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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타를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2진 엔트로피 부호기 및 복호기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제2a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제2b도는 본 발명에 의한 부호화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제2c도는 병렬로 문맥상자를 처리하는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제2d도는 병렬로 확률클래스를 처리하는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럭도이
다.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논 인터리브(non-interleaved) 부호열을 예시한 예시도이다.

제4도는 예시적인 데이타 세트로부터 유도된 것과 같은 인터리브 부호열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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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본 발명에 의한 R코더(coder)용 확률추정표와 비트열 발생기의 일실시예이다.

제6도는 본 발명의 부호기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7도는 본 발명의 비트 발생기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8도는 본 발명에 의한 재정돈(reorder)장치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9도는 본 발명의 실행계수 재정돈 장치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실행계수 재정돈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1도는 본 발명의 비트팩킹 장치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팩킹 논리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3도는 본 발명의 부호기 비트 발생기의 블럭도이다.

제14a도는 본 발명의 복호화 시스템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4b도는 본 발명의 복호기의 블럭도이다.

제14c도는 본 발명의 FIFO 구조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5a도는 본 발명의 복호화 파이프라인의 일실시예이다.

제15b도는 본 발명의 복호기의 일실시예이다.

제16a도는 본 발명의 쉬프트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6b도는 본 발명의 쉬프트의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17도는 외부 문맥 모델을 구비한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제18도는 외부 문맥 모델을 구비한 다른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제19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복호기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0도는 별도의 비트 발생기를 갖는 부호기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1도는 본 발명의 비트 발생기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2도는 본 발명의 긴 실행장치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3도는 본 발명의 짧은 실행장치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4도는 본 발명의 초기화 및 제어 논리의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5도는 스누퍼복호기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재정돈하는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6도는 재배열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7도는 합병큐(merged queue)를 이용한 재배열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제28도는 본 발명을 이용한 고대역폭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제29도는 본 발명을 이용한 대역폭 매칭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제30도는 본 발명을 이용한 대역폭 매칭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제31도는 본 발명에 의한 부호화된 데이타 메모리의 일실시예이다.

제32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의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출원은 1993년 2월 10에 출원된 미국출원 08/016,035 "Method And Apparatus For Parallel Decoding 
and Encoding of data"의 일부 계속 출원인, 1993년 12월 23일에 출원된 미국출원 08/172,646 "Method 
And Apparatus For Parallel Encoding and Decoding of Data"의 일부 계속 출원이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의 데이타 압축 및 복원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압축 및 복원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타
를 병렬로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오늘날, 데이타 압축은 특히 많은 양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폭넓게 이용된다. 선행기술로 많은 
다른 데이타 압축기술이 존재한다. 압축기술은 손실코딩과 무손실코딩의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할 수 있
다. 손실코딩은 정보의 손실을 일으키고, 원 데이타의 완벽한 재구성을 보장하지 않는 코딩을 뜻한다. 무
손실 압축에서는, 모든 정보가 보존되고, 그 데이타는 완벽한 재구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압축된다.

무손실압축에 있어서, 입력 기호들은 출력부호어로 변환된다. 만일 성공적으로 압축된다면, 상기 부호어
는  입력기호의  수보다  적은  비트로  표시된다.  부손실코딩방법은  사전적인  방식의  코딩(예를  들어, 
Lempel-Ziv), 실행길이부호화, 계수상의 코딩, 그리고 엔트로피 코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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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코딩은 알려졌거나 추정된 기호확률을 이용하여 엔트로피 한계에 근사하게 데이타의 압축을 시
도하는 무손실코딩방법으로 구성된다. 엔트로피 부호는 호프만(huffman)부호, 산술부호, 및 2진 엔트로피 
부호를 포함한다. 2진 엔트로피 부호는 오직 2진(예/아니오)결정에서만 작동하는, 흔히 최대 가능 기호
(MPS)와 최소가능기호(LPS)로 표현되는 무손실 부호이다. 2진 엔트로피 부호의 예로서는 IBM의 Q-부호와 
B-부호로 불려지는 부호를 들 수 있다. B-부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1993년 12월 21일 J. D. Allen에 
부여된 미국특허 5,272,478  "엔트로피 코팅방법 및 장치"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정보는 
1993년 3월 30일 미국유타주의 Snowbird에서 열린 Proc. Data COMPRESSION CONFERENCE에서 M.J.Gormish 
및 J.D.All의 "FINITE STATE MACHINT BINARY CODING"에도 개시되어 있다. B-부호는 압축하기 위해 유한 
상태의 장치를 사용하는 2진 엔트로피 부호이다.

제1도는 종래의 2진 엔트로피 부호를 이용한 압축 및 복원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부호화하기 위
해, 데이타가 물맥모델(CM)(101)에 입력된다. CM(101)은 입력되는 데이타를 2진 결정의 집합 또는 열로 
변환시키고, 각 결정에 대한 문맥상자를 제공한다. 2진 결정의 순서와 그들과 연관된 문맥 상자 모두는 
CM(101)으로부터 확률추정모듈(PEM)(102)로 출력된다. PEM(102)은 각 문맥상자를 수신하고 각 2진 결정을 
위해 확률추정을 생성한다. 실제 확률추정은 일반적으로 P 클래스로 불려지는 클래스로 표현한다. 각 P 
클래스는 확률의 범위로 사용된다. PEM(102)은 또한 2진 결정(결과)이 그것의 보다 가능한 상태가 있는지 
여부(즉, 그 결정이 MPS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비트열 발생기(BG)모듈(103)은 확률추정(즉, 
P 클래스) 및 2진 결정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을 입력으로써 수신한다. 그 결과로, BG 모듈(103)은 
원래 입력데이타를 나타내고 제로 또는 더 많은 비트로 출력하는 압축된 데이타열을 만든다.

복호화하기 위하여, CN(104)은 PEM(105)으로 문맥상자를 제공하고, PEM(105)은 문맥상자에 근거한 확률클
래스(P클래스)를 BG 모듈(106)로 제공한다. BG 모듈(106)은 확률클래스를 수신하도록 연결된다. 확률클래
스와 압축된 데이타를 입력받은 BG 모듈(106)은 2진결정(즉, 사건)이 그것의 가장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를 되보낸다. PEM(105)은 그 비트를 수신하고, 그 수신된 비트에 근거하여 확률추정
을 갱신하고, 그 결과를 CM(104)에 보낸다. CM(104)은 상기 귀환된 비트를 수신한다. 그리고 그 귀환된 
비트를 사용하여 원데이타를 생성하고, 다음 2진결정을 위해 문맥상자를 갱신한다.

IBM의 Q-부호와 B-부호 같은 2진 엔트로피코드를 사용하는 복호기가 같은 문제점은 하드웨어로 실행되었
을 때 조차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그 운용은 큰 하나의 느림 궤환루프를 필요로 한다. 복호화과정을 다
시 설명하면, 문맥모델(CM)은 문맥을 만들기 위해 문맥을 이용한다. 비트열 발생기는 다음 비트가 가능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확률클래스와  압축된  데이타를  이용한다.  확률추정모듈은 가능
(likely)/불가능(unlikely)  결과를  이용하여  결과비트를  생산하고,  문맥상자에  대한  확률추정을 

갱신한다. 문맥모델은 상기 결과비트를 이용하여 과거데이타의 기록을 갱신한다. 상기 모든 단계는 단일
비트의 복호화를 위해 요구된다. 문맥 모델은 다음 문맥을 제공하기 전에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하여 결
과 비트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비트의 복호화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다음 비트를 복호화하기 전에 궤환루프가 완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압축된 데이타를 복호화하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번에 하나 이상의 비트 또는 부호어를 복호화하
는 것이 좋다.

2진 엔트로피 부호를 이용한 복호기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변길이 데이타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스템에 있어서, 복호화될 부호어들은 다양한 길이를 가진다. 선택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은 가
변길이 부호(부호화되지 않은 데이타)를 부호화한다. 가변길이 데이타를 처리할 때, 부호화 또는 복호화
동작을 위한 정확한 다음 데이타를 제공하도록 비트레벨로 데이타를 쉬프트할 필요가 있다.

데이타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비트레벨조작은 가격이 많이 소요되고 및/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느
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종래의 시스템은 이 쉬프트가 시간 임계궤환 루프내에서 행하여지는 것
을 요하기 때문에 복호기의 성능을 제한한다.

또한, 임계시간 루프로부터 데이타열의 비트 레벨조작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이익적일 것이며, 그래서 속
도를 높이기 위해 병렬화는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무손실 압축/복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병렬로 데이타를 부호화하고 복호
화하는 실시간 부호기와 실시간 복호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한 부호기와 복호기는 고속 및 저렴한 
비용의 하드웨어에서 실시간 부호화와 실시간 복호화 모두를 이행하는 균형있는 병렬엔트로피시스템을 만
든다.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타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한다. 본 발명은 부호기에 의해 생성
되는 정보를 복호화하는 복호기를 갖는 압축시스템에 사용하는 부호기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한 부호
기는 데이타에 응답하여 부호어정보를 생산하는 부호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부호기는 부호로부터의 부호
어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부호화된 데이타열을 발생하는 재정돈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재정돈장치는 복호
화순서로  부호어를  배열하는  실행계수  재정돈장치와,  가변길이  부호어를  합하여  고정길이 인터리브어
(interleaved word)로 하고, 그 고정길리 인터리브어를 복호기가 요구하는 순서로 출력하는 비트팩장치를 
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데이타를 병렬로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음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수의 비트, 부호기의 수, 특정한 확률, 데이타의 
종류등과 같은 여러 가지 특정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이들 특정항목이 없더라도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할 것이다. 또한, 잘 알려진 회로는 본 발명이 불명료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부도 보다 블럭형
태로 나타내었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의 몇몇 부분은 컴퓨터메모리내의 데이타 비트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알고리즘과 기호
표시로 설명된다. 이들 알고리즘 설명과 표시는 그 기술에 숙련된 다름 사람들에게 그 작업의 요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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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데이타 처리기술에 있어서 숙련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알고리즘
은 여기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일관성 있는 순서의 단계들로 표현된다. 그 단계들
은 물리적인 양의 조작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양들은 저장, 전송, 병합, 비교 
기타 조작이 가능한 전기적 또는 자기적 신호의 형태를 취한다. 이들 신호들을 비트, 값, 원소, 기호, 문
자, 용어, 수, 또는 비슷한 것들이라고 호칭함은 통상의 습관상의 이유로 때때로 편리함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 유사한 용어들이 적절한 물리적 량들과 연결된 것이고, 이들 량에 적용된 편리한 
표시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본 발명을 통하여 "처리하는", "연산하는", "계산
하는", "판단하는", "표시하는", 또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레지스터내에서 물리적(전
자적)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타를 조작하고, 이들을 컴퓨터 시스템의 기억장치 또는 레지스터 또는 다른 
정보저장장치 또는 전송 및 표시장치내에서 물리적인 수치로 표시되는 다른 데이타로 변환시키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유사한 전기적 연산장치의 동작과 처리를 의미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조작을 수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장치는 바라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구축
되거나,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재배열된 범용컴퓨터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알고리즘과 디스플레이들은 어떤 특정한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들과 본래
부터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일번적인 용도의 기계들은 여기서 가르키는 바에 따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거나 또는 요구되는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특별한 장치로 쉽게 구축되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갖가지 이 기계들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는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본 발명의 
관점을 이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병렬 엔트로피 부호화]

본 발명은 병렬 엔트로피 부호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부호기와 복호기를 포함한다. 이 실시
예에서, 상기 부호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타의 부호화를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일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복호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타의 복호화를 수행한다. 동시에, 실시간 부호기와 실시간 복호기가 균형있는 
부호화시스템을 형성한다.

본 발명은 병렬로 부호화된 데이타를 무손실로 복호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데이타는 다수의 복
호화 자원을 이용하여 병렬로 복호화된다. 다수의 복호화 자원들 각각에 복호화될 데이타열로부터 데이타
(예, 부호어)가 할당된다. 데이타열의 배정은 복호화 자원들이 데이타를 동시에 복호화하는 도중에 발생
함으로써, 데이타열을 병렬로 복호화한다. 복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데이타의 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타열이 정돈된다. 이것을 데이타열의 병렬화라고 한다. 데이타의 정돈은 각 
복호화 자원이 어떤 또는 모든 부호화된 데이타를 문맥 모델로부터 궤환을 기다리지 않고 복호화할 수 있
게 된다.

제2a도는 종래의 느린 궤환루프가 없는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 시스템을 예시한 것이다. 입력버퍼(204)는 
부호화된 데이타(즉, 부호어)와 복호기(205)로부터 궤환신호를 수신하고, 미리 결정된 순서(예를 들어, 
문맥상자순서)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본 발명의 복호기(205)로 공급하며 복호기(205)는 부호화된 데
이타를 복호화 한다. 못호기(205)는 여러 복호기들(예, 205A, 205B, 205C 등)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복호기 205A, 205B, 205C 등 각각은 문맥의 그룹에 대한 데이타가 제공된다. 복호기(20
5)내의 각 복호기에는 입력버퍼(204)로부터 문맥의 그룹내의 모든 문맥상자에 대한 부호화된 데이타가 공
급된다. 이 데이타를 이용하여 각 복호기 205A, 205B, 205C 등은 자신의 문맥상자 그룹에 대한 복호화된 
데이타를 생성한다. 상기 문맥모델은 문맥상자의 특정그룹과 부호화된 데이타를 연관하도록 할 필요는 없
다.

부호화된 데이타는 복호기(205)에 의하여 복호화된 데이타 저장장치(207)(예, 207A, 207B, 207C 등)로 전
송된다. 복호화된 데이타 저장장치(207)는 부호화되지도 복호화되지도 않은 데이타가 아닌 실행계수와 같
은 중간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서, 복호화된 데이타 저장장치(207)는 
엔트로피 부호화된 것이 아닌 압축형식으로 데이타를 저장한다.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문맥모델(206)은  궤환신호에  답하여  복호화된  데이타  저장장치(207)(즉,  207A, 
207B, 207C 등)로부터 앞서 복호화된 데이타를 수신하도록 연결되고, 이 데이타를 복호화된 데이타 저장
장치(207)로 보낸다. 따라서 두 개의 독립적인 궤환루프, 즉, 첫번째는 복호기(205)와 입력버퍼(204) 사
이에 그리고 두번째 것은 문맥모듈(206)과 복호화된 데이타 저장장치(207) 사이에 존재한다. 큰 궤환루프
가 제거되기 때문에, 복호기(205)의 복호기들(예, 205A, 205B, 205C 등)은 이들이 입력버퍼(204)로부터 
수신되자마자 연관된 부호어를 복호화할 수 있다.

문맥모듈은  부호화시스템의  기억장치부를  제공하고  메모리에  따라  데이타  집합(예,  화상)을  다른 
범주(예, 문맥상자들)로 나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문맥상자들은 독립적으로 정렬된 데이타 집합
으로 여겨진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문맥상자의 각 그룹은 확률추정모델을 가지고, 각 문맥상자는 자신의 
상태(확률추정모델로 분배된)를 가진다. 그리하여, 각 문맥상자는 다른 확률추정 모델 그리고/또는 비트-
열 발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타는 정렬되거나, 병렬화되고 데이타열로부터의 데이타는 복호화를 위해 개개의 부호기로 
배정된다.

[전형적인 엔트로피 부호화 모델에 병렬화를 추가]

데이타열을 병렬화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타는 문맥, 확률, 타일링(tiling), 부호어순서(부호어들에 근거
한)등 중 어느 것에 따라 분할될 수 있다. 부호화된 데이타열의 재정돈은 병렬화나, 데이타를 병렬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또는 어떤 다른 점에서의 확률과 독립적이다. 문맥모델(CM)에 의해 분화된 데이타에 의
해 공급된 본 발명의 부호화 시스템의 병렬부호기 부분이 제2b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2b도에서, 문맥의존 병렬부호기부는 문맥모델(CM)(214)과, 확률추정모듈(PEMs)(215-217)와, 비트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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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BGs)(218-220)를 포함한다. CM(214)은 부호화된 입력데이타를 수신하도록 연결된다. CM(214)은 또한 
PEMs(215-217)와 연결된다. PEMs(215-217)은 또한 BGs(218-220)와 각각 연결되고, 상기 BGs(218-220)는 
부호열 1, 2, 3을 각각 출력한다. PEM과 BG쌍 각각은 부호기를 포함한다. 그래서, 병렬부호기는 세 개의 
부호기로 보여진다. 비록 세 개의 병렬부호기만 도시되어 있으나 어떤 수의 부호기들도 사용될 수 있다.

CM(214)은 통상의 CM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타열을 다른 문맥상자들로 분할하고 다수의 열을 병렬 하드웨
어 부호화자원으로 보낸다. 개개의 문맥들 또는 문맥그룹들은 별도의 확률추정기(PEMs)(215-217)와 비트 
발생기(BGs)(218-219)로 보내진다. BGs(218-220) 각각은 부호화된 데이타 열을 출력한다.

제2c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 시스템의 복호기의 일실시예에 관한 블럭도이다. 제2c도에서, 문맥의존 
병렬복호기는 BGs(221-223)와 PEMs(224-226)와, CM(227)로 구성된다. 부호열 1-3은 각각 BGs(221-223)로 
연결된다. BGs(221-223)는 또한 PEMs(224-225)에 각각 연결되고, PEMs(224-226)는 재구성된 입력데이타를 
출력하는 CM(227)과 연결된다. 상기 입력데이타는 부호열 1-3으로 나타난 여러개의 부호열로부터 온다. 
각각의 PEM과  BG에 하나의 부호열이 할당된다. 각각의 BG(221-223)는 2진결정이 보다 가능성이 있는 상
태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를 되보내고, 그 PEMs(224-226)는 복호화된 비트(예, 2진결정)를 되보
낸다.  PEMs(224-226)의  각각은 부호가 입력부호열로부터 데이타열을 만드는 것임을 나타내는 BGs(221-
223) 중 하나와 연관된다. CM(227)은 비트열 발생기로부터 복호화된 비트를 적절한 순서로 선택하여 복호
화된 데이타열을 생성하고 이에 의해 원데이타를 재생한다. 이와 같이 CM(227)은 적절한 PEM과 BG로부터 
복원된 데이타 비트를 얻고, 사실상 원 순서로 데이타를 재정돈한다. 이 설계의 제어는 데이타열의 역방
향으로 흐르는 것이 주목된다. BG 및 PEM은 CM(227)이 이 데이타를 필요로 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비트를 
앞에 유지시키면서 데이타를 복호화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CM(227)은 한 BG와 PEM으로부터 비트를 요
청(수신이 아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요청된 비트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BGs와 PEMs로부터 하나 
이상의 비트를 요청할 수 있다.

제2c도에 보여준 구성은 PEM과 BG를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IBM Q-부호기는 견고하게 연결
된 PEM과 BG를 갖는 부호기의 좋은 예이다. 이들 사이의 국부궤환루프는 시스템 성능에 근본적인 제약을 
주지는 않는다.

다른 설계에서, PEM은 데이타를 미분하여 그것을 병렬 BG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PEM과 CM이 있을 수 있고, BG는 복제된다. 적응적 호프만(HUFFMAN) 부호화와 한정상
태기계 부호화가 이 방식으로 사용된다.

데이타를 미분하고 이를 병렬 BG로 전송하기 위해 PEM을 사용하는 유사한 복호화시스템이 제2d도에 도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확률 클래스는 병렬로 처리되고, 각 비트 열 발생기는 특정 확률클래스로 할당되
고 그 결과의 지식을 수신한다. 제2d도에서, 부호화된 데이타열 1-3은 다수의 비트열 발생기(예, BG232, 
BG233, BG234 등)중의 하나에 수신되도록 연결된다. 각 비트열 발생기는 PEM(235)과 연결된다. PEM(235)
는 또한 CM(236)과 연결된다. 이 구성에서, 각 비트열 발생기는 부호화된 데이타를 복호화하고, 그 복호
화의 결과가 PEM(235)(CM 236 대신에)에 의해 선택된다. 각 비트열 발생기는 하나의 확률클래스와 연관된 
출처(즉,  부호화된  데이타가  어떤  문맥상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로부터  부호화된  데이타를  수신한다. 
PEM(235)은 확률클래스를 이용하여 비트열 발생기를 선택한다. 그 확률클래스는 CM(236)에 의해 제공된 
문맥상자에 의해 지배된다. 이 방법에서, 복호화된 데이타는 병렬로 확률클래스를 처리함에 의해 만들어
진다. 다수의 실행이 본 발명의 병렬복호화시스템에 대하여 존재한다. 일 실시예에서, 다중 문맥상자에 
부합되는 부호화된 데이타열이 여러 부호기들의 요구에 의해 정돈된 한 열로 삽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데이타는 그 데이타가 하나의 열내의 복호기내로 전달되더라도 각 부
호기에 데이타가 계속하여 공급되도록 정렬된다.

본 발명은 화상데이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데이타에 동작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적회로로 싸게 복
제될 수 있는 소형의 간단한 부호기를 이용함으로써 부호화된 데이타가 병렬로 신속히 복호화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또는 ASIC(a standard cell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칩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에 부호기를 부여할 수 있다. 병렬 간단한 비트열 발생기를 
조합함으로써 부호화된 데이타의 복호화가 종래 복호기의 속도를 초과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며, 반면 압
축효과는 종래 복호화시스템과 같거나 이를 능가하는 것이다.

[다중 데이타열의 채널 정돈]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이한 설계쟁점과 문제가 있다. 이들 중 몇몇에 대하여 언급한
다. 그러나, 제2b도, 제2c도 그리고 제2d도에서 보여 주는 실시예들은 다중부호열을 사용한다. 이 실시예
를 적용시킬 수 있는 병렬채널을 구비한 시스템을 예상할 수 있는데 다중 전화선, 디스크드라이브의 다중
헤드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몇몇 응용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채널이 이용가능하거나 편리하다. 실제로, 다중채널이 요구되면 개개
의 부호열의 버스트(bursty) 특성 때문에, 대역폭의 이용이 빈약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부호열은 연쇄되고, 복호기로 끊임없이 전송된다. 프리페이스헤드는 각 열의 최초 비트위
치를 가르키는 포인터들을 포함한다. 제3도는 이 데이타의 배열의 일예를 나타낸다. 제3도에서, 세 개의 
포인터(301-303)가 각각 부호열 1, 2, 3의 연관된 부호에 있어서의 시작위치를 가르킨다. 완전히 압축된 
데이타 파일은 버퍼에서 복호기에 이용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부호어는 적절한 포인터를 통해, 적절한 위
치로 재검색된다. 그후 포인터는 그 부호열의 다음 부호어로 업 데이트된다.

이 방법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전체 부호화된 프레임이 복호기 및 부호기에 저장될 필요가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실시간 시스템 또는 보다 버스트가 적은 데이타 흐름이 요구된다면 두 개의 프레임 버퍼는 부
호기와 복호기 모두에서 뱅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부호어 순서의 데이타 순서]

복호기는 주어진 결정된 순서로 부호어를 복호화함이 주목된다. 병렬코딩에서, 부호열에 대한 요청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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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이다. 그래서, 병렬부호열로부터의 부호어가 부호기에서 오른쪽 정렬순서로 삽입될 수 있다면, 단
일 부호열은 충분할 것이다. 부호어는 실시간 기준(just-in-time basis)으로 동일한 순서로 복호기에 보
내진다.

부호기에서, 복호기의 모델은 부호어 순서를 결정하고, 단일열로 부호어를 묶는다. 이 모델은 실제 복호
기일 수 있다.

병렬복호화 요소로 데이타를 송부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은 데이타가 가변 길이일 때 발생한다. 가변길이
의 부호어의 열을 분해하는 것은 비트 쉬프트를 사용하여 부호어를 정렬할 것을 필요로 한다. 비트 쉬프
트는 하드웨어에서 수행시 비싸거나/그리고 느린 경우가 많다. 비트 쉬프트제어는 특정한 부호어의 크기
에 의존한다. 이 제어 궤환루프는 가변길이 쉬프팅이 빠르게 이행되는 것을 막는다. 만일 그 열의 분해처
리가 다중 복호기를 따라 잡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는 단일 비트 쉬프트에서 이행된다면 단일열을 가진 다
중 복호기의 장점은 실현될 수 없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해결책은 부호화된 데이타를 병렬부호로 분배하는 문제점을 복호화를 위한 가변길
이부호어의 배정으로부터 분리한다. 각 독립적인 부호열에서의 부호어는 인터리브어(interleaved words)
로 불려지는 고정길이어로 패킹된다. 그 채널의 복호기 끝에서 이 인터리브어들은 빠른 하드웨어 데이타
선과 간단한 제어회로를 갖는 병렬복호기장치로 분배될 수 있다. 하나의 부호어를 완성하기에 충분한 최
소의 비트가 각 인터리브어에 포함되도록 인터리브어의 길이가 최대 부호어 길이보다 더 긴 것이 편리하
다. 그 인터리브어는 부호어의 전부와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제4도는 병렬부호어 열집합의 예를 인터리
브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단어들은 복호기에서의 요구에 따라 인터리브된다. 각 독립적인 복호기는 전체 인터리브어(삽입어)를 
수신한다. 그 비트 쉬프팅동작은 시스템의 병렬을 지속하면서 각 부호기에서 국부적으로 행해진다. 제4도
에서 각 인터리브어안의 첫 부호어가 집합(set)에서 가장 최소로 유지하는 부호어임을 주목하라. 예를들
어, 첫번째 삽입된 단어는 부호열 1로부터 오고 최저의 부호어로  시작한다(즉, 1번). 이것은 부호열 2에
서 첫번에 삽입된 어에 의해 후속된 후 부호열 3에서 첫번째 삽입될 어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미 정돈된 
인터리브어에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는 다음 최저 부호어는 7번이다.

그러므로, 그 열에서 다음 단어는 부호열 2의 두번째 인터리브어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연속세트의 인터리브어(예, 열 1에서 부호어 8번으로 시작하는 부호어, 열 2에서 부호
어 7번으로 시작하는 부호어, 열 3에서 부호어 11로 시작하는 부호어)가 인터리브 부호열로 삽입되는 순
서는 앞의 인터리브어 세트의 첫번째 부호어에 근거한다(예, 열에서 부호어 1번으로 시작하는 부호어, 열 
2에서 부호어 2번으로 시작하는 부호어, 열 3에서 부호어 4번으로 시작하는 부호어). 그리고, 첫부호열을 
최저수로 가진 인터리브어로부터 첫부호어를 최고수로 가진 인터리브어로 정돈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호어 1번으로 시작하는 인터리브어가 첫번이기 때문에, 열 1번에서 다음 인터리브어는 인터리브열로 삽
입되는 인터리브어 두번째 그룹의 첫번째이며 그후 열 2에서의 다음 인터리브어에 의해 이어지고, 열 3에
서 다음 인터리브어로 이어지는 인터리브어의 두번째 그룹이 인터리브열로 삽입된 후에 열 2에서 다음 인
터리브어가 그 열에서 삽입되는 다음 인터리브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부호어 7번이 두번째 인터리브어 
그룹에서 최저단어이기 때문이다(열 1에서 부호어 8로 이어지고, 열 3에서 부호어 11로 이어지는).

데이타열을 위한 모델러로써 실제 복호기를 사용함은 모든 설계선택을 설명하고 인터리브어생성을 지연한
다. 어쨋든 부호기와 복호기 모두를 갖는 이중 시스템에 대하여는 대단한 비용은 아니다. 이는 결정성 순
서에서 소요되는 어떠한 병렬세트의 가변길이 데이타 언어로 일반화될 수 있다.

[병렬 복호화를 위한 부호 및 비트-열 발생기의 종류]

본 발명은 병렬로 복제되는 비트열 발생요소로써 Q-부호기 또는 B-부호기 같은 이미 존재하는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호 및 부호기들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여 사용된 부호기들과 
이들에 연관된 부호들이 간단한 부호기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Q-부호기에 의하여 사용되는 산술부호, 또는 B-부호기에 의하여 사용되는 다중상태 부
호같은 복잡한 부호대신에 간단한 부호를 갖는 비트열 발생기의 사용이 더 이익이다. 간단한 부호는 복잡
한 부호보다 하드웨어 수행이 훨씬 빠르고 간단하며, 실리콘을 덜 필요로 하는 잇점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잇점은 부호화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양의 상태 정보를 사용하는 부
호는 모든 확률에 대하여 완벽하게 샤논 엔트로피 한계에 이를 수 없다. 단일 비트-열 발생기가 다중 확
률이나 문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분야에서 알려진 하드웨어 구현 또는 코드는 부호화 효율을 감
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다중 문맥 또는 확률 클래스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은 샤논 엔트
로피 한계에 보다 근접되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R-부호]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사용되는 부호(그리고 부호기)는 R-부호라 한다. R-부호는 다양한 수의 동일한 입
력기호들을 부호어로 변환시키는 적응적 부호이다. 일 실시예에서, R-부호는 파라미터화(parameterize)되
기 때문에 많은 다른 확률들이 단일 부호기 설계로 처리될 수 있다. 더구나, 본 발명의 R-부호는 간단한 
고속하드웨어로 해독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부호화 또는 부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R-부호기에 의해 R-부호들이 사용된다. 일실시예
에서, R-부호기는 비트열 발생기와 확률추정모듈이 결합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제1도에서, R-부호기는 확률추정모듈(102)과, 비트열 발생기(103)의 조합을, 비트열 발생기
(106) 및 확률 추정모듈(105)의 조합을 포함한다.

부호어들은 최대 가능기호(MPS)의 실행을 나타낸다. MPS는 확률이 50% 이상인 이진결정의 결과를 나타낸
다. 반면에, 최소 가능기호(LPS)는 확률이 50% 이하인 2진 결정의 결과를 나타낸다. 두 결과가 동등할 
때,  부호기와  복호기가  같이  지칭되는한,  MPS  또는  LPS  어느  것으로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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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MAXRUN으로 불려지는 주어진 변수에 대하여 압축화일에서의 결과 비트 순차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비트 발생부호화

부호화하기 위하여, 실행에서의 MPS의 수는 간단한 계수기에 의해 계수된다. 계수값이 MAXRUN 계수값과 
같으면, 부호어 0은 부호열로 방출되고 계수기는 리셋된다. LPS가 계수된다면, LPS 이전에 MPS 기호의 수
를 유일하게 서술하는 비트 N 앞의 1이 부호열로 방출된다(실행길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N 비트
를 할당한다). 다시 계수기는 리셋된다. N에 필요한 비트수는 MAXRUN의 값에 의존함을 주목하라. 또한 부
호어의 1의 보수가 사용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복호화하기 위하여, 부호열에서 첫번째 비트가 0이라면, MAXRUN의 값은 MPS 계수기에 넣어지고, LPS 표시
가 제거된다. 그리고 0비트는 폐기된다. 첫번째 비트가 1이라면, 다음 비트들은 비트 N을 추출하기 위하
여 검사되고, 적절한 계수(N)가 MPS 계수기에 넣어지고, LPS 표시기는 셋트된다. 그 다음 IN 부호어를 포
함한 부호열 비트는 폐기된다.

R-부호들은 표 1의 규칙에 의해 발생된다. 주어진 R-부호 Rx(k)는 MAXRUN에 의하여 정의된다. 예를들면 ;

Rx(k)에 대한 MAXRUN=X × 2
k-1
,

그래서,

R2(k)에 대한 MAXRUN=2 × 2
k-1
,

R3(k)에 대한 MAXRUN=3 × 2
k-1
,

등등.....

R 부호는 골롬(Golomb) 부호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에 주목하라. 또한 라이스(Rice) 부호는 단지 R2(·)부
호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라. 본 발명의 R 부호는 R2(K) 및 R3(K)부호 모두의 사용을 허락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Rn(K) 부호 사용을 허락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R2(K)와 R3(K) 부호가 사용된다. Rn은 n=2에 
대해 존재하며, n은 어떤 홀수(예, R2, R3, R5, R7, R9, R11, R13, R15)와 같다는 것에 주목하라. 일 실
시예에서 R2(K) 부호에 대해, 실행계수 r은 N으로 부호화된다.

실행계수 r은 K 비트로 설명되며, 1N은 K+1 비트로 표현된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R3(K) 부호에 대해서, 

N 비트는 N＜2
(k-1)

 또는 n 2
(k-1)

 경우 및 k-1 또는 k비트를 나타내기 위해 혹은 실행계수 r을 포현하기 
위해 1 비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수 N은 총 K 또는 K+1 비트로 각각 표현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N의 
1의 보수가 부호어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MPS는 많은 Os를 갖는 부호열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LPS는 많은 ls를 갖는 부호열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표 2, 3, 4 및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사용된 효율적인 몇몇 R 부호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다른 길
이를 갖는 실행부호 역시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R2(2)에 대한 또 다른 샐행부
호의 예가 표 6에 도시되어 있다. 표 7 및 8은 각각 다른 실시예에 사용되는 부호들의 예를 나타낸 것이
다.

[표 2] R2(0)

[표 3]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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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R3(1)

[표 5] R2(2)

[표 6] Alternative R2(2)

[표 7] Alternative R3(2) Code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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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Alternative R2(2) Code

[부호에 대한 확률 추정모델]

일실시예에서, R2(0) 부호는 부호화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0 입력은 0으로 부호화되며, 1 입력은 1로 
부호화되고(또는 이와 반대) 50% 확률을 갖는 것이 최적상태이다.

현재 가장 좋은 실시예인 R2(1)  부호는 0.707(즉,  70%)에 가까운 확률이 최적 상태이며 R3(1)  부호는 
0.794(79.4%)의 확률이 최적상태이다. 아래의 표 9는 최적 실행부호 길이를 도식화한 것이며, 여기서 확
률스큐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정의된다.

확률스큐=-log(LPS)

[표 9]

최적확률은 비록 낮은 k값에서 만큼 높은 k값에서도 다르지는 않지만, 확률 스큐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부호들은 확률범위가 비교적 고르게 공간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거의 최적상태에 가깝다.

보호가 최적인 확률에서 기준이 만들어진다. 사실, 단지 R2(2)만이 엔트로피 곡선을 만족시킨다. 진정한 
관심사는 어떤 확률 범위가 주어진 그룹에서 모든 다른 R부호보다 더 좋은 R 부호인가이다. 다음의 표가 
R2 부호계층 및 R2와 R3 부호의 계층에 대한 확률범위를 제공한다.

0부터 12가지의 R2 부호 계층에 대해 그 범위는 아래의 표 10에서와 같다. 예를들어, R2 부호만이 사용될 
때, R2(0)는 0.5＜확률＜0.6180일 때 가장 좋다.

유사하게, R2(1)은 0.6180＜확률＜0.7862일 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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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0-12의 R2 코드

R2와 R3 부호의 계층에 대해 해들이 아래의 표 11에 있다. 예를 들어, R2와 R3부호가 사용될 때, R2(1)는 
0.6180＜확률＜0.7862일 때 최상이다.

[표 11]  길이 13이하인 R2 및 R3 코드

고정된 K에 대한 R2(K)를 실행길이 부호(run-length code)라고 부른다. 그러나, 고정된 K는 확률범위에 
대해서만 가장 좋다. 최적확률 부근에서 부호화했을 때 본 발명에 따른 R 부호는 대략 동일 주파수로 0과 
1N 부호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에 의한 R 부호기는 부호를 출력하는 시간의 반은 한가지 부호
를 출력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한가지 부호를 출력한다. 0과 1N 부호의 수를 시험하는 것에 의해 가장 좋
은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너무 많은 1N 부호가 출력되면, 실행길이가 너무 길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너무 많은 0 부호가 출력되면 실행길이가 너무 짧아진다.

랭돈(Langdon)에 의해 사용된 확률 추정 모델은 소스 확률이 현 추정치 위에 있는지 또는 아래에 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해 각 부호의 첫번째 비트를 시험한다. 1983년 10월 발행 IBM 기술보고서 Vol 26, No 2B 
G.G.Langdon의 "An Adaptive Run-Length Coding Algorithsm"를 참조바란다. 이 판단에 기초하면 k가 증가
하거나 감소한다. 예를 들어, MPS를 표시하는 부호가 보여진다면, 확률추정치는 너무 낮은 값이 된다. 그
러므로, Langdon에 따르면, 각 0부호에 대하여 k는 1대씩 증가한다. LPS(즉, IN 부호)가 이어지는 MAXRUN 
MPS 보다 더 작은 값을 표시하는 부호가 보여진다면, 확률추정치가 너무 높게 된다. 그러므로, Langdon에 
따르면, 각 IN 부호에 대하여 K는 1씩 감소한다.

본 발명은 1씩 단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든 부호어보다 더 복잡한 확률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
명은 사용부호를 결정하는 확률 추정모듈 상태를 포함한다. 부호는 상태표 또는 상태 기계를 사용하여 상
태에 부여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확률추정치 변화량은 모든 부호어 출력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확률추정모듈은 부호어가 0 또는 1로 시작했는지에 따라 확률추정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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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한다. 예를 들면, "0"  부호어가 출력된다면, MPS  확률추정치의 증가가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1" 부호어가 출력되면 MPS 확률추정치가 감소한다.

종래의 Langdon 부호기는 각 부호어에 대하여 R2(K) 부호 및 증가되었거나 감소된  K값만을 사용하였다. 
본  발명은  상태표  또는  상태  장치와  함께  선택적으로  R2(K)  및  R3(K)  부호를  사용하여 적응속도
(adaptation rate)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소량의 정지 데이타가 있다면, 적응속도가 더 많은 최적 코딩을 위해 더 빨라져야 하고, 정지 데이타
량이더 많은 곳에서는 나머지 데이타에 더 효율 좋은 압축을 달성하는 코딩이 되도록 적응시간이 더 길어
진다. 여러 가지의 상태변화가 발생하는 곳에서, 응용특성은 적응시간이 더 길어진다. 여러 가지의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서, 응용특성은 적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 부호의 특성 때문에, R 부호의 추
정은 간단하고 하드웨어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은 반면에, 매우 강력하다. 제33도는 MPS 확률대 코딩 효
율(엔트로피에 관해 정규화된 부호길이)의 그래프를 표시한다. 제33도는 본 발명의 몇몇 R 부호가 확률공
간을 어떻게 점유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의 예로서, 제33도는 대략 0.55의 MPS 확률에 대해 R2(0)부호의 
효율은 엔트로피 한계인 1.01(또는 1% 이하)이다. 이에 반하여, R2(1) 부호는 엔트로피 한계 1.09(9% 이
하)이다. 이 예는 특정의 낮은 확률 경우에 대하여 잘못된 부호를 사용한 경우 코딩 효율에서 8%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R3(K)부호와의 결합은 더 많은 확률공간이 더 큰 효율을 갖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확률추정 상태표의 
예가 제5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5도를 참조하면, 확률추정 상태표는 상태계수 및 표에서 별도의 상태 각
각과 관련된 부호를 보여준다. 상기 표는 양의 상태와 음의 상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주목된다. 상기 
표는 37양의 상태와 37음의 상태 및 제로 상태를 구비한다. 음의 상태는 양의 상태와 다른 MPS를 의미한
다. 일 실시예에서 음의 상태는 MPS가 1일 때 사용될 수 있고 양의 상태는 MPS가 0일 때 사용될 수 있으
며, 또한 그 반대도 가능하다. 제5도에 도시된 표는 단지 하나의 예이며, 다른 표들은 더 많거나 작은 상
태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할당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초기에, 상기 부호기는 확률 추정치가 0.50인 R2(0) 부호(즉, 노주(NO) 부호) 상태인 0상태에 있다. 각 
부호어가 처리된 후에 상기 부호어의 첫째 비트에 따라 상태 계수기는 증가되거나 감소된다. 일 실시예에
서, 0인 부호어는 상태 계수기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1로 시작하는 부호어는 상태 계수기의 크기를 감소
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부호어는 상태 계수기에 의한 상태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다시 말해서 확률추정 
모듈은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연속되는 상태들이 같은 부호에 관련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확률추
정치는 모든 부호어의 부호를 변화시키는 것 없이 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태는 모든 부호어에 
대해 변화된다. 그러나, 상기 상태는 특정시간에 동일확률로 맵핑되어 있다. 예를 들면, 5 내지 -5의 상
태는 R2(0) 부호를 사용하는 반면에, 6부터 11까지 그리고 -6부터 -11까지의 상태들은 R2(1) 부호를 사용
한다. 본 발명의 상태표를 사용하면, 확률추정치는 비선형방식으로 동일 코더에 머무르게 한다.

동일 R 부호를 갖는 보다 많은 상태들이 더 낮은 확률에 대하여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낮은 확
률로 잘못된 부호를 사용할 때 효율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실행된다. 실행 길이 부호상태 테이
블의 성질은 각 부호어에 이어지는 상태들 사이에 전송하는 것이다. 부호를 모든 상태로 변화시키도록 설
계된 상태표에서, 낮은 확률로 상태들 사이에서 토글링(toggling)할 때, 엔트로피 효율 한계치에 가까운 
부호와 엔트로피 효율 한계치로부터 멀리 있는 부호 사이에서 상기 부호는 토글한다. 그러므로 (부호된 
데이타 비트들 수에 대한) 패널티가 상태들 사이의 과도기간에 발생한다. Langdon의 확률추정모듈과 같은 
종래기술의 확률추정모듈은 이러한 패널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 더 높은 확률을 갖는 실행길이 부호
에서, 잘못된 부호 때문에 발생하는 패널티는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부가상태가 
더 낮은 확률로 부가되어 두 개의 정확한 상태 사이의 토글 변화가 증가됨으로써 코딩 비효율을 감소시킨
다.

특정실시예에서, 부호기는 초기 확률 추정상태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호기는 사전에 결정된 하
나의 상태, 즉 상태 18과 같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상태가 다른 표가 사용되어 
얼마간의 상태들은 첫번째 소수의 기호들이 빠른 적용을 위해 사용되며, 두번째 상태표가 느린 적응이 확
률추정치를 세밀히 조정하기 위해 나머지 기호들에 대해 사용된다. 이 실행방식으로, 상기 부호기는 코딩 
처리에서 더 빠르게 더 효율좋은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부호 열은 각 내용에 대해 
초기 확률 추정치를 정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증가와 감소는 고정된 수(예, 1)를 따라 발생하지 않는
다. 대신에, 확률추정상태는 이미 처리되는 데이타 량 또는 데이타 변화량에 따른 변수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표의 예가 아래의 표 21-25에 기술되어 있다.

상태표가 대칭이라면, 제5도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0 상태를 포함)의 반은 저장되거나 하드웨
어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태수가 대칭의 잇점을 갖는 부호크기(1s) 보수형으로 저장된
다. 이 실행 방식에 있어서, 상기 표는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1의 보수의 절대값을 취하고 그리고 MPS가 
1 또는 0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호를 시험함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 상태의 절대값이 표를 색인하기 위
해 사용되고 하나의 보수의 절대값 계산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상태를 증대 및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하
드웨어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하드웨어의 더 좋은 효율을 위해, 상태표 대신 하드 와이어드는 프로그램 가능한 상
태장치로 대치할 수 있다. 변환기를 부호화하는 하드 와이어드 상태는 상태표의 하나의 실행도구이다.

[평형 병렬 엔트로피 시스템에 대한 검토]

본 발명은 평형 병렬 엔트로피 코딩(부호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평형 병렬 엔트로피 코딩 시스템은 고속 
및 저비용 하드웨어로 수행되는 실시간 부호화 및 실시간 복호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나 자기 디스크의 실시간 압축/압축해제, 컴퓨터 회로망 데이타의 실시간 
압축/압축해제, 멀티 기능(예, 복사기, 팩시밀리, 스캐너, 프린터등) 장치에서 압축된 화상 데이타의 실
시간 압축/압축해제, 및 오디오 데이타의 실시간 압축/압축해제 등과 같은 수많은 무손실 부호화 적용처
에 사용될 수 있다.

부호기의 성능을 정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호기의 성능을 정하는 것은 충분히 빠르게 부호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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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채널이 주어진 원 데이타에 대한 특정속도를 달성한 부호기와 설계에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여러 
응용에서, 목표는 부호기가 부호화된 데이타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부호화된 데이타 채널
의 이용은 오리지날 데이타 인터페이스의 최대 버스트 속도, 부호기속도 그리고 압축된 데이타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이러한 효과의 영향은 부호기에 버퍼링되는 량에 따라 데이타의 국부적인 량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부
호기 속도와 고 압축률을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최대 버스트 속도를 유지하는 동안 부호화되는 데이타 채
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호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하,  본  발명의  부호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호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복호기가  또한  함께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의 실시간 부호화]

제6도는 본 발명의 부호화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부호기는 실시간 부호화를 실
행한다. 제6도를 참조하면, 부호화시스템(600)은 오리지날 데이타(601)에 반응하여 부호어(코드워드)정보
(604)의 형태로 코드화된 정보를 발생시키는 문맥모델 및 상태 메모리(603)와 결합된 부호기(602)를 구비
한다. 부호어정보(604)는 재정돈장치(606)에 의해 수신되고, 재정돈메모리(607)에 결합된다. 부호어정보
(604)에 반응하여 재정돈장치(606)는 재정돈메모리(607)와 결합되어 부호화된 데이타열(608)을 발생시킨
다. 부호화시스템(600)은 부호어에서 동작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실시예로서, 불연속 아날로그 
파형, 변수길이 비트패턴, 채널기호, 알파벳, 사건들 등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사용하는 것들에서 동
작할 수 있다.

부호기(602)는  문맥모델(CM),  확률추정장치(PEM)  및  비트열 발생기(BG)를  포함한다.  부호기(602)에서의 
문맥모델과 PEM(확률추정장치)는 근본적으로 복호기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데이타 흐름 방향은 제외). 
부호기(602)의 비트발생기는 복호기 비트발생기와 유사하여 아래에 설명된다.

부호기(602)에 의한 부호결과는 오리지날 데이타를 나타내는 0 또는 그 이상의 비트들이다. 이 실시예에
서 비트열 발생기의 출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신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어신호들은 비트열내에
서 데이타로의 제어경로를 제공한다.

일실시예에서, 부호어정보는 실행표시시작, 실행 표시끝, 부호어 및 부호어용 실행계수의 수(그것이 분맥 
또는 확률클래스이던 간에) 확인 색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비트열 발생기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재정돈장치(606)는 부호기(602)의 비트열 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비트들 및 제어신호들을 수신하며 코드화
된 데이타를 발생시킨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재정돈장치(606)에 의한 부호화된 데이타 출력은 인터리브어로 된 열을 포함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재정돈장치(606)는 두 개의 기능을 실행한다. 재정돈장치(606)는 부호기가 생성하는 
실행 끝 부호어로부터 복호기가 필요로 하는 실행시작 부호어까지의 부호어를 이동시키며, 변수길이부호
어를 고정길이를 갖는 인터리브어와 결합시키며 복호기가 요구하는 적당한 순서로 그들을 출력한다.

재정돈장치(606)는 일시적인 재정돈메모리(607)를 사용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부호화는 워크스테이션
에서 실행되며, 일시재정돈 메모리(607)는 100M 바이트 이상의 크기이다.

본 발명의 균형잡힌 시스템에서, 일시재정돈 메모리(607)는 훨씬 작으며(예, 대략 1K 바이트) 
고정적이다. 이와 같이, 일실시예에서는, 복호기 또는 비트레이트(출력이 실행완료점에 만들어질 때와 같
은)가 요구하는 메모리를 증가시킬지라도, 실시간 부호화를 고정된 메모리량을 사용하면서 실행된다. 본 
발명의 복호기는 예를 들면 암시적인, 명시적인 또는 인스트림 시그널링을 사용하여 기록장치의 한정된 
메모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재정돈장치(606)는 기록에 이용되는 한정된 메모리를 갖지만, 필요한 
메모리는 한정적이 아니다.

실행큐의 시작을 위한 실행 끝에 대한 제한성 메모리의 영향 및 인터리브어 재정돈에 대한 영향 모두 고
려하여야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부호화시스템(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복호화시스템)은 한 개의 집적회로
(IC)를 사용하여 부호화(또는 복호화)를 수행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하나의 집적회로(IC)가 그 부호기, 복호기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부호기
시스템을 포함한다.

별도의 외부 메모리가 부호화과정을 돕기 위해 부가될 수 있다.

멀티칩 모듈 또는 집적회로(IC)는 부호화/복호화 하드웨어 및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부호화시스템은 N 인자까지 만큼 유효 밴드폭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달성된 압축
이 N : 1 보다 작으면, 코드화된 데이타 채널은 충분히 이용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밴드폭 증가는 압축율
과 같을 뿐이다.

달성된 압축률이 M : 1 보다 크다면 유효밴드폭은 여분의 밴드폭이 기록가능하게 될 것이다. 양쪽의 경우
에, 달성된 압축률은 본 부호화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버퍼링양에 의해 정해진 데이타의 국부영역 이상이어
야 한다.

[본 발명의 부호기용 비트 발생기]

제7도는 본 발명의 부호기용 비트 발생기의 일실시예를 보여준다. 비트발생기(701)는 입력으로서 확률클
래스과 부호화되지 않은 비트(예, MPS 또는 LPS 표시)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된다. 입력에 대한 반응에서, 
비트발생기(701)는 다중신호들을 출력한다. 그 출력신호들중 두 개는 실행의 시작과 종료(각 부호어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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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나타낸다) 시작신호(711) 그리고 종료신호(712)를 각각 표시하는 제어신호이다.

시작과 종료하는 실행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다. 실행이 시작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색인" 출력(713)은 부
호화하지 않은 확률클래스(또는 문맥)의 표시를 구성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색인출력(713)은 몇몇 메
모리 뱅크에서 각 확률클래스가 복사되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뱅크 확인 비트와 확률클래스 비트의 조합을 
표시한다. 부호어출력(714)은 실행이 종료되었을 때 비트발생기로부터 부호어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된다.

메모리(702)는 비트발생기(701)와 결합되며 주어진 확률클래스에 대한 실행카운트를 포함한다. 비트가 발
생하는 동안, 비트발생기(701)는 색인(예, 확률클래스)을 사용하여 메모리(702)로부터 데이타를 읽어들인
다. 메모리(701)로부터 읽어들인 후에, 비트발생기(701)는 다음과 같이 비트 발생과정을 실행한다. 첫째, 
실행계수가 0이라면,  시작신호(711)는  실행의 시작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부호화되지 않은 비트가 
LPS와 같다면, 종료신호(712)가 실행의 끝을 표시한다. 또한, 부호화 되지 않은 비트가 LPS와 같다면, 부
호어(714)는 부호어가 1N  부호어이며 실행계수가 클리어, 즉 0으로 설정(실행이 종료되었으므로)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설정된다. 부호화되지 않은 비트가 LPS와 같지 않다면, 실행계수는 증가되고 실행계
수가 최대 실행계수와 같은지를 시험과정이 결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종료신호(712)가 출력되며, 부호어출력(714)은 0으로 설정되고 실행계수는 클리어(예, 
실행계수가 0로 설정된다)된다. 만약 시험과정이 실행계수가 최대값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실행계수는 증
가된다. 색인신호(714)는 입력으로서 수신된 확률클래스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IN부호어의 발생은 어떤 부가정보없이 그들의 길이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행된다. 표 12는 
복호기 및 부호기용 R3(2)부호어의 IN부호어를 표시한다. 복호기는 "IN"부호어 내의 "1" 비트가 LSB이라
는 것과 "N"계수부가 적절히 MSB...LSB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 복소기순서에서, 변수길이부
호어는 어떤 특정 부호가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없이 0을 채워 넣은 부호어와 구분되어질 수 있다. 
부호기순서에서, 부호어는 역전되며 최상위 "1"비트의 위치는 "IN"부호어의 길이를 표시한다. 부호기순서
로 부호어를 발생시키기 위해 계수값은 역전되어야 한다. 이것은 부호어가 LSB순으로 정렬되도록 13 비트
를 역전시키고 나서 그것을 쉬프트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된 것처럼, 비트팩장치는 부호어를 복호기순으로 다시 역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부
호어의 역전은 그것이 쉬프트 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팩장치(606)의 복잡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표 12] R3(2) 부호어용 "IN" 부호어 표시값

R3 부호에 대해, "N" 부호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1"의 뒤에 이어지는 비트가 짧은 계수값을 갖는지 
긴 계수값을 갖는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중 메모리 뱅크를 사용함으로써, 본 발명은 파이프라인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다중 포트 메모리의 경우, 기록동작이 이전의 부호화되지 않은 비트용 메모리에 대해 일어나
는 반면에 읽기 동작은 현재의 부호화되지 않은 비트용 메모리에 대해 일어난다.

[변경 AHDL 샘플 설계]

본  발명에 의한 부호기 비트발생기의 일실시예는 FPGA를  포함한다.  그  설계는 모든 R2  및  R3  부호를 
R2(12)까지 취급한다. AHDL(Altera Hardware 서술언어) 소스 부호가 아래에 리스트로 기록된다.

그 설계는 제13도에 보이는 것처럼, 다수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ENCBG(1301)"은 실행의 시작, 종료 및 계속을 다루는 논리를 결정하는 설계상의 주요 부분이다. 
둘째, "KEXPAND(1302)"는 확률클래스를 최대 실행길이, 변수길이 마스크 및 R3 부호용 첫째 부호어의 길
이로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KEXPAND(1302)"는  동일명칭을  갖는  복호기기능과  같다.  셋째, 

"LPSCW(1303)는 입력으로 확률클래스에 대한 계수값과 정보를 취하며, "IN" 부호어를 발생시킨다.

그 설계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 단계를 사용한다. 첫째 파이프라인 단계동안, 계수가 증가되며, 확률클래
스 확장되고 R3 부호어에 대한 감산과 비교연산이 실행된다. 다른 연산전부는 둘째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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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재정돈(reoder) 장치]

제8도는 재정돈장치의 일실시예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8도를 참조하면, 기록장치(606)는 실행계수 재정돈
장치(801)와 비트패킹장치(802)로 구성된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는 부호기에 의해 생성된 실행의 종
료부터 복호기에 의해 요구되는 실행의 시작까지 부호어를 이동시키는 반면에, 비트패킹장치(802)는 변수
길이부호어를 고정길이 인터리브어에 결합시키며 그들을 복호기가 요구하는 적당한 순서로 출력한다.

"스누퍼" 복호기는 어떤 복호기에 대해서 재정돈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복호기가 부호기
에 포함되며 부호어가 실제 복호기가 필요로 하는 순서로 데이타를 요청한다. 스누퍼복호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행계수재정돈 과정이 각 스트립에 대해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쉽게 모델화될 수 있는 복호기를 
위해 다중시간스탬프큐(multiple time stamped queues) 또는 단일 합병큐(single merged queue)가 재정돈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각 부호어의 재정돈은 실행큐같은 데이타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달
성될 수 있으며 다수의 부호화된 데이타 흐름열의 사용과는 독립적이다.

재정돈 수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호기에서 실행되는 첫째 재배정돈과정이 실행계수가 실행초기에(복호기가 복호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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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결정되도록 실행계수 각각을 재정돈한다.

이 재정돈과정은 부호기의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실행계수(그리고 부호어)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결정하
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호기가 데이타흐름열 속으로 실행계수를 다시 복호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부호화과정으로부터 
생성된 실행계수 결과는 재정돈된다.

제8도를 다시 참고하면, 본 발명의 재정돈장치(606)는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와 비트팩장치(802)로 구
성된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는 시작신호(711), 종료신호(712), 색인신호(713) 및 부호어(714)를 구
비하는 다수의 입력을 수신하기 위해 결합된다.

이러한 신호들은 제9도의 실행계수재정돈장치와 관련하여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입력에 반응하여, 실
행계수 재정돈장치(801)는 부호어(803)와 신호(804)를 발생시킨다. 신호(804)는 실행계수를 리셋트할 시
기를  표시한다.  부호어(803)는  비트팩장치(803)에  의해  수신된다.  부호어(803)에  반응하여 비트팩장치
(802)가 인터리브어(803)를 발생시킨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와 비트팩장치(802)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

상기한 바와 같이, 부호어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의 시작 부분이 필요한 때에 복호기는 부호어를 수신한
다.

그러나, 부호기는 부호어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의 끝부분까지 부호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의 하나의 실시예에 대한 블럭도가 제9도에 도시된다.

도시된 실시예는 네개의 인터리브 흐름열을 수용한다. 여기서 각 인터리브어는 16비트이고 부호어는 하나
의 비트부터 13개 비트까지 그 길이가 변화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정돈장치(300)는 모든 데이타 흐름을 
취급하기 위해 파이프 라인화된다.

더욱이, 확률클래스와 실행계수와 함께 결합시키는 부호기는 작동되는 실행계수의 최대수가 어떤 순간에
도  작아지도록  사용되며,  본  실시예에  대해서  25라고  가정된다.  본  발명은  네  개의  인터리브  데이타 
흐름, 16 비트의 인터리브어 또는 1 내지 13비트의 부호어길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리고 16 비트 가량
의 인터리브어와 1부터 13비트까지 연장되는 부호어길이를 갖는 이보다 많고 적은 데이타 흐름에 대하여
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9도를 참조하면, 포인터메모리(901)가 색인입력(713)을 받도록 결합되며 멀티 플렉서(MUX; 902) 하나의 
입력에 연결된 어드레스 출력을 생성한다.

MUX(902)의 다른 2개의 입력은 헤드계수(903)로부터 헤드포인터 형태로 된 어드레스 및 꼬리계수(904)로
부터 꼬리포인터 형태로 된 어드레스를 받도록 결합되어 있다.

MUX(902)의 출력은 부호어메모리(908)에 연결되고 이를 접근(access)하는데 사용되는 어드레스이다.

색인입력(713) 역시 MUX(905)에 입력으로 연결된다.

MUX(905)의 다른 입력은 부호어입력(714)에 연결된다.

MUX(905)의 출력은 유효검출모듈(906)의 입력 및 데이타버스(907)에 연결된다. 데이타버스(907)는 부호어
메모리(908)와 MUX(905)의 입력에 연결된다.

데이타버스(907)에 또한 연결된 것은 제어모듈(909)의 출력이다.

제어모듈(909)의 입력을 분리시키기 위해 시작(스타트) 입력(711)과 종료(엔드) 입력(712)이 연결된다.

유효검출모듈(906)의  출력은 부호어출력(803)과  신호(804)(제9도)를 포함한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
는 제어로직(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의 여러 성분들의 작동을 조정한다.

반복을 위해 색인입력(713)은 실행을 확인한다. 일실시예에서, 그 색인은 25개의 확률클래스중 하나를 가
르킨다. 그런 경우에는, 색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5비트가 필요하다. 만일 확률클래스의 다중 뱅크가 사용
된다면, 여분의 비트는 특정한 뱅크를 상술하기 위해 필요할 것임이 주목된다. 색인입력은 실행계수에 대
한 확률클래스를 식별한다. 부호어입력(714)은 실행의 종료가 발생한 때는 부호어이고, 다른 경우에는 "
관계없음(don't care)"이다. 시작입력(711)과 종료입력(712)은 실행이 시작인지 종료인지 또는 둘다인지
의 여부를 가리키는 제어신호이다. 실행이 단일의 비코드화된 비트로 구성될 때, 동시에 시작하고 종료한
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는 그것의 입력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그 비트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실행계수를 
재정돈한다.  부호어메모리(908)는  재정돈 기간동안 부호어를 저장한다.  일실시예에서, 부호어메모리(90
8)는 한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실행계수의 수보다 더 크다. 이것은 더 나은 압축을 이끈다. 만일 부호어
메모리가 한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실행계수의 수보다 작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유지될 수 있
는 수에 대한 활성실행계수의 수를 제한한다. 좋은 압축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긴 실행계수를 가
진 한 부호어를 위한 데이타가 축적되는 동안 종종 짧은 실행계수를 가진 많은 부호어들이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또한 종료한다). 이것은 완료되기 전에 강제로 긴 실행이 아웃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큰 
메모리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포인터메모리(901)는 실행중인 확률클래스의 부호어 메모리 위치의 주소를 저장하고, 랜덤억세스 형태로 
부호어메모리(908)를 어드레스한다. 포인터 메모리(901)는 실행중인 각 확률 클래스에 대하여 부호어 메
모리(908)내에 주소를 위한 저장위치를 가진다. 일단 특정한 확률클래스에 대한 실행이 완료하면 그 확률
클래스에 대하여 포인터 메모리에 저장된 어드레스는 부호어 메모리(908)에 접근하는데 사용되며, 완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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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호어가 그 위치에서 부호어 메모리(908)로 쓰여진다. 그때까지, 부호어 메모리(908)안의 위치는 무
효 엔트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포인터 메모리(901)는 각 실행계수에 대한 무효 부호어의 위치를 저장한
다.

머리(헤드)계수기(903)와 꼬리계수기(904) 또한 부호어 메모리(908)에 접근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저장한
다.  머리계수기(903)와  꼬리계수기(904)를  사용함으로써  부호어  메모리(908)가  큐  또는  순환버퍼(즉, 
FIFO 메모리)로써 어드레스 될 수 있게 한다. 꼬리계수기(904)는 부호어의 부호어 메모리(908)로의 삽입
이 가능하도록 부호어 메모리(908)안의 다음 가능위치의 주소를 포함한다. 머리계수기(903)는 출력될 다
음  부호어의  부호어  메모리(908)내의  주소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머리계수기(903)는 부호어메모리
(908)로부터 지워질 다음 부호어의 부호어 메모리 주소를 포함한다. 포인터 메모리(901)안의 각 가능한 
색인(예, 확률클래스)을 위한 위치는 꼬리계수기(904)가 실행이 종료될 때 목적부호어가 부호어 메모리
(908)의 그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실행이 시작되는 곳에 기억되도록 사용된다.

제어모듈(909)은  엔트리가  유효부호어  데이타를  저장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호어 메모리
(908)내에 저장된 데이타의 부분으로써 유효신호를 발생한다. 예를들어, 유효비트가 논리 1이라면, 그 부
호어 메모리 위치는 무효데이타를 포함한다. 유효검출모듈(906)은 부호어 메모리(908)로부터 부호어가 판
독될  때  마다  메모리  위치가  유효부호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실시예에서, 유효검출모듈
(906)은 메모리 위치가 유효부호어인지 특정무효 부호인지를 검출한다.

새로운 실행이 시작할 때, 무효데이타 엔트리는 부호어 메모리(908)에 넣어진다. 그 무효 데이타 엔트리
는 부호어(코드워드) 메모리(908) 내에 저장된 데이타의 열에서 공간홀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실행의 부호어는 실행이 완료될 때(복호기를 모델링하기 위한 정돈을 확실히 하기 위해) 메모리내의 정확
한 위치에 저장된다. 일실시예에서, 그 무효데이타 엔트리는 멀티플렉스(905)를 통해 색인을 포함하고, 
제어모듈(909)로부터 무효표시(예, 무효비트)를 포함한다. 무효엔트리가 저장된 부호어 메모리(908)안의 
주소는 꼬리포인터(904)에 의해 주어지고, 순차적으로 부호어 메모리(908)안의 실행계수를 위한 위치의 
암시로써  포인터  메모리(901)에  저장된다.  그  데이타의  암시는  완전해진  실행계수(예,  재정돈된 
실행계수)로써 부호어메모리(908)안의 머리포인터(903)와 꼬리포인터(904)  사이에 나타난다. 무효메모리 
위치의 최대수는 1이 실행계수의 수인 곳의 0에서 1-1이다. 부호어가 실행의 종료에서 완전해질 때, 실행
계수는 포인터 메모리(901)안에 저장된 주소를 이용하여 부호어 메모리(908)에 채워진다.

실행이 시작될 때, 실행을 위한 색인은 부호어메모리(908)에 저장된다. 그래서 만일 부호어 메모리(908)
의 실행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가득 찼다면, 그 색인은 부합한 실행계수를 리셋하기 위하여 신호
(804)와 함께 사용된다. 부호어 메모리(908)안에 부호어 또는 색인들을 저장하는데 덧붙여서 "유효" 비트
로 불려지는 한 비트는 이들 2가지 종류의 데이타중 어느 것이 저장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만일 실행의 끝 또는 시작이 아니라면, 그 실행계수 재정돈 장치는 사용되지 않는다. 만일 실행이 시작이
지만 끝이 아니고 메모리가 찼다면, 부호어는 부호어 메모리(908)로부터 출력된다. 출력되는 부호어는 그 
확률클래스에 대한 머리포인터(903)에 포함된 주소에 저장된 부호어이다. 그리고, 실행이 시작이지만 끝
이 아니라면(메모리가 찼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색인입력(713)은 꼬리포인터(904)에 의해 가리켜진 주
소에 멀티플렉스(905)를 통해 부호어 메모리(908)로 쓰여진다. 꼬리포인터(904)는 색인입력(713)(예, 확
률클래스를 위한 포인터 메모리(901)안의 위치에)의 데이타에 의해 가리켜진 주소에 포인터 메모리(901)
로 쓰여진다. 꼬리포인터(904)가 쓰여진 후에, 꼬리포인터(904)는 증가된다.

만일 실행이 끝이지만 시작이 아니라면, 그 주소는 색인(확률클래스)에 부합하는 포인터 메모리(901)안에 
저장된 주소는 판독되고 부호어 입력(714)의 완전해진 부호어를 저장하기 위해서 부호어 메모리안의 위치
로써 사용된다.

만일 실행이 시작이고 끝이라면(즉, 실행이 동시에 시작하고 끝난다면), 그리고 메모리가 찼다면, 부호어
는 부호어 메모리(908)로부터 출력된다. 그 다음에, 실행이 시작이고 끝이라면(메모리가 찼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호어 입력(714)은 꼬리포인터(904)에 의해 지정된 주소에 부호어 메모리(908)로 쓰여진다. 
꼬리포인터(904)는 그리고 다음 가능위치(예, 1이 증가됨)를 포함하기 위하여 증가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는 다른 시간에 부호어를 출력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부
호어들은 유효이거나 무효일 때 출력될 수 있다. 부호어는 만일 메모리가 꽉찬 상태가 존재하고 실행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면 무효일 때 출력될 수 있다. 무효부호어는 또한 최소비율(즉, 비율조절을 위해)을 획
득하기 위하여 출력될 수 있다. 또한, 무효부호어는 모든 데이타가 실행계수 재정돈될 때 또는 그 실행계
수재정돈 장치가 리셋동작의 결과로 부호어 메모리(908)의 중간중재자로 점프할 때, 부호어 메모리(908)
를 플러시(flush)하기 위해서 출력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복호기가 그 부호기가 이런 방식으로 동작함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상기한 바에 따라서, 부호어는 부호어 메모리(908)가 찰 때마다 출력된다. 일단 메모리가 차면, 부호어 
메모리(908)로 입력(즉, 새로운 부호어가 시작될 때)될 때마다 부호어 메모리(908)로부터 출력에 기인하
지 않음을 주목하라. 말하자면, 이전에 할당된 메모리 위치로 그 결과 부호어가 기록에 이어지는 실행의 
완료는 메모리풀 출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다. 유사하게, 실행이 끝나고 포인터 메모리(901)안의 부합
된 주소와 머리계수기(903)안의 주소가 일치할 때, 부호어는 즉시 출력될 수 있고, 그 머리계수기(903)는 
그 다음에 부호어 메모리(908)에 접근함없이 증가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메모리풀 상태는 그 꼬리포
인터가  증가된  후에  꼬리포인터(904)가  그  머리포인터(903)와  같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꼬리포인터
(904)가  증가될  때마다,  상기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안의  제어로직은  꼬리포인터(904)와 머리포인터
(903)를  비교하고,  만일  같다면,  그  제어로직은  부호어메모리(908)가  찼다고  판단하여  부호어를 

출력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부호어는 메모리가 차기에 앞서 출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머리(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큐부호에 유효부호어가 포함된다면, 그것은 출력될 수 있다. 이것은 거기에
서 부호어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큐의 시작이 반복적으로 검사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상기 부호어 메모
리(908)가 파일의 부호화의 끝에서 비워짐을 주목하라.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를  이용하면,  부호어는  머리포인터(903)에  의해  지정된  주소에  부호어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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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로부터 첫판독값(예, 데이타)에 의해 출력된다. 부호어의 출력은 제어로직을 이용하여 제어되고, 좌
표지정된다. 유효검출모듈(906)은 부호어가 유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를 이행한다. 다시 말하면, 
유효검출모듈(906)은 부호어가 유효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실시예에서, 유효검출모듈(906)은 각 엔트리
를 저장한 유효비트의 체킹에 의해 어떤 엔트리의 유효치를 결정한다. 그 값이 부호어라면(즉, 부호어가 
유효라면), 그 값은 부호어로써 출력된다. 다른말로, 만일 그 값이 부호어가 아니라면(즉, 부호어가 무효
라면), 현재 실행계수만큼 긴 최소한 MPS의 실행을 가진 임의의 부호어가 출력될 수 있다. "0" 부호어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현재 실행을 나타내고 출력될 수 있는 한 부호어이다. 출력된 후에, 메모리 포
인터(903)는 부호어 메모리(908)안의 다음 위치로 증가된다(58-19 선택적으로 "IN"을 가진 최단 허용실행
길이를 이용하여 복호기가 LPS를 방사하기 전에 부호어가 강제 출력됐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실시예에서,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는 두 클럭순환시간으로 동작한다. 첫클럭순환에서, 입력은 실행
계수재정돈장치(801)로 수신된다. 두번째 클럭순환에서, 부호어 메모리(908)로부터 출력이 발생한다.

머리포인터(903)가 유효부호어로 지정될 때마다 부호어가 출력되는 반면에, 버퍼가 찰 때 오직 부호어가 
출력되는 것이 몇몇 이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그 시스템이 부호어의 수의 형태로 가변지연 대
신 고정지연을 가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호어안에 상수지연이 있다. 재정돈지연이 다른 방법에서는, 예를 들어 부호화된 또는 원데이타
의 수, 여전히 가변임을 주목하라. 메모리(908)가 출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채우는 것을 허용함에 의해, 
출력은 사이클당 부호어를 생산한다. 만일 부호어 메모리 위치가 무효로써 표시된다면, 그 비사용된 비트
는 실행계수를 위한 것(즉, 그 위치를 채워야만 하는 문맥상자 또는 확률클래스가 거기에 저장된다)의 증
명을 저장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메모리가 가득찬 경우를 구동하는데 유용하다. 특히(명확하게), 그 정보
는 이 특정실행길이의 부호어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제 완료됨에 틀림없는 비트발생기에 나타내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 판단은 무효부호어를 출력시키고, 그리고 극성은 메모리 풀상태에 의해 발
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실행계수기를 리셋할 때, 그 정보는 비트발생기와 시행계수에 의하여 
그 시스템이 다시 시작될 때를 나타낸다.

색인입력에 관하여는, 확률클래스의 뱅크가 사용될 때 파이프라이닝 이유를 위하여 그 색인은 뱅크동일을 
포함한다. 즉, 특정 확률클래스를 위하여 다중 실행계수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들어, 두 실행계수가 80% 
부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의 하나가 사용된 후에 다른 것이 사용된다.

부호어가 가변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길이를  결정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부호어 메모리
(908)에 저장되어야 한다. 그 크기는 명백하게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메모리 용량은 최소화되지 
않는다. R-부호에서, 메모리에 제로값의 저장은 한 비트 "0"부호어를 나타낼 수 있고, "IN" 부호어는 우
선 부호기가 첫번째 "1"비트로부터 길이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장될 수 있다.

만일 부호어 메모리(908)가 다중포트(예, 듀얼포트)된다면, 이 설계는 한 클럭사이클당 한 부호어가 구동
되기 위하여 파이프 라인될 수 있다. 부호어 메모리(908)안의 어떤 위치라도 다중 포트로부터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부호어 메모리(908)안의 위치는 이를테면 부호 또는 부호어가 저장될 때, 또 다른 부분이 
읽혀질 수 있는 동안, 이를테면 부호어가 출력될 때 기록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멀티플레서는 
다중데이타와 주소버스를 부양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함을 주목하라.

부호기가 "0"부호어를 출력하고 부호어 메모리가 차서 실행계수기를 리셋할 때마다, 복호기는 동일해야만 
한다. 이것은 복호기가 부호기의 부호어 메모리 큐를 모델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루어진 방법은 다
음에 설명될 것이다.

CMOS 이행에서 전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수기가 "0" 부호어가 무효실행으로 출력될 때 "IN" 부호어는 억
제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복호화된 "IN" 부호어가 유효이기 때문이고, 반면에 오직 "0" 부호어만
이 무효될 수 있다.

[문맥에 근거한 변형 실시예]

제10도는 문맥(확률클래스에 대립하는 것으로)에 따라서 수신된 데이타를 재정돈하는 실행계수재정돈장치
의 또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1000)는 R-부호를 이용하여 재정돈을 이행한다. 제
10도에서,  재정돈장치(1000)는  포인터메모리(1001)와  머리계수기(1002)와,  꼬리계수기(1003)와,  데이타 
멀티 플렉서(MUX)(1004)와, 주소 MUX(1005)와, 연산길이블럭(1006)과, 유효검출블럭(1007)과 부호어 메모
리(1008)를 포함한다. 부호어 메모리(1008)는 재정돈 동안 부호어를 저장한다. 포인터 메모리(1001)는 실
행도중의 문맥상자를 위한 부호어 메모리 위치를 위한 주소를 저장한다. 머리계수기(1002)와 꼬리계수기
(1003)는 부호어 메모리(1008)가 포인터메모리(1001)에 의한 랜덤억세스 형태로 지정됨에 더하여 큐 또는 
순환버퍼로써 지정되도록 한다. R-부호를 위하여, 메모리에 제로값의 저장은한 비트 "0"부호어로 나타낼 
수 있고, "IN" 부호어들은 우선 부호기가 첫번째 "1"비트로부터 길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하
여 저장될 수 있다. 연산길이모듈(1006)은 우선 부호기처럼 동작한다(만일 다른 가변길이 부호가 사용된
다면, 명확하게 길이를 저장하기 위하여 log2 비트를 추가하는 것보다 부호어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1"비트를  추가하는  것이  메모리에  더  효율적이다).  시핸계수재정돈장치(1000)는  또한  그 성분(1001-
1008)의 동작을 제어하고 조화시키는 뒷단 제어로직을 포함한다.

실행계수재정돈장치(1000)의 동작은 확률추정에 근거한 실행계수재정돈장치와 매우 유사하다. 새로운 실
행이 시작되면, 문맥상자를 포함한 무효엔트리는 꼬리포인터(1003)에 의하여 지시된 주소에 부호어 메모
리(1008)로 쓰여진다. 꼬리포인터(1003) 주소는 그 다음에 현재 실행계수의 문맥상자의 주소로 포인터 메
모리(1001)안에 저장된다. 그 다음 꼬리포인터(1003)는 증가된다. 실행이 완료될 때, 실행계수에 부합하
는 포인터 메모리(1001)안의 포인터는 포인터 메모리(1001)로부터 판독되고 그 부호어는 병렬로 부호어 
메모리(1008)에 그 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기록된다. 만일 실행의 시작 또는 끝이 모두 아니라면, 
그리고 머리포인터(1002)의 주소에 의해 나타난 부호어 메모리(1008)안의 위치가 무효데이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머리포인터에 의해 지정된 부호어는 판독되고 출력된다. 그 다음에 머리 포인터는 증가된다. 
그 경우를 위해 실행이 동시에 시작되고 종료될 때, 부호어는 부호어 메모리(1008)에 꼬리포인터(100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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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정된 주소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꼬리포인터(1003)는 증가된다.

유사하게, 실행이 끝나고 포인터 메모리(1001)안의 부합되는 주소와 머리계수기(1002)안의 주소가 같을 
때, 부호어는 즉시 출력될 수 있고 머리계수기(1002)안의 값은 부호어 메모리(1008)에 접근함 없이 증가
될 수 있다.

"문맥에 의한" 실행계수 시스템에서, 모든 문맥은 포인터 메모리(1001)안의 메모리위치를 요구한다. 그래
서 BG와 PEM상태 메모리의 폭은 이 메모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확장 될수 있다. 포인터 메모리(1001)의 
폭은 부호어 메모리 주소를 위하여 필요한 크기와 같다.

부호어 메모리(1008)안의 위치의 수는 특정한 실행에서 설계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이 메모리의 제한
된 크기는 압축효율이 감소되고, 그래서 비용/압축 교환이다. 그 부호 이 메모리의 폭은 유효/무효 표시
를 위한 가장 큰 부호어 펄스 한 비트의 크기와 같다.

다음의 표 13에 보여준 R2(2) 부호를 이용한 예는 재정돈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표 14는 데이타가 문맥에 의해 라벨 붙여지고 재정돈(0=MPS, 더 가능한 부호 : 1=LPS, 덜 가능한 부호)되
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두 문맥상자이다. 비부호화된 비트번호는 비부호화된 비트클럭 사이클안의 회수
를 나타낸다. 실행의 시작과 종료는 나타나고 부호어는 실행의 끝에 보여진다.

[표 13] R2(3) 코드

[표 14] 부호화될 데이타 예

데이타예의 재정돈동작 표 15에 보여진다. 이 예에서는 과포화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큰 4개의 위치(0-
3)를 가진 부호어 메모리가 사용된다. 어떤 문맥 또는 출력부호어를 위한 실행의 시작 또는 끝인 동작후
의 시스템의 상태를 각열이 보여준다. "X"는 "don't care"인 메모리 위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실행이 
끝난 부호화된 비트들중, 하나 이상의 부호어가 출력되고, 그것은 시스템 상태에서 서너개의 변경에 원인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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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재정돈 동작의 예

표 15에서, 머리와 꼬리포인터는 제로로 초기화되고, 부호어 메모리(예, 큐)안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음
을 나타낸다. 포인터메모리는 각 문맥에 하나씩인 두 개의 저장위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각 위치는 
비트 번호 1에 우선하여 "don't care" 값을 가진다. 상기 부호어 메모리는 4개의 부호어의 폭을 나타내고 
모든 초기값을 "don't care"이다.

비트번호 1로 수신된 데이타에 대한 응답으로, 머리포인터는 부호어 메모리 위치 0을 가리키도록 유지한
다. 복호기가 다음 데이타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가능부호어 메모리 위치 0은 상기 부호어로 할
당되고 무효값이 메모리 위치 0에 쓰여진다. 문맥이 제로이기 때문에, 부호어가 할당된 부호어 메모리 위
치의 주소는 제로문맥(포인터 메모리 위치 0)을 위해 포인터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다. 그래서, "0"은 포
인터 메모리 위치 0에 저장된다. 상기 고리 포인터는 다음 부호어 메모리 위치 1로 증가된다.

비트번호 2에 부합하는 데이타에 대한 응답으로, 머리계수기는 첫번째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도록 유지한
다(출력없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기 데이타가 두번째 문맥, 문맥 1에 부합되기 때문에, 다음 부호어메
모리 위치는 또리 포인터에 의해 지시되는 한 부호어 메모리 위치 1로써 부호어에게 할당되고, 무효값이 
쓰여진다. 그 주소, 부호어 위치 1은 문맥 1에 부합하는 포인터 메모리 위치로 쓰여진다. 즉, 두번째 부
호어 메모리 위치의 주소는 포인터 메모리 위치 1로 쓰여진다. 그 다음에 꼬리포인터는 증가된다.

비트 번호 3에 부합되는 데이타에 대한 응답으로, 재정돈장치는 실행이 시작도 끝도 아니므로 사용되지 
않는다.

비트 번호 4에 부합하는 데이타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의 끝은 문맥 1로 가리켜진다.

그래서 부호어 "101"은 문맥 1을 위해 포인터 메모리 위치에 의해 지시되는 한 문맥 1(부호어 메모리 위
치 1)에 할당된 부호어 메모리 위치로 쓰여진다. 상기 머리와 꼬리포인터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문맥 1을 
위한 포인터 메모리 위치안의 값은 다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don't care"이다.

비트번호  5에  부합되는  데이타에  대한  응답으로,  재정돈장치는  실행이  시작  또는  끝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비트번호 6에 부합하는 데이타에 대한 응답으로, 비트 2를 위한 상기 설명된 것처럼 같은 종류의 동작이 
발생한다.

비트번호 7에 부합하는 데이타에 대한 응답으로, 문맥 0을 위한 부호어를 위한 실행의 끝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서, 부호어 "0"은 문맥 0(포인터 메모리 위치 0)을 위한 포인터 메모리 위치에 의해 지시되는 한 
상기 부호어 메모리 위치(부호어 메모리 위치 0)로 쓰여진다.

그 다음에 상기 포인터 메모리 위치안의 값은 다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don't car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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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머리포인터에 의해 지시된 부호어 메모리 위치는 유효데이타를 포함한다. 그래서, 상기 유효데
이타는 출력되고 머리포인터는 증가된다. 머리포인터 증가는 그것이 유효부호어를 포함한 또 다른 부호어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부호어는 출력되고, 상기 머리포인터는 다시 증가된다. 이 예에서, 부호어 메모리가 완전히 
찰 때의 대립으로써 그들이 가능할 때 부호어가 출력됨이 주목된다.

비 부호화된 비트를 통한 처리는 상기한 설명에 따른 발생이 계속된다. 부호어 메모리 위치가 특정한 문
맥을 구비한 이용을 가리키지 않고 그래서 어떤 문맥으로부터의 부호어들도 데이타화일의 부호화 내내 특
정 부호어 메모리 위치에 저장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비트팩 장치]

비트팩킹은 전에 재정돈장치에 의해 처리된 데이타 앞뒤로 비트팩킹을 보여주는 제4도에 설명한다. 제4도
의 뒷부분에서 복호기에 의해 사용의 순서를 나타내는 1부터 16으로 된 16개의 가변길이 부호어가 보여진
다. 모든 부호어는 세 개의 부호화된 열중 하나에 할당된다. 각 부호화된 열의 데이타는 인터리브어로 불
려지는  고정길이어로  쪼개진다(단일  가변길이  부호어가  두  개의  인터리브어로  쪼개질  수  있음을 
주목하라).  이  예에서,  인터리브어는  특정  인터리브어안의  첫번째  가변길이  부호어(또는  부분적인 
부호어)의 순서가 인터리브어의 순서로 결정되도록 한개의 인터리브열로 정돈된다. 다른 종류의 정돈 기
준으로 이행될 수 있다. 다중 부호화된 열을 인터리브 하는 잇점은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한 단일 부호화
된 데이타 채널이 이용될 수 있고, 가변길이 쉬프팅이 병렬 또는 파이프 라인으로 각 열을 위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비트팩 장치(802)는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로부터 가변길이 부호어를 수신하고, 그들을 인터
리브어로 팩한다. 비트팩장치(802)는 가변길이 부호어의 구동을 이행하는 논리와, 수정된 순서로 고정길
이 인터리브어를 출력하는 병합된 큐 형태의 재정돈장치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부호어가 클럭사이클
당 한 부호어 위의 비율로 실행계수재정돈장치로부터 수신된다. 비트팩 장치(802)의 일실시예의 블럭도를 
제11도에 보여준다. 다음의 실시예에서 4개의 인터리브열이 사용되고, 각 인터리브어는 16비트이고, 부호
어는 하나로부터 13비트 길이로 변경된다. 일실시예에서, 단일비트팩 장치는 모든 열을 구동하기 위하여 
파이프 라인된다. 본 발명에 의한 비트팩 장치(802)가 듀얼-포트 메모리(또는 레지스터 파일)를 사용한다
면, 클럭사이클당 하나의 인터리브어를 출력할 수 있다. 이것은 여분의 부호기를 가지고 지속되기 위하여 
요구된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제11도를 다시 보면, 비트팩 장치(802)는 팩킹논리(1101)와, 열계수기(1102)와, 메모리(1103)와, 꼬리포
인터(1104)와 머리계수기(1105)를 포함한다. 열계수기(1102)는 또한 메모리(1103)와 연결된다. 또한 꼬리
포인터(1104)와 머리계수기(1105)가 메모리와 연결된다.

열계수기(1102)는 현재 입력부호어와 연관된 인터리브 열의 트랙을 유지한다. 일 실시예에서, 열계수기
(1102)는 반복적으로 0부터 N-1까지 열을 계수하며, 상기 N은 열의 수이다. 열계수기(1102)가 N-1에 도달
할 때마다, 0 부터 다시 계수를 시작한다. 일실시예에서, 열계수기(1102)는 2-비트 계수기이고 0부터 3까
지(4개의 인터리브열을 위하여) 계수한다. 일실시예에서 열계수기(1102)는 제로로 초기화된다(예를들어, 
국부리셋을 통해서).

팩킹 논리(1101)는 현재 입력된 부호어를 인터리브어를 형성하기에 앞서서 입력부호어들로 병합한다. 부
호어의 각 길이는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패킹논리(1101)는 일련 가변길이 부호어들을 고정길이 부호어
로 묶는다. 상기 패킹논리(1101)에 의해 생성된 인터리브어는 순서대로 메모리(1103)에 출력되고 그들이 
출력될 우선시간까지 메모리(1103)에 저장된다. 일실시예에서, 메모리(1103)는 16비트어를 가진 고정랜덤 
접근메모리(SRAM) 또는 레지스터 파일이다.

인터리브어는 메모리(1103)에 저장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메모리(1103)의 크기는 두 케이스들을 구동하
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다. 한 케이스는 하나의 인터리브열이 최소 길이 부호어를 가지고 다른 인터리브열
이 최대 길이 부호어를 가지는 평균동작 케이스이다. 이 첫번째 케이스는 3×13=39개의 메모리 위치를 요
구한다. 다른 케이스는 다시 하나의 열이 최소 길이 또는 짧은 부호어를 가지고 다른 것이 최대길이 또는 
긴 부호어를 가지는 초기화케이스이다. 두번째 케이스에서, 2×3×13=78개의 기억위치가 필요한 반면에, 
PEM의 동작은 56의 꽉맞는 바운드를 허용한다.

열계수기(1102)와 꼬리포인터(1104)와 협동하여 메모리(1103)는 재정돈을 이행한다. 열계수기(1102)는 메
모리(1103)에 수신되는 부호어의 현재열을 나타낸다. 각 인터리브열은 최소한 하나의 꼬리포인터와 관계
된다. 꼬리포인터(1104)와 머리계수기(1105)는 부호어의 재정돈을 이행한다. 열당 두 개의 꼬리포인터를 
구비한 이유는 인터리브어 N-1안의 데이타가 다음 부호어의 시작을 포함할 때 복호기에 의해 재요청되는 
인터리브어  N에  의한다.  한  꼬리포인터는  주어진  인터리브열로부터  다음  인터리브어를  저장할 메모리
(1103)내의 위치를 결정한다. 다른 꼬리포인터는 다음 하나의 인터리브어를 저장할 메모리의 위치를 결정
한다. 이것은 인터리브터어 N의 위치가 인터리브어 N-1의 복호기가 재요청할 시간이 알려질 때  지정되도
록 한다. 일실시예에서, 포인터들은 8개의 6-비트 레지스터(열당 두개의 꼬리포인터)이다.

일실시예에서, 부호화의 시작에서, 꼬리포인터(1104)는 첫번째 8개의 인터리브어(각 열로부터 두개)들이 
메모리(1103)안에 각 열로부터 순서적으로 하나씩 저장되기 위하여 놓인다. 초기화 후에, 팩킹논리(110
1)가 특정부호열을 위한 새 인터리브어를 시작할 때마다, "다음" 꼬리포인터는 "다음의 " 꼬리포인터의 
값으로 지정되고, 상기 부호 열을 위한 "다음의" 꼬리포인터 다음 가능한 메모리 위치로 지정된다. 그래
서, 각 열당 두개의 꼬리포인터가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각 열마다 단지 하나의 꼬리포인터가 사용
되고 상기 꼬리포인터는 다음 인터리브어가 메모리(1103)내에 저장될 곳을 가리킨다.

머리계수기(1105)는 비트팩장치(802)로부터 출력될 다음 인터리브어의 기억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서, 상기 머리계수기(1105)는 동시에 전체 인터리브어가 출력되기 위하여 증
가되는 6-비트 계수기로 구성된다.

메모리(1103)는 재정돈을 위해 사용되는데에 더하여, 또한 부호기와 채널 사이의 FIFO 버퍼로써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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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것은 재정돈을 위해 요구되는 메모리보다 더 커야 이루어지고, 그래서 FIFO-almost-full 신호
는 채널이 부호기로써 지속될 수 없을 때 부호기를 시간지연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사이클당 한 
비트 부호기는 사이클당 하나의 인터리브어를 발생할 수 없다. 부호기가 채널로 잘 조화될 때, 채널은 인
터리브어의 모든 사이클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몇몇 FIFO 버퍼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16-비트 인터리
브어 모든 32 클럭 사이클을 수락할 수 있는 채널은 압축비가 2 : 1 이상이었을 때 2 : 1의 효과적인 대
역폭확장으로 잘 조화된 설계이어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한 팩킹 논리]

팩킹논리의 블럭도를 제12도에 보여준다. 제12도를 보면, 팩킹논리(1101)는 크기장치(1201)와, 어큐뮬레
이터의 집합(1202)과,  쉬프터(1203)와,  MUX(1204)와,  레지스터의 집합(1205)과,  OR  게이트논리(1206)를 
구비한다. 크기장치(1201)는 부호어가 수신되도록 연결되고 어큐뮬레이터(1202)와 연결된다. 상기 부호어 
뿐만  아니라  어큐뮬레이터는  쉬프터(1203)와  연결된다.  쉬프터(1203)는  MUX(1204)와  OR  게이트 논리
(1206)와 연결된다.

상기 레지스터 또한 OR 게이트 논리(1206)와 연결된다.

일실시예에서, 부호어는 사용되지 않는 비트는 제로로된 13-비트 버스로 입력된다. 이 제로로된 비사용된 
비트는 크기장치(1201)안의 우선부호기가 "IN" 부호어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0" 부호어
를 위한 크기를 생성할 수 있도록 "IN" 부호어안의 "1"안에 인접한다.

어큐뮬레이터(1202)는 각 인터리브열에 하나씩인 다수의 어큐뮬레이터로 구성된다. 각 인터리브열을 위한 
어큐뮬레이터는 이미 현재 인터리브어안의 비트수의 레코드를 획득한다. 일 실시예에서, 각 어큐뮬레이터
는 4-비트 가산기(with carry out)와 각 열을 위해 사용되는 4-비트 레지스터를 구비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가산기의 출력은 어큐뮬레이터의 출력이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레지스터의 출력
이 어큐뮬레이터의 출력이다. 크기장치(1201)로부터 수신되는 부호어의 크기를 이용하여, 어큐뮬레이터는 
그 열을 위한 현재 인터리브어를 포함한 레지스터로 현재 부호어를 잇기 위해서 쉬프트할 비트수를 결정
한다.

어큐뮬레이터의 현재값에 근거하여, 상기 쉬프터(1203)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그 인터리브어안의 어떤 우
선 부호어를 따르기 위해 현재 부호어를 할당한다. 그래서 부호기안의 데이타는 복호기순서로 
쉬프트된다. 쉬프터(1203)의 출력은 28 비트이고, 그것은 13-비트 부호어가 현재 인터리브어안의 15-비트
로  부가되어야  할  경우에  구동한다.  그래서  현재  부호어로부터  비트는  출력될  28비트의  12비트  높게 
된다. 쉬프터(1203)가 궤환없이 구동되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일실시예에서, 쉬프
터(1203)는 원통쉬프터를 구비한다.

레지스터(1205)는 현재 인터리브어의 비트를 저장한다. 일실시예에서, 각 인터리브열을 위한 16-비트 레
지스터는 현재 인터리브어에 우선 비트를 홀드한다.

처음에, 열의 부호어는 쉬프터(1203)에 의해 수신되고, 반면에 크기 장치(1201)는 열에 부합하는 어큐뮬
레이터로 부호어의 크기를 나타낸다. 어큐뮬레이터는 국부리셋을 통해 제로로 지정된 초기화값을 가진다. 
어큐뮬레이터가 제로이기 때문에, 부호어는 쉬프트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열에 부합하는 레지스터의 내용
을 가진 OR 논리(1206)를 이용하여 OR된다. 그러나, 몇몇 실시예에서는 IN부호어는 인터리브어의 시작에
서 조차 우선적으로 할당되기 위하여 쉬프트되어야 한다. 이 레지스터는 제로로 초기화되고, 그래서 OR동
작의  결과는  부호어가  OR  논리(1206)의  결과로  최적(right-most)  비트  위치로  넣어지는  것이고,   
MUX(1204)를 통해 열로부터 다음 부호어까지 저장하기 위하여 레지스터로 궤환된다. 그래서, 초기에 쉬프
터(1203)는 통과로 동작한다. 첫번째 부호어안의 비트의 수는 이제 어큐뮬레이터내에 저장된다. 그 열의 
다음 부호어가 수신되면 어큐뮬레이터안의 상기 값은 쉬프터(1203)로 보내지고 부호어는 인터리브어내의 
어떤 우선적인 입력비트로 병합하기 위한 비트의 수로 왼쪽으로 쉬프트된다. 쉬프트된 어의 다른 비트위
치에 제로가 놓여진다. 그 열에 부합하는 레지스터로부터의 비트들은 OR 논리(1206)를 이용하여 쉬프터
(1203)로부터의 비트와 병합된다. 만일 어큐뮬레이터가 이행표시(예, 신호)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더 많
은 비트가 현재 인터리브어를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OR 동작의 결과 데이타는 MUX(1204)를 통하여 
레지스터로 다시 저장된다.

일실시예에서, MUX(1204)는 2  :  1  멀티플렉서로 구성된다. 어큐뮬레이터가 이행을 생성할 때, OR 논리
(1206)로부터의 OR된 데이타의 16비트는 완료된 인터리브어이고 그 다음에 출력된다. MUX(1204)는 레지스
터가 첫 16 이후의 어떤 추가된 비트(예, 12비트 이상 28 비트 이하가 쉬프터(1203)로부터 출력된다)를 
로드하는 원인이 되고, 나머지는 제로로 채운다.

MUX(1204)와 인터리브어의 출력의 제어는 어큐뮬레이터로부터의 이행신호로 된다. 일 실시예에서, 멀티프
렉서(1204)는 항상 제로로 출력되는 하나를 가진 입력중 4개를 구비한 16개의 2 : 1 멀티플렉서로 구성된
다.

[재정돈 옵션]

본 발명은 데이타의 재정돈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옵션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다중 부호열을 가진 
시스템에 있어서, 부호열들은 제4도에 보인 인터리브어들로 재정돈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인터리브어로 
재정돈을 완성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을 제공한다.

인터리브어로 데이타를 재정돈하는 한 방법은 제25도에 보여진 것처럼 스누퍼복호기를 사용한 것이다. 제
25도를 보면, 다수의 실행계수재정돈 장치(2501A-n)는 부호어 열과 함께 부호어 정보가 수신되도록 연결
된다. 각 부호어 출력과 크기 출력이 발생하고, 분할된 비트팩킹 논리(1101)장치, 예컨대 비트팩킹장치
(2502A-n)는 부호어가 출력되도록 연결되고, 크기는 상기 실행계수재정돈장치(2501A-n)중 하나로부터  출
력된다. 비트팩킹 논리장치(2502A-n)는 MUX(2503)와 스누퍼복호기(2504)에 연결되어 인터리브어를 출력한
다. 복호기(2504)는 MUX로 수신되고 부호열로 출력될 인터리브어가 MUX(2503)에 나타나는 선택제어신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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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호화된 데이타열은 제8도의 실행계수재정돈장치(801)를 구비한 실행계수재정돈장치를 가진다. 각 비
트팩 장치는 가변길이 부호어를 고정크기 인터리브어, 아마 단어당 8, 16, 또는 32 비트로 병합한다. 상
기에 설명한 것처럼 각 비트팩장치는 레지스터들과 쉬프팅회로를 포함한다. 복호기(2504)는 모든 비트팩
장치로부터(제25도에 보여주는 분할된 버스들로 또는 보통버스를 통하여) 인터리브어로 접근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복호기(BG, PEM, CM을 포함한)를 구비한다. 복호기(2504)가 비트팩 장치들중 하나로부터 
인터리브어가 선택될 때마다. 그 단어는 부호열로 전송된다. 순시하는 끝에 상기 복호기가 상기 동일한 
스누퍼복호기처럼 같은 순서로 데이타를 요청할 것이므로, 그 인터리브어는 적당한 순서로 전송된다.

스누퍼복호기를 가진 부호기는 반이중 시스템에서 유혹적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스누퍼복호기는 또한 보
통 복호기로써 사용될 수 있다. 스누퍼복호기 접근의 잇점은 어떤 결정론적인 복호기와도 호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설명되는 스누퍼복호기에 의존함 없는 대체 해결법은 하드웨어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복
호기의 간단한 모델을 사용한다. 같은 클럭사이클에서 다수의 부호어를 복호화하는 복호기에 대하여 복호
기 그 자체보다 하드웨어가 적은 복호기를 모델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스누퍼복호기의 사용을 요구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단지 사이클당 기껏해야 하나의 부호어를 복호화하는 복호기의 간단한 모델이 존재한
다.

기껏해야 사이클당 하나의 부호어를 복호화하는 파이프라인된 복호기 시스템의 데이타를 재정돈하는 또 
다른 기술은 부호화된 데이타의 복호기의 재요청모델에 필요한 유일한 정보는 부호어(독립적으로 각 부호
화된  데이타  열을  위한  부호어가  아니라  모든  부호어들을  고려한)의  순서를  아는  것이란  사실에 
근거한다. 그것이 실행 계수재정돈장치에 들어갈 때 시간스탬프(time stamp)가 각 부호어와 연결된다면, 
비트팩된 인터리브어가 그것과 연관된 오래된 시간스탬프를 가지던지간에 그것은 출력될 다음 인터리브 
부호어이다.

전형적인 부호기를 재정돈하는 장치는 제26도의 블럭형태이다. 제26도에서, 부호화시스템은 시간 stamp 
정보가 각 실행계수재정돈장치(2501A-n)에서도 수신됨을 제외하고 제25도에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이 시
간 스템프정보는 또한 비트팩장치(2502A-n)로 향한다. 비트팩장치(2502A-n)는 인터리브어를  MUX(2503)로 
제공하고 그것과 연관된 시간 스템프를 놀리(2601)로 제공한다. 논리(2601)는 제어신호를 부호열로 출력
될 그 인터리브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MUX(2503)로 제공한다.

일실시예에서, 스누퍼복호기는 가장 오래된 시간 스템프를 가진 부호어(또는 부호어의 일부)를 가진 비트
팩장치(2502A-n)를 결정하는 간단한 비교에 의해 교체된다. 그런 시스템은 시간 스템프를 가진 다수의 큐
로써 MUX(2503)로 나타난다. 논리(2601)는 간단하게 다양한 큐들 사이에서 선택한다. 각 실행계수재정돈
장치(1503A-n)의 논리는 오직 실행이 시작될 때 시간 스템프를 쓰기 위해서(실행 계수 재정돈장치(801)로
부터) 근소하게 변경된다. 각 실행계수 재정돈장치(2501A-n)는 부호어메모리내에 시간 스템프를 저장하기 
위하여 갖추어져 있다. 모든 부호어를 낱낱이 열거하기에 충분한 비트를 가지고 시간 스템프를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몇몇 실시예에서, 더 적은 수의 비트가 사용된다.

시간 스템프를 가진 다수의 큐를 사용한 단계의 간단한 묘사를 다음에 보인다. 그 묘사는 당업자에게는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그 부호기의 동작이다. 같은 부호어에 의해 실행이 시작되고 끝난 경우
에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그 동안은 각 부호화된 기호(비록 연습에서 모든 체크가 만들어질 필요는 없
지만)를 위해 검사될 수 있다. 인터리브어는 크기에서 32비트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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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복호기 동작은 비록 부호어가 큐에 저장될 필요가 없지만 유사하다. 큐에서 부호어의 시간 스템프를 저장
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상기에 설명된 시간 스템프의 함수는 부호어의 순서정보가 저장되는데 사용된다.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동등한 방법은 모든 부호어를 위한 큐, 즉 병합된 큐의 사용에 의한다. 병합된큐 큐시스템에서, 제27도에 
나타난 것처럼, 단일 실행계수재정돈장치(2701)는 모든 인터리브열들을 위해 사용된다. 실행계수재정돈장
치(2701)는 부호어를 발생하고, 크기와 열은 비트팩장치(2502A-n)로 출력되고, 비트팩장치는 인터리브어
를 MUX(2053)로 출력하고, 위치정보를 논리(2702)로 출력한다. 상기 MUX(2503)는 인터리브어를 부호열의 
일부로써 출력한다.

임의의 열에 대해 실행계수재정돈 메모리는 각 부호의 인터리브열(ID)을 저장한다. 각 인터리브열은 자신
의 머리 포인터를 가진다.

비드 패킹 장치가 보다 많은 데이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하는 헤드 포인터는 새로운 인터리브어를 형
성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많은 부호어를 불러오는데 사용된다.

이는 어느 것이 적절한 열부분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부호어메모리 위치를 살펴봄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이는 연결된 리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필드에 대한 부호어메모리를 살펴봄을 포함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의 인터리브방법은 고정열 배당을 갖는 병합큐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병합큐 케이스에서와 
같이 하나의 꼬리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스템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중 헤드(머리)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열로부터 데이타를 출력시키는데 있어서 오버헤드가 
없다.

이를 위하여 다음 롤에 따라 인터리브열에의 부호어 할당이 수행된다. N열에 대하여  :  열 M mod N에 부
호어 M이 부여된다.

인터리브열은 이 방법에 따라 어떠한 문맥 상자나 확률클래스로부터 부호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주목
된다.

열의 수가 2(power of two)라면, M mod N은 보다 많은 현저한 비트들중 몇몇을 제거하여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호어 재정돈메모리가 12 비트로 어드레스되고 4 인터리브열이 사용되는 것을 가정한다.

꼬리포인터의 길이는 12비트이며 2개의 가장 덜 현저한 비트가 다음 부호어 부호화열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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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비트를 갖는 4개의 머리 포인터는 각각 2개의 가장 덜 현저한 비트를 4개의 가능한 조합 각각에 묵시적
으로 할당한다. 꼬리 및 머리 포인터 모두는 정상 2진 계수로서 증분된다.

복호기에 있어서, 시프터는 인터리브어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갖는다.

이 시프터들은 적절히 배열된 부호화된 데이타를 비트발생기로 보낸다.

이 비트발생기들이 몇몇 부호화된 데이타를 사용할 때 이는 시프터에게 알려진다.

상기 시프터는 적절히 배열된 데이타를 다음 인터리브열로부터 전달한다.

만일 부호화된 데이타 열의 수가 N이라면, 시프터는 사용된 데이타를 이동시키기 위해 N-1 클럭사이클을 
가지고 특정 인터리브열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다른 인터리브 부호어를 요청한다.

[본 발명의 복호기]

본 발명은 제한된 재정돈메모리를 갖는 실시간 부호기를 지원하는 복호기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이 복호기는 또한 각 문맥상자 대신 각 확률클래스에 대한 실행계수를 유지함으로서 
메모리 요구 및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복호기시스템의 일 실시예]

제14a도를 본 발명의 복호기 하드웨어시스템의 일실시예에 관한 블럭도를 예시한 것이다.

제14a도는  참고하면,  복호기시스템(1400)은  최선-인(first-in)/최선-아웃(first-out)(FIFO)  구조(1401), 
복호기(1402), 메모리(1403) 및 문맥모델(1404)을 포함한다. 복호기(602)는 다중복호기를 포함한다.

부호화된 데이타(1410)는  FIFO구조(1410)에  의해 수용되게 연결된다.  FIFO구조(1401)는  복호기(1402)에 
부호화된 데이타를 공급하도록 연결된다.

복호기(1402)는 메모리(1403) 및 문맥모델(1404)에 연결된다.

문맥모델(1404)은 또한 메모리(1403)에 연결된다.

문맥모델(604)의 출력은 복호화데이타(1411)를 포함한다.

시스템(1400)에서, FIFO구조(1401)에 입력된 부호화된 데이타(1410)는 정돈되고 인터리브된다.

FIFO구조(1401)는 적절한 배열로 데이타를 포함한다.

상기 열은 복호기(1402)로 이송된다.

복호기(1402)는 이들 열로부터 병렬 및 결정 배열로 된 데이타를 필요로 한다.

복호기(1402)가 부호화된 데이타를 필요로 하는 배열은 비사소한 것(non-trivial)이나 랜덤은 아니다.

복호기 대신 부호기에서 이 배열로 부호어를 배열함으로써 부호화된 데이타는 단일열로 인터리브될 수 있
는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부호화된 데이타(1410)는 단일 열의 비-인터리브 데이타를 포함하며, 여기서는 각 
문맥상자, 이 문맥클래스 혹은 확률클래스에 대한 데이타가 데이타 열에 부착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FIFO(1410)가 데이타가 적절히 분획될 수 있도록 데이타를 복호기(1402)로 보내기 전
에 모든 부호화된 데이타를 수용하기 위해 저장부위(1410)으로 대체된다.

부호화된 데이타(1410)가 FIFO(1401)로 수용됨에 따라 문맥모델(1404)은 현재의 문맥상자를 측정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문맥모델(1404)은 앞서의 화소(pixels) 및/혹은 비트를 근서로 현재의 문맥상자를 결
정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문맥모델(1404)에 대하여 라인 버퍼링을 포함시킬 수 있다.

라인버퍼링은 필요한 데이타를 제공하고 혹은 복제함으로써 문맥모델(1404)이 현재의 문맥상자를 결정한
다.

예를 들어 문맥이 현재의 화소 부근에 있는 화소값을 근거로 하는 경우 특정 문맥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부근에 있는 화소들의 화소값을 저장하기 위해 라인버퍼링을 사용할 수 있다.

문맥 상자에 응답하여, 복호기시스템(1400)은 메모리(1403)로부터 현재의 문맥상자에 대한 복호기 상태를 
불러오게 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이 복호기 상태는 확률추정모듈(PEM) 상태와 비트발생기 상태를 포함한다.

PEM상태는 새로운 부호어를 복호화하는 경우에 어느 부호를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한편 비트발생기 상태는 현재 실행에서 비트의 기록을 유지한다. 이 상태는 문맥 모델(1404)이 제공한 어
드레스에 응답하여 메모리(1403)로부터 복호기(1402)로 제공된다.

상기 어드레스는 상기 문맥 상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1403) 내의 위치에 접근한다.

일단 현재 문맥상자에 대한 복호기상태가 메모리(1403)로부터 호출되면, 시스템(1400)은 다음의 미압축된 
비트를 결정하고, 복호기상태를 프로세싱한다. 그 후 복호기(1402)는 새로운 부호어를 복호화하고, 필요
하면, 실행계수를 갱신한다.

상기 비트 발생상태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PEM 상태가 업데이트된다. 그후, 복호기(1402)는 새로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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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메모리(1403)에 기재한다.

제14b도는 본 발명의 복호기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것이다.

제14b도는 참조하면, 복호기는 시프팅 논리(1431), 비트발생논리(1432), "뉴(New) K" 논리(1433), PEM 업
데이트논리(1434), 뉴(New) 부호어논리(1435), PEM 상태-캐쉬논리(1436), 코드-마스크 논리(1437), 코드-
MaxPL, 마스크 및 P3 슬릿(Slit) 확장논리(1438), 복호기논리(1439), 멀티플렉서(1440), 및 실행계수 업
데이트논리(1441)를 포함한다.

시프팅논리(1431)는 상태입력(1442) 뿐만 아니라 부호화된 데이타입력(1443)을(메모리로부터) 받도록 연
결되어 있다.

시프팅논리(1431)의 출력은 또한 입력으로써 비트 발생논리 1432, "뉴-K" 발생논리(1433) 및 PEM 업데이
타논리(1434)에 연결된다.

비트발생논리(1432)는 또한 상태입력(1442)을 받고 복호화된 데이타 출력을 생성하도록 문맥모델에 연결
되어 있다.

뉴-K 논리(1433)는 코드-마스크 논리(1437)의 입력에 연결된 출력을 발생시킨다.

PEM 업데이트논리(1434)는 또한 상태입력(1442)에 연결되어 상태출력(메모리에 대한)을 생성한다.

상태입력(1442)은  또한  뉴-부본어논리(1435)와  PEM  상태-코드논리(1436)의  입력에 연련되어 있다.  PEM   
상태-코드논리(1436)의 출력은 학장살리(1438)에 의해 수용하게 연결되어 있어 확장논리(1438)의 출력은 
복호논리(1439) 및 실행계수 업데이트논리(1441)에 연결되어 있다.

복호논리에 대한 다른 입력은 코드-마스크(1437)의 출력에 연결되어 있다.

복호논리(1439)의 출력은 MUX(1440)의 하나의 입력에 연결되어 있다. MUX(1440)의 다른 입력은 상태입력
(1442)에 연결되어 있다. MUX(1440)의 선택입력은 뉴 부호어 논리(1435)의 출력에 연결되어 있다.

MUX(1440)  및  확장논리(1438)의  출력은 코드-마스크 논리(1437)의  축력과 함께 실행계수 업데이트논리
(1441)의 2개의 입력에 연결되어 있다.

실행계수 업데이트논리(1441)의 출력은 메모리에 대한 상태 출력에 포함한다.

시프팅논리(1431)는 부호데이타열로부터 데이타를 이동시킨다.

부호화된 데이타 입력과 상태 입력을 기준으로, 비트발생논리(1432)는 문맥모델에 대하여 복호화된 데이
타를 발생한다.

뉴-K 논리(1433) 역시 쉬프트인 데이타(Shifted in data)와 상태입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값의 K를 발생한
다.

일실시예에서, 뉴 K 논리(1433)는 PEM상태 및 부호화된 데이타의 제1비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K값을 발생
한다.

이 새로운 K값을 기준으로 코드-마스크 논리(1437)는 다음 부호어에 대한 RLZ 마스크를 생성한다.

이 RLZ 마스크는 복호논리(709)와 실행계수 업데이트논리(1441)로 보내진다.

PEM 업데이트논리(1434)는 PEM 상태를 업데이트 한다.

일실시예에서, PEM 상태는 현재 상태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된 상태는 메모리로 보내진다.

새로운 부호어논리(1435)는 새로운 부호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PEM 상태-코드논리(1436)는 상태입력(1442)을 이용하여 복호화용 코드를 결정한다.

이 부호는 확장논리(1438)에 입력되어 최대 실행길이, 현재의 마스크 및 R3 스프릿트값을 생성한다.

복호논리(1439)는  부호어를  복호화하여  실행계수출력을  생성한다.  MUX(1440)은  복호논리(1439)로부터의 
출력이나 실행계수 업데이트논리(1441)로의 상태입력(1442)을 선택한다. 실행계수 업데이트논리(1441)는 
실행계수를 업데이트 한다.

본 발명의 복호기(1430)를 포함한 복호화시스템(1400)은 파이프라인방식으로 동작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복호화시스템(600)은 모두 파이프라인방식으로 문맥상자를 결정하고 확률
을 추정하며, 부호어를 복호화하며 실행계수로부터 비트를 생성한다.

복호화시스템의 파이프라인 구조의 일실시예를 제15a도에 도시하였다. 제15a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파
이프라인된 복호화 과정의 일실시예를 1-6의 6단계로 도시하였다.

제1단계에서 현재의 문맥상자가 결정된다(1501).

제2단계에서는 문맥상자가 결정된 후 문맥상자에 대한 현재의 복호기상태가 메모리로부터 호출되는 메모
리판독이 일어난다(1502). 상기한 바와 같이 복호기상태는 PEM상태와 비트발생기상태를 포함한다.

제3단계에서는 복구된 비트가 생성되며(1503), 이에 따라 비트가 문맥모델에 사용가능하게 된다.

제3단계 동안에는 2개의 다른 동작이 수행된다.

PEM상태가 부호형태로 변환되고(1504)  새로운 부호어가 복호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1505)이 
제3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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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 동안에는, 복호화시스템이 부호어를 처리하고 그리고/또는 실행계수를 업데이트한다(1506).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보조-동작이 관여된다.

예를 들어 다음 실행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부호어가 복호화되거나 혹은 현재의 부호에 대하여 실행계수가 
업데이트된다(1506).

새로운 부호어를 복호화할 때 필요하면 보다 많은 부호화데이타가 입력 FIFO로부터 호출된다.

제4단계에서의 다른 보조-동작은 PEM상태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1507).

마지막으로 제4단계에서는 현재 부호어의 실행계수가 0이라면 다음 부호에 대하여 실행길이 제로 부호어
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새로운 PEM상태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복호화 파이프라인의 제5단계 동안에는 업데이트된 PEM상태를 갖는 복호기상태가 메모리내에 
기재되고(1509), 다음 부호어에 대한 시프팅이 시작된다(1510).

제6단계에서는 다음 부호어에 대한 시프팅이 완료된다(1510).

본 발명의 파이프 라인된 복호화는 실제 복호화 처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으로 시작한다.

이 결정은 본 발명의 복호기에 충분한 데이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FIFO로부터의 충분한 데이타가 없다면, 복호화시스템은 가동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복호기로부터 모든 데이타 출력을 받을 수 없는 주변장치에 복호화된 데이타를 출력
할 때에도 이 복호화 시스템은 정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호기가 비데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및 이에 관련된 비데오회로에 출력을 제공할 때 이 비
데오는 아주 느릴 수 있으며, 이때 복호기는 비데오를 따라 가기 위해 정지할(stall)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호화 처리개시에 대한 결정이 일단 이루어지면, 현재의 문맥상자가 문맥모델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에서는, 앞서의 데이타를 검사함으로써 현재의 문맥 상자가 확인된다.

이같은 앞서의 데이타는 라인 버퍼내에 저장될 수 있으며 현재의 라인 및/또는 앞서의 라인으로부터 온 
데이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문맥 본형에서, 주어진 비트에 대한 경우, 라인 버퍼로부터의 비트는 앞서의 데이타에 관한 
본형을 이용하여 설계가능하며, 현재 데이타에 대한 문맥상자가 시험되는 앞서의 데이타가 그 본형과 일
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이를 라인 버퍼는 비트 쉬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할 수 있다.

n-비트 화상의 각 비트평면에 대하여 하나의 본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문맥상자는 다음 파이프 라인 단계동안 어드레스를 메모리에 출력함으로써 선택된다.

이 어드레스는 비트평면을 식별하기 위해 3비트와 같이 미리 정해진 비트수를 포함한다.

3비트를 사용함으로써, 화소데이타내의 비트위치를 식별할수 있다.

문맥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본형(template)은 어드레스의 일부로써 나타낼 수도 있다.

비트평면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비트의 본형을 식별하는 비트는 합해져서 이들 비트로 정해진 문맥상자
에 대한 상태정보를 합유하는 메모리내의 특정위치에 대한 어드레스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호소내의 비트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3비트와 본형에서 앞서의 화소 각각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10개의 앞서의 비트를 이용함으로써, 13-비트 문맥 어드레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문맥 모델에 의해 생성된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메모리(예컨대 RAM)를 억세스하여 상태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이 상태는 PEM 상태를 포함한다.

PEM 상태는 현재의 확률 추정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상태가 같은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PEM 상태는 확률 클래스나 코드지정을 포함하지 않으
며, 차라리 제5도에 도시된 표와 같은 표내의 색인을 포함한다.

또한 제5도의 표를 사용할 때에는 PEM 상태는 현재의 PEM 상태가 표의 +혹은 -축에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
는 수단으로써 가장 가능성 있는 기호(MPS)를 제공한다.

비트 발생상태는 계수값과 LPS가 존재하는지의 지시를 포함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현재 실행에 대한 MPS 값 역시 다음 부호어를 복호화하기 위해 포함된다.

본 발명에서는 실행계수에 필요한 공간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내에 비트발생기 상태를 저장한다.

각 문맥에 대한 계수용 시스템내의 공간 비용이 낮다면, 상기 비트 발생상태는 메모리내에 저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단 제4단계가 종료하면, 새로운 비트발생기 상태와 PEM상태가 메모리에 기재된다.

또한, 제5단계에서는 부호화된 데이타열이 다음 부호어로 쉬프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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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쉬프트 동작은 제6단계에서 종료된다.

제14c도는 2개의 복호기에 대한 인터리브어 버퍼링을 예시하는 본 발명의 FIFO구조(1401)의 일실시예에 
대한 블록도이다.

어떠한 수의 복호기도 본 발명의 기술을 이용하여 지원될 수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데이타와 FIFO는 2개의 인터리브어를 충분히 보지할 정도로 넓다.

FIFO(1401)는  FIFO(1460),  레지스터(1461-1462),  MUX(1463-1464)  및  제어블록(1465)을  포함한다.  2개의 
입력부호어는 입력 인터리브어로 연결되어 있다.

FIFO(1460)의 출력은 레지스터(1461-1462)에 대한 입력부에 연결된다. MUX(1463)에 대한 입력은 레지스터
(1461, 1462)의 출력부에 연결된다.

제어블록(1465)은 FIFO(1460),  레지스터(1461,  1462)  그리고 MUX(1463,  1464)에 기준신호를 제공하도록 
연결된다.

인터리브어는 2개의 복호기에 제공된 출력데이타(출력데이타 1 및 2)이다. 각각의 복호기는 현재 어가 사
용되었으며 다음에 새로운 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요청신호를 사용한다.

복호기로부터의 이 요청신호는 제어블록(1465)의 입력부에 연결된다. 제어블록(1465)은 또한 메모리부로
부터 보다 많은 신호를 요청하기 위한 FIFO 요청신호를 출력한다.

처음에는 FIFO  및  레지스터(1461,  1462)는  데이타로 채워져 있으며 제어장치(1465)내의 유효 플립플롭
(1465)이 세팅되어 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상기 제어블록(1465)은 하기표 16에 도시된 논리에 따라 데이타를 제공한다.

[표 16]

제15b도는 본 발명의 복호기의 다른 개념을 예시한 것이다.

제15b도를 참조하면,  가변길이(부호화된)  데이타가 복호기내에 입력된다.  복호기는 고정길이(복호화된) 
데이타를 출력한다.

이 출력은 또한 입력으로서 복호기내에 수신되는 지연 피드백으로써 피드백된다.

본 발명의 복호기에서는 복호화에 사용되는 가변길이 시프팅은 약간의 지연후 사용 가능한 복호화된 데이
타에 기초한다.

이 피드백 지연은 지연허용 복호기(delay tolerant decoders)에서 처리율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입력 가변 길이 데이타는 제4도와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은 고정길이 인터리브어로 나뉘어진다.

상기 복호기는 제16a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고정길이어를 사용한다.

이같이 본 발명은 지연허용 복호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지연허용 복호기는 가변길이 데이타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종래의 허프만(Huffman) 복호기와 같은 복호기는 지연허용성(delay tolerant)이 아니였다.

모든 앞서의 부호어를 복호화하여 결정한 정보는 다음 부호어를 복호화하는데 필요한 가변길이 쉬프팅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반면, 본 발명은 지연허용 복호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호화 시스템에서의 쉬프팅]

본 발명의 복호기는 복호화를 위해 인터리브어를 적절한 비트 발생기로 쉬프트시키기 위한 쉬프팅논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쉬프트는 어떠한 특정형태의 "문맥(by context)" 혹은 "확률(by probability)" 병렬성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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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않는다.

열 M mod N에 부호어 M을 부여하는 부호기(C 언어에 있어서의 M % N)(여기서 N은 열의 수마다)를 가정한
다.

본 발명에서는 현재 열로부터의 부호화된 데이타가 부호어가 요청될 때까지 나타난다.

오직 그때만 데이타가 다음열로 스위칭된다.

제16도는 본 발명의 복호기에 대한 쉬프트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것이다.

쉬프터(1600)는 4데이타열에 대하여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쉬프팅 동작에 대하여 4의 클럭사이클이 가능하다.

인터리브어는 16비트이고 가장 긴 부호어는 13비트이다.

제16도를 참조하면, 쉬프터(1600)는 인터리브된 부호화 데이타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연결된 4개의 레지스
터(1601-1604)를 포함한다.

레지스터(1601-1604) 각각의 출력은 MUX(1605)에 대한 입력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MUX(1605)의 출력은 레지스터(1607),  MUX  및 레지스터(1608-1610)  및 사이즈유니트(1611)에 입력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사이즈유니트(1611)의 출력은 어큐뮬레이터(1612)에 연결된다. 어큐뮬레이터(1612)의 출력은 피드백되고 
바렐쉬프터(1606)에 연결된다.

레지스터(1607)의 출력을 MUX 및 레지스터(1608)에 입력으로 연결된다.

MUX 및 레지스터(1608)의 출력은 MUX 및 레지스터(309)에 입력으로서 연결된다.

MUX 및 레지스터(1609)의 출력은 MUX 및 레지스터(1610)에 입력으로서 연결된다.

MUX 및 레지스터(1610)의 출력은 정돈된 부호화 데이타이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레지스터(1601-1604)는 16-비트레지스터이며, 바렐쉬프터(1606)는 32비트-13비트 바
렐쉬프터이고 어큐뮬레이터(1612)는 4-비트 어큐뮬레이터이다.

레지스터(1601-1604)는 FIFO로부터 16-비트어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바렐쉬프터(1606)에 입력한다.

바렐쉬프트(1606)에는 항상 최소 32비트의 미복호화 데이타가 제공된다.

2개의 16비트어의 부호화데이타 시작과 함께 4개의 레지스터(1601-1604)가 초기화 된다.

이에 따라 각 열(Stream)에 대하여 항상 최소 하나의 새로운 부호어가 사용가능하게 된다.

R-부호에 대하여, 부호어 사이즈유니트(1611)는 "0" 또는 "IN" 부호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IN" 부호어
라면 "1" 후에 얼마만큼의 비트가 현재 부호어의 부분인지를 결정한다.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상기 사이즈유니트에 대하여 제12도에서 기술하였다.

다름 부호에 대하여는 부호어의 사이즈 결정방법은 이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쉬프터(1600)는 4개의 레지스터, 그중 3개는 멀티플렉스된 출력으로 이루어진 FIFO를 포함한다.

레지스터(1607-1610)의 각 레지스터는 최소 하나의 부호어를 보유함으로써 레지스터 및 멀티플렉서의 폭
이 가장 길 수 있는 부호어를 장착할 13 비트이다.

각 레지스터는 또한 이와 관련된 하나의 제어 플립-플롭을 가지며(도시되지 않음), 이는 특정 레지스터가 
부호어를 포함하는지 여부 혹은 부호어를 제공하도록 바렐쉬프터(1606)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다.

FIFO는 결코 비지 않을 것이다. 클럭사이클당 오직 하나의 부호어만이 사용될 수 있으며, 클럭사이클당 
하나의 부호어가 쉬프트 될 수 있다.

쉬프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연은 이 시스템이 4부호어 앞에 개시됨으로써 보상된다.

각각의 부호어가 배열된 부호화데이타출력으로 쉬프팅됨에 따라 레지스터(1607-1610)내의 다른 부호어들
은 쉬프트 다운된다.

FIFO내에 남은 부호어는 레지스터(1620)에 저장되며, 바렐쉬프터(1606)는 레지스터(1607-1609)를 채우기 
위해 부호어가 MUX(1605)를 통해 레지스터(1601-1604)로부터 판독되게 한다.

FIFO는 부호어가 레지스터(1608)로 쉬프트 되자마자 다음 부호어로써 레지스터(1607)를 채우도록 설계될 
수 있다.

바렐쉬프터(1606), 부호어사이즈 계산기(1611) 및 어큐뮬레이터(1612)는 가변길이 쉬프팅을 조절한다.

어큐뮬레이터(1612)는 4개의 레지스터를 가지며, 각 부호화된 데이타열에 대하여 하나씩 가지며 이들 각
각은 각각의 데이타 열에 대하여 현재의 부호어 배열을 포함한다.

어큐뮬레이터(1612)는 바렐쉬프터(1606)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4개의 비트어큐뮬레이터이다.

어큐뮬레이터(1612)가 부호어 사이즈유니트(1611)로부터 입력된 값만큼 그 값을 증대시킨다.

68-34

1019950033942



어큐뮬레이터(1612)가  오버플로우되면(즉,  쉬프트카운트가  16이상이  될  때마다)  레지스터(1601-1604)는 
쉬프트를 위해 클럭된다.

모든 다른 16 비트쉬프트는 새로운 32비트 워드가 FIFO로부터 요청하게 한다.

어큐뮬레이터(1611)로의 입력은 부호어의 사이즈이며, 이는 현재 부호 및 현재 부호의 첫번째 1 또는 2비
트에 의해 결정된다.

레지스터(1601-1604)는 부호화 개시전에 부호화된 데이타로 초기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몇몇 실시예에서 
주목된다.

시스템에 의해 부호어가 요청되면, FIFO내의 레지스터는 출력되어 부호어가 출력을 향해 이동한다.

상기 바렐쉬프터(1606)가 새로운 부호어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FIFO내의 첫번째 빈 레지
스터내로 멀티플레스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비트 발생기로부터의 다음 부호어 신호가 열(Stream)을 절환시킬 결정이 나기 전에 수
신된다.

만일 그 결정전에 비트발생기로부터의 다음 부호어신호를 수신할 것을 보증할 수 없다면 제16b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은 룩-어헤드(look-ahea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b도를 참조하면, 룩어헤드를 사용하는 쉬프터(1620)가 블럭도로 나타나 있다.

쉬프터(1620)는  현재의  부호화  데이타와  다음  부호화  데이타의  출력을  생성하는  쉬프터(1600)를 
포함한다.

현재의 부호화 데이타는 부호어 프리프로세싱 논리유니트(1621)의 입력과 부호어 프로세싱유니트(1624)의 
입력에 연결되어 있다.

다음 부호화 데이타는 부호어 프리프로세싱 논리유니트(1622)의 입력에 연결된다.

프리프로세싱 논리유니트(1621, 1622)로부터 나온 출력은 MUX(1623)의 입력에 연결된다.

MUX의 출력은 부호어 프로세싱논리(1624)의 다른 입력에 연결된다.

부호어를 사용하는 논리는 부호어 프리프로세싱논리와 부호어 프로세싱 논리의 2분으로 나뉘어진다.

2개의 동일한 파이프라인 프리프로세싱 유니트(1621-1622)는 인터리브열이 쉬프트 되기 전에 작동한다.

프리프로세싱 유니트(1621-1622)중 하나는 열이 스위치되면 적절한 정보를 발생하고 스위치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가 정보를 발생한다.

열(Stream)이 스위칭 되면 적절한 부호어 프리프로세싱의 출력은 MUX(1623)에 의해 적절한 부호어로 동작
을 완료하는 부호어 프로세싱논리(1624)로 멀티플렉스 된다.

[옵칩 메모리(off Chip Memory) 및 문맥모델]

일실시예에 있어서, 외부메모리나 외부 문맥모델을 위하여는 다중 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들 실시예에 있어서, 비트를 발생시키고 또한 그 비트를 다중 집적회로가 사용되는 문맥모델에 사용가
능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지연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7도는 각 문맥에 대하여 메모리와 함께 외부 문맥칩(1701)과 코더칩(1702) 모두를 갖는 시스템의 일실
시예에 관한 블럭도이다.

코더칩에서 문맥모델에 관한 유니트만이 도시되어 있으며, 이 분야에서 숙련된 자라면 코더칩(1702)이 비
트발생, 확률추정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17도에서, 코더칩(1702)은 제로오더 문맥모델(1703), 문맥모델(1704, 1705), 선택논리(1706), 메모리제
어(1707) 및 메모리 (1708)를 포함한다.

제로오더  문맥모델(1703)과  문맥모델(1704,  1705)은  선택논리  (1705)의  입력에  연결되는  출력을 
생성한다. 선택논리(1706)의 다른 입력은 외부 문맥모델칩(1701)의 출력에 연결되어 있다.

선택논리(1706)의 출력은 메모리(1708)의 입력에 연결되고, 메모리(1708)의 입력에는 메모리제어(1707)의 
출력이 연결된다.

선택논리(1706)는  외부 문맥모델이나 내부 문맥모델(예컨대 제로오더 문맥모델(1703),  문맥모델(1704), 
문맥모델(1705)중 어느 것이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선택논리(1706)는 외부 문맥모델(1701)이 사용될 때라도 문맥모델(1703)의 내부 제로오더 부분이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제로오더 문맥모델(1703)은 하나 이상의 비트를 제공하는 반면 외부문맥 모델칩(1701)은 그 나머지를 제
공한다.

예를 들어 제로오더 문맥모델(1703)로부터 바로 앞의 비트를 피드백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반면, 앞서의 비
트는 외부 문맥모델(1701)로 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관련 정보는 온칩(on-chip)으로 남아 있으며, 최근 발생된 비트에 대한 오프-칩
(off-chip) 통신지연을 막아준다.

제18도는 외부 문맥모델(1801)과 외부 메모리(1803) 및 코더칩(1802)을 갖는 하나의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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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도이다.

이에 의하면, 몇몇 메모리 어드레스라인은 외부 문맥모델(1801)에 의해 구동되는 반면 나머지는 복호기칩
(1802)의 "제로오더" 문맥모델에 의해 구동된다.

즉, 직전의 복호화 사이클로부터의 문맥은 제로오더 문맥모델에 의해 구동된다.

이에 따라 복호기칩이 최소통신지연으로 바로 직전으로부터 문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맥모델칩(1802)은 보다 과거의 복호화 비트를 사용하여 나머지 문맥 정보를 선행함으로써 통신지연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직전으로부터의 문맥 정보는 제로오더 마코프(Markov)상태이고, 더 과거로부터의 문
맥정보는 보다 높은 오더 마코프상태이다.

제18도에 도시된 실시예는 외부 문맥모델칩(1802)에 제로오더모델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통신지연을 제거
한다.

그러나 복호기칩(1802)과 메모리(1803)에 기인하여 비트발생지연에 대한 문맥상자 결정은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메모리 구조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칩내에 문맥모델과 메모리를 갖고 다른 칩내에 
부호를 갖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몇몇 문맥에 대하여 사용되는 내부 메모리와 다른 문맥에 대하여 사용되는 외부 메모리를 
갖는 코더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메모리를 이용한 비트발생기]

제19도는 메모리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비트발생기를 갖는 복호기를 도시한 것이다.

제19도에서 복호기(1900)는 문맥모델(1901), 메모리(1902), PEM 상태- 코드블럭(1903), 파이프라인 비트
발생기(1905), 메모리(1904) 및 쉬프터(1906)를 포함한다.

문맥모델(1901)의 입력은 파이프라인 비트열 발생기(1905)로부터 나온 복호화데이타를 포함한다.

쉬프터(1906)의 입력은 부호화데이타를 받도록 연결되어 있다.

문맥모델(1901)의  출력은  메모리(1902)에  입력으로  연결된다.  메모리(1902)의  출력은  PEM 상태-코드
(1903)에 연결된다.

PEM  상태-코드(1903)의 출력과 쉬프터(1906)로부터의 배열된 부호와 데이타 출력은 비트발생기(1905)의 
입력에 연결되어 있다.

메모리(1904)는 또한 2-방향성 버스를 이용하여 비트발생기(1905)에 연결되어 있다. 비트발생기(1905)의 
출력은 복호화된 데이타이다.

문맥모델(1901)은 그 입력상의 부호화데이타에 응답하여 문맥상자를 출력한다.

이 문맥상자는 확률상태를 얻기 위해 문맥상자를 기초로 한 억세스메모리(1902)에 대한 어드레스로서 사
용된다.

확률상태는 확률상태에 응답하여 확률클래스를 발생시키는 PEM 상태-코드 모듈(1903)에 의해 수신된다.

이 확률 클래스는 그후 실행계수를 얻기 위해 억세스 메모리(1904)에 대한 어드레스로써 사용된다.

그후 실행계수는 비트 발생기(1905)에 의해 복호화 데이타를 생성하도록 사용된다.

일실시예에서, 메모리(1902)는 1024×7 비트메모리(여기서 1024는 다른 문맥의 수이다)를 포함한다.

반면, 메모리 1904는 25×14 비트메모리(여기서 25는 다른 실행계수이다)를 포함한다.

비트발생기상태(실행 계수 등)는 문맥상자가 아닌 확률 클래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가 문맥모델
에 사용되기 전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지연이 있을 수 있다.

비트발생기상태를 업데이트시키는 것은 다중 클럭 사이클을 요하므로 각 확률 클래스에 대하여는 다중 비
트발생기 상태가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이 6 클럭 사이클이라면, 비트발생기 상태메모리는 확률클래스당 6엔트리를 가질 것
이다.

적절한 메모리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계수가 사용된다.

확률클래스당 다중 엔트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메모리의 크기는 전형적으로 문맥의 수 보다 적을 것이
다.

이 메모리는 SRAM 다중 뱅크나 멀티포트 레지스터 파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실행계수가 다중 문맥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의 확률 추정상태를 업-그래이드시켜야 한다.

일실시예에서 실행이 종결되게 하는 문맥의 PEM상태가 업데이트된다.

다시 판독되기 전에 실행계수를 읽고, 변형하고 기재하는 대신 변형이 완료되자마자 실행계수를 다시 사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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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의 복호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제32도를 참조하면, 3주기 복호동작이 도시되어 있다.

타이밍도의 왼쪽에는 신호명칭이 열거되어 있다.

어느 한 주기동안의 신호의 효력은 그 주기동안의 막대(bar)로써 나타내고 있다.

특정 경우에 있어서, 유효 신호를 공급하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 또는 논리가 점선으로 표시된 박스내
에서 유효 신호 표시 주위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개시된 특정요소 및 유니트의 예가 함께 제공된다.

다른 주기내로 확장하는 신호의 어느 부위는 그 신호가 다른 주기내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 시간에 대
하여만 신호의 유효성을 나타낸다.

또한 특정신호가 1주기 이상 동안 별도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예는 제2주기의 끝의 어느 점에서 유효하고 제3주기동안 다시 유효한 일시 실행계수신호이다.

이는 이 신호가 단지 주기의 끝에서 레지스트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존성 리스트가 하기표 17에 나타나 있는 바, 이는 같거나 앞선 클럭 주기로부터 현재까지 그 신호가 유
효한 것으로 특정된 의존성을 열거하고 있다.

[표 17]

* CM=문맥모델, SH=쉬프터, BG=비트발생기, PEM=확률추정기

** {}내는 앞서의 클럭사이클로부터의 의존성을 의미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대부분의 PEM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조합논리는 "PEM"테이블 단계에서 수행되
며, "PEM 업데이트"는 단지 멀티플렉스 동작이다.

[묵시적 신호]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복호기는 부호기의 유한 재정돈버퍼를 모델링해야만 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이 
모델링은 묵시적 신호(implicit signalling)로써 성취된다.

부호기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호기에 부호어가 개시되면 적절한  버퍼내에 부호어가 채널상
에 위치하는 순서대로 부호어에 대한 공간이 보호된다. 버퍼내의 마지막 공간이 새로운 부호어를 위해 확
보되면, 몇몇 부호어가 완전히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압축비트열내에 위치되게 된다.

일부 부호어가 완결되어야 할 때, 그동안 접수된 심볼을 정확히 특정화하는 짧은 부호어가 선택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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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R-코더시스템에 있어서, 최대 실행길이 128인 실행코드내에서 일련의 100MPS＞에 대한 부호어를 
미리 완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 128MPS에 대한 부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첫번째 100 심볼
을 정확히 특정하기 때문이다.

선택적으로 100MPS를 특정화하고 그후 LPS가 후속되는 부호어가 사용될 수 있다.

부호어가 완결될 때 이는 재정돈버퍼로부터 제거하여 부호열에 첨가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완결된 부호어가 부호열 내에 위치하게 한다.

만일 하나의 일부 부호어의 완성결과 전체 버퍼로부터 부호어를 제거하면 부호화는 계속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버퍼가 여전히 꽉 차 있다면, 다음 부호어는 다시 완결되고 부호옆에 부가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꽉 찬 버퍼가 더 이상 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복호기는 각각의 비트 발생기 상태 정보 메모리 위치에 대하여 계수기를 이용하여 묵시적 시그널링을 위
해 부호화를 모델링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실행계수기(본 실시예에서는 확률 클래스)는 부호기내의 헤드나 꼬리 계수기
와 같은 크기인(예를 들어 6비트) 계수기를 갖는다.

새로운 실행이 개시될 때마다(새로운 부호어가 호출된다) 이에 상응하는 계수에 부호어 메모리의 크기가 
로딩된다. 실행이 개시될 때마다(새로운 부호어가 호출된다) 모든 계수기는 감소된다. 0에 도달하는 어떠
한 계수기도 상응하는 실행이 계수가 클리어되게 한다(그리고 LPS 존재 플랙이 클리어된다).

[유한 메모링용 시그널링에 대한 선택]

본 발명에서 실시간 부호화는 LPS에 의해 후속되지 않고 최대 실행길이가 아닌 MPS의 복호기 처리실행을 
요한다.

이는 부호기가 MPS실행을 시작할 때 생기나 그 실행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충분히 제한된 재정돈 메모
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조건은 이 문맥상자가 사용된 다음에 새로운 부호어가 복호화 될 것을 요하며, 이 조건은 복호기에 신
호되어야 한다.

이하 복호기를 변경시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버퍼가 채워져 있을 때 아웃되는 문맥상자나 확률클래스에 대한 실행계수는 리세트되어야 한다. 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맥상자나 확률클래스를 부호어 메모리내에 저장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이는 
단지 아직 관련된 부호어를 갖지 않은 실행에 대하여만 필요하기 때문에 부호어를 저장하는데 사용된 메
모리를 나눌 수 있다.

몇몇 시스템에서는 불완전한 부호어를 아웃시키는 대신 비트가 채워져 있을 때 버퍼 계류중인 어 또한 부
호어의 문맥/확률 클래스내에 비트를 넣을 수 있다.

복호기는 이를 검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잘못된) 문맥상자나 확률클래스를 이용한다.

인스트림 시그널은 복호기를 신호하기 위해 부호어를 사용하는 일실시예에 있어서, R2(K) 및 R3(K) 부호
정의가 LPS에 의해 후속되지 않은 비-최대길이 실행 MPS를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부호어에 1비트를 추가함으로써 수행되며, 이는 최저확률로 야기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비-최대길이 실행계수에 대하여 독특하게 복호화가능한 프리픽스(PREFIX)를 가능하게 한다.

하기표 18은 열 시그널링을 가능하게 하는 R2(2)부호 대체를 보여준다.

이 방법의 불리한 점은 R-부호 복호화 논리가 변경되어야 하고, 최저확률로 부호어가 야기될 때마다 압축
비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복호기는 시간스탬프를 이용하여 묵시적 시그널링을 수행한다.

계수기는 부호어가 요청될 때마다 증대시킴으로써 현재 "시각"의 트랙을 유지한다.

또한 부호어가 개시될 때는 언제나 현재 "시간"이 부호어에 관련된 메모리내에 저장된다.

부호어가 첫번째 사용된 후는 언제라도 상응하는 저장된 "시각" 값과 부호기의 재정돈버퍼의 크기를 더하
여 현재 "시각"과 비교한다.

현재"시각"의 더 큰 경우는 묵시적 신호가 발생하여 새로운 부호어가 요청된다.

이같이 부호기내의 유한 재정돈메모리가 시뮬레이트되었다.

일실시예에서 "시각" 값에 대하여 충분한 비트가 사용되어 모든 부호어가 열거될 수 있게 한다.

소요되는 메모리를 줄이기 위하여, 시간 스탬프에 사용되는 비트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시간 스템프가 작은 수의 비트를 이용하면 시간값을 재사용하도록 계수기가 재사용시각을 재기전에 모든 
묵은 시간스탬프가 노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큐나 비트 발생기 상태 메모리에 대한 어드레스 비트의 수 중에서 보다 큰 것을 N이라고 한다. N+1비트의 
시간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다.

비트발생기 상태메모리는 다중어세스를 지원해야 하며, 아마 복호화 비트당 2개의 판독 및 2개의 쓰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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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기 비트발생기 상태 메모리를 통해 순환시키기 위하여 계수기가 사용되며 복호화된 각 비트에 대하여 
한번 증대시킨다.

너무 오래된 메모리 위치는 클리어되어 다음에 사용시 새로운 부호어가 호출된다.

이로인해 어떠한 값이 재사용되기 전에 모든 시간 스탬프가 점검된다.

만일 비트발생기 상태 메모리가 큐(queue)보다 적다면, 계수속도(시간스탬프 계수기)와 필요한 메모리 대
역폭은 감소될 수 있다. 이는 각 시간스탬프(비트 발생기 상태 메모리당 하나)가 전체 큐를 사용하는 필
요한 사이클 수당 오직 한번 체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스탬프를 다른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실행에 대
하여 부호어 "0"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IN"부호어에 대하여 시간스탬프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 일부 
실행에 대하여 부호어는 "IN"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상기 시간스탬프는 LPS를 발생시키기 전에 체크
되어야 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묵시적 시그널링이 복호화동안 큐(queue)와 함께 실시된다. 이방법
은 복호화하는 동안 부호화를 수행하는 하드웨어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하프두프렉스 시스템에 유익할 수 
있다.

큐의 작용은 부호화동안과 거의 같다.

새로운 부호어가 요청되면, 그 색인이 큐내에 위치하고 부당한 것(invalid)으로 표시된다. 부호어로부터
의 데이타가 완료되면, 그 큐엔트리는 정당한 것(vaild)으로 표시된다.

새로운 부호어에 대한 여유를 주기 위해 데이타가 큐로부터 빠져 나옴에 따라, 그 빠져 나온 데이타가 부
당한 것으로 표시되면 그 색인으로부터의 비트발생기 상태정보는 클리어된다.

이 클리어닝 동작은 비트발생기 상태메모리가 부가적인 기재동작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대조적으로 명시적 시그널링은 압축데이타로서 버퍼 오버플로우와 통신한다.

일예가 모든 정상적인 문맥상자 복호에 대하여 한번 또는 복호화하는 모든 부호어에 대하여 한번 사용되
는 보조 문맥상자를 갖는 것이다.

이 보조 문맥상자로부터 복호화된 비트는 새로운-부호어-필요한 조건이 야기되는지와 새로운 부호어가 상
응하는 정상적인 문맥상자에 대하여 복호화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특별문맥에 대한 부호어는 적절히 재정돈되어야 한다. 이 문맥의 사용은 재정돈유
니터에 알려진 어떤 기능이며(전형적으로 이는 각 부호어에 대하여 한번 사용된다), 상기 보조문맥을 재
정돈시키는데 필요한 메모리는 묵시적으로 바운드되거나 모델링될 수 있다.

또한 이 보조문맥에 허용된 기능코드는 제한될 수 있다.

묵시적 시그널링은 새로운 부호어가 복호화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복호화될 때 
부호기의 제한된 버퍼를 모델링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각 문맥에 대하여 시간스탬프가 유지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버퍼를 재정돈하는 부
호기의 유한 사이즈가 직접 모델링된다.

하프듀플렉스 시스템에서는, 복호화동안 부호기의 재정돈회로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복호기에 대
한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묵시적 시그널링의 성취방법은 부호기가 전체 버퍼조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고정할당
을 갖는 합병된 큐를 이용한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중헤드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버퍼플(buffer full)"이 
의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부호기에 대한 설례가 주어지면 적절한 모델설계가 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고정열 배정을 갖는 합병큐에 대하여 부호기 동작 및 복호기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한
다.

이 실시예에 대하여는, 재정돈버퍼가 256 위치를 갖고, 4 인터리브열이 사용되며, 각 인터리브어는 16비
트인 것으로 가정한다.

버퍼가 256엔트리를 포함할 때, 엔트리는 257번째 부호어에 대한 엔트리가 큐내에 위치하기 전에 비트팩
터(예를들어 비트팩 유니트)로 보내져야 한다. 필요하면 엔트리는 보다 일찍 보내질 수 있다.

몇몇 시스템에서는 버퍼에서 첫번째 엔트리를 제거함은 전체 인터리브 부호어를 완결하기 위해 충분한 비
트를 제거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만일 1-비트 부호어가 가능하면, 부호어 0 제거는 16비트 인터리브어에 
대하여 부호어 4, 8, 12, ..., 52, 56, 60을 또한 제거할 것을 요한다.

이들 모든 버퍼엔트리가 정당 엔트리를 갖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메모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엔트
리를 채워지게 하는 것은 새로운 부호어가 들어가는 위치에서 어드레스 64, 192 위치에서 수행될 수 있다
(256-16×4=192).

복호기에는 각 확률에 대한 계수기가 있다. 실행개시를 위해 새로운 부호어가 사용시 계수에는 192가 로
딩된다. 어떠한 확률에 의해 새로운 부호어가 사용될 때마다, 모든 계수는 감소된다.

어떤 계수기가 0에 이르려면, 그 확률에 대한 실행길이는 0으로 세트된다(그리고 LPS 존재 플랙은 클리어
된다).

각 부호화된 데이타 열에 대하여 하나의 뱅크가 있는 다중 RAM 뱅크(다중-포트 메모리, 고속 메모리로 시
뮬레이션등)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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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비트팩 유니트가 데이타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하며, 그리하여 특정열에 대한 다중 부호어 판독
됨을 방해하지 않게 된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다중 비트팩 유니트가 버퍼내에 저장시 부호어오더를 기준으로 하나의 메모리를 조정
하여야 한다.

이들 시스템에서는, 버퍼로부터 엔트리를 제거하는 것이 인터리브어를 완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각 비트팩 유니트는 전형적으로 인터리브어의 몇몇 부분을 순차적으로 수신한다.

각 비트팩 유니트는 최소 가장 짧은 부호어 길이와 같은 비트수(1비트) 그리고 최대 가장 긴 부호어 길이
와 같은 비트수(13비트)를 받는다. 인터리브어는 이들이 완결될 때까지는 방출될 수 없으며, 초기화의 순
서대로 방출되어야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비트팩 유니트가 13 인터리브어를 버퍼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길이 부호어로 완결시킬 
수 있는 인터리브어의 최대수이며, 반면 다른 열은 최소길이 부호어를 수신하는 계류중인 인터리브어를 
갖는다.

모든 부호어가 메모리의 2기재 및 1판독을 요하는 시스템은 2기재 및 2판독을 수행하는 시스템보다 하드
웨어 실시가 보다 덜 바람직하다.

만일 4열을 갖는 예시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비트팩 유니트 1  및 2가 하나의 메모리 판독
(READ) 사이클을 분배하고 비트팩 유니트 1 및 3이 다른 판독사이클(혹은 다른 중재 조합)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요한 버퍼링의 크기를 줄이지는 않으나 비트팩 유니트내의 이송속도를 보다 크게 할 것이다.

이는 비트팩 유니트가 부호화된 데이타 채널의 용량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고정크기 메모리를 갖는 시스템]

확률클래스당 여러개의 비트 발생 상태를 갖는 시스템의 한가지 잇점은 고정크기 메모리가 오버 플로우될 
때 손실코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레임 버퍼에 대한 화상압축 및 기타 단지 제한된 량의 
부호화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는 응용에 대하여 유용할 수 있다. 고정된 크기 메모리를 갖는 시스템에 대
하여 각 확률에 대한 다중 비트 발생기 상태는 각각 데이타의 일부에 할당된다.

예컨대, 8 상태 각각은 8비트 데이타에 대한 특정 비트 평면에 할당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부호어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쉬프터와는 대조적으로 데이타의 각 부분에 쉬프터가 또
한 부여된다.

이 데이타는 비트 평면에 의해 분할될 필요가 없다. 또한 부호기에서는, 인터리빙이 수행되지 않으며, 각 
데이타 부분은 단지 비트팩킹된다. 메모리는 데이타의 각 부분에 할당된다.

부호화 데이타에 대한 메모리 관리가 고정크기 메모리내의 모든 데이타를 저장하는 시스템 및 최대 허용 
가능한 대역폭을 갖는 채널내에 데이타를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존재한다.

이들 시스템에 있어서는, 손실시스템에의 적절한 열화가 요구된다.

다른 열의 데이타가 다른 중요성을 갖는 데이타에 대하여 사용되므로써 충분한 저장이나 대역폭이 없을 
때 보다 덜 중요한 열이 저장되거나 전달되지 않게 한다.

메모리 이용시, 보다 덜 중요한 데이타 열이 중요한 데이타 열을 복호화시킬 능력을 상실함이 없이 제거
되는 것이 가능하게 어세스되도록 부호화데이타가 저장되어야 한다. 부호화데이타는 가변길이이므로 동적 
메모리 할당이 사용될 수 있다.

제31도는 3부호화된 데이타열에 대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예시한 것이다.

레지스터 파일(3100)(혹은 기타 저장부)은 각 열에 대한 포인터와 다음의 자유 메모리 위치를 나타내는 
다른 포인터를 갖는다. 메모리(3101)는 고정크기 페이지로 나뉘어진다.

처음에, 열에 부여된 각 포인터가 메모리의 페이지 개시 및 다음 이용가능한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자유 
포인터를 지적한다. 특정열로부터의 부호화 데이타는 해당하는 포인터에 의해 어드레스된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다. 그후 이 포인터는 다음 메모리의 위치저지 증분된다.

포인터가 현재 페이지에 대한 최대치에 이르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다음 자유 페이지(자유 포인터에 저장된)의 개시 어드레스가 현재 페이지와 함께 저장된다(부호화된 데이
타 메모리 부분이나 레지스터 파일중 어느 것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포인터가 다음 자유 페이지에 
세트된다. 자유포인터가 증대된다.

이들 작용은 특정열에 대하여 다음 페이지 메모리를 할당하고 할당순서가 복호화동안 결정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메모리내의 모든 페이지가 사용중이고, 메모리내에 가장 덜 중요한 데이타 보다는 중요한 열로부터의 데
이타가 더 있다면, 3가지중 한가지가 행해질 수 있다.

모든 3가지 경우에 있어서, 가장 덜 중요한 데이타 옆에 부여된 메모리는 보다 중요한 데이타열로 재부여
되고 가장 덜 중요한 데이타 열로부터 더 이상의 데이타는 저장되지 않는다.

첫째, 가장 덜 중요한 열에 의해 현재 사용되는 페이지는 보다 중요한 데이타로 단순 부여된다.

가장 전형적인 엔트로피부호가 내부상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서 그 페이지에 저장된 가장 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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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타 모두는 상실된다.

둘째, 가장 덜 중요한 열에 의해 현재 사용되는 페이지는 보다 중요한 데이타 열로 단순 부여된다. 앞서
의 경우와는 달리 포인터는 페이지 끝으로 세트되고 보다 중요한 데이타가 페이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
에 해당하는 포인터는 감소된다. 이는 보다 중요한 데이타 열이 전체 페이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가
장 덜 중요한 데이타를 페이지 시작부분에 보존한다는 잇점이 있다.

셋째, 가장 덜 중요한 데이타가 재부여되는 현재 페이지 대신에, 가장 덜 중요한 데이타의 어떠한 페이지
라도 재부여된다.

이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부호화 데이타가 독립적으로 부호화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성취된 압축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모든 페이지 시작에 해당하는 미부호화된 데이타가 식별될 것을 필요로 한다.

가장 덜 중요한 데이타의 어떠한 페이지도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코팅으로의 열화에 보다 큰 탄력성
이 이용가능하다.

상기 3가지 선택은 화상전체 부위에 걸쳐 고정된 압축율을 얻는 시스템에 특히 유익하다. 특정수의 메모
리 페이지를 화상부분에 할당할 수 있다. 보다 덜 중요한 데이타가 유지되는 여부는 특정부위에 얻은 압
축에 달려있다(어느 부위에 부여된 메모리는 만일 무손실 압축이 부여된 메모리 량보다 적게 요구한다면 
완전히 이용되지 못할 수 있다).

화상부위상에서 고정된 압축율을 얻는 것은 화상영역에 대한 랜덤 어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양단부(both ends)로부터 각 페이지(page)내로 데이타를 기록하는 능력은 시스템내에서 전체 메모리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모든 페이지가 할당되면, 단부에 충분한 여유공간을 갖는 
임의의 페이지는 사용을 위해서 단부로부터 할당된다. 한 페이지의 양단부를 사용하는 능력은 2가지의 데
이타 타입이 만나는 기억장소(location)의 트랙(track)을 잡는 것에 대한 대가에 비교된다(이것은 상기 
두가지 데이타 타입중 하나의 데이타 타입이 중요하지 않고 단지 중복으로 쓰여지는 경우와는 다르다).

데이타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대신에 채널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살펴보면, 상태된 크기의 메모리 페이
지가 사용되지만, 스트림(stream)당 단지 하나의 페이지가 필요하다(또는 만약 핑퐁잉(ping-ponging)이 
채널을 위한 완충역할을 제공하도록 필요로 되는 경우에는 아마 두 개의 페이지, 이와 같은 경우 하나의 
페이지에 기록하는 동안에, 나머지 하나의 페이지는 출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메모리의 한 페이지
가 가득차면,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메모리 기억장소(location)는 상기 페이지가 전송되는 즉시 재사용
된다. 몇가지 응용예에 있어서, 메모리의 페이지 크기는 채널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타 패킷(data packet
s)의 크기 또는 패킷크기의 배수로 된다. 몇몇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를 
예를들면, 우선순위 체계(Priorities)가 패킷에 할당(assign)된다. ATM은 우선권, 차선권의 두가지의 우
선순위레벨을 갖는다.

차선된 패킷은 충분한 대역폭이 유효한 경우에만 전송된다. 쓰레스홀드(Athreshold)는 스트림이 우선권임
과 동시에 차선권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또다른 방법은 쓰레스홀드보다 중요하지 않은 스트림을 
전송하지 않도록 부호기(encoder)에서 쓰레스홀드를 사용하도록 된다.

[각 부호를 위한 분리된 비트발생기]

제20도는 각 코드를 위한 분리된 비트발생기를 갖는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상기 제20도를 참조하면, 복호
화 시스템(2000)은  문맥모델(context  model)(2001),  메모리(2002),  PEM  상태-코드(state-to-code) 블록
(2003), 복호기(2004), 비트발생기(2005A-n), 및 쉬프터(2006)로 구성된다. 상기 문맥모델(2001)의 출력
은 메모리(2002)의 입력에 결합된다. 상기 메모리(2002)의 출력은 PEM 상태-코드 블록(2003)의 입력에 결
합된다. 상기 PEM 상태-코드 블럭(2003)의 출력은 복호기(2004)의 입력에 결합된다. 상기 복호기(2004)의 
출력은 비트발생기(2005A-n)의 입력에 결합된다. 또한 비트발생기(2005A-n)는 쉬프터(2006)로부터 부호화
된 데이타 출력을 받도록 결합된다.

상기 문맥모델(2001), 메모리(2002), 그리고 PEM 상태-코드 블록(2003)은 제19도내 대응블록처럼 동작한
다. 상기 문맥모델(2001)은 문맥상자(context bin)을 발생시킨다. 상기 메모리(2002)는 상기 문맥상자에 
기초한  확률상태(probability  state)를  출력한다.  상기  확률상태는  각  확률상태를  위한 확률등급
(probability class)을 발생시키는 PEM 상태-코드 블록(2003)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복호기(2004)는 다
수의 비트발생기(2005A-n)중에  하나의 비트발생기가 확률등급을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한다(상기 복호기

(2004)는 잘 알려져 있는 74×138 3 : 8 복호기와 유사한 M-2
M
 복호기 회로이다 ---엔트로피 부호화 복호

기가 아님을 주목하라). 각 코드가 분리된 하나의 비트 발생기를 갖기 때문에, 몇몇 비트발생기는 R-코드
와는 다른 코드를 사용한다. 특히 거의 확률 60%를 위한 코드는 R2(0)와 R2(1) 사이에 확률공간을 더 배
치토록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테이블 19는 이와 같은 코드를 기술하고 있다.

[표 19]

만약  요망속도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로  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트에  대한 전치-복호화(pre-
decoding)가  복호화된  데이타가  유효함을  신속하게  보증하도록  행해질  수도  있다.  몇몇 실시예

(embodimends)에 있어서, 큰 실행계수 모든 클럭사이클을 갱신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무효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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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코드(long codes)에 대해 코드어 복호화와 실행계수화 둘이 분할된다.

상기 R2(0)를 위한 비트발생기는 복잡하지 않다. 하나의 코드어는 비트가 요구되는 매 시간에 요구되어진
다. 상기 발생된 비트는 간단한 부호어(MPS를 갖는 XORed)이다.

예를들어, R2(1), R3(1), R2(2)와 R3(2)과 같은, 짧은 실행길이(short run length)을 위한 부호는 하기 
방법으로 처리된다. 상기 부호어내의 모든 비트는 복호화되어 작은 계수기(각각 1, 2, 또는 3 비트)와 하
나의 LPS  현재 비트(present  bit)로 구성되는 상태 장치(state  machine)내에 저장된다. 상기 계수기와 
LPS 현재 비트는 하나의 R-코드 복호기처럼 동작한다.

K＞2 인 R2(K)와 R3(K)과 같이, 보다 긴 코드를 위한 비트 발생기는 제2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유
니트내로 분할된다. 제21도를 참조하면, K＞2 인 R2(K)코드를 위한 비트발생기 구조는 짧은 실행 유니트
(2101)와 긴 실행유니트(2120)를 갖추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비록 상기 구조가 R2(K＞2)코드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함이고, 그 구조의 동작은 코드 R3(K＞21)(그리고,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한)에 대
해서도 유사할 것이다.

짧은 실행유니트(2101)는 비트발생기내로 입력으로써의 인에이블신호(enablesignal)와 코드어[0..2]와 "
모든 영(ZEROS)인" 신호와 "계수 영(ZERO)" 신호(영(ZERO)의 계수를 지시함), 긴 실행유니트(2102)로부터
의 두 신호를 받도록 결합된다.

상기 입력에 대한 응답이 있어서, 짧은 실행 유니트(2101)는 복호화된 비트와 다음 신호지시(next signal 
indication)를 출력하는데, 상기 다음 신호지시는 새로운 코드어를 필요로 하는 신호이다. 또한 짧은 실
행유니트(2101)는 긴 실행유니트(2102)로 계수 인에이블 신호, 계수로드(LOAD)신호와 계수 최대신호를 발
생시킨다. 또한 긴 실행유니트(2102)는 상기 비트 발생기에 입력으로써 코드어[K..3]을 받아들이도록 결
합된다.

짧은 실행유니트(2101)는 최고 길이 4까지의 실행길이를 처리하여 R2(2) 비트발생기와 유사하다. 하나의 
실시예(embodiment)에 있어서, 짧은 실행유니트(2101)는 모든 R2(K＞2) 코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긴 실
행유니트(2102)의 목적은 상기 실행의 마지막 1-4 비트가 출력되어질 때를 결정하는 것이다. 긴 실행유니
트(2102)는 입력(inputs), AND로직과 K를 갖는 크기내에서 변화하는 계수기를 갖는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지연 허용 복호기를 제공한다.

긴 실행유니트(2102)의 한 실시예가 제22도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제22도를 참조하면, 상기 긴 실행유니
트(2102)는 코드어[K..3]을 받도록 결합된 AND 로직(2201)을 구성하여 만일 코드어내 모든 비트가 1인 경
우에 로칼(local) 1로써 "모두 1(all ONES)"를 출력하고, 그로 인해서 전류코드어가 IN 코드어이고 실행
계수는 4보다 적음을 지시하고 있다. NOT 로직(2202)은 상기 코드어를 받도록 결합되어 그것을 반전시킨
다. 상기 NOT 로직(2202)의 출력은 비트계수기(2203)의 한 입력에 결합된다.

상기 비트계수기(2203)는 또한 인에이블 신호, 계수로드(LOAD) 신호와 계수 최대신호를 받도록 결합된다. 
상기 입력에 대한 응답이 있어서, 상기 비트 계수기(2203)는 계수 영(ZERO)신호를 발생시킨다.

하나의 실시예(embodiment)에 있어서, 상기 계수기(2003)는 K-2 비트 계수기이며 4개 MPS와 가능한한 몇 
개의 나머지에 대한 실행으로 긴 실행계수를 브레이크(break)하도록 사용된다. 상기 계수 인에이블 신호
는 4개 MPS가 출력되고 상기 계수기가 감소함을 지시한다. 상기 계수로드(LOAD) 신호는 "IN" 코드어를 복
호화하고 상기 계수기가 코드어 비트 K가 3까지에 대한 보수(complement)로 가득차게 되는 경우에 사용된
다. 상기 계수 최대 신호는 "0" 코드어를 복호화하고 상기 계수기가 최대치로 가득차는 경우에 사용된다. 
계수 영(ZERO) 출력신호는 상기 계수기가 영(ZERO)으로 되는 경우를 지시한다.

상기 짧은 실행계수유니트(2101)의 일실시는 제23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23도를 참조하면, 상기 짧은 실
행계수 유니트는 제어모듈(2301), 2-비트 계수기(2302)와 3-비트계수기(2303)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모듈
(2301)은 인에이블신호, 코드어[0..2], 그리고 모두 1(all ones)과 상기 긴 실행계수 유니트로부터의 계
수 영(ZERO)신호를 받는다. 상기 2-비트 계수기는 보다 긴 실행부인 MPS의 4비트 실행을 계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R2(2) 계수기와 LPS 비트(총 3비트)(2303)는 실행의 종료시점에서 1-4비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서 사용된다. 상기 인에이블 입력은 하나의 비트가 비트출력상태에서 발생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상기 단
정(assert)되지 않을 때에는 계수영(ZERO) 입력은 4MPS의 실행이 출력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상기 MPS 계수기(2302)가 영(ZERO)에 도달하는 경우에 언제나, 상기 계수 인에이블 출력은 단정된다. 상
기 계수 영(ZERO) 입력이 단정되면, 상기 LPS가 사용되는 R2(2) 계수기 또는 새로운 코드어가 복호화되어 
그 다음의 출력이 단정된다.

새로운 코드어가 복호화되는 경우, 수행될 동작은 상기 코드어 입력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입력이 "0" 
코드어이면, 상기 MPS 계수기(2302)가 사용되고 상기 계수 최대출력이 단정된다. "IN" 코드어에 대해, 상
기 코드어중 첫번째 3비트는 상기 R2(2)계수기와 LPS(2303)내로 실리고(LOADED), 상기 계수 로드 출력은 
단정된다.

만약 상기 모두 1(all ones) 입력이 단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R2(2) 계수기와 LPS 2303이 비트를 발생시키
기 위해서 사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MPS계수기가 상기 계수 영(ZERO)입력이 단정될 때까지 
사용된다.

하나의 시스템 사시도로부터, 코드의 개수는 전형적으로 25 또는 그 이하인 작동이 양호한 시스템에 비해 
작을 것이다. 비트를 위해 필요한 멀티플렉서의 크기와 그다음의 코드어 출력과 특별한 비트발생기를 인
에이블링시키기 위한 복호기는 빠른 동작에 대한 한계를 짓는다. 또한, 상기 시스템으로부터의 팬-출력
(fan-out)이 고속동작을 위해 충분히 높으면 안된다.

각각의 코드에 대한 분리된 비트 발생기는 전송(pipelining)을 승인한다. 만약 모든 코드어가 결과적으로 
적어도 2비트가 되는 경우에는 코드어에 대한 처리동작이 하나의 사이클 대신에 두 개의 사이클내 전송된
다. 이는 만약 상기 비트발생기가 시스템의 금지영역(limiting portion)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복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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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2배로 늘린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상기 실행길이 영코드어(상기 코드어는 LPS를 
단자 지시한다)에 그 다음의 비복호화된 비트인 하나의 비트가 뒤따르도록 되면 된다. 이들은 RN(K)+1 코
드로 불리우며 항상 적어도 2비트를 부호화한다.

상기 R2(0) 코드어와 아마도 몇 개의 다른 짧은 코드어가 속도 향상을 위해서 전송될 필요는 없음을 강조
한다.

분리되는 비트발생기는 사용을 위해 함축적인 신호 표시(implicit signaling)에 적합하다. 유한 메모리를 
부호화하기 위한 함축적인 신호표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각각의 비트발생기는 대기행렬 
어드레스의 크기, 예를들어, 크기 512 대기행렬(Queue)이 사용되는 경우 9비트인 계수기를 갖는다. 새로
운 코드어가 비트발생기에 의해 사용될 때마다, 상기 계수기는 최대치로 가득 찬다. 임의의 비트 발생기
가 코드어를 요구하는 시간마다, 모든 비트발생기를 위한 계수기가 감소된다. 계수기가 영(zero)에 이를 
때마다, 상기 해당 비트발생기의 상태가 클리어된다(예를 들면, 상기 MPS계수기, 상기 R2(2)계수기와 LPS
와 상기 긴 실행계수기는 클리어된다). 비록 특별한 비트발생기가 인에블되지 않는 경우도 상기 클리어링
이 발생되므로, 상태계수에는 문제가 없다.

[각각의 문맥상자를 위한 메모리의 초기화]

각각의 문맥상자를 위한 메모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률측정정보를 보유하고, 부가적인 메모리 대역폭이 
상기 복호기(예를들어, 상기 메모리)를 매우 빠르게 초기화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진다.

복호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복호기가 많은 문맥들을 구비하고, 그것들이 모두 클리어될 필요가 있을 때 문
제될 수 있다. 복호기가 많은 문맥들(1K 또는 그 이상)을 부양하고 메모리가 전체적으로 클리어될 수 없
을 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클럭사이클의 수는 메모리를 클리어할 것이 요구된다.

문맥을 신속히 클리어하기 위해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서는 각 문맥과 함께 저장된 비트, 여기서는 "초
기화상태 비트"라 하는 여분의 비트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각 문맥에 대하여 PEM 상태 (예를들어 8비
트)와 함께 여분의 비트를 저장한다.

각 문맥상자를 위한 메모리와 초기 제어논리를 제24도에 보인다. 제24도에 따르면, 문맥 메모리(2401)는 
레지스터(2402)와 연결된다. 일실시예에서, 레지스터(2402)는 초기화된 상태 상자를 위하여 현재 본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트 레지스터를 구비한다. 레지스터(2402)는 XOR 논리(2403)의 한 입력으로 연
결된다. 또 다른 XOR 논리(2403)의 입력은 메모리(2401)의 출력으로 연결된다. XOR 논리(2403)의 출력은 
유효신호이고 제어논리(2404)의  입력으로 연결된다.  제어논리(2404)의  나머지 입력들은 계수기(2405)의 
출력과 문맥상자의 신호로 연결된다. 제어논리(2404)의 출력은 MUXs(2406-2407)의 선택 입력들로 연결되
고 계수기(405)의 입력과 연결된다. 또 다른 제어논리(2404)의 출력은 MUX(2408)의 선택입력과 연결된다. 
MUX(2406)의  입력들은  계수기(2405)의  출력과  연결되고  문맥상자표시이다.  MUX(2406)의  출력은 메모리
(2401)와 연결된다. MUX(2407)의 출력들은 새로운 PEM상태와 연결되고 제로이다. MUX(2407)의 출력은 메
모리(2401)의 한 입력과 연결되고 초기 PEM 상태는 MUX(2408)의 입력으로 연결된다. MUX(2408)의 출력은 
상기 PEM 상태 아웃이다.

레지스터(2402)내의 값은 복호화동작의 모든 발생(예, 각 데이타 집합, 각 복호화된 비트)으로 구현된다. 
XOR 논리(2403)는 접근된 메모리 위치가 이 복호화동작에 대하여 합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접
근된 메모리 위치의 유효성과 레지스터 값을 비교한다. 그 초기화된 상태 비트가 레지스터(2402)내의 고
유상태와 맞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XOR 논리(2403)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메모리(2401)내의 그 데이타가 
유효하지 않다면, 제어논리(2404)는 그 데이타가 부호논리에 의한 상태에 의하여 부시되고 초기 PEM 상태
가 대신에 사용되는 원인이 된다. MUX(2408)을 이용하여 이것을 이룬다. 새로운 PEM 상태가 메모리에 쓰
여질 때, 초기화된 비트는 그 레지스터의 현재 값으로 놓이고, 그리하여 그것은 다시 접근될 때 유효로 
여겨질 것이다.

모든 문맥상자 메모리 엔트리는 그것의 초기화된 상태 비트를 또 다른 복호화동작이 시작되기 전에 그 레
지스터의 현재 값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모든 메모리 위치에 걸친 계수기(2405)는 그들이 초기화된 것을 
확인한다. 문맥상자가 사용되지만 그것의 PEM 상태가 갱신되지 않을 때 마다, 그 비사용된 기록주기는 테
스트 또는 나타낸 메모리 위치를 계수기(2405)로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복호화동작이 완료된 후에, 계수
기(2405)가 최대값에 도달되지 않았다면, 남은 문맥상자들은 다음 동작을 실행하기 전에 초기화된다. 다
음의 논리는 제어동작에 사용된다.

68-43

1019950033942



[빠른 적용의 PEM]

본 발명에 사용된 PEM은 이용가능한 데이타의 양에도 불구하고 빠른 적용을 허용하는 적응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본 발명은 초기에 더 빨리 적용하고 더 많은 데이타를 이용하고, 더 정확한 
추정을 제공함으로써 더 느리게 적용하는 복호화를 허용한다. 더하여, PEM은 필드프로그래머블 게이트어
레이(FPGA)또는 PEM 상태 표/장치의 ASIC 구현으로 고정될 수 있다.

다음의 표 20-25는 확률추정상태장치의 수를 묘사한다. 어떤 표들은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R3 
부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긴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20을 제외한 모든 표들은 첫번째 LPS가 발생될 때
까지 부호화의 시작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빠른 적응"의 특별한 상태에 사용된다. 이 빠른 
적응 상태는 테이블에 초기화된다. 예를들어, 표 21에서, 복호화를 시작할 때, 현재 상태는 상태 0이다. 
만일 MPS가 발생하면, 복호기는 상태 35로 변한다. MPS가 발생되는 한 복호기는 상태 35로부터 이상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상태 28로 변한다. 만일 LPS가 언제라도 발생하면, 복호기는 BOLDED 빠른 적응 상태들 
외에 수신된 데이타의 수정 확률 추정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로 변한다.

각 표에서, MPS의 어떤 수가 수신된 후에, 복호기는 빠른 적응 상태에서 변함을 주목하라. 요구된 실시예
에 있어서, 빠른 적응상태들이 존재될 때, 재시작하는 복호화과정은 제외하고 그것들을 되돌리는 기술은 
없다(다른 실시예들에서, 상태표는 더 빠른 적응을 허용함으로써 이런 빠르게 적응하는 상태들을 재-입력
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빠른 적응은 데이타 입력에 의지하여 표 변화가 단지 한상태위로 또는 아래로 변
하도록 현재 상태 0에 대하여 표 엔트리를 변경함에 의하여 특별한 표에서 제거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모든 표에서 각 상태의 데이타는 그 상태, 양의 변경에서의 다음 상태(증가)와 음의 변경에서의 다음 상
태(감소)에 대한 부호이다. 별표는 MPS가 감소갱신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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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 Switch MPS

[표 21]

MPS 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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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Switch MPS

[표 23]

* Switch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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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Switch MPS

[표 25]

* Switch MPS

확률추정에 빠른 적응을 추가하는 것은 단지 부호화의 시작에 도움이 된다. 다른 방법들은 문맥상자의 통
계치가 우선적으로 서술된 PEM 상태보다 더 신속하게 변할 때 부호화동안 적응을 재건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부호화동안 내내 빠른 적응을 획득하는 한 방법은 PEM 상태의 갱신에 가속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가속
은 모든 부호를 일정한 횟수(즉, 8)로 반복함으로써 PEM 상태표로 병합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가속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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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즉, 8)으로 반복함으로써 PEM 상태표로 병합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가속항 M(즉, 음의 정소)은 갱신
될 때 현재 상태로부터 추가되거나 빼질 수 있다. M이 1일 때, 그 시스템은 가속이 없는 것처럼 구동하고 
가장 느린 적응이 발생한다. M이 1보다 클때, 빠른 적응이 발생한다. 초기에, M은 처음부터 빠른 적응을 
제공하도록 1보다 더 큰 어떤 값으로 지정될 수 있다.

M의 값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본 발명의 한 방법은 연속되는 부호어의 수에 기초한다. 예를들어, 설정된 
부호어의 수가 연속적으로 발생되었다면, M의 값은 증가된다. 예를들어, 4개의 연속부호어가 "0" "0" "0" 
"0" 또는 "IN" "IN" "IN" "IN"이라면, M의 값은 증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0"과 "IN" 사이의 스위칭 형
태의 부호어는 M의 값을 감소시킨다. 예를들어, 4개의 연속부호어가 "0" "IN" "0" "IN" 또는 "0" "IN" 
"0" "IN"이라면 M의 값은 감소된다.

가속의 또 다른 방법은 각 부호가 S번 반복되고, S가 음의 정수인 상태표를 이용한다. S는 역가속변수이
다. S가 하나일 때 적응은 빠르고, S가 크면 적응은 느리다.

S의 값은 처음부터 빠른 적응을 제공하도록 초기에 지정될 수 있다.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은 유사한 방법
을 이용하면, S의 값은 4개의 연속 부호어가 "0" "0" "0" "0" 이거나 "IN" "IN" "IN" "IN"일 때 변경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서, S의 값은 감소된다. 대조적으로, 만일 4개의 연속부호어가 "0" "IN" "0" "IN"이
거나 "IN" "0" "IN" "0"이라면 S의 값은 증가된다.

연속부호어의 정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맥에 의한" 시스템에 있어서, 연속부호어는 문
맥상자에서의 연속적인 부호어로 적용된다. "확률에 의한" 시스템에 있어서, 연속부호어는 하나의 확률클
래스에서의 연속부호어로 적용된다.

양자택일로, 다른 시스템에서의 연속부호어는 (문맥상자 또는 확률클래스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연속적
인 부호어로 적용된다. 이 세가지 예에서, 부호어의 기록을 얻도록 요구된 저장비트들은 각각 3X 문맥상
자의 수, 3X 확률클래스의 수와 3이다.

각 문맥상자에 대해 획득한 가속은 최상의 적응을 제공할 수 있다. 빈약한 탐색은 종종 비부호화된 데이
타에서 전체적인 변경을 일으키므로, 가속결정은 전체적으로 또한 좋은 적응을 제공한다.

[시스템 응용]

압축시스템의 장점은 데이타 집합에 대한 저장구조가 감소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병렬시스템은 무
손실 무효화시스템에 의하여 현재 이행되는 응융을 대신할 수 있고, 오디오, 문서, 데이타베이스, 컴퓨터
를 실행할 수 있는, 또는 다른 디지탈 데이타, 신호 또는 기호들을 구동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무손실 부호화시스템은 JFEG와 MPEG와 같은 화상압축 표준에 있어서 팩시밀리 압축, 데이타 베
이스 압축, 그래픽 화상의 비트맵 압축, 그리고 전송계수의 압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작은 효율의 하
드웨어 구현과 고속을 요구하지 않는 응용에서 조차 훌륭한 선택적인 상대적으로 빠른 소프트웨어 구현을 
허용한다.

본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한 진짜 장점은 부호화에 대해 특별하게 고속에서 구동하는 가능성이다. 이 방법
에서, 본 발명은 고속 컴퓨터 네트워크같은 고가의 고속채널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28도는 그런 
시스템을 나타내고, 상기 시스템에 있어서, 방송데이타 또는 고속 컴퓨터 네트워크는 데이타를 부호화시
스템에 제공한다.

그 부호화시스템은 출력데이타를 생산하도록 그 데이타를 병렬로 부호화한다. 현재 (Q-코더 같음) 하드웨
어 엔트로피는 이런 시스템의 처리량은 느리다. 모든 이런 시스템들은 고가의 높은 대역폭을 가지도록 설
계된다. 그것은 복호기가 느린 처리량을 가지기 위하여 계수기를 생기게 한다. 본 발명의 병렬시스템은 
단지 이런 높은 대역폭을 지니지 않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데이타가 압축된 형태로 전송될 수 있기 때
문에 유효한 대역폭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에 의한 병렬시스템은 또한 ISDN, CD-ROM, SCSI 같은 적당히 빠른 채널외에 더 유효한 대역폭을 
얻는데 적절하다. 그런 대역폭에 매칭된 시스템을 제29도에 보여준다. 상기와 같이 CD-ROM,  Ethernet, 
SCSI(Small Computer Standard Interface) 또는 다른 유사한 자원값은 자원으로부터 데이타는 부호화시스
템(2901)과 연결되고, 그 부호화시스템은 그 데이타를 출력을 얻기 위하여 수신하고 복호화한다. 이 채널
들은 여전히 몇몇 코더들보다 빠르다. 종종 이런 채널들은 멀티미디어에 근거한 실시간 비디오 또는 컴퓨
터 같은 채널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데이타 자원을 제공하곤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은 대역폭 정합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을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과 MPEG 비디오 스탠다드 같은 실시간 비디오 
시스템의 엔트로피 코더부에 대한 특별한 선택이다. 상기와 같은 시스템을 제30도에 보인다. 제30도에서, 
실시간 비디오 시스템은 압축된 화상데이타와 연결되는 복호화시스템(3001)을 포함한다. 시스템(3001)은 
데이타를 복호화하고 그것을 무손실 복호기(3002)로 출력한다. 무손실 복호기(3002)는 전송, 색변환 그리
고 부샘플링하는 HDTV 또는 MPEG 복호기부이다. 모니터(3003)는 텔레비젼 또는 비디오 모니터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많은 변경과 변용은 이상의 설명을 읽은 후에 기술에 있어서 원기술의 사람에게 아무 
의심없이 장치로 될 것이므로, 묘사의 방식에 의하여 서술되고 보여진 특별한 실시예는 결코 고의로 한계
지으려 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앞서 실시예의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은 본 발명의 필수요소를 열거한 청구의 범위를 고의로 한계 
지은 것이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열에 응답하여 다수의 부호어로 구성되고  데이타열을 대표하는 부호어정보를 생성하며 병렬로 처
리되는 데이타열의 데이타로부터 다중부호어를 생성하는 단계; 및 부호어정보에 응답하여 부호화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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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생성하며, 출력되는 부호어순서가 각 부호어에 의해 표시되는 데이터열의 시작부분에 기초하도록 부
호어정보의 다수 부호어의 각각이 출력되는 단계로 이루어진 데이타열 부호화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부호어 각각이 각 실행의 초기에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열 부호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데이타를 생성하는 단계가 가변길이부호어를 고정길이 데이타구조로 결합
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열 부호화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각 고정길이 데이타구조가 인터리브어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열 부호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부호화된 데이타를 출력하여 복호순서로 부호어를 정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타열 부호화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부호어를 정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열 부호화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가 부호어의 확률상태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확률상
태를 근거하여 비트발생코드를 선택하는 단계와, 확률클래스와 연관된 계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메모리에 
접근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열 부호화방법.

청구항 8 

데이타열을 수신하여 부호어를 포함하는 부호어정보를 생성하며 데이터를 병열로 처리하여 다중 부호어를 
생성하는 부호기와, 상기 부호기에 연결되어 부호기로 부터 입력되는 부호어정보에 응답하여 부호화된 데
이터를 생성하여 복호기순서로 부호기에 의해 생성된 부호어를 재정돈해서 각 부호어에 의해 표시되는 데
이터열의 시작부분을 근거로 하여 부호어의 순서를 결정하는 재정돈장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타열을 부호화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가 부호어의 크기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상기 부호어를 저장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1N 부호어가 재정돈되어 최적 신호 "1"비트가 각 부호어길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가, 각 실행의 초기에 부호어정보의 다수 부호어 각각을 생성하는 적어
도 하나의 실행계수 재정돈장치와, 가변길이 부호어를 고정길이 데이터구조로 결합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
트팩장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고정길이 데이터구조의 각각이 인터리브어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화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가 부호어를 정돈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에 연결되어 순서대로 부호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기가, 문맥모델과, 상기 문맥모델과 연결되는 확률추정장치와, 상기 확률추정
장치에 연결되어 데이타열에 반응하여 부호어를 생성하는 비트발생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화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기가 다수의 실행계수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며, 상기 메모리가 확률추
정장치의 확률클래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실행계수의 하나를 제공하도록 부호어정보의 일부를 출력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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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발생기로 접근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발생기구조가, 색인과 MPS/LPS 표시에 응답하여 부호어정보를 제공하는 비트
발생기와, 상기 비트발생기에 연결되어 비트발생기에 실행계수를 제공하는 메모리로 구성되며, 상기 비트
발생기가 색인을 근거로 하여 메모리를 판독하고 상기 판독에 의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비트
발생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어정보가 MPS/LPS 표시가 실행의 시작을 구성하는지를 여부를 나타내는 제1신
호와, MPS/LPS 표시가 실행의 종료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제2신호와, 부호어출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팩장치가 인터리브어를 정돈하여 부호화된 정보를 각 열의 각 인터리브어의 N
번째 이전 부호어에 따라 정돈된 인터리브어로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는 부호열로 출력되는 인터리브어를 선택하는 스누퍼복호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는, 다수의 비트팩장치와 연결되는 다수의 실행계수 재정돈장치를 구비
하며, 사기 비트팩장치의 각각은 인터리브어를 생성하고 상기 스누퍼복호기는 부호열로 출력되는 다수의 
인터리브어로부터 하나의 인터리브어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2 

제11항에 있어서, 부호어정보가 TIME STAMP를 포함하고 재정돈장치가 연관된 TIME STAMP에 근거한 인터리
브어를 출력하기 위한 논리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가 다수의 비트팩장치에 연결되는 실행계수재정돈장치를 구비하고, 상
기 논리가 연관된 시간 스탬프에 근거하여 출력되는 인터리브어의 원인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화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리브어가 가장 오래된 시간 스탬프에 근거하여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5 

제11항에 있어서, 단일큐가 다수의 비트팩장치에 부호어를 공급하고, 다수의 비트팩장치는 부호열의 일부
분으로써 출력되는 인터리브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큐는 단일 실행계수 재정돈장치를 구비하고, 논리는 부호열로써 출력되는 다
음의 인터리브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큐는 단일 비트팩장치에 부호어를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8 

부호기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를  복호화하는  복호기를  포함하는  압축장치에  사용되는  부호화장치에 
있어서, 데이터에 응답하여 부호어 정보를 생산하여 출력하는 부호기와, 상기 부호기에 연결되어 부호기
로부터 입력되는 부호어정보에 응답하여 부호화된 데이타열을 생성하며, 각 부호어를 대응하는 데이타의 
시작위치에 위치시키는 실행계수 재정돈장치 및 상기 실행계수 재정돈장치에 연결되어 상기 실행계수 재
정돈장치로부터 부호어를 수신하여 가변길이부호어를 다중의 고정길이 인터리브어로 결합하고 복호기에 
의해 획득된 순서로 다중의 고정길이 인터리브어를 출력하는 비트팩장치로 이루어진 재정돈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는 재정돈 동안 부호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기가 문맥모듈과, 상기 문맥모듈과 연결되는 확류추정장치와, 상기 확률추정
장치와 연결되는 비트열발생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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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계수 재정돈장치가, 부호어를 저장하는 제1메모리와, 상기 제1메모리에 큐로
서 주소를 지정하는 제1인디케이터 및 제2인디케이터를 구비하며, 상기 제1인디케이터가 제1메모리의 출
력으로써 표시되는 제1엔트리를 가리키고 제2인디케이터가 제1메모리에서 다음의 유용하고 비할당된 저장
위치로서 표시되는 제2엔트리를 가리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각 색인을 위해 부호어를 저장하기 위한 제1메모리에서 현재 할당되는 위치에 부합하는 
주소정보를 저장하는 포인터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각 색인이 확률클래스를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각 색인이 최소한 하나의 문맥을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가 부호어를 저장하는 부호어 메모리큐와, 출력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부호어를 표시하는 헤드포인터와, 부호어 메모리큐로 부호어를 삽입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위치를 표
시하는 꼬리포인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부호어 메모리큐의 각 부호어엔트리는 유효한 표시를 포함하며, 헤드포인터가 부호어의 
주소를 특정짓고 부호어를 위한 유효표시가 그것의 유효성을 나타낼 때 부호어메모리큐로부터 부호어가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7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팩장치는 재정돈장치로부터 부호어를 수신하고 다수의 열을 위해 인터리브어
와 부호어를 혼합하는 비트팩킹논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팩킹논리는 다수의 축적기와 다수의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며, 연관된 열에 대
한 인터리브어를 저장하는 다수의 레지스터 각각이 연관된 레지스터에서 다음 위치를 나타내어 열에 대한 
현재 부호어를 저장하는 다수 어큐뮬레이터의 하나 및 다수 열의 하나와 연관되어 다수의 열중 하나의 열
에 대한 각 부호어가 연관된 어큐뮬레이터의 값에 근거하여 상기 하나의 열과 관련된 레지스터의 문맥에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다수의 어큐뮬레이터에 연결되어 상기 다수의 어큐뮬레이터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신
호에 응답하여 부호어를 쉬프팅시키는 쉬프터를 구비하고, 상기 부호어는 각 인터리브어내에 적어도 2개
의 부호어의 팩부위에 대한 어큐뮬레이터 값을 기준으로 하여 다수의 레지스터 중 하나의 문맥에 부가되
도록 쉬프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복호기에 의해 할당되는 순서로 인터리브어를 저장하는 재정돈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다수의 인터리브데이타열에 대응하는 다수의 포인터를 더 포함하며, 다수의 포인터 각
각은 다수 열의 각각에 대한 다음 인터리브어를 위한 재정돈메모리에서의 위치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2 

제28항에 있어서, 각각이 부호화된 데이타열의 하나와 관련되는 다수의 실행계수 재정돈장치와, 각 부호
화된 데이터열을 위한 인터리브어를 생성하는 다수의 비트팩장치와, 다수의 비트팩장치로부터 인터리브어
를 부호화된 출력으로써 선택하는 복호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3 

제28항에 있어서, 각각이 부호화된 데이타열의 하나와 연관되어 다수의 부호어 및 다수의 부호어 각각과 
연관된 시간 스탬프를 생성하는 다수의 실행계수 재정돈장치와, 각 부호화된 데이터열에 대한 인터리브어
를 생성하는 비트팩장치와, 인터리브어의 각각에서 부호어의 시간스탬프에 근거하여 인터리브어의 각각을 
선택하는 논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가 가장 오래된 시간 스탬프를 가진 부호어를 포함한 인터리브어를 선택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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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5 

(정정)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팩장치가 다수의 열중 하나로부터 부호어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다수의 
비트팩킹장치와 다음 열에 근거한 다수의 비트팩장치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인터리브어를 선택하기 위한 
논리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6 

(정정)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돈장치가 제한 메모리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7 

데이타에 근거하여 색인들을 생성하는 색인발생기와, 상기 색인발생기에 연결되어 색인발생기로부터 입력
되는 색인에 근거하여 확률추정을 제공하는 상태표를 구비하며, 상기 상태표는 제1다수상태와 제2다수상
태를 포함하고 각각의 상태가 부호와 대응하며, 제1다수상태에서 이행이 실행될 때의 상기 제1다수상태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부호들 사이의 이행이 제2다수상태에서 이행될 때의 상기 제2다수상태에 대응하는 서
로 다른 부호들 사이의 이행 보다 빠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를 처리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다수의 제1상태가 설정된 수의 색인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다수의 제1상태가 상태표를 초기에 색인화하는 설정된 수의 색인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제1다수상태의 각각이 R2부호와 연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1 

제48항에 있어서, 제1다수상태가 제2다수상태로의 적어도 하나의 이행을 포함하여 설정된 수의 색인후에 
상태표가 제1다수상태로부터 제2다수상태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2 

제47항에 있어서, 제1다수상태의 각각이 서로 다른 부호와 연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3 

제47항에 있어서, 상태표가 최소가능기호에 응답하여 제1다수상태의 하나로부터 제2다수상태중 하나로 이
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4 

제47항에 있어서, 상태장치가 최대가능기호에 응답하여 상태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
치.

청구항 55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색인을 발생하는 색인발생기와, 상기 색인발생기에 연결되어 색인발생기로부터 입
력되는 색인에 근거하여 확률추정을 제공하며, 각각이 부호와 대응하는 다수의 상태를 포함하고 모든 부
호가 설정된 수만큼 반복되는 상태표로 구성되며, 제1기간 동안의 상태들 사이의 제1이행비율이 제2기간
동안의 제2이행비율과는 다르게 되도록 상태표의 상태들 사이의 이행이 수정가능한 가속항에 근거하여 발
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태표의 갱신이 가속항이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PEM 상태의 수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가속항이 설정된 수로 구성될 때 적응적 가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화장치.

청구항 58 

제56항에 있어서, 가속항이 실행 부호어의 수를 기초로 하여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실행 부호어가 문맥내의 실행 부호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실행 부호어가 확률클래스내의 실행 부호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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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장치.

청구항 61 

제56항에 있어서, 가속항이 교대하는 부호어의 수에 근거하여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62 

(2회정정) 데이타열을 수신하는 다수의 비트열발생기와, 상기 다수의 비트열발생기에 연결되어 비트열발
생기에 확률추정을 제공하는 상태표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의 비트열발생기는 n의 다중값에 대한 Rn(k) 
부호를 사용하는 확률추정에 응답해서 데이타열의 각 부호어에 대한 복호화된 결과를 생성하고 상태표는 
제1다수상태 및 제2다수상태를 포함하여 제1다수상태들 사이에서 이행이 실행될 때의 제1다수상태의 서로 
다른 부호들 사이의 이행이 제2다수상태들 사이에서 이행이 이행이 실행될 때의 부호들 사이의 이행 보다 
더 빠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부호어의 데이타열을 복호화하는 엔트로피복호기.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다수상태의 각각이 R2(k)부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엔트로피복호기.

청구항 64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다수상태가 초기화 동안에만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엔트로피복호기.

청구항 65 

데이타열을 수신하는 다수의 비트열발생기와, 상기 비트열발생기에 연결되어 색인에 근거하여 생성된 확
률추정을 상기 비트열 발생기에 제공하고 각각이 부호에 대응하는 다수의 상태를 포함하여 모든 부호들이 
설정 횟수만큼 반복하는 상태표로 구성되며, 제1기간 동안의 상태들 사이의 제1이행비율이 제2기간 동안
의 제2이행비율과는 다르도록 상태표의 상태들 사이의 수정가능한 가속항을 근거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수 부호어의 데이타열을 복호화하는 엔트로피복호기.

청구항 66 

제62항에 있어서, 상태표의 모든 부호들이 일정한 회수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엔트로피복호기.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태표의 갱신이 가속항에 의한 PEM상태의 수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엔트로피
복호기.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가속항이 설정된 수로 구성될 때 적응적가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엔트로피
복호기.

청구항 69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항이 실행 부호어의 수를 기초로 하여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엔트로피복호
기.

청구항 70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항이 교대하는 부호어의 수를 기초로 하여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엔트로피
복호기.

청구항 71 

데이타열을 수신하여 정렬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며 가변길이 쉬프팅장치를 포함하여 데이터열로부터 
부호어를 쉬프트하는 쉬프터와, 상기 쉬프터와 연결되어 부호어형태를 결정하는 부호어로서 상기 정렬된 
부호화 데이터를 수신하는 실행길이 복호기와, 상기 실행길이 복호기에 연결되어 실행길이 복호기가 실행
길이를 발생하고 각 부호어에 응답하는 LPS의 생성여부를 표시하도록 실행길이 복호기용 부호를 결정하여 
출력하는 확률추정장치와, 쉬프팅장치에 응답하여 열로부터 부호어를 수신하도록 연결되어 정렬된 부호화 
데이터를 일련의 부호어로서 출력하는 다수의 레지스터를 포함하여 구성된 복수의 인터리브어를 복호화하
는 복호기.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의 일부가 다수의 레지스터중 다른 레지스터로부터 혹은 데이타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청구항 73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길이쉬프팅장치는 열로부터 다수의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쉬프트하는 배럴쉬프
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청구항 74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터는 다수의 레지스터를 갖는 FIFO로 구성되며, 레지스터의 각각은 인터리브
된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데이타를 입력으로 수신하고 상기 다수의 레지스터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다수의 
레지스터중 다른 레지스터로부터 부호어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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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5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터는, 부호어 데이타를 수신하도록 연결되어 각각이 다수열의 하나와 구별되
도록 연결되는 제1다수레지스터와, 상기 제1다수레지스터의 각각으로부터 부호어 데이타를 다수열의 하나
로부터의 입력 및 출력 부호어로서 동시에 수신하도록 상기 제1다수레지스터에 연결된 멀티플렉서와, 상
기 멀티플렉서의 출력과 연결되어 정렬된 부호화데이터 같이 상기 멀티플렉서로부터 부호어데이터를 쉬프
트하는 배럴쉬프터와, 상기 배럴쉬프터와 연결되어 부호어를 쉬프트하는 비트의 수를 나타내는 논리와, 
상기 멀티플렉서(1605)로부터 부호어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다수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 레지
스터의 각각은 인터리브된 부호화데이타로부터의 입력데이터로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다수 레지스터
의 적어도 하나가 다수레지스터의 다른 하나로부터 부호어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FIFO구조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청구항 76 

데이타를 수신하는 FIFO구조와, 문맥을 제공하는 문맥모듈과, 문맥모델에 연결되어 상태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문맥모듈에 의해 제공되는 각 문맥에 응답하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메모리와, FIFO구조 및 메모리
로에 연결되어 상기 FIFO구조와 메모리로부터 부호화 데이타를 수신하여 FIFO구조에 의해 제공된 부호어
를 메모리의 상태정보를 사용하여 복호화하고 다수의 부호를 위해 생성되는 실행계수를 상기 문맥모듈에 
제공하는 다수의 복호기로 구성된 데이타를 복호화하는 복호화장치.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FIFO구조가 부호화된 데이타를 문맥과 확률클래스와 무관한 다수의 복호기에 공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장치.

청구항 78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기가 실행계수를 저장하며 확률클래스에 근거하여 접근 가능한 실행계수메모
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장치.

청구항 79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FIFO구조가 2개의 복호기에 대한 데이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장
치.

청구항 80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FIFO구조가 각 복호기에 하나씩 다수의 출력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
장치.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FIFO구조가 한쌍의 멀티플렉서와 상기 한쌍의 멀티플렉서를 선택하여 부호어를 각 
복호기에 공급하는 제어논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장치.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한싸의 멀티플렉서가 다수의 복호기중 하나로부터 수신되는 요구에 기초하여 제어
논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화장치.

청구항 83 

입력데이타를 수신하도록 연결되어 부호화 데이타를 다수의 열형태로 생성하여 표준의 집합을 근거로 해
서 상기 부호화 데이타를 다수열의 하나에 할당하는 부호화부와, 부호화된 데이타의 다수열을 저장하며, 
부호화부에 연결되어 과포화상태인 경우 덜 중요한 부호화 데이타를 폐기하는 고정 크기 메모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데이타를 부호화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84 

제8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다수의 저장영역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저장영역에 저장된 부호화 데
이타는 중요등급의 부호화 데이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등급의 부호화 데이타가 다른 중요등급의 부호화 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
의 적어도 하나의 저정영역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86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중요등급의 부호화 데이타가 메모리의 적어도 하나의 저장영역의 다른 중
요등급의 부호화 데이타에 겹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87 

계수값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다수의 문맥을 초기화하는 단계와, 현재 문맥의 PEM상태를 구하는 단계로 구
성되며, 상기 PEM상태를 구하는 단계는 PEM상태를 표시하는 각 문맥을 위해 저장표시에 접근하는 단계, 
현재 문맥의 수와 계수값을 비교하여 현재의 작동에 대해 접근된 메모리위치가 명백한지를 결정하여 위치
가 이미 초기화되었음을 계수값이 표시하면 데이타를 명백하게 결정하는 단계, 문맥에 대해 초기 PEM상태
를  사용하고  접근된  메모리위치의  데이타가  명백하지  않을  때  문맥에  대한  현재  PEM상태를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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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데이타가 명백한 경우 문맥을 위해 현재 할당된 PEM상태를 사용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데
이타를 부호화하는 장치의 다수 문맥을 초기화하는 방법.

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PEM상태가 변하는 경우 새로운 PEM상태를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9 

(2회정정)문맥상자를 제공하는 문맥모델과, 상기 문맥모델과 연결되어 문맥상자에 기초하여 확률상태를 
제공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어 확률상태에 기초하여 확률클래스를 발생하는 논리와, 상기 
논리에 연결되어 상기 확률클래스를 기초로 하여 가능 신호를 발생하는 복호기와, 상기 복호기에 부호화
된 데이타를 수신하도록 연결된 다수의 비트발생기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 비트발생기의 각각이 적어도 
하나의 별개 부호에 전용되고 복호기가 확률클래스에 기초하여 다수 비트발생기중 하나를 인에이블시켜서 
다수 비트발생기중 하나가 부호화된 데이타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데이타를 복호화하는 
복호기.

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 다수 비트발생기의 적어도 하나가 R-부호를 사용하여 데이타를 복호화하고 다수 비트발
생기의 적어도 하나가 비 R-부호를 사용하여 데이타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청구항 91 

제89항에  있어서,  짧은  실행길이용  비트발생기가  R-부호  복호기로서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청구항 92 

제89항에 있어서, 긴 실행길이용 비트발생기가 제1설정길이의 부호를 처리하는 짧은 실행장치와 다른 나
머지 비트를 처리하고 상기 나머지 비트가 출력하게 된다면 이를 결정하는 긴실행장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청구항 93 

문맥상자를 제공하는 단계와, 확률상태를 얻기 위해 문맥상자를 이용하여 메모리에 접근하는 단계와, 상
기 확률상태를 기초로 하여 확률클래스를 발생하는 단계와, 다수의 비트발생기의 하나를 인에이블시켜 다
수 비트발생기의 각각이 복호화에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별개 부호에 전용되고 상기 다수 비트발생기의 
하나가 부호화된 데이타를 복호화하는 단계로 구성된 입력데이타를 복호화하는 방법.

청구항 94 

문맥상자를 제공하는 문맥모델과, 상기 문맥모델에 연결되어 문맥상자를 기초로 하여 확률상태를 제공하
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어 확률상태를 기초로 하여 확률클래스를 발생하는 논리와, 상기 논리
에 연결되어 확률클래스를 기초로 하여 인에이블신호를 발생하는 부호기와, 입력된 데이타가 수신되도록 
상기 부호기에 연결된 다수의 비트발생기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 비트발생기의 각각이 적어도 하나의 별
개 부호에 전용되고 부호기가 확률클래스에 기초하여 다수 비트발생기의 하나를 인에이블하여 상기 다수 
비트발생기의 하나가 입력데이타를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데이타를 부호화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95 

제94항에 있어서, 다수의 비트발생기중  적어도 하나가 R-부호를 사용하여 데이타를 부호화하고 상기 다
수의 비트발생기중 적어도 하나가 비 R-부호를 사용하여 데이타를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96 

제94항에 있어서,  짧은 실행길이용 비트발생기가 R-부호 부호기로서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화장치.

청구항 97 

제94항에 있어서, 긴 실행길이용 비트발생기가 제1설정길이의 부호를 처리하는 짧은 실행장치와 나머지 
비트를 처리하여 상기 나머지 비트가 출력된다면 이를 결정하는 긴 실행장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98 

(2회정정)문맥상자를 제공하는 단계와, 확률상태를 얻기 위해 문맥상자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접근하는 단
계와, 상기 확률상태를 기초로 하여 확률클래스를 발생하는 단계와, 다수 비트발생기의 하나를 인에이블
시켜서 상기 다수 비트발생기의 각각이 적어도 하나의 별개 부호에 전용되어, 비트열발생기의 하나가 입
력데이타를 부호화하도록 상기 하나의 별개 부호만을 부호화에 사용하는 단계를 구비한 입력데이타를 부
호화하는 방법.

청구항 99 

새로운 실행이 시작될 때 부호화 동안 사용된 부호어 메모리의 크기에 대응하는 계수값이 각 실행계수에 
관계된 계수기에 로딩되어 실행 계수에 대한 새로운 부호어가 호출될 때 상기 실행값이 로딩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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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어가 호출되는 시간마다 실행값을 감소하는 단계와, 계수가 0으로 감소될 때 상기 새로운 부호어에 
연관된 비트발생상태를 클리닝하는 단계를 구비한 복수의 부호어를 가진 부호화 데이타를 복호화하는 방
법.

청구항 100 

제99항에 있어서, 각 실행계수가 PEM상태와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1 

제99항에 있어서, 각 실행계수가 문맥상자와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2 

부호어가 요청될 때마다 현재 회수표시를 포함하는 계수값을 증가하는 단계와, 제1부호어가 시작될 때 계
수값을 저장된 횟수표시로 저장하는 단계와, 부호기 메모리의 크기에 더해진 저장된 회수표시를 현재의 
횟수표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회수표시가 부호기 메모리의 크기가 더해진 저장된 회수표시 보다 클 경우 
제1부호어에 대한 비트발생상태가 클리어되고 제2부호어가 요청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부호어를 갖는 부호화 데이타를 복호화하는 방법.

청구항 103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회수표시는 시간 스탬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4 

제102항에 있어서, 후속 부호어를 위해 저장된 횟수표시를 다시 사용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5 

부호어에 대응하는 색인을 상기 부호어가 요청될 때 큐에 저장하는 단계와, 큐에 색인의 엔트리를 무효로
써 표시하는 단계와, 엔트리에 부호어를 저장하고 부호어가 완전한 경우 상기 엔트리를 유효로써 표시하
는 단계와, 복호화되는 데이타를 큐로부터 출력하여 큐엔트리가 유효인 경우 복호화를 위해 부호어를 출
력하는 단계와, 큐엔트리로부터 데이타를 출력하고 큐로부터 데이타가 출력될 때 큐엔트리가 무효로 표시
되는 경우 복호기에 데이타가 무효임을 표시하여 무효로 표시된 큐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타에 응답해서 복
호기에 의해 비트발생 상태정보를 클리어하는 단계를 구비한 다수의 부호어를 갖는 부호화 데이타의 복호
화 방법.

청구항 106 

다수의 집적회로로 구성되어 문맥을 제공하는 문맥모델링장치와, 상기 문맥모델링장치에 연결되어 상태정
보를 저장하고 문맥모델링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각 문맥에 응답하여 상기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어, 최소가능기호가 후속되지 않은 최적 기호의 적어도 하나의 비-최대길이실행을 
포함하는 다수의 R-부호와 같은 상태정보를 사용해서 부호어를 복호화하는 다수의 복호기를 구비한 부호
화데이타를 복호화하는 복호기.

청구항 107 

제106항에 있어서, 비-최대길이실행계수는 유일하게 복호화 가능한 프리픽스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호기.

청구항 10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발생기의 비트발생상태가 갱신되고 상기 비트발생기가 메모리에 기록되는 갱
신된 상태전에 재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09 

제108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발생기는 읽기-수정-쓰기 순환의 수정 상태동안 재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1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발생기는 메모리에 갱신된 상태를 기록하기 전에 재사용될 때 비-최소길이 실
행계수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청구항 11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발생기는 각 실행길이가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되지 않은 비트가 후속되도록 
정의된 R-부호를 사용하여 데이타를 부호화하여 동일한 실행길이를 갖는 2개의 부호어가 열에서 복호화되
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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