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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동영상 압축 부호
화 장치에서 전송 채널이 허용하는 저전송선로를 통하는 비교적 적은 영상정보에 대해 가변 길이 부호화하고, 가변 길
이 부호화시 에러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며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everse Variable Length Coding)와 호환성을 
가지도록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동영상압축부호화, 가변길이부호화, intra프레임, inter프레임, DCT계수, RLC, escape모드, TCOEF테이블, RVLC, 
MPEG4, H.26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국제 표준 MPEG4의 부호화기 블럭 구성도,

도2는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블럭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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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MPEG4 인코드시 escape 모드 처리 작용을 보인 도면,

도4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출력을 위한 장치 블럭 구성도,

도5는 도4의 TCOEF VLC/RVLC ESC. 수행부의 내부 블럭 구성도,

도6은 도5의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의 내부 블럭 구성도,

도7은 도5의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의 내부 블럭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CBPY 110: MCBPC

120: MVD 130: 휘도 DCT DC 크기 처리부

140: 색차 DCT DC 크기처리부 201: 입력버퍼

202: RLC 203-206: 제1 내지 제4 스위치

207: intra TCOEF/MPEG4 intra ESC. 수행부

208: inter TCOEF/MPEG4 inter ESC. 수행부

209: TCOEF/H.263 ESC. 수행부

210: intra RVLC TCOEF/ESC. FLC 수행부

211: inter RVLC/TCOEF ESC. FLC 수행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전화, 화상회의, PCS(개인휴대통신)용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휴대용개인단말기), mobil
e용 전화 및 멀티미디어 장치, IMT-2000(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영상 서비스를 위한 장치 등에서 동영상 압축 부호
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서 전송 채널이 허용하는 저전송선로를 통하는 비교적 적은 영
상정보에 대해 가변 길이 부호화하고, 가변 길이 부호화시 에러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며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e
verse Variable Length Coding)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에 관한 
것이다.
    

영상을 부호화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장치에는 기존의 MPEG1,MPEG2, H.261, H.263 등 여러가지 가변 길이 부호화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특히 HDTV(High Density TeleVision)의 표준 방식인 MPEG2의 가변 길이 부호화 장치의 특
징은, 대용량의 영상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해, 헤더 정보와 영상 데이터를 구분하여 헤더 정보는 그대로 
부호화하고 영상데이터는 여러 가지 병렬 구조로 구성되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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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국제 표준 MPEG4의 부호화기 블럭 구성을 보인다. 기존의 MPEG2와는 달리 모양 정보 부호화를 추가로 수행하
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을 수행하여 움직임 벡터를 생성하는 움직임 추정
부(1)와; 상기 생성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을 수행하는 움직임 보상부(2)와
; 상기 움직임보상부(2)에서 움직임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영상 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를 수행하는 영상정
보 부호화부(4)와; 상기 움직임 보상부(2)에서 움직임 보상된 VOP(Video Object Plane; MEPG4에서 임의의 모양을 
가지는 부호화 단위)와, 상기 영상정보 부호화부(4)에서 부호화된 대상물의 내부 정보가 가산되어 현재 영상 바로 이전 
영상의 VOP인 이전 VOP를 재구성하는 이전VOP 재구성부(6)와; 입력된 영상의 모양 정보에 대해 모양 정보 부호화(
Shape coding)를 수행하는 모양정보부호화부(9)와; 상기 움직임추정부(1)에서 추정된 움직임 정보와, 상기 영상 정
보 부호화부(4)에서 부호화된 내부 영상 정보 및 상기 모양 정보 부호화부(9)에서 부호화된 모양 정보를 다중화하는 
다중화부(11)와; 상기 다중화부(11)에서 다중화된 비트스트림을 버퍼링한 후 출력하는 출력 버퍼(12)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국제 표준 MPEG4의 부호화기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 화면이 입력되면, 블럭 단위로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을 하고, 여기에서 생성된 움직임 벡터를 
전송한다. 그런 후 움직임 벡터로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을 한 후 움직임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영상 
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를 수행한다.

그리고 영상의 모양 정보에 대해 모양 정보 부호화(Shape coding)를 수행한다. 모양정보 부호화부(9)의 출력 신호는 
VOP 부호화기가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가변되는 것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모양 정보 부호화부
(9)의 출력신호를 움직임 추정부(1), 움직임 보상부(2) 및 영상 정보 부호화부(4)에 입력시켜 움직임 추정, 움직임 보
상 및 영상 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움직임추정부(1)에서 추정된 움직임 정보와, 영상 정보 부호화부(4)에서 부호화된 내부 영상 정보 및 모양 정보 부호
화부(9)에서 부호화된 모양 정보는 다중화부(11)에서 다중화된 후, 출력 버퍼(12)를 통해 비트스트림으로 송신된다.

이렇게 다중화부(11)로 입력되어 송신될 데이터는, 움직임 추정부(1)로부터의 움직임 벡터 정보, 영상정보 부호화부
(4)로부터의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영상 데이터 정보 등으로서, 이러한 정보의 대다수가 가변 길이 부호화 코드를 사
용하고 있다.

그런데 HDTV의 대용량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송 채널이 허용하는 저 전송 선로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비교적 적은 영상 정보(CIF: 352*288, QCIF: 176*144)를 효과적으로 가변 길이 부호화해
야 하는 경우, 국제 표준 MPEG4의 부호화에서 영상 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된 영상 정보를 가변 길이로 부호화
하는 장치는 저 전송선로에 대한 비교적 적은 양의 영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필요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서 전송 채널이 허용하는 저전송선로를 통하는 비교적 적은 영상정보에 대해 가변 길이 부호
화하고, 가변 길이 부호화시 에러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며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everse Variable Length Cod
ing)와 호환성을 가지도록 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는,

영상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에서 나오는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 휘도 블럭 패턴(Coded Block Pattern for L
uminance; CBPY)을 intra_inter 플래그(intra 프레임 부호화와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에 
따라 VLC 코드로 처리하는 휘도 블럭 패턴 처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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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 매크로블럭 타입(MB type)과 CBPC(Coded Block Pattern for Chrominance)의 정보를 V
LC 코드로 정의하는 MCBPC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이전의 움직임 벡터와 현재의 움직임 벡터 간의 차이값을 VLC 코드로 처리하는 움
직임 벡터 차이값 처리부(Motion Vector Difference; MVD)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휘도 DCT DC 크기(dct_dc_size_lum.)를 위한 VLC 코드를 처리하는 휘도 DCT 
DC 크기 처리부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색차 DCT DC 크기(dct_dc_size_chro.)를 위한 VLC 코드를 처리하는 색차 DCT 
DC 크기 처리부와;

영상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 과정에서 zigzag scan을 거친 DCT 계수(TCOEF)를 입력받아 버퍼링하고, escap
e 모드를 고려한 VLC를 하기 위해 필요한 클럭 레이트(clock rate)에 맞추어 RLC로 출력하는 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버퍼에서 출력되는 DCT AC 계수를 RLC(Run Length Coding)를 수행하여, VLC 부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를 출력하는 RLC와;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VLC)와 가변 길이 부호화(VLC)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RVLC 플래그), H.263 TCO
EF VLC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H.263 플래그), intra 프레임 부호화와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선택하기 위한 제
어 신호(intra_inter 플래그)를 선택적으로 입력받아,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VLC), intra TCOEF 가변 길이 부호
화(VLC), inter TCOEF VLC, H.263 TCOEF VLC가 선택적으로 수행되도록 상기 RLC로부터의 경로를 각각 스위칭
하는 제1 내지 제4 스위치와;
    

상기 제1 내지 제3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MPEG4 intra TCOEF를 intra escape 모드로 VLC를 수행하는 intra TC
OEF/MPEG4 intra ESC. 수행부와;

상기 제1 내지 제3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MPEG4 inter TCOEF를 inter escape 모드로 VLC를 수행하는 inter TC
OEF/MPEG4 inter ESC. 수행부와;

상기 제1 및 제2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H.263 TCOEF를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사용하여 escape 모드를 수행하는 
TCOEF/H.263 ESC. 수행부와;

상기 제1, 제2, 제4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intra TCOEF를 RVLC 수행하고 escape 모드시 고정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LC)를 수행하는 intra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와;

상기 제1, 제2, 제4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inter TCOEF를 RVLC 수행하고 escape 모드시 고정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LC)를 수행하는 inter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로 이루어짐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
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는,

RVLC 플래그에 따라 normal VLC 기능과 RVLC 기능을 수행하고, 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하는 TCOEF VL
C/RVLC ESC. 수행부와;

상기 TCOEF VLC/RVLC ESC. 수행부에서 출력되는 가변 길이 부호화 코드와 고정 길이 부호화(FLC) 코드를 블럭(
block) 단위로 하나의 비트열로 램(TCOEF VLC/RVLC 버퍼)에 쓰기 위해 재구성하는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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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에서 출력되는 TCOEF 비트열을 저장하는 TCOEF VLC/RVLC 버퍼(램)으로 이루어
짐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MPEG4 simple profile에 맞는 가변 길이 부호화(Variable Length Coding; VLC)와 H.263의 가변 길이 
부호화, 그리고 에러 전송에 효과적인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eversible Variable Length Coding; RVLC)의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고, simple profile에서는 모양 정보 부호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MPEG4 simple profile 부호화기의 가변 길이 부호화시 사용되는 가변길이 부호화 테이블(VLC 테이블)이 [표 1]에 
구성된다.

[표 1] 
    VLC Table Name Index 개수 비트수 비고
1 mcbpc for I-VOPs 9 1-9     
2 mcbpc for P-VOPs 21 1-9     
3 cbpy for four non-transparent blocks 16 2-6     
4 MVD 65 1-13     
5 dct_dc_size_luminance 9 2-7 Not N-bit
6 dct_dc_size_chrominance 9 2-7 Not N-bit
7 Intra Lum. And Chr. TCOEF 113 3-13     
8 Inter Lum. And Chr. TCOEF 113 3-13     
9 RVLC for intra TCOEF 169 4-16     
10 RVLC for inter TCOEF 169 4-16     

그리고 H.263 VLC 테이블 구성이 [표 2]에 보인다.

[표 2] 
    VLC Table Name Index 개수 비트수 MPEG4와 비교
1 mcbpc for I-VOPs 9 1-9 동일
2 mcbpc for P-VOPs 21 1-9 동일
3 cbpy for four blocks 16 2-6 동일
4 MVD 65 1-13 구성이 다름
5 Inter TCOEF 113 3-13 동일(escape 다름)

도2는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일 실시예 블럭 구성을 보인다.

MPEG4 simple profile에 맞는 가변 길이 부호화와 H.263의 가변 길이 부호화, 그리고 에러 전송에 효과적인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eversible Variable Length Coding; RVLC)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다.

    
즉, 영상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에서 나오는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와 영상 데이터를 구분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 휘도 블럭 패턴(Coded Block Pattern for Luminance; CBPY)을 intra_inter 플래그(intra 
프레임 부호화와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에 따라 VLC 코드로 처리하는 휘도 블럭 패턴 처리
부(100)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 매크로블럭 타입(MB type)과 CBPC(Coded Block Pattern for Chrominance)
의 정보를 VLC 코드로 정의하는 MCBPC(110)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이전의 움직임 벡터와 현재의 움
직임 벡터 간의 차이값을 VLC 코드로 처리하는 움직임 벡터 차이값 처리부(Motion Vector Difference; MV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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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휘도 DCT DC 크기(dct_dc_size_lum.)를 위한 VLC 코드를 처리하는 휘도 DC
T DC 크기 처리부(130)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색차 DCT DC 크기(dct_dc_size_chro.)를 위한 VLC 
코드를 처리하는 색차 DCT DC 크기 처리부(140)와; 영상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 과정에서 zigzag scan을 거
친 DCT 계수(TCOEF)를 입력받아 버퍼링하고, escape 모드를 고려한 VLC를 하기 위해 필요한 클럭 레이트(clock 
rate)에 맞추어 RLC(203)로 출력하는 입력 버퍼(201)와; 상기 입력버퍼(201)에서 출력되는 DCT AC 계수를 RLC(
Run Length Coding)를 수행하여, VLC 부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를 출력하는 RLC(202)와; 역방향 가변 길
이 부호화(RVLC)와 가변 길이 부호화(VLC)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RVLC 플래그), H.263 TCOEF VLC를 선택
하기 위한 제어 신호(H.263 플래그), intra 프레임 부호화와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intra_
inter 플래그)를 선택적으로 입력받아,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VLC), intra TCOEF 가변 길이 부호화(VLC), int
er TCOEF VLC, H.263 TCOEF VLC가 선택적으로 수행되도록 상기 RLC(202)로부터의 경로를 각각 스위칭하는 제
1 내지 제4 스위치(203-206)와; 상기 제1 내지 제3 스위치(203-205)에 의해 선택되면 MPEG4 intra TCOEF를 i
ntra escape 모드로 VLC를 수행하는 intra TCOEF/MPEG4 intra ESC. 수행부(207)와; 상기 제1 내지 제3 스위치(
203-205)에 의해 선택되면 MPEG4 inter TCOEF를 inter escape 모드로 VLC를 수행하는 inter TCOEF/MPEG4 
inter ESC. 수행부(208)와; 상기 제1 및 제2 스위치(203)(204)에 의해 선택되면 H.263 TCOEF를 inter 프레임 부
호화를 사용하여 escape 모드를 수행하는 TCOEF/H.263 ESC. 수행부(209)와; 상기 제1, 제2, 제4 스위치(203,20
4,206)에 의해 선택되면 intra TCOEF를 RVLC 수행하고 escape 모드시 고정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
LC)를 수행하는 intra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210)와; 상기 제1, 제2, 제4 스위치(203,204,206)에 의해 
선택되면 inter TCOEF를 RVLC 수행하고 escape 모드시 고정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LC)를 수행하는 
inter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211)로 구성된다.
    

상기 RLC(202)에서 출력되는 VLC 부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는, 현재 부호화되는 0이 아닌 DCT 계수가 블럭 
내의 마지막 0이 아닌 DCT 계수인 지를 나타내는 LAST, 0이 아닌 계수의 값을 나타내는 LEVEL, 부호화되는 계수 앞
의 연속적인 0의 개수를 나타내는 RUN이다.

    
상기 제1 스위치(203)는 상기 RLC(202)에서 출력되는 제어정보(LAST, LEVEL, RUN)를 RVLC 플래그에 따라 제
2 스위치(204)와 제4스위치(206) 중 하나로 스위칭하고, 상기 제2 스위치(203)는 상기 제1 스위치(203)에서 출력
되는 정보를 H.263플래그에 따라 제3 스위치(205)와 상기 TCOEF/H.263 ESC. 수행부(209) 중 하나로 스위칭하며, 
상기 제3 스위치(205)는 상기 제2 스위치(204)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intra_inter 플래그에 따라 상기 intra TCOEF
/MPEG4 intra ESC. 수행부(207)와 inter TCOEF/MPEG4 inter ESC. 수행부(208) 중 하나로 스위칭하고, 상기 제
4 스위치(206)는 상기 제1 스위치(203)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상기 intra_inter 플래그에 따라 상기 intra RVLC TC
OEF / ESC. FLC 수행부(210)와 inter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211) 중 하나로 스위칭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일 실시예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 버퍼(201)에 입력되는 정보는 영상정보(texture) 부호화에서 나오는 계수(coefficient)로 지그재그 스캔(zigz
ag scan)을 거친 정보이다. 입력 버퍼(201)에서는 escape mode를 고려한 VLC를 하기 위해 필요한 클럭 레이트(clo
ck rate)에 맞추어 계수를 RLC(202)로 읽어내고 RLC(202)는 RUN,LEVEL,LAST를 구하기 위한 RLC(Run Lengt
h Coding)를 한다.

각각의 모듈(207,208,209,210,211)을 선택하기 위해 RVLC 플래그, H.263 플래그, Intra_Inter 플래그가 이용된다.

MPEG4 Inter TCOEF VLC 테이블은 H.263 TCOEF VLC 테이블과 동일하다. 그러나 escape mode는 다르게 구성된
다.

    
영상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에서 나오는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와 영상 데이터를 구분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매크
로블럭 헤더 정보 처리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 CBPY(100)는 휘도 블럭 패턴을 VLC하고, MCBPC(110)는 MB 타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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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C(Coded Block Pattern for Chrominance)의 정보를 VLC 코드로 정의한다. 그리고 MVD(120)는 이전의 움직
임 벡터와 현재의 움직임 벡터의 차이값을 VLC하고, 휘도 DCT DC 크기 처리부(130)는 휘도 DCT DC 크기를 VLC하
며, 색차 DCT DC 크기 처리부(140)는 색차 DCT DC 크기를 VLC한다.
    

이제, 영상 데이터 처리인 입력 버퍼(201)에 이어, RLC의 동작을 설명하면, 입력 버퍼(201)에서 출력되는 AC 계수값
을 RLC를 수행하여, LAST, RUN, LEVEL로 이루어진 일련의 EVENT들을 출력해서, VLC 부호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LAST가 '0'인 경우 0이 아닌 계수가 블럭 내에 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인 경우 0이 아닌 계수가 블럭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RLC를 수행하여 LAST, RUN, LEVEL을 출력하는 방법을 코드(cod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ount < = count + 1 ;

if(!AC_Coefficient) begin

run_cnt < = run_cnt + 1 ;

RLC_E < = 1'b0 ;

end

else begin

run_cnt < = 0;

LEVEL_tmp < = AC_Coefficient;

RUN_tmp < = run_cnt;

if(LEVEL_tmp != 12'd0)

RLC_E < = 1'b1;

end

LEVEL < = LEVEL_tmp;

RUN < = RUN_tmp;

if(count == 65) begin --------(1)

LAST < = 1'b1;

LEVEL < = LEVEL_tmp;

RUN < = RUN_tmp;

RLC_E < = 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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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상기에서 input은 AC_Coefficient, count flag(64 or 65)이고, output은 RUN, LEVEL, LAST, RLC_E(RLC_Enab
le)이다. intra mode일 때, (1)의 count == 65는 DC 값을 빼고 LAST를 결정해야 하므로 64로 바뀐다. 그러나 Int
ra_dc_thr에 의해 DC값을 AC값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처리하게 되면 Intra mode이더라도 65로 처리한다. 실제 R
UN, LEVEL, LAST의 정보는 RLC_Enable로써 나타낸다.

도3은 MPEG4 인코딩(encoding)시 escape 모드 처리 작용을 보인다.

기존의 MPEG1, MPEG2, H.261, H.263에서의 escape 모드 처리 방법은 고정 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LC)를 수행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적용되는 MPEG4 escape mode는 도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영상 압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즉, Intra TCOEF와 Inter TCOEF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테이블을 이용
하며 escape mode에서도 LEVEL과 RUN값을 변화시키는 table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신호 흐름의 내용은 유사하다. 먼저 RLC(202)에서 나오는 RUN, LEVEL, LAST값을 가지고 TCOEF VLC 테
이블을 참조하여 TCOEF VLC 코드를 결정한다. 그래서 TCOEF VLC 테이블의 해당 인덱스 안에 값이 존재하면 일반
적인(normal) VLC를 수행한다(ST11,ST12).

그러나 TCOEF VLC 테이블의 해당 인덱스 안에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escape mode로 선택된다. 그래서 LEVEL 값을 
변화시킨다. 변화된 LEVEL값은 LEVEL+로, sign(LEVEL)*[abs(LEVEL)-LMAX]이다(ST13)(제1단계). 여기서 
LMAX는 주어진 쌍 (LAST,RUN)의 LEVEL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LEVEL값을 변화시킨 후, 동일한 TCOEF VLC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인덱스 안에 값이 존재하면 TCOEF V
LC 코드를 정한다(ST14,ST15).

그러나 ST14에서 상기 TCOEF VLC 테이블에 값이 존재하지 않아, 다시 escape mode가 선택되면, RUN값을 변화시
킨다. 변화된 RUN값은 RUN+로, RUN-(RMAX + 1)이다(ST16)(제2단계). 여기서 RMAX는 주어진 쌍 (LAST, L
EVEL)의 RUN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RUN 값을 변화시킨 후, 다시 동일한 TCOEF VLC 테이블을 참조하여 TCOEF VLC 코드를 정한다(ST17,ST
18). 그러나 상기 TCOEF VLC 테이블에 VLC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escape 모드가 선택되면, FLC(Fixed Length C
oding)를 수행한다(ST19)(제3단계).

위와 같은 동작 수행은 Intra일 때와 Inter일 때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적용되는 테이블의 구성이 다르다.

도4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출력을 위한 장치 블럭 구성을 보인다.

    
RVLC 플래그에 따라 normal VLC 기능과 RVLC 기능을 수행하고, 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하는 TCOEF VL
C/RVLC ESC. 수행부(300)와; 상기 TCOEF VLC/RVLC ESC. 수행부(300)에서 출력되는 가변 길이 부호화(VLC) 
코드와 고정 길이 부호화(FLC) 코드를 블럭(block) 단위로 하나의 비트열로 램(500)에 쓰기 위해 재구성하는 TCOE
F 비트 스트림 생성기(400)와; 상기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400)에서 출력되는 TCOEF 비트열을 저장하는 TC
OEF VLC/RVLC 버퍼(램)(500)으로 구성된다.
    

    
상기 TCOEF VLC/RVLC ESC. 수행부(300)는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RVLC 플래그가 VLC 수행을 나타내면 norm
al VLC 기능을 수행하고 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하는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310)와
; 상기 RVLC 플래그가 RVLC 수행을 나타내면 RVLC 기능을 수행하고 R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하는 intra/
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320)와; 상기 RVLC 플래그에 따라, 상기 intra/inter TCOEF VLC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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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ESC. 수행부(310)에서 출력되는 intra/inter TCOEF VLC/FLC 코드와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320)에서 출력되는 intra/inter TCOEF RVLC/FLC 코드를 다중화하여 VLC 코드와 FLC 코드를 상기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400)로 출력하는 TCOEF VLC/FLC 다중화부(330)로 구성된다.
    

    
상기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310)는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TCOEF VLC 테이블에서 원하
는 VLC 모드를 검색하여 그 결과에 따라 escape 모드인 지를 판단하고, escape 모드이면 타이밍 컨트롤러(313)로 e
scape 모드 신호를 전송하며, 판단된 모드에 따라 가변 길이 부호화를 수행하는 intra/inter TCOEF VLC 수행부(315)
와; RMAX, RUN+를 계산하는 intra/inter RMAX, RUN+ 계산부(311)와; LMAX, LEVEL+를 계산하는 intra/inte
r LMAX, LEVEL+ 계산부(312)와; 상기 intra/inter RMAX, RUN+ 계산부(311)에서 계산된 RMAX, RUN+를 제
공받고, 상기 intra/inter LMAX, LEVEL+ 계산부(312)에서 계산된 LMAX, LEVEL+를 제공받으며, 상기 intra/int
er TCOEF VLC 수행부(315)로부터 전송받는 escape 모드 신호에 따라, LEVEL과 LEVEL+ 선택 기능과 RUN과 R
UN+ 선택 기능을 수행하고 각 해당 블럭의 동작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타이밍 컨트롤러(313)와; 상기 타이밍 컨트롤
러(313)의 제어에 따라, TCOEF 부호화를 위해 LEVEL의 절대치를 계산하는 LEVEL 절대값 계산부(314)와; 상기 i
ntra/inter TCOEF VLC 수행부(315)에서 RUN, LEVEL, LAST를 이용한 가변 길이 부호화가 끝난 시점에, 상기 LE
VEL 절대값 계산부(314)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intra/inter TCOEF VLC 수행부(315)로부터의 데이
터에 사인비트(sign bit)를 첨가하는 부호비트 에더(sign bit adder)(317)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313)의 동작 제
어 신호에 따라 동작하여, MPEG4와 H.263의 DCT 계수에 대해 각각 FLC 부호화를 수행하는 MPEG4/H.263 TCOE
F FLC 수행부(316)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313)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부호 비트 에더(317)의 출력과 상기 MPEG
4/H.263 TCOEF FLC 수행부(316)의 출력을 다중화하는 intra/inter TCOEF VLC/FLC 다중화부(318)로 구성된다.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320)는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TCOEF 부호화를 위해 LEV
EL의 절대치를 계산하는 LEVEL 절대값 계산부(321)와; 상기 LEVEL 절대값 계산부(321)에서 출력되는 신호, RLC 
인에이블 신호, RVLC 플래그, intra_inter 플래그를 입력받아 RVLC를 수행하는 intra/inter TCOEF RVLC 수행부(
322)와;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수행부(322)에서 출력되는 RVLC 부호화 코드에 상기 LEVEL 절대값 계산
부(321)로부터의 LEVEL sign bit를 첨가하는 sign bit adder(323)와; escape 모드일 때 FLC를 수행하는 TCOEF 
RVLC FLC 수행부(324)와; 상기 TCOEF RVLC FLC 수행부(324)의 출력과 상기 sign bit adder(323)의 출력을, 상
기 intra/inter TCOEF RVLC 수행부(322)로부터의 escape 모드 신호에 따라 다중화하여 상기 TCOEF VLC/FLC 다
중화부(330)로 출력하는 intra/inter TCOEF RVLC/FLC 다중화부(325)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출력을 위한 장치의 작용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TCOEF VLC/RVLC ESC. 수행부(300)는 RVLC 플래그에 따라 normal VLC 기능과 RVLC 기능을 수행하고, VLC e
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한다.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400)는 TCOEF VLC/RVLC ESC. 수행부(300)에서 출
력되는 가변 길이 부호화(VLC) 코드와 고정 길이 부호화(FLC) 코드를 블럭(block) 단위로 하나의 비트열로 램(500)
에 쓰기 위해 재구성한다. TCOEF VLC/RVLC 버퍼(램)(500)은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400)에서 출력되는 TC
OEF 비트열을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출력한다.
    

상기 TCOEF VLC/RVLC ESC. 수행부(300)의 작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RVLC 플래그
로 2개의 module(310)(320)을 선택한다.

즉, RVLC 플래그가 VLC 수행을 나타내면,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310)는 normal VLC 기능
을 수행하고 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RVLC 플래그가 RVLC 수행을 나타내면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320)는 RVLC 기능을 수행하고 R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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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310)는 MPEG4와 H.263에 대해 같은 TCOEF VLC 테이블을 사용하
여 부호화하고,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320)는 MPEG4와 H.263에 대해 다른 VLC 테이블
을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TCOEF VLC/FLC 다중화부(330)는 상기 RVLC 플래그에 따라, 상기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
(310)에서 출력되는 intra/inter TCOEF VLC/FLC 코드와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3
20)에서 출력되는 intra/inter TCOEF RVLC/FLC 코드를 다중화하여 VLC 코드와 FLC 코드를 상기 TCOEF 비트 스
트림 생성기(400)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310)의 작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intra/inter TCOEF VLC 수행부(315)는, RUN, LEVEL, LAST를 가지고 TCOEF VLC 테이블에서 먼저 인덱스
를 찾고, 이 때 escape mode이면 타이밍 컨트롤러(313)로 escape 모드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타이밍 컨트롤러(3
13)는 intra/inter LMAX, LEVEL+ 계산부(312)에서 이미 찾아진 LEVEL+ 값을 선택하여 intra/inter TCOEF VL
C 수행부(315)로 전송하고, 다시 TCOEF VLC 테이블을 찾도록 한다. 그 결과 escape mode가 다시 선택되면 미리 선
택된 RUN+를 가지고 다시 TCOEF VLC 테이블을 참조한다. 그 결과 escape mode가 다시 선택되면 FLC를 수행하도
록 타이밍 컨트롤러(313)에서 MPEG4/H.263 TCOEF FLC 수행부(316)를 제어하여 FLC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Intra TCOEF일 때와 Inter TCOEF일 때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제 구성 테이블과 LEVEL+와 RUN+ 
참고 표는 다르다. 그리고 Inter TCOEF VLC는 H.263 VLC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escape mode일 때 FLC 방법이 다르므로 H.263 플래그에 의해 FLC 방법을 스위칭한다.

한편 LEVEL 절대값 계산부(314)는 LEVEL 값의 절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signbit adder(부호비트 가산기)는 int
ra/inter TCOEF VLC 수행부(315)의 출력 신호인 unsigned VLC code에 sign_bit를 붙인다.

intra/inter TCOEF VLC/FLC 다중화부(318)는 타이밍 컨트롤러(313)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부호 비트 에더(317)의 
출력과 상기 MPEG4/H.263 TCOEF FLC 수행부(316)의 출력을 다중화하여 상기 TCOEF VLC/FLC 다중화부(330)
로 출력한다.

또한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320)의 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R
VLC는 Intra RVLC와 Inter RVLC의 테이블 구성이 다르다. RVLC가 escape mode일 때, FLC 방법은 Intra 프레임 
부호화와 Inter 프레임 부호화가 모두 같다.

RVLC 부호화를 위해 선택되는 모드 정보를 이용하여 LEVEL의 sign bit를 처리하고, escape 모드일 때 FLC를 수행하
며, 이들의 정보를 intra/inter TCOEF RVLC/FLC 다중호부(325)에서 상기 escape 모드임을 나타내는 신호에 따라 
다중화하여 상기 TCOEF VLC/FLC 다중화부(330)로 출력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는,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서 전
송 채널이 허용하는 저전송선로를 통하는 비교적 적은 영상정보에 대해 가변 길이 부호화하고, 가변 길이 부호화시 에
러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며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everse Variable Length Coding)와 호환성을 가지도록 한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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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서 전송 채널이 허용하는 저전송선로를 통하는 비교적 적은 영상정보에 대해 가변 길이 부호
화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영상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에서 나오는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 휘도 블럭 패턴(Coded Block Pattern for L
uminance; CBPY)을 intra_inter 플래그(intra 프레임 부호화와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에 
따라 VLC 코드로 처리하는 휘도 블럭 패턴 처리부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 매크로블럭 타입(MB type)과 CBPC(Coded Block Pattern for Chrominance)의 정보를 V
LC 코드로 정의하는 MCBPC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이전의 움직임 벡터와 현재의 움직임 벡터 간의 차이값을 VLC 코드로 처리하는 움
직임 벡터 차이값 처리부(Motion Vector Difference; MVD)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휘도 DCT DC 크기(dct_dc_size_lum.)를 위한 VLC 코드를 처리하는 휘도 DCT 
DC 크기 처리부와;

매크로블럭 헤더 정보 중의 하나인 색차 DCT DC 크기(dct_dc_size_chro.)를 위한 VLC 코드를 처리하는 색차 DCT 
DC 크기 처리부와;

영상정보 부호화(texture coding) 과정에서 zigzag scan을 거친 DCT 계수(TCOEF)를 입력받아 버퍼링하고, escap
e 모드를 고려한 VLC를 하기 위해 필요한 클럭 레이트(clock rate)에 맞추어 RLC로 출력하는 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버퍼에서 출력되는 DCT AC 계수를 RLC(Run Length Coding)를 수행하여, VLC 부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를 출력하는 RLC와;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VLC)와 가변 길이 부호화(VLC)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RVLC 플래그), H.263 TCO
EF VLC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H.263 플래그), intra 프레임 부호화와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선택하기 위한 제
어 신호(intra_inter 플래그)를 선택적으로 입력받아, 역방향 가변 길이 부호화(RVLC), intra TCOEF 가변 길이 부호
화(VLC), inter TCOEF VLC, H.263 TCOEF VLC가 선택적으로 수행되도록 상기 RLC로부터의 경로를 각각 스위칭
하는 제1 내지 제4 스위치와;
    

상기 제1 내지 제3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MPEG4 intra TCOEF를 intra escape 모드로 VLC를 수행하는 intra TC
OEF/MPEG4 intra ESC. 수행부와;

상기 제1 내지 제3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MPEG4 inter TCOEF를 inter escape 모드로 VLC를 수행하는 inter TC
OEF/MPEG4 inter ESC. 수행부와;

상기 제1 및 제2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H.263 TCOEF를 inter 프레임 부호화를 사용하여 escape 모드를 수행하는 
TCOEF/H.263 ESC. 수행부와;

상기 제1, 제2, 제4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intra TCOEF를 RVLC 수행하고 escape 모드시 고정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LC)를 수행하는 intra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와;

상기 제1, 제2, 제4 스위치에 의해 선택되면 inter TCOEF를 RVLC 수행하고 escape 모드시 고정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LC)를 수행하는 inter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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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LC에서 출력되는 VLC 부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는,

현재 부호화되는 0이 아닌 DCT 계수가 블럭 내의 마지막 0이 아닌 DCT 계수인 지를 나타내는 LAST, 0이 아닌 계수
의 값을 나타내는 LEVEL, 부호화되는 계수 앞의 연속적인 0의 개수를 나타내는 RUN임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위치는 상기 RLC에서 출력되는 제어정보(LAST, LEVEL, RUN)를 RVLC 플래그에 따라 상기 제2 스위치
와 상기 제4스위치 중 하나로 스위칭하고, 상기 제2 스위치는 상기 제1 스위치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H.263플래그에 따
라 상기 제3 스위치와 상기 TCOEF/H.263 ESC. 수행부 중 하나로 스위칭하며, 상기 제3 스위치는 상기 제2 스위치에
서 출력되는 정보를 intra_inter 플래그에 따라 상기 intra TCOEF/MPEG4 intra ESC. 수행부와 상기 inter TCOEF
/MPEG4 inter ESC. 수행부 중 하나로 스위칭하고, 상기 제4 스위치는 상기 제1 스위치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상기 in
tra_inter 플래그에 따라 상기 intra RVLC TCOEF / ESC. FLC 수행부와 상기 inter RVLC TCOEF / ESC. FLC 수행
부 중 하나로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청구항 4.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서 전송 채널이 허용하는 저전송선로를 통하는 비교적 적은 영상정보에 대해 가변 길이 부호
화 장치에 있어서,

RVLC 플래그에 따라 normal VLC 기능과 RVLC 기능을 수행하고, 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하는 TCOEF VL
C/RVLC ESC. 수행부와;

상기 TCOEF VLC/RVLC ESC. 수행부에서 출력되는 가변 길이 부호화 코드와 고정 길이 부호화(FLC) 코드를 블럭(
block) 단위로 하나의 비트열로 램(TCOEF VLC/RVLC 버퍼)에 쓰기 위해 재구성하는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와
;

상기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에서 출력되는 TCOEF 비트열을 저장하는 TCOEF VLC/RVLC 버퍼(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TCOEF VLC/RVLC ESC. 수행부는,

    
RVLC 플래그가 VLC 수행을 나타내면 normal VLC 기능을 수행하고 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하는 intra/int
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와; 상기 RVLC 플래그가 RVLC 수행을 나타내면 RVLC 기능을 수행하고 RVLC 
escape 모드시 FLC를 수행하는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와; 상기 RVLC 플래그에 따라, 상기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에서 출력되는 intra/inter TCOEF VLC/FLC 코드와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에서 출력되는 intra/inter TCOEF RVLC/FLC 코드를 다중화하여 VLC 코드와 
FLC 코드를 상기 TCOEF 비트 스트림 생성기로 출력하는 TCOEF VLC/FLC 다중화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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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는, MPEG4와 H.263에 대해 같은 TCOEF VLC 테이블을 사용하
여 부호화하고,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는 MPEG4와 H.263에 대해 다른 VLC 테이블
을 사용하여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intra/inter TCOEF VLC & VLC ESC. 수행부는,

    
TCOEF VLC 테이블에서 원하는 VLC 모드를 검색하여 그 결과에 따라 escape 모드인 지를 판단하고, escape 모드이
면 타이밍 컨트롤러로 escape 모드 신호를 전송하며, 판단된 모드에 따라 가변 길이 부호화를 수행하는 intra/inter T
COEF VLC 수행부와; RMAX, RUN+를 계산하는 intra/inter RMAX, RUN+ 계산부와; LMAX, LEVEL+를 계산하
는 intra/inter LMAX, LEVEL+ 계산부와; 상기 intra/inter RMAX, RUN+ 계산부에서 계산된 RMAX, RUN+를 제
공받고, 상기 intra/inter LMAX, LEVEL+ 계산부에서 계산된 LMAX, LEVEL+를 제공받으며, 상기 intra/inter TC
OEF VLC 수행부로부터 전송받는 escape 모드 신호에 따라, LEVEL과 LEVEL+ 선택 기능과 RUN과 RUN+ 선택 기
능을 수행하고 각 해당 블럭의 동작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의 제어에 따라, T
COEF 부호화를 위해 LEVEL의 절대치를 계산하는 LEVEL 절대값 계산부와; 상기 intra/inter TCOEF VLC 수행부에
서 RUN, LEVEL, LAST를 이용한 가변 길이 부호화가 끝난 시점에, 상기 LEVEL 절대값 계산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를 이용하여 상기 intra/inter TCOEF VLC 수행부로부터의 데이터에 사인비트(sign bit)를 첨가하는 부호비트 에더(
sign bit adder)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의 동작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하여, MPEG4와 H.263의 DCT 계수에 대해 
각각 FLC 부호화를 수행하는 MPEG4/H.263 TCOEF FLC 수행부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부호 
비트 에더의 출력과 상기 MPEG4/H.263 TCOEF FLC 수행부의 출력을 다중화하는 intra/inter TCOEF VLC/FLC 다
중화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 RVLC ESC. 수행부는,

    
TCOEF 부호화를 위해 LEVEL의 절대치를 계산하는 LEVEL 절대값 계산부와; 상기 LEVEL 절대값 계산부에서 출력
되는 신호, RLC 인에이블 신호, RVLC 플래그, intra_inter 플래그를 입력받아 RVLC를 수행하는 intra/inter TCOEF 
RVLC 수행부와;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수행부에서 출력되는 RVLC 부호화 코드에 상기 LEVEL 절대값 계산
부로부터의 LEVEL sign bit를 첨가하는 sign bit adder와; escape 모드일 때 FLC를 수행하는 TCOEF RVLC FLC 수
행부와; 상기 TCOEF RVLC FLC 수행부의 출력과 상기 sign bit adder의 출력을, 상기 intra/inter TCOEF RVLC 수
행부로부터의 escape 모드 신호에 따라 다중화하여 상기 TCOEF VLC/FLC 다중화부로 출력하는 intra/inter TCOEF 
RVLC/FLC 다중화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압축 부호화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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