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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비디오신장프로세서및디지털비디오신장프로세서의디램을매핑하기위한방법

요약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에 의해 나타낸 픽셀 데이터의 연속

적인 비디오 프레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핑(mapping)된다. FIF0버퍼는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

한 RAM에 제공된다. 제1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1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는 B-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이용된 제

l앵커 프레임에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full frame)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는 B-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이용된 제2앵커 프레임에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RAM에 제공되고, 제1 B

-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100%보다 덜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있다.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RAM

에 제공되고, 제2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B-프레임 

색차버퍼는 B-프레임의 색차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를 저장시키기 위해 RAM에 제공된다. 앵커 프레임과 B-프레

임은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RAM으로부터 판독된다. 특히, 메모리 매핑은 MPEG-

2디코더에서의 PAL 포맷 비디오의 신장에 아주 적합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블록도이고,

제2도는 8메가비트 메모리를 이용하여 352픽셀의 각 라인과 B-프레임을 갖는 PAL구현을 위한 메모리 매핑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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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16메가비트 메모리를 이용하여 704픽셀의 각 라인과 B-프레임을 갖는 PAL구현을 위한 메모리 매핑 구조

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제4도는 연속하는 비디오 프레임의 디스플레이와 디코딩(처리)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 특히 B-프레임을 갖춘 PA L(phase alternating line) 디지털 비디

오신호를 신장하는데 유용한 효과적인 메모리 매핑 구조(memory mapping scheme)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텔레비전 신호의 디지털 전송은 아날로그 기술보다 아주 높은 질의 오디오와 비디오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디지

털 전송방식은,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전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되거나, 위성에 의해 케이블 텔레비전전전 가입자에게 

방송되거나, 혹은 직접 가정의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로 방송되는 신호에 대해 유리하다. 오디오 산업에서 아날로그 

축음기 레코드가 디지털 콤팩트 디스크와 대체되었던 것과 같이, 현재 아날로그 시스템은 디지털 텔레비전 송수신기 

시스템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는 어떤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에서 전송되야만 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에 있어서,

가입자는 가입자에게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신기/디스크램블러(descrambler)를 통해 디지털 데이

터 스트림을 수신한다.

유효한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송되야만 하는 데이터량을 최소화하도록 디

지털 텔레비전 신호를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텔레비전 신호의 비디오 부분은, 동화상을 함께 제공하는 비디오 '프레임'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 텔레비

전 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의 각 라인은 픽셀로 언급된 디지털 데이터 비트의 시퀀스에 의해 규정된다. 많은 

양의 데이터는 텔레비전 신호의 각 비디오 프레임을 규정하는데 필요하다. 예컨대, 9.7메가비트의 데이터는 PAL 해

상도로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을 제공하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704픽셀 x 576라인이 각 기본원색 즉, 적, 녹, 청색에 

대해 8비트의 강도값(intensity value)으로 이용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정보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압축

되야만 한다.

비디오 압축기술은 종래의 통신채널을 매개로 디지털 비디오신호의 효과적인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비디오신호에서 중요한 정보의 보다 효과적인 표시를 얻기 위해 인접한 픽셀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압축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가장 강력한 압축시스템은 공간 상관관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더욱 간결하게 하기 위해 

인접한 프레임간의 유사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차분 엔코딩은 실제 프레임과 실제

프레임의 예측간의 차이만을 전송하기 위해 이용된다. 예측은 같은 비디오 시퀀스의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정보

에 기초하고 있다.

모션보상(motion compensation)을 이용하는 비디오 압축시스템의 예는 크라우제 등에 의한 미합중국 특허 제5,057,

916호, 제5,068,724호, 제5,091,782호, 제5,093,720호, 제5,235,419호에 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션

보상 시스템은 블록 정합모션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 경우, 모션벡터는 특정의 현 블록을 가장 밀접하게 닮은 

이전 프레임의 블록을 식별함으로써 이미지의 현 프레임의 각 블록마다 결정된다. 전체의 현 프레임은, 그 후에 대응

하는 블록쌍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대응하는 쌍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모션벡터와 함께 전송함으로써 디코더

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종종, 송신된 데이터량은 변위된 블록 차이와 모션벡터 신호 둘다를 압축함으로써 더욱 감소

된다. 블록 정합모션 추정 알고리즘은, 이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 sine transform:DCT) 등의 블록에 기초를 둔 

공간 압축기술과 결합될 때 특히 유효하다.

실제 시스템에서 비디오 압축을 실현하기 위해,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가 각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에 필요하다. 초

고밀도(VLSI) 집적회로칩의 개발은 이러한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이다. 텔레비전 세트 

등의 소비자 생산품에 있어서, 시스템 구성요소의 비용은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야만 한다.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와 

관련된 중요한 비용중 하나는 (i)신장이전에 압축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ii) 모션추정기술을 이용하여 현 프레임을 예

측하는데 필요한 이전 프레임 데이터를 저장하며, (iii)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나 텔레비전 세트 등의 비디오장치에 대

한 그 출력전의 신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메모리에 드는 비용이다. 메모리 필요성의 최소화는, 송신된 비

디오가 양방향으로 예측된 프레임(B-프레임)을 이용하여 엔코드되었을 때 특히 중요하다.

비디오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연속하는 각 디지털 비디오 프레임은 I프레임(intra frame)과, P프레임(predicted fram

e) 또는 B-프레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측은 연속하는프레임간의 일시적인 상관에 기초하고 있다. 프레임 부분은 

짧은 시간동안 서로 다르지 않다. 엔코딩과 디코딩방법은 각 형태의 화면에 따라 다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I프레임

에 이용된 방법이고, 그 다음이 P프레임과 B-프레임순이다.

I프레임은 어떤 다른 프레임을 참조하는 일없이 단일 프레임을 완전히 묘사한다. 개선된 에러 은폐(error concealme

nt)에 대해서는, 모션벡터는 I프레임을 포함시킬 수 있다. P프레임과 B-프레임 모두가 I프레임으로부터 예측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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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I 프레임에서 에러는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상에 더 큰 충격을 위한 포텐셜을 갖는다.

P프레임은 이전의 I 또는 P프레임에 기초하여 예측된다. 기준은 최초의 I 또는 P프레임으로부터 미래의 P프레임까지

이고, '순방향예측(forward prediction)'으로 부른다. B-프레임은 가장 가까운 최초의 I 또는 P프레임 및 가장 가까운

최종의 I 또는 P프레임으로부터 예측된다. 미래의 화면(즉, 아직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화면)에 대한 기준은 '역방향예

측(backward prediction)'으로 부른다. 역방향예측이 압축률을 증가시키기에 아주 유용한상황에 있다. 예컨대, 도어

를 열때의 장면에서는, 현 화면을 도어가 이미 열린 미래의 화면에 기초하여 도어 뒤에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B-프레임은 최대의 압축을 가져오지만, 또한 최대의 에러를 내포하고 있다. 에러 전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B-프레임

은 다른 B-프레임으로부터 전혀 예측할수없다. P프레임은 더 적은압축과 더 적은 에러를가져온다. I프레임은 최소의 

압축을 가져오지만, 비디오 시퀀스에 랜덤 억세스(random access)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엔코딩하도록 채용된 하나의 표준은 동화상 전문가그룹(MPEG) 표준이고, 특히 MPEG-2표준

이다. 이 표준은, I프레임과 P프레임및 B-프레임이 시퀀스내에 가져야만 하는 어떤 특정의 분포를 상술하지 않는다. 

대신, 표준은 다른 분포가 다른 정도의 압축과 랜덤 억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공통 분포는, 연속

적인 I 또는 P프레임 사이에 두개의 B-프레임과 약 30초 마다 I프레임을 갖는 것이다. P프레임을 디코드하기 위해, 

이전의 I프레임이 사용가능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B-프레임을 디코드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미래의 P 또는 I프레임

이 사용가능해야만 한다.

그 결과, 모든 화면이 예측에 이용되도록 비디오 프레임은 종속순서(depen dency order)로 엔코드되고, 모든 화면이

그로부터 예측되기 전에 코드화된다. MPEG-2 표준(다른 DigiCipher* II표준뿐만 아니라)의 더욱 상세화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서에서의 실현은 1994년 모토롤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룹의 'MPEG-2/DCII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라는 제목의 예비 데이터 시트 MC68VDP/D에서 발견될 수 있다.

메모리 용량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에 사용하기 위해 메모리 매핑 구조를 제공하

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최소량의 DRAM을 이용하여 B-프레임으로 PAL이미지의 디코딩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적으로, B-프레임을 갖춘 704픽셀x 576라인의 MPEG-2 PAL 이미지는, 단지 16M비트(즉, 2  20 비트) D

RAM을 이용하여 공급되야만 된다, 또한, PAL 포맷의 B-프레임을 이용하고 352픽셀의 576비디오라인을 각각 포함

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갖춘 MPEG-2 비디오신호는 8M비트 DRAM에 제공될 수 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술한 이점을 갖는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

는 메모리 매핑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픽셀 데이터의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한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메모리 관리자는 여러 가지 버퍼를 제공하기 위해 랜덤 억세스 메모리를 매핑한다. FIF0(first-

in first-out)버퍼는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해 제공된다. 제l휘도 앵커(luminance anchor) 프레임 버퍼와 제

1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는, B-프레임 및/또는 P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이용된 제l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데이터의 

전 프레임(full frame)과 휘도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l앵커 프레임은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

임을 재구성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버퍼로부터 계속하여 출력된다.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는, B-프레임 및/또는 P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이용된 제2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또, 제2앵커 프레임은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이용

하기 위한 버퍼로부터 계속하여 출력된다. 제1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100%(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66%)보다 더 적게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2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120%) 저장 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이용

하기 위해 제공된다. B-프레임 필드의 색차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120%)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B-프레임 색차버퍼는,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FIF0 버퍼는, 대체로 제1과 제2휘도와 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1과 제2 B-프레임 휘

도버퍼와 B-프레임 색차버퍼를 고려한 후에, 랜덤 억세스 메모리에서 남은 저장공간부로 이루어진다.

보다 명확한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는 PAL포맷의 B-프레임을 이용하고 704픽셀의 576비

디오라인을 각각 포함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갖춘 MPEG-2 비디오신호를 신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l과 제2휘도 앵

커프레임버퍼 각각은 576비디오라인을 수용한다. 제1과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 각각은 288비디오라인을 수용한

다.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184비디오라인을 수용하고, 제2 B-프레임 휘도버퍼와 각 B-프레임 색차버퍼는 320

비디오라인을 수용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16메가비트 메모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메모리 

관리자는,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적당히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팬(pan) 제어데이터, 폐쇄형 캡션 데이

터, 수평과 수직사이즈 데이터, 반복 제1필드와 탑(top) 필드 제1플래그, 색차 후처리형, 샘플 애스펙트비, 필드 시퀀

스와 스캔 방법 플래그 등)를 저장하기 위해 대략 하나의 비디오라인과 동등한 랜덤 억세스 메모리 부분을 더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명확한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는 PAL포맷의 B-프레임을 이용하고 352픽셀의 576비

디오라인을 각각 포함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갖춘 MPEG-2 비디오신호를 신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1과 제2휘도 앵

커프레임 버퍼 각각은 576 비디오라인을 수용한다. 제1과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 각각은 288비디오라인을 수용

한다.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144비디오 라인을 수용하고, 제2 B-프레임 휘도버퍼와 B-프레임 색차버퍼 각각은 



등록특허  10-0380709

- 4 -

288비디오라인을 수용한다. 이 명확한 실시예는,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적당히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를 저장하기 위해 대략 하나의 비디오라인과 동등한 RAM 부분을 제공하는 메모리 관리자와 더불어 8메가비트 RAM

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는 앵커 프레임에 기초한 예측으로부터 B-프레임을 재구성하기 위

해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메모리 관리자는 B-프레임 버퍼의 대응하는

부분에 재구성되는 B-프레임 부분을 기록한다. 메모리 관리자는, B-프레임이 디코딩수단에 의해 완전히 재구성되기

전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로부터 재구성되는 B

-프레임을 위해 제1필드 휘도 데이터를 판독하기 시작한다.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으로 나타낸 픽셀 데이터의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지

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랜덤 억세스 메모리를 매핑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FIF0버퍼는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

트림에 대한 RAM에 제공된다. 제l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1색차 앵커프레임 버퍼는, B- 프레임 및/또는 P프레임

을 예측하기 위해 이용된 제l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

해 RAM에 제공된다.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는, B-프레임 및/또는 P프레임을 예측하

기 위해 이용된 제2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해 RAM에 

제공된다.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RAM에 제공되고, 제1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100%(바람직하게는, 

약 50%∼66%)보다 더 적게 저장시킬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RAM에 제공되고, 제2 B-

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바람직하게는, 약 100%∼120%)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B-프레임 색차버퍼는 RAM에 제공되고, B-프레임의 색차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바람직하게는, 약 100%∼120%

)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앵커 프레임과 B-프레임은,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RAM으로부터 독출된다.

본 발명에 따른 FIF0버퍼를 제공하는 단계는, 제1과 제2휘도와 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1과 제2 B-프레임 휘도

버퍼와 B-프레임 색차버퍼를 고려한 후에, 랜덤 억세스 메모리에서 남은 저장공간부를 FIF0버퍼에 할당할 수 있다. 

이 방법은, B-프레임 버퍼의 대응하는 부분에 재구성되는 B-프레임의 제l과 제 2필드 휘도와 색차부분을 기록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재구성되는 B-프레임에 대한 제1필드 휘도데이터는, B-프레임이 완전히 재구성되기 전에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로부터 판독된다. 이 방법에 있어서, 제1 B-프레임 휘도버퍼의 저장위치는, B-프레임의 재구

성이 계속됨에 따라 B-프레임부를 유지하기 위한 저장공간을 제공하기 위 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발명의 실시예)

이하, 첨부된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외부 DRAM(22)을 매핑하는 메모리 관리자를 짜넣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블록도이다. 

일반적으로 나타낸 프로세서(20)는, 때때로 비디오 프로세서의 '전송 패킷 인터페이스'로 불리워지는 단자(10)를 매

개로 입력되는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비디오층과 전송층(즉, 제어와 다른 비 비디오(non-video)정보) 둘다를 디코드

하도록 설계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pip elined processor)이다.

사용자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는 프로세서(20)의 여러가지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M버스 제어기(50)를 매개로 비디오 

데이터 프로세서의 제어를 위해 단자(14)에 제공된다. M버스는 장치 사이의 데이터교환의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2선식 양방향 직렬버스이고, I  2 C버스 표준과 충분히 호환가능하다.

DRAM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어드레스 라인(24)과 데이터 라인(26)을 통해 제공된다, 제1도에 나타낸 명확한 실시예

에 있어서, DRAM(22)은 9비트 어드레스 포트와 32비트 데이터 포트를 갖추고 있다.

비디오출력 인터페이스(38)는, 예컨대 표준 CCIR(International Radio Con sultive Committee) 656, 8비트, 27MHz

다중화된 휘도(Y)와 색차(Cr, Cb) 신호로 출력될 수 있는 신장되고 재구성된 비디오에 제공된다.

테스트 인터페이스는, 종래의 JTAG(Joint Test Action Group) 제어기(60)에 단자(62)를 매개로 제공될 수 있다. JT

AG은 내부 회로소자뿐만 아니라, 패키지와 보드 커넥션의 장애를 검출하기 위해 보드-레벨 테스트에 이용되는 표준

화된 경계 스캔 방법론이다.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20)는 단자(12)를 통해 클럭을 수신한다. 클럭은, 예컨대 전송 신택스 파서(transport syntax 

parser; 32)가 단자(10)를 통해 입력된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전송 패킷으로부터 비디오정보와 타이밍정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타이밍정보를 제공한다. 획득과 에러관리회로(34)는 화면 디코딩의 시작을 동기화하기 위해 비디오 신

택스 파서(40)에 의해 검출되는 PCR(program clock reference)과 DTS(decode time stamp)를 이용한다. 이 회로

는 수직동기를 설정하고, 모든 비디오 디코드와 디스플레이 기능을 위해 글로벌 동기화를 제공한다.

비디오층은 외부의 DRAM(22)내에서 메모리 관리자(30)에 의해 배열되는 입력버퍼(FIF0)에 버퍼링된다. 비디오 신

택스 파서(40)는 메모리 관리자(30)를 통해 DRAM FIF0로부터 출력된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비디오 정

보를 묘사하는 계수로부터 모션벡터 정보를 분리한다. 계수는 허프만 디코더(Huffman decoder; 52)와 역양자화기(i

nverse quantizer; 54) 및 IDCT(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 역이산코사인 변환) 프로세서(56)에 의해 처

리된다.

모션벡터는 현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미리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어드레스하기 위해 회복되고 

이용된다. 특히, 모션벡터 디코더(42)는 비디오 신택스 파서(40)로부터 수신된 모션벡터를 디코드하고, 예측 어드레

스 발생기(44)로 그들을 보낸다.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는, 메모리 관리자(30)를 매개로 검색하는데 필요한 어드레스

와, 예측 계산기(46)가 현 프레임 블록을 재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앵커 프레임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차분 디코더(48)는 신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디코드된 계수 데이터와 예측신호를 결합시킨다. 신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관리자(30)를 거쳐 DRAM(22)의 적당한 버퍼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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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벡터 디코더(42)와 예측 어드레스 발생기(44), 예측 계산기(46), 차분 디코더(48), 허프만 디코더(52), 역양자화

기(54) 및 IDCT(56)에 의해 실행되는 비디오 신장 프로세스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구성요소는, 비록 그들이 본 메모리 매핑 구조에 따라 DRAM(22)에 저장되는 신장된 비디

오를 제공할지라도, 본 발명의 어떤 부분은 제공하지 않는다.

메모리 관리자(30)는, 외부 DRAM 어드레스와 데이터 버스(24, 26)상에 모든 동작을 계획하고, 본 발명에 따라 DRA

M(22)을 효과적으로 매핑한다. 따라서, 메모리 관리자는 DRAM(22)의 입력 FIF0부, 비디오 신택스 파서(40) 및 비디

오 재구성회로(36)(뿐만 아니라 예측 계산기(46) 및 차분 디코더(48))의 데이터 전송요구가 보다 충족되는 것을 확실

하게 한다. 비디오 재구성회로(36)는 현 화면을 계산하고, 비디오 출력라인(38)상에 출력하기 위한 테스트 패턴 데이

터와 VITS(vertical interval test signal) 및 폐쇄형 캡션(closed caption)을 삽입한다. 출력 디스플레이는, PTS(pre

sentati on time stamp)에 대해 PCR을 비교함으로써 동기화된다. 비디오 프레임의 디코딩이 언제 시작되야만 하는

지의 결정은 PCR(program clock reference)에 대해 DTS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 메모리 관리자는, 예컨대 B-프레임을 갖추거나 B-프레임 없이 PAL로 가능한 디코딩모드에 의존하는 DRAM(22

)의 FIF0부분에 가변 사이즈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B-프레임을 이용하는PAL신호처리에 관한 것이다. 비디오 버퍼제

어는 DRAM(22)에 의해 제공된 FIF0가 오버플로우(overflow) 또는 언더플로우(underflow)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버퍼제어는 RCR과 DTS를 포함하는 시스템 타이밍 파라메터의 함수이다.

DRAM(22)은 외부 메모리로 나타내고, 16M비트 실현을 위한 4M비트 DSAM과, 4M비트 또는 8M비트 실현을 위한 

2M비트, 4M비트 DRAM 등의 다수의 DRAM칩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메모리 기술진보와 같은 미래 실현에 있어서,

DRAM(22)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내에서 내부의 메모리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RAM은 압축된 

입력 비디오 비트스트림에 대한 회로 FIF0뿐만 아니라, 각종 디코드와 출력 비디오 버퍼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매핑된다. 또한, DRAM은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적당히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각종 화면구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정리하는 폐쇄형 캡셔닝(captioning) 디스플레이와 VITS버퍼 및 테스트 패턴 버퍼

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DRAM은, 8M비트 또는 16M비트 메모리 구성과 테스트 패턴의 존재, PAL 또

는 NTSC 비디오, 비디오 프레임 수직사이즈 및 B-프레임의 존재여부 등의 변수가 필요에 따라 다른 메모리 맵을 제

공하기 위해 메모리 관리자(30)를 매개로 재초기화될 수 있다.

메모리 관리자(30)는, 입력 FIF0의 데이터 전송요구를 포함하는 외부 DRAM 버스와 비디오 파서 및 비디오 재구성회

로상의 모든 동작을 계획한다. 또, 메모리 관리자는 종래의 방법으로 필요한 DRAM 리프레쉬를 수행한다. 예컨대, 2

개나 4개의 외부 DRAM 각각의 동일 행(row)은 동시에 리프레쉬될 수 있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DRAM(22)에 대한 제1메모리 맵을 나타낸다. 제2도의 실시예는 B-프레임을 이용하는 PAL

비디오 포맷과 관련하여 유용하고, 각 비디오 프레임은 활성 비디오의 576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라인은 352개의 

8비트 픽셀을 갖는다. 메모리 맵은 8M비트 DRAM에 대응한다. DRAM은 512페이지(72)로 분할되고, 각 페이지는 총

8,388,608(8M비트) 메모리를 위한 512개의 32비트 워드를 유지한다.

제2도의 DRAM은 8개의 분리된 버퍼로 매핑된다. 제1버퍼(70)는 한번에 휘도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는데 이용되고, 

특히 제1휘도 앵커 프레임으로 나타낸 프레임을 저장하는데 이용된다. B-프레임을 디코딩할 때, I프레임 또는 P프레

임일 수 있는 2개의 '앵커'프레임이 있다. 앵커 프레임중 하나는 순방향예측에 이용되고, 다른 하나는 역방향예측에 

이용된다.

또, 제2도에 나타낸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76)는 휘도의 하나의 프레임의 크기이다, 2개의 색차앵커(74, 78) 각

각은 색차의 하나의 프레임의 크기이다. 따라서, 제1휘도 앵커버퍼(70)와 제2휘도 앵커버퍼(76) 각각은 PAL휘도 데

이터의 576라인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고, 각 라인은 352픽셀을 포함한다. 각 비디오 프레임은 휘도

데이터와 같은 정도의 색차 데이터의 반을 갖기 때문에, 제1과 제2색차 앵커버퍼(74, 78)는 각각 제1과 제2휘도 앵커

버퍼 크기의 1/2이다. 색차 앵커버퍼 각각은 픽셀 데이터의 288라인을 유지하고, 각 라인은 352픽셀을 포함한다. 앵

커에 대한 휘도와 색차 데이터는, B-프레임을 디코딩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신장후에 관련된 버퍼(70, 74, 76, 78)에 

저장된다. 앵커 프레임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가 디코드되고 있는 비디오 장치에 의해 디스플레이할 필요가 있을 때,

버퍼로부터 계속하여 출력된다.

앵커버퍼에 더하여, 본 발명의 메모리 매핑은 B-프레임 색차버퍼(84)뿐만 아니라, 제1 B-프레임 휘도버퍼(80)와 제

2 B-프레임 휘도버퍼(82)를 제공한다.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제1 B-프레임 필드의 휘도데이터의 전체 양보다 

덜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제2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적

어도 10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있다. 제2 B-프레임 버퍼(82)보다 더 작은 제1 B-프레임 휘도버퍼(80)

의 공급은, 각 비디오라인이 704픽셀을 포함할 때 B-프레임을 갖춘 PAL비디오에 이용되는 16M비트 메모리와, 각 

비디오라인이 352픽셀을 포함할 때 B-프레임을 갖춘 PAL처리에 이용되는 8M비트 메모리만을 허용하면서, 메모리

의 유리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제2도에 나타낸 8M비트 실현에 있어서, 제1 B-프레임 휘도 버퍼는 전 비디오 프레

임의 단지 1/4(즉, 필드의 1/4)인 수직 사이즈를 갖는다. 따라서, 버퍼(80)는, B-프레임의 제l필드에 포함된 전 288비

디오라인 대신 144비디오라인을 수용한다. 한편, 제2 B-프레임 휘도버퍼(82)는 B-프레임의 전 필드(288라인)를 수

용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색차 데이터의 전 288라인은 B-프레임 색차버퍼(84)에 의해 수용

된 다.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적당히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프레임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메모리의

가치가 있는 대략 하나의 비디오라인과, VITS(vertical interval test signal) 및 테스트패턴을 제외하면, DRAM(22)

에서 남은 저장공간(앵커버퍼와 B필드버퍼를 고려한 후에)은 입력 FIF0에 할당된다. 이 FIF0는, 압축비디오 데이터

가 모션보상/모션추정 회로소자에 의해 처리(즉, 신장)될 수 있을 때까지, 입력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압축 비디오 데이

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FIF0(86)는 앵커버퍼와 B-프레임 버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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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메모리 페이지부분(88)을 포함한다. 낭비되는 DRAM의 부분은 없다.

본 발명에 따른 제2도의 메모리 맵의 실현은, 그 필드가 완전히 디코드되기 전에 각 B-프레임의 제1필드의 디스플레

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능하다. 따라서, 그 필드의 두번째 반을 디코딩할 때, 제1 B-프레임 필드의 첫

번째 반의 디스플레이에 의해 비워진 버퍼라인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는 제4도를 참조하여 가장 명확하

게 설명된다.

제4도는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의 디코딩(프로세싱)과 이들 프레임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압축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I프레임과 P프레임 및 B-프레임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것이다. B-프레임은 

가장 가까운 최초의 I프레임 또는 P프레임과 가장 가까운 최종의 I프레임 또는 P프레임 으로부터 예측된다. 예로서, 

이들 프레임은 다음의 순서로 전송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순서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비록, 프레임이 I 및/또는 P앵커 프레임에 의해 둘러싸인 각 쌍의 B-프레임으로 전송될지라도, 프레임은 이 순서로 

처리될 수 없다. 그 대신에, 필요한 앵커 프레임은 B-프레임이 일괄되도록 맨 먼저 처리되야만 하고, 이에 따라 획득

될 수 있다. 이것은 제4도의 '프로세싱' 시간라인(110)에 의해 묘사된다. 화면에 대한 DTS가 수신될 때, 제1 I프레임(I

1)의 처리가 시작된다. 시간 DTS+n에서, 다음 앵커 프레임(이 경우는 P4)의 처리가 시작된다. n으로 나타낸 시간증

가는 특정 텔레비전 포맷의 연속적인 프레임 사이의 시간량이다. PAL포맷에서는 초당 25프레임이기 때문에 n = 1/2

5초이다.

시간라인(112)은, 시간라인(110)으로 나타낸 시간에서 처리되는 비디오 프레임이, 예컨대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장치에 출력될 때를 나타낸다.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레임(I1)은 이 프레임이 처리되고 다음의 앵커 프레임(P4

)의 반이 처리된 후에 디스플레이할 준비가 된다. 앵커 프레임(I1, P4)이 디코드되고 그들 각 버퍼(70, 74, 76, 78)에 

저장된 후에, 제1 B-프레임(B2)을 디코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레임의 적당한 순서가 상술한 바와 같이 I1 B2 B3 P

4 B5.. 이기 때문 에, 이 B-프레임은 I프레임(I1)이 디스플레이를 위해 출력된 후에 즉시 디스플레이를 위해 출력되야

만 한다.

제4도의 시간라인(110, 112)을 비교함으로써 보여질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B-프레임(예컨대, B2)의 디스플레이는 

그 프레임의 단지 반이 디코드된 후에 시작한다. 따라서,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가 B-프레임의 디코딩을 절반정도 처

리하자마자, 그 프레임의 디스플레이가 시작된다. 더욱이, 프레임의 마지막 필드의 디스플레이가 시작하자마자, 다음 

프레임의 디코딩은 시작할 수 있다. 각 B-프레임의 필드1이 디코드되는 속도의 2배로 디스플레이되기 때문에, 그 디

스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단지 필드의 반을 디코드할 필요가 있다. 적당한 레이트 플로우(rate flow) 버퍼를 제공함

으로써 디코딩을 더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도에 나타낸 버퍼는 원형구조를 갖는다. MPEG-2표준이 프레임 순서로 데이터의 디코딩을 제공하고, 필드순서로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버퍼는 프레임순서로부터 필드순서로 비디오 데이터를 재정리하는데도 이

용된다. 프레임 순서로 B-프레임 반의 디코딩은 B-프레임의 필드1의 반과 B-프레임의 필드2의 반의 처리를 포함한

다. 제1필드의 반은 전체 프레임의 1/4과 같다. 576라인 프레임에 대해, 이것은 144라인을 나타낸다. 따라서, B-프레

임(B2)의 반이 처리될 때까지는 제l과 제2 B-프레임 버퍼(80, 82) 각각에 저장되는 필드2의 144라인과 필드1의 144

라인이 있다. 필드1 데이터의 144 라인은 필드1 B-프레임 버퍼(80)를 완전히 채울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시스템은 

그것이 이 B-프레임의 두번째 반을 처리하는 것을 계속하는 동안 B-프레임(B2)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 다.

필드1의 병행처리와 디스플레이는, 동일필드에 대해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를 위해 출력됨에 따라 필드

1 버퍼(80)가 필드에 대해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즉시 이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MPEG-2 표준은 데이터

가 프레임 순서로 디코드되지만 필드순서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필드1은 필드2의 출력이 시작되

기 전에 그 전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출력될 것이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위해 이 필드를 출력하기 전에 제2 B-

프레임 버퍼(82)의 필드2 전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버퍼(82)의 크기는 B-프레임의 전 필드를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버퍼(80)에 대한 경우처럼 필드의 절반의 크기로 축소될 수 없다.

본 발명에 따른 크기로 축소될 수 있는 유일한 버퍼는 버퍼(80)인 것을 알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2 B-프레임 

휘도버퍼(82)는 전 B-프레임 필드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B-프레임 필드

의 둘다의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B-프레임 색차버퍼(84)는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해야

만 한다. 앵커버퍼 각각은, B-프레임을 일괄하는 두개의 앵커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 B-프레임의 처리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에, 충분한 크기로 되어야만 한다.

B-프레임 데이터의 하나의 필드의 반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메모리량의 결과로서 생기는 감소는 현저하다. 제2도의 

메모리 맵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전 필드(예컨대, 버퍼(82))는 288라인 x 352픽셀 x 8비트 = 811,008비트의 저장을

요구한 다. 이 절반의 저장은 DRAM의 400K비트 이상의 저장을 나타낸다.

제3도는 각 비디오 프레임이 비디오의 576개의 활성라인(active line)을 포함하는 PAL실시예에 대한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맵을 나타내고, 각 라인은 704개의 8비트 픽셀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는 16M비트 DRAM(22)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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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DRAM 페이지(72)는 512개의 32비트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제2도의 8M비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제1과 제2휘

도 앵커버퍼(90, 94) 각각은 데이터의 전 프레임(576라인)을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제1과 제2색차 앵커버퍼(92, 96)

각각은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288라인)을 유지한다.

또, 제3도는 제1 B-프레임 휘도버퍼(98)가 제1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의 전체 양보다 더 적게 저장시킬 수 있

는 크기로 되어 있는 제2도의 실시예와 비슷하다.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B-프레임의 제2필드에서 휘도 데이터량

의 적어도 10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B-프레임 색차버퍼(102)는 제2 B-프레임 휘도버퍼(100)와 

같은 크기이다. FIF0버퍼(104)는, 제1과 제2휘도와 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90, 94, 92, 96)와 제1과 제2 B-프레임 

휘도버퍼(98, 100) 및 B-프레임 색차버퍼(102)를 고려한 후에 DRAM의 남은 저장공간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3도의 실시예는 제1과 제2 B-프레임 휘도버퍼와 B-프레임 색차버퍼 각각이 레이트 플로우 버퍼링을 제공하기 위

해 부가적인 다수의 비디오라인에 대한 저장공간을 포함하는 제2도의 실시예와 다르다. 특히, 상기한 실시예에서 제1

B-프레임 휘도버퍼(98)는, 레이트 플로우 버퍼처럼 필드1 데이터의 부가적인 40개의 라인과 B-프레임에 대한 필드

1 휘도 픽셀 데이터의 반을 유지하는 원형버퍼이다. 제2 B-프 레임 휘도버퍼(100)는 레이트 플로우 버퍼링의 부가적

인 32개 라인뿐만 아니라 B-프레임에 대한 필드2 휘도 픽셀 데이터 모두를 유지하는 원형버퍼이다. B-프레임 색차

버퍼는, 색차(Cr과 Cb) 픽셀의 하나의 프레임과 레이트 플로우 버퍼링의 부가적인 32개의 라인을 유지한다.

레이트 플로우 버퍼링은 버퍼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 상태를 막기 위해 B-프레임의 처리와 그 디스플레이 사이

에 완충물을 제공한다. 레이트 플로우 버퍼링에 제공된 부가적인 라인의 수는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제

1 B-프레임 휘도버퍼는 약 50% 내지 8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1 B-프레임 필

드에 포함된 데이터량의 50% 내지 66%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제2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B-프레임 색차버퍼는 B-프레임의 색차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

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도의 8M비트 B-프레임 메모리 맵은 이러한 레이트 플로우 버퍼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메모리 

맵을 이용할 때 디코드된 이미지가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가 디코드하기 위해 설계되는 최대해상도의 단지 절반 크기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코딩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고, 레이트 플로우 버퍼링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로 랜덤 억세스 메모리를 매핑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모리의 완전한 PAL B-프레 임을 버퍼링하는 대신에, 각 B-프레임의 제1필드의 일부만이 버퍼링된다. 

DRAM의 8메가비트를 이용하는 상기한 실시예에서, 각 B-프레임에 대한 필드1 데이터의 절반만이 버퍼링될 필요가 

있다. 전 해상도 PAL 포맷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16메가비트 DRAM 실시예에서, B-프레임 휘도 데이터의 제1필드

에 대한 버퍼는 약 50% 내지 8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 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66%

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메모리의 의미 있는 양이 저장된다.

또한, 본 발명은 여러 가지의 특정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발명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B-프레임을 갖춘 PAL(phase alternating line)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신장

하는데 유용한 효과적인 메모리 매핑 구조(memory mapping scheme)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픽셀데이터의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한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한 FIFO버퍼와,

상기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차후의 출력과 B-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제1

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한 제1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

와 제1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

상기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차후의 출력과 상기 B-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제2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한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

상기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제1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100%보다 더 

적게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제1 B-프레임 휘도버퍼,

상기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제2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있는 제2 B-프레임 휘도버퍼 및,

상기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B-프레임의 색 차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를 저장시

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B-프레임 색차버퍼를 제공하기 위해 랜덤 억세스 메모리를 매핑하기 위한 메모리 관리

자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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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FIF0버퍼는, 대체로 상기 제1과 제2휘도와 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와, 상기 제1과 제2 B-프레

임 휘도버퍼와 상기 B-프레임 색차버퍼를 고려한 후에, 상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에서 남은 저장공간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PAL 포맷의 B-프레임을 사용하고 704 픽셀 각각의 576 비디오라인을 포함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갖춘 MPEG-2 비디오신호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제1과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 각각은 576 비디오라인을 수용하며, 제1과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 각각은 

288 비디오라인을 수용하고,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184 비디오라인을 수용하고, 제2 B-프레임 휘도 버퍼와 B-

프레임 색차버퍼 각각은 320 비디오라인을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16메가비트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메모리 관리자는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을 적당히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프레임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대략 하나의 비디오라인에 동등한 상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PAL 포맷의 B-프레임을 사용하고 352픽셀 각각의 576 비디오라인을 포함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갖

춘 MPEG-2 비디오신호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제1과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 각각은 576 비디오라인을 수용하며, 제1과 제2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 각각은 

288 비디오라인을 수용하고,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144 비디오라인을 수용하며, 제2 B-프레임 휘도 버퍼와 B-

프레임 색차버퍼 각각은 288 비디오라인을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8메가비트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메모리 관리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프레임을 적당히 지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대략 하나의 비디오 라인에 동등한 상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프레임에 기초한 예측으로부터 상기 B-프레임을 재구성하기 위해 상기 압축된 비디오 비

트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관리자는 상기 B-프레임 버퍼의 대응하는 부분에 재구성되는 B-프레임 부분을 기록하며,

상기 B-프레임이 상기 디코딩수단에 의해 완전하게 재구성되기 전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성하

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로부터 재구성되는 B-프레임에 대한 제1필드 휘도 데이터 판독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1 B-프레임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50% 내지 80

%만을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1 B-프레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50% 내지 6

6%만을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2 B-프레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고,

상기 B-프레임 색차버퍼는 상기 B-프레임에 포함된 세차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

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2 B-프레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고,

상기 B-프레임 색차버퍼는 상기 B-프레임에 포함된 세차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

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

청구항 14.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으로 나타내는 픽셀 데이터의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

지털 비디오 신장 프로세서의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를 매핑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한 상기 RAM에 FIF0버퍼를 제공하는 단계와,

B-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제1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을 저

장하기 위한 상기 RAM에 제1휘도 앵커 프레 임 버퍼와 제1색차 앵커 프레임 버퍼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B-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제2앵커 프레임에 대한 색차 데이터의 전 프레임과 휘도 데이터의 전 프레임

을 저장하기 위한 상기 RAM에 제2휘도 앵커 프레임 버퍼와 제2색차 앵커버퍼를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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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100%보다 덜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상기 RAM에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를 제공하는 단계,

제2 B-프레임 필드의 휘도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상기 RAM에 제2 B-프레

임 휘도버퍼를 제공하는 단계 및,

B-프레임의 색차 데이터량의 적어도 10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있는 상기 RAM에 B-프레임 색차버퍼를

제공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앵커 프레임과 B-프레임은 상기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기 RAM으로부터 

독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핑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FIF0버퍼를 제공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1과 제2휘도와 색차앵커 프레임 버퍼와, 상기 제1

과 제2 B-프레임 휘도버퍼와 상기 B-프레임 색차버퍼를 고려한 후에, 상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에서 남은 저장공간부

를 FIF0버퍼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핑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1 B-프레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50% 내지 

80%만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매핑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1 B-프레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50% 내지 

66%만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핑방법.

청구항 18.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2 B-프레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100% 내

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

상기 B-프레임 색차버퍼는, 상기 B-프레임에 포함된 색차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

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핑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B-프레임 휘도버퍼는, 상기 제2 B-프레임 필드에 포함된 휘도 데이터량의 약 100% 내

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

상기 B-프레임 색차버퍼는, 상기 B-프레임에 포함된 색차 데이터량의 약 100% 내지 120%를 저장시킬 수 있는 크

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핑방법.

청구항 20.
제14항의 방법에 따라 매핑된 RAM으로부터 B-프레임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B-프레임 버퍼의 대응하는 부분에 재구성되는 B-프레임의 제1과 제2필드 휘도와 색차부분을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B-프레임이 완전하게 재구성되기 전에 제1 B-프레임 휘도버퍼로부터 재구성되는 상기 B-프레임에 대한 제l필

드 휘도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제1 B-프레임 휘도버퍼의 저장위치는 상기 B-프레임의 재구성이 계속됨에 따라 상기 B-프레임부의 잔존부에 

저장공간을 제공하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및 검색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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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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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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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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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