폭과 실행길이 데이터를 출력에서 결론지어진다. 각각의 첫 번째 2사이클 동안 상태 머신
은 멀티플렉서(32)를 통해 제로 실행 계수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 클록의 각 사이클에 대한 하나의 계수
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구가 만족되게 된다.

제9도는 코드워드 디코딩의 동작을 요약한 플로우챠트로서, 박스(150)에서 디코딩 처리가 개시되고, 박스
(152)에서 새로운 코드워드의 제1N코드워드 비트가 ROM 어드레스포트에 입력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특정 디코더 구현에 따라 N을 위해 어떠한 값이 선택되어도 적절하지만, N=10으로 한다.

첫 번째 10코드워드 비트에 응답하여 상기 실시예의 디코더는 제1룩업 테이블(80)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하
고, 시프트 길이 데이터를 포함한다. 코드워드가 10비트 보다 크지 않으면, 제1룩업 테이블로부터 출력되
는 시프트 길이(SHIFTLEN)가 2내지 10의 범위로 된다. 결국, 제1룩업 테이블은 박스(156)에서 지시한 바
와 같이 코드워드를 위한 실제적인 진폭과 실행길이 데이터를 출력하고, 디코더는 박스(158)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다음의 코드워드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된다. 이때 다음의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해 제어가 
박스(152)로 되돌아온다.

결국, 제1룩업 테이블로부터 출력된 SHIFTLEN은 2내지 10의 범위에 있지 않게 되고, SHIFTLEN 이 15와 같
은가의 여부에 따라 박스(160)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15의 시프트 길이는 코드워드가 길이에 있어 10비
트 보다 더 큰 것을 지시하고, ROM을 통한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 통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발생은 
박스(168)에서 하나에 대해 연속 비트를 세팅하는 것에 귀결되고, 제2룩업 테이블(82)이 이용되어야만 함
과 더불어 어드레스포트(84)의 어드레스입력 5내지 9에 피드백 데이터를 입력시키도록 멀티플렉서(88)를 
세팅하는 ROM을 지시한다. 이때 박스(170)에서 배럴시프터가 어드레스포트(84)의 어드레스 입력 0내지 4
에 새로운 데이터의 다음의 5비트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양을 시프트시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럴
시프터는 ROM을 통해 제2통로상의 5비트와 제2통로 후의 각각의 다음 통로에 대한 5비트에 의해 시프트된
다. 박스(172)에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동안 ROM으로부터 출력된 피드백 데이터는 ROM 어드레스포트에 
멀티플랙서(88)를 통해 입력된다. 배럴시프터로부터의 새로운 입력 데이터와 ROM으로부터의 피드백 데이
터는 ROM(22)에서의 새로운 위치를 어드레스하고, ROM으로부터의 결과적인 출력 데이터는 새로운 시프트 
길이를 포함한다. 동시에 제로 실행 계수는 박스(180)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상태 머신에 응답하여 멀티
플렉서(32)로부터 출력되게 된다. 이때 루틴이 박스(160)에서 되돌려 루프된다. 실행길이가 15와 동일하
면, 박스(160)가 다시 결정되고, 그와 같이 되면, 시프트 길이가 더 이상 15와 같지 않을때까지 연속적으
로 ROM을 통해 이어서 지나간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박스(162)는 시프트 길이가 11과 같으면 결정되
게 된다.

이와 같다면, 코드워드는 ROM의 바깥 측에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특정 11비트 코드워드의 하나이다. 이러
한 처리가 박스(174)에서  일어난다.

시프트 길이가 11과 같지 않으면, 시프트 길이가 12와 같은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박스(164)에서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이 되면, 이는 코드워드가 ESC-1 코드워드임을 의미하고, 박스(176)에 따라 처리된다. 만
약 시프트 길이가 12와 같지 않으면, 박스(166)는 시프트 길이가 13과 같으면 결정된다. 이와 같으면, 코
드워드가 ESC-2 코드워드임을 의미하고, 박스(178)에서 처리된다.

결국 시프트 길이는 11,12,13,15가 아니고, 시프트 길이가 2내지 10의 범위 내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박스(154)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며, 코드워드가 연속적으로 디코드되어지는 것을 지시한다. 이와 같이 가
정하면, 디코드된 데이터가 박스(156)에서 출력됨과 더불어 박스(158)에서 다음의 코드워드 처리가 개시
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변환계수를 복구하기 위한 가변 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를 제공
한다. 작은 ROM 크기가 작은(예컨대,1K)룩업 테이블에 의해 수용되는 다른 것 보다 더 큰 길이의 코드워
드를 처리하기 위한 피드백을 이용함으로써 제공된다. 코드워드가 소정 수의 비트 보다 더 적으면, 이는 
1클록 사이클내에서 디코드된다. 코드워드가 소정 수의 비트 보다 더 길면, 클록 사이클 이상에서 처리되
게 된다. 코드워드를 디코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여분의 클록 사이클에 대해 제로와 동일한 실행계수가 
출력됨으로써 하나의 계수가 각 클록 사이클에 대해 발생된다. 이는 실시간 비디오율에서 코드워드를 처
리하기 위해 디코더를 인에이블시틴다.

한편, 본 발명은 특정 예에 대해서만 설명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발명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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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비트 어드레스포트와, 진폭과 실행길이 및 다른 코드워드를 위한 제1제어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제1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위치 및, 제2카테고리로부터 코드워드의 부분을 위한 피드백 및 제2제어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제2 어드레스 가능메모리 위치를 갖춘 메모리수단과;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터
를 출력하도록 상기 메모리를 어드레싱하기 위한 상기 어드레스포트에 코드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상기 제1
카테고리로부터의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피드백 및 제2제어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상기 메모리
를 어드레싱하기 위해 상기 어드레스포트에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제1n비트 부분을 입력시키고, (ⅰ)적
어도 하나의 부가적 부분이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남아있을 때 다음의 입력 사이클에 사용하기 위
한 피드백 및 제2제어데이터를 출력하고, (ⅱ)부가적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
드를 위한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상기 메모리를 어드레싱하기 위해 n비트 이하
의 어드레스를 함께 제공되면서 상기 제2제어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피드백 데이터와 함께 상기 어드레
스포트에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다음 부분을 주기적으로 입력시킴으로써 상기 제2카테고리로부터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및;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데이터의 출력으로 귀결되지 않는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각 부분을 위한 실행계수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제2제어데이터에 응답하는 수단
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코드워드가 소정의 다른 코드워드의 프리픽스인 것이 없는 특성을 갖추고, 상기 
코드워드의 제1카테고리가 n비트 보다 더 크지 않은 길이를 갖추면서 상기 코드워드의 제2카테고리가 n비
트 보다 더 큰 길이를 갖추고서, 변환계수를 복구하기 위해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ⅰ)진폭계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진폭과 실행길이 및 제1제어 데이터와 (ⅱ) 실행계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피드백과 제2제어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것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동안에 연속적인 클록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수단과 상기 제1 및 제1카테고리 코드워드 디
코딩수단에 클록신호를 제공하도록 결합된 클록수단을 더 갖추고, 계수가 모든 클록 사이클에 대한 가변
길이 코드워드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 디코딩수단이,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대응 부분을 수신하
는 다수의 나머지 어드레스포트 입력과 함께 상기 입력에 코드워드 데이터를 입력하는 대신에 소정의 다
수의 어드레스포트 입력에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상기 제2제어데
이터에 응답하는 멀티플렉서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
드 디코더.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데이터가 n/2의 비트길이를 갖추고,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대응 부
분이 n/2보다 크지 않은 비트 길이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
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진폭과 실행길이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수단내에 제공되지 않는 특정 경우의 코드워드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특정 경우의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해 상기 검출수단에 응답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수단이 실질적으로 2×2
n
과 동일한 저장 캐피시티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상기 다음의 부분이 코드워드내의 남이 있는 처리되지 않
은 비트수나 n/2보다 더 작은 비트길이를 갖추고, 상기 피드백 데이터가 n/2의 비트 길이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수단이, 상기 제1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1위치에서의 어드
레스 가능 메모리위치와,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제1n비트 부분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위치에서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위치를 포함하는 제1룩업 테이블과;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1위치에서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위치와, 상기 제2카테고리 코드워드의 다음의 부분에 대응하는 다수
의 제2위치에서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위치를 포함하는 제2룩업 테이블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수단이 상기 제1룩업 테이블 또는 제2룩업 테이블중 어느 하나를 어드레스하
도록 상기 n비트 어드레스포트에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제어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부가적인 
어드레스포트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17-12

1019930004646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룩업 테이블이 각각 실질적으로 2
n
워드의 저장 캐패시티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11 

제11항의 있어서, 상기 코드워드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과, 상기n비트 어드레스포트에 코드워드와 그 부분
을 출력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제어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시프트 길이 정보에 응답하는 수단을 갖춘 배
럴시프터를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새로운 코드워드의 디코딩을 초기화하기 위한 상기 시프트 길이 정보에 응답하는 수단
을 더 구비하여, 상기 시프트 길이 정보가 코드워드의 디코딩이 완성되었는가를 지시하도록 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워드가 이산 코사인 변환계수로부터 추출된 허프만 코드워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시스템용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더.

청구항 14 

길이가 n비트 보다 더 크지 않은 제1코드워드나 길이가 n비트를 초과하는 제2코드워드의 제1n비트까지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제1룩업  테이블과, p비트의 피드백 데이터와 m비트 또는 제2코드워드의 더 작은 
부분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제2룩업 테이블로 구성되면서 p+m≤n과 상기 m비트 또는 더 작은 부분이 상
기 제2코드워드의 제1n비트에 따르고, 상기 제1룩업 테이블이 상기 제1코드워드에 대응하는 진폭 및 실행
길이 데이터와, 초기 n비트나 상기 제2코드워드의 더작은 부분에 대응하는 피드백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
기 제2룩업 테이블이 마지막 m비트나 상기 제2코드워드의 더 작은 부분에 대응하는 진폭 및  실행길이 데
이터와, 상기 초기 및 마지막 부분 사이 이외의 상기 제2코드워드의 소정의 비트 부분에 대응하는 피드백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딩용 피드백 메모리.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코드워드 및 피드백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n비트 어드레스포트와, 상기 제1룩업 테이
블이나 상기 제2룩업 테이블을 어드레스하도록 상기 어드레스포트를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코드워드 디코딩용 피드백 메모리.

청구항 16 

단일 클록 사이클에서 길이가 n비트까지의 제1코드워드를 디코딩하는 단계와, 클록 사이클의 다수의 p에
서 길이가 n비트 보다 더 크면서 적어도 p-1의 실행길이를 갖춘 사건을 표현하는 제2코드워드를 디코딩하
는 단계와, 특정 에스케이프 코드를 구비한 제로 실행길이의 사건을 표현하는 제3코드워드를 식별하는 단
계 및, 상기 특정 에스케이프 코드의 검출에 응답하여 하나의 클록 사이클에서 상기 제3코드워드를 디코
딩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 실행길이의 사건을 표현하는 코드워드를 포함하는 다수
의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코드워드가 대응하는 진폭 및 실행길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룩업 테이
블을 이용하여 디코드되고, 상기 제3코드워드가 기준 없이 진폭데이터를 상기 룩업 테이블에 직접 출력함
으로써 디코드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 실행길이의 사건을 표현하는 코드워드를 포함하는 다수
의 가변길이 코드워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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