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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액세스될 수 있도록, 디코더를 기능 블록으로 세분화하는 회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디코더는 파서, 블록 디코더

및 모션 보상 엔진을 갖는 디코더 모듈을 포함하고, 이는 모두 기능 블록으로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기능 블록은 블록이

필요하지 않은 압축 해제 프레임내에서 바이패스될 수 있으며, 또는 압축 알고리즘이 기능 블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디

코더의 속도가 증가된다. 기능 블록은 다른 표준에 따른 압축 해제 또는 압축용으로 재사용되거나 디코더에서 압축 해제

및 압축과 같은 다른 동작을 위해 재사용 될 수 있다. 디코더는 일부는 디코더의 하드웨어로 수행되고 다른 일부는 프로세

서내에에 수행되는 기능 블록의 일부 및 프로세서에 접속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어떤 블록이 완전히

바이패스될 것인지 여부, 압축 프레임이 인코딩되는 압축 해제 프로토콜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수행될 것이 어떤 블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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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프로세서의 용량 및 속도 및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결정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압축 프레임이 인코딩되는 압축 해제

프로토콜, 프로세서의 용량과 속도, 및 사용 가능한 메모리에 따른 멀티플렉서의 사전 프로그래밍에 따라 기능 블록을 바

이패스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해, 멀티플렉서가 기능 블록을 접속하도록 디코더에 부가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고, 메모리에 접속된 디코더에 있어서,

제1 및 제2 출력을 갖는 파서로서, 압축 프레임을 파싱(parsing)하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있어서의 모션 보상 정보(motion

compensation information)와 블록 데이터 구조를 분리하기 위한 파서(parser)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 내의 데이터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interpicture prediction error)를 디코딩하고, 상기 파서의

상기 제1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블록 디코더와,

상기 모션 보상 정보를 사용하여 예상 매크로블록(prediction macroblock)을 얻고, 상기 파서의 상기 제2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모션 보상 엔진과,

상기 디코딩된 화상간 예상 에러 및 상기 예상 매크로블록을 가산하고,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 제1 입력 및 상

기 모션 보상 엔진의 출력에 접속된 제2 입력을 갖는 가산 회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보상 엔진과 접속되어 있는 인코더를 더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로서, 그 처

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블록 디코더의 일부 및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의

일부를 바이패스하기 위한 제1 접속기를 더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속기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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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로서, 그 처

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파서를 바이패스하기 위한 제2 접속기를 더 포

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접속기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로서, 그 처

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모션 보상 엔진 및 상기 가산 회로를 바이패스하

는 제3 접속기를 더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디코더는,

상기 블록 디코더의 상기 입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블록 배열 모듈과,

상기 블록 배열 모듈에 접속된 입력 및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 출력을 갖는 IDCT 모듈을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IDCT 모듈과 접속되어 있는 인코더를 더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배열 모듈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를 디코딩하고, 상기 블록 디코더의 상기 입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VLC 디코더와,

상기 VLC 디코더와 연결되고,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일련의 표현을 배열 표현(array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하기 위

한 역 지그 재그 스캐너(inverse zig-zag scanner)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IDCT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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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의 역 양자화(inverse quantization)를 수행하기 위한 역 양자화기와,

상기 역 양자화기와 연결되고,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에 관한 역 이산 코사인 변형(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수행하기 위한 역 이산 코사인 변형 회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MPEG-2 표준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는 디코더.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은,

수행될 예상의 종류(type of prediction), 및 상기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레임의 메모리 내의 어드

레스를 결정하기 위한 어드레스 계산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계산 회로와 연결되고, 상기 요구되는 프레임에서의 서브유니트가 상기 압축 프레임의 서브유니트와 상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프-화소 필터(half-pel filter)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4.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고, 메모리 및 프로세서에 접속된 디코더에 있어서,

제1 및 제2 출력을 갖는 파서로서, 압축 프레임을 파싱하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있어서의 모션 보상 정보와 블록 데이터 구

조를 분리하기 위한 파서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 내의 데이터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를 디코딩하고 상기 파서의 상기 제1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블록 디코더로서, 상기 블록 디코더의 블록 배열 모듈에 접속된 입력 및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 출력을 갖

는 IDCT 모듈을 구비하는 블록 디코더와,

상기 모션 보상 정보를 사용하여 예상 매크로블록(prediction macroblock)을 얻고, 상기 파서의 상기 제2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모션 보상 엔진과,

상기 디코딩된 화상간 예상 에러 및 상기 예상 매크로블록을 가산하고,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 제1 입력 및 상

기 모션 보상 엔진의 출력에 접속된 제2 입력을 갖는 가산 회로와,

상기 메모리에 접속되고, 상기 IDCT 모듈과 접속되는 인코더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보상 엔진과 접속되어 있는 인코더를 더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로서, 그 처

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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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블록 디코더의 일부 및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의

부분을 바이패스하기 위한 제1 접속기를 더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속기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로서, 그 처

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파서를 바이패스하기 위한 제2 접속기를 더 포

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접속기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로서, 그 처

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모션 보상 엔진 및 상기 가산 회로를 바이패스하

기 위한 제3 접속기를 더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접속기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MPEG-2 표준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는 디코더.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디코더는 블록 배열 모듈을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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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록 배열 모듈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를 디코딩하고, 상기 블록 디코더의 상기 입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VLC 디코더와,

상기 VLC 디코더와 연결되고,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일련의 표현을 배열 표현으로 변환하기 위한 역 지그 재그 스캐너

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IDCT 모듈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의 역 양자화를 수행하기 위한 역 양자화기와,

상기 역 양자화기와 연결되고,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에 관한 역 이산 코사인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역 이산

코사인 변환 회로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은,

수행될 예상의 종류, 및 상기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레임의 메모리 내의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

한 어드레스 계산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계산 회로와 연결되고, 상기 요구되는 프레임에서의 서브유니트가 상기 압축 프레임의 서브유니트와 상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프-화소 필터를 포함하는 디코더.

청구항 26.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와, 상기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와 접속되는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와 접속되는 디코더와, 상기

디코더 및 프로세서와 접속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컴퓨터로서,

상기 디코더는,

제1 및 제2 출력을 갖는 파서로서, 압축 프레임을 파싱하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있어서의 모션 보상 정보와 블록 데이터 구

조를 분리하기 위한 파서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 내의 데이터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를 디코딩하고 상기 파서의 상기 제1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블록 디코더로서, 상기 블록 디코더는 블록 배열 모듈에 접속된 입력 및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 출력을 갖

는 IDCT 모듈을 구비하는 블록 디코더와,

상기 모션 보상 정보를 사용하여 예상 매크로블록(prediction macroblock)을 얻고, 상기 파서의 상기 제2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모션 보상 엔진과,

상기 디코딩된 화상간 예상 에러 및 상기 예상 매크로블록을 가산하고,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 제1 입력 및 상

기 모션 보상 엔진의 출력에 접속된 제2 입력을 갖는 가산 회로를 구비한 컴퓨터.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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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것이고,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의 일부 및 상기 블록 디코더의

일부를 바이패스하기 위한 제1 접속기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속기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것이고,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파서를 바이패스하기 위한 제2 접속기를 더 포

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접속기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에 관한 정보와 사용가능한 메모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가능한 것이고,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이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

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속도 및 처리 용량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모션 보상 엔진 및 상기 가산 회로를 바이패스하

기 위한 제3 접속기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인코더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더는 상기 IDCT 모듈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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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보상 엔진에 접속된 인코더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5.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MPEG-2 표준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는 컴퓨터.

청구항 36.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디코더는 블록 배열 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블록 배열 모듈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를 디코딩하고, 상기 블록 디코더의 상기 입력에 접속된 입력을 갖는 VLC 디코더와,

상기 VLC 디코더와 연결되고,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일련의 표현을 배열 표현으로 변환하기 위한 역 지그 재그 스캐너

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IDCT 모듈은,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의 역 양자화를 수행하기 위한 역 양자화기와,

상기 역 양자화기와 연결되고, 상기 블록 데이터 구조의 DCT 계수에 관한 역 이산 코사인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역 이산

코사인 변환 회로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은,

수행될 예상의 종류, 및 상기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레임의 메모리 내의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

한 어드레스 계산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계산 회로와 연결되고, 상기 요구되는 프레임에서의 서브유니트가 상기 압축 프레임의 서브유니트와 상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프-화소 필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9.

메모리와 프로세서로 액세스하고, 블록 디코더, 모션 보상 엔진,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 제1 입력과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의 출력에 접속된 제2 입력을 갖는 가산 회로를 구비한 디코더를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상기 블록 디코더에서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단계와, 모션 보상 예상 에러를 포함한 프레임을 포함하는 상기 압축

프레임에 응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요구되는 압축 해제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데 필요한 소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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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션 보상 엔진에 상기 요구되는 압축 해제 프레임을 공급하는 단계;

상기 모션 보상 엔진에서 예상 프레임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 해제 프레임을 얻기 위해,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의 출력을 상기 블록 디코더의 출력에 가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디코더에서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단계와, 요구되는 압축 해제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

해 상기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데 필요한 소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단계가 동시에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인코더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인코더에서 압축되지 않은 프레임을 압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프레임을 파싱하는 단계;

상기 모션 보상 엔진에서 상기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단계 이전에 수행되는, 상기 모션 보상 엔진에 모션 보상 정보

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블록 디코더에서 상기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단계 이전에 수행되는, 상기 블록 디코더에 블록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프레임을 파싱하는 단계는 상기 블록 디코더에 접속된 제1 출력 및 상기 모션 보상 엔진에 접

속된 제2 출력을 갖는 파서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용량 및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용량 및 속도가 적어도 처리 용량 문턱치(threshold) 및 속도 문턱치인 경우에, 상기 파서를 바이패

스하는 단계; 및,

상기 파서를 바이패스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압축 프레임을 파싱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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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용량 및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세서의 처리 용량 및 속도가 상기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키고 상기 압축 프레임에 대해 바이패스된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용량 및 속도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모션 보상 엔진의 일부 및 상기 블록 디코더의 일부를 바이

패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MPEG-2 표준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압축 해제(decompression) 및/또는 압축 장치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

코딩된 비트스트림을 수개의 압축 해제 프로토콜 중 하나에 따라 디코딩하는 것 및/또는 수개의 압축 해제 프로토콜 중 하

나에 따라 인코딩하는 것이 가능한 압축 해제 및/또는 압축 장치에 관한 것이다.

압축되지 않은 비디오 이미지의 디지탈 표현(digital representation)의 크기는 상기 이미지의 해상도 및 색 깊이(color

depth)에 따른다. 압축되지 않은 비디오 이미지의 시퀀스로 구성된 영화 및 동반된 오디오 신호는 너무 방대하여, 컴팩트

디스크(CD)와 같은 종래의 기록 매체상에 모두 기록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압축되지 않은 영화를 통신 링크를 통해 전

송하는 것은 전송 데이터의 과도한 양으로 인해 지나치게 비싸다.

따라서, 비디오 및 오디오 시퀀스를 전송하거나 저장하기 전에 압축하는 것은 매우 큰 잇점이 있다. 이러한 시퀀스를 압축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어왔다. MPEG-1, MPEG-2, H.261 및 H.263를 포함하는 DCT 알고리즘

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몇몇 코딩 표준이 있다(MPEG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Motion Picture Expert Group" 의 두

문자어이다). MPEG-1, MPEG-2, H.261 및 H.263 표준은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이 어떻게 디코딩되는지(즉, 압축 해제)를

나타내는 압축 해제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코딩은 결과적인 비트스트림이 표준과 일치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수행될 수 있다.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압축 장치(이하, "인코더" )는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시퀀스가 전송되거나 저장되기 전에 상기 시

퀀스를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로 인해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시퀀스가 출력되기 전에 비디

오 및/또는 오디오 압축 해제 장치(이하, "디코더" )에 의해 디코딩된다. 그러나, 비트스트림은 디코더에 의해 사용된 표준

과 일치하는 경우, 디코더에 의해서만 디코딩될 수 있다. 많은 시스템에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잘 수용되

는(well-accepted) 인코딩/디코딩 표준에 따라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시퀀스를 인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EG 표

준은 현재 일방향 통신에서 잘 수용되는 표준이다. H.261 및 H.263은 비디오 전화와 같은, 양방향 통신에서 현재 잘 수용

되는 표준이다.

일단 디코딩되면, 디코딩된 비디오 및 오디오 시퀀스는 텔리비젼 또는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VCR)와 같은 비디오 및 오디

오를 출력하는 데에 전용되는 전자 시스템 또는 컴퓨터와 같이 이미지 표시 및 오디오가 시스템의 단지 하나의 특징인 전

자 시스템으로 출력될 수 있다. 디코더는 비트 스트림이 출력되기 전에 이러한 전자 시스템이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압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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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데이터로 디코딩하도록 하기 위해 부가될 필요가 있다. 인코더는 이러한 전자 시스템이 전송되거나 저장될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시퀀스를 압축하도록 부가될 필요가 있다. 디코더 및 인코더 양자는 양방향 통신을 위해 부가될 필요가 있

다.

도 1a는 MPEG-2 디코더(10)와 같은 전형적인 디코더 아키텍처의 블록도이다. 디코더(10)는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더 또

는 단지 비디오 디코더일 수 있고, 상기 디코더(10)의 오디오 부분은 공지된 종래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버퍼는 어떤

형태의 메모리일 수 있지만, 통상 선입 선출(FIFO) 버퍼(30:이하, "FIFO")인 입력 버퍼에 의해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을 수

신한다. FIFO(30) 버퍼는 이전에 수신된 데이터가 디코딩됨에 따라 인코딩된 인입 비트스트림을 버퍼링한다.

비디오용으로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은 압축된 프레임을 포함한다. 프레임은 비디오 시퀀스에서 하나의 표시 가능한 이미지

에 대한 인코딩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이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한 개의 2차원 배열의 휘도 화소(luminance

pixel)와, 2개의 2차원 배열의 크로미넌스 샘플(chrominance sample), 즉 색차 샘플(color difference sample)로 구성된

다.

색차 샘플은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상기 휘도 샘플의 샘플링율의 절반 정도로 통상 샘플링되어, 4:2:0(휘도:크로미넌스:크

로미넌스)의 샘플링 모드를 제공한다. 다만, 색차는 다른 주파수, 예를 들면, 수직 방향으로 휘도의 샘플링율의 1/2 및 수

평 방향으로 휘도와 동일한 샘플링율에서 샘플링되어, 샘플링 모드 4:2:2를 제공할 수 있다.

프레임은 통상 매크로블록(macroblocks)과 같은 더욱 작은 서브유니트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 매크로블록은 휘도 샘플의

하나의 16X16 배열 및 인접한 크로미넌스 샘플의 2개의 8X8 배열을 갖는 데이터 구조이다. 매크로블록은 모션 보상 정보

(motion compensation information)를 갖는 헤더 부분과 6개의 블록 데이터 구조를 포함한다. 블록은 DCT계 변환 코딩

용 기본 유니트이며, 화소의 8X8의 부배열 (sub-array)을 인코딩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매크로블록은 4개의 휘도 블록과

2개의 크로미넌스 블록을 나타낸다.

MPEG-1 및 MPEG-2는 인트라(I) 프레임, 순방향 예상(P) 프레임(Forward Predicted frame), 및 양방향성 예상(B) 프레

임과 같은 많은 형태의 코딩 프레임을 지원한다. I 프레임은 오직 화상내 코딩(intrapicture coding) 만을 포함한다. P 및 B

프레임은 화상내 코딩과 화상간 코딩(interpicture coding)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I 및 P 프레임은 화상간 코딩용 기준 프

레임으로 사용된다.

화상간 코딩에서, 두 개의 프레임 사이의 중복되는 부분(redundancy)는 가능한 한 많이 제거되고, 디코딩되는 프레임과

예상 프레임 사이의, 두 개의 프레임간의 나머지 차이, 즉 화상간 예상 에러가 전송된다, 또한, 모션 벡터는 모션 보상을 사

용하는 화상간 코딩에서 전송된다. 모션 벡터는 매크로블록이 예상 매크로블록과 비교하여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어떤 방향

으로 이동하였는지를 나타낸다. 화상간 코딩은 현재 이미지를 디코딩하거나 인코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전

및/또는 이후의 이미지, 즉 I 및/또는 P 프레임을 액세스하기 위한 디코더(10)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전 및/또는 이후의

이미지는 저장되고 나서, 현재 이미지를 디코딩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코딩 기법이 사용될 수 있을 지라도, I 프레임에 대한 화상내 코딩은 블록 베이스 DCT 기법을 사용하여 프레임내의

원래의 화소간의 중복되는 부분의 감축을 포함한다. P 및 B 프레임의 경우, 화상내 코딩은, 동일한 DCT계 기법을 사용하

여 화상간 예상 에러 화소 사이의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FIFO(30)의 출력은 매크로블록 헤더 파서(36:macroblock header parser)와 결합된다. 이러한 헤더 파서(36)는 정보를

매크로블록으로 분해하고, 그 후 매크로블록을 파싱하여 각 매크로블록의 헤더 부분을 어드레스 계산 회로(96)로 전송한

다. 이러한 어드레스 계산 회로(96)는 수행될 예상의 종류(type of prediction)를 결정하여 모션 보상 엔진(90)이 어떤 예

상 프레임을 액세스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어드레스 계산 회로(96)는 모션 벡터 정보를 사용하여, 디

코딩될 소정의 매크로블록용 모션 보상 예상을 디코딩하는데 필요한, 예상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내의 예상 매크로블록이

위치하는 메모리(160)내의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예상 매크로블록은 메모리(160)로부터 얻어지고, 어드레스 계산 회로(96)에 접속된 하프-화소 필터(half-pel filter:78)로

입력된다. 통상, 메모리(160)와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DMA 엔진(162)이 디코더 내에 있다. 하프-화소 필터(78)

는 모션 벡터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인출된 예상 매크로블록에 대해 수직 및 수평의 하프-화소 보간(vertical and

horizontal half-pixel interpolation)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예상 매크로블록이 얻어진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I 프레임내의 화소 블록과 P 또는 B 프레임내의 예상 에러 화소 블록은 DCT계 기법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이러한 접근에서, 화소는 DCT를 사용하여 DCT 계수로 변환된다. 이러한 계수는 양자화 테이블에 따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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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 양자화된 DCT 계수는 그 후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가변 길이의 호프만 코드로 인코딩되는데, 가장 빈번하게 반복

되는 값은 가장 작은 코드로 주어지며 값들의 빈도수(frequency)가 감소함에 따라 코드의 길이가 증가된다. 다만, 호프만

코드 이외의 다른 코드가 압축 해제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계수는 배열의 상부 좌측에 최대값을 갖고, 상기 배

열의 우측 및 저부로 값을 통상 감소시키는 사각 배열 포맷으로 배열된다(order). 일련의 데이터 비트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배열(array)은 재배열된다(re-order). 계수의 일련화(serialization)의 순서는 배열의 상부 우측 코너에서 시작

하는 지그-재그 포맷, 즉, 배열이 매트릭스 포맷으로 생각되면, 지그-재그 포맷에서 그 구성 인자(element)의 순서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1, 12, 21, 31, 22, 13, 14 등이다. 양자화는 상기 지그-재그 스캔 전 또는 후에 수행될 수 있다.

도 1a를 다시 참조하면, 헤더 파서(36)는 인코딩된 블록 데이터 구조를 가변 길이 코드(VLC) 디코더(42)로 전송한다.

VLC 디코더(42)는 인코딩된 블록을 나타내는 가변 길이 코드를 디코딩하고, 상기 코드를 고정 길이의 펄스 코드 변조

(PCM) 코드로 변환한다. 이러한 코드는 인코딩된 블록의 DCT 계수로 나타낸다. PCM 코드는 지그-재그 포맷으로 얻어진

8X8 블록 배열의 일련의 표현이다. 역 지그-재그 스캐너(54)는 VLC 디코더(42)에 접속되고, 지그-재그 포맷으로 얻어진

8X8 블록 배열의 일련의 표현을 사각 8X8 블록 배열로 변환하고, 역 양자화기(inverse quantizer:48)로 전달된다. 이러한

역 양자화기(48)는 적절한 양자화 테이블에 따라 역 양자화를 수행하고, IDCT 회로(66)에 전달한다. IDCT 회로(66)는 그

입력 블록에 대해 역 DCT를 수행하고, 압축 해제된 8X8 블록을 만들어 낸다. 본 발명자는 이들 회로가 기능 블록으로 세

분화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 기술에서, 디코더는 기능 블록으로 그룹지어지는 것 없이, 통상 하나 또는 몇몇개의 칩상

에서 집적된다.

예상 매크로블록과 화상간 예상 에러는 가산 회로(72)에서 가산되고 어셈블리 유니트(102)로 전달된다. 화상간 압축에서

는, 일부 프레임이 디코딩될 이후의 프레임에 대한 액세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프레임들은 이들을 필요로하는

프레임 앞으로 보내져야 한다. MPEG-2 표준에서, 프레임이 압축 해제를 위해 이전 및 이후의 프레임을 모두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된 프레임은 비디오 시퀀스로 표시되는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보내지지는 않는다. 어셈블리 유니트

(102)는 압축 해제되고 있는 프레임에 대응하도록 메모리 내에 정확한 위치에 정보가 위치하도록 한다. 이로 인한 디코딩

된 매크로블록은 어셈블리 유니트(102)에 의해 지정된 장소의 메모리(160)에 저장될 필요가 있다. 모든 프레임은 메모리

(160)내에 저장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이 압축 해제 프로토콜의 기억 및 전송 포맷으로 인해, 표시부

로 전송되는 다음번 매크로블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MPEG-2 및 화상간 압축을 사용하는 다른 압축 해제 프

로토콜에서, 프레임은 이전 및 이후의 프레임에 따라 인코딩되며, 프레임을 적절하게 디코딩하기 위해 프레임은 순서대로

전송되지 않고 그들이 표시될 때까지 저장될 필요가 있다. 통상의 MPEG-2 디코더(10)는 메인 레벨 모드에서 메인 프로필

(ML에서 MP)로 동작하는데 16 Mbit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디코더가 2 Mbyte 메모리(160)를 필요로 함을 의

미한다.

디코더(10)는 어느 한 표준 또는 표준의 결합에 따라 포맷을 갖는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표준의 결

합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해, 디코더(10)는 각각의 압축 해제 프로토콜에 따라 비트스트림을 디코딩

하는 회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로는 특정 압축 해제 프로토콜에 특정된다. 또한 디코더(10)는 특정 압축 해제

프로토콜에 따른 비트스트림을 인코딩하기 위해, 분리된 인코딩 회로를 필요로 한다. 디코더(10)는 단순히 각각의 원하는

압축 해제 프로토콜을 위한 디코더들과 인코더들의 조합일 수 있다. 예를 들면, MPEG-2 표준 또는 H.261 표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을 압축 해제할 수 있는 디코더(10)는 두 세트의 디코딩 회로를 포함하는데, 각 세트는

그 자체의 모션 보상 회로 및 그 자체의 블록 디코딩 회로를 포함하며 각각의 표준에 대한 것으로서 특정 표준에 특정적이

다. 또한, 디코더(10)가 특정 압축 해제 프로토콜에 따른 이미지 시퀀스를 인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특정 압축 해제

프로토콜에 따른 시퀀스를 인코딩하기 위한 특정 회로를 포함하는 별도의 인코딩 회로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분리된 회로 세트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은 디코더의 다이 영역(die area)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반도체 산

업에서 오랫 기간 동안의 목적은 소정 기능을 위한 집적 회로 장치의 다이 영역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이 영역을 감소시

키는 몇몇 이점은 동일한 크기의 실리콘 웨이퍼상에 제조될 수 있는 다이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다이당 가

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치 가격의 감소와 용적의 증가가 가능해 진다. 다이 영역이 증가하면, 장치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이 영역의 증가를 최소한도로 하도록 장치에 부가된 압축 해제 표준의 수를 유지하는 것은 장려 사항이다. 그러나, 디코

더(10)가 몇몇 잘 수용되는 표준에 따라 포맷된 시퀀스를 디코딩하고 인코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로 인해 디코더

(10)는 많은 수의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시퀀스를 디코딩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 전화용으로, 디코더(10)가 시퀀스를 디

코딩 및 인코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디코더와 인코더 모두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사용 가능한 많은 이미지가 있고, 그 중 많은 것이 서로 다른 표준에 따른다. 또한,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이미지를 수

신할 수 있는 필요가 있으며, 상기 이미지는 통상 MPEG-1 또는 MPEG-2 표준에 따라 인코딩된다. 또한, 비디오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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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필요가 있으며, 참가자의 이미지는 통상 H.261 또는 H.263 표준에 따라 인코딩된다. 이로 인해,

컴퓨터 또는 다른 유사 장치내로 양자를 수행할 수 있는 디코더를 위치시키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수요자에 의해

더욱 더 요구되어 가는 이러한 유연성(flexibility)은 장치에서 더욱 높은 다이 영역의 가격 및 그러한 디코더를 만들기 위

한 크게 증가된 비용에 따르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중-표준 디코더 회로 및 동작 방법을 제공한다. 디코더는 압축된 프레임을 파싱하고, 상기 압축된 프레임내의

모션 보상 정보와 블록 데이터 구조를 분리하기 위한 파서(parser)를 포함한다. 또한, 디코더는 블록 데이터 구조내의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를 디코딩하기 위한 블록 디코더 모듈과, 모션 보상 정보를 사용하여 예상 매크로블록을 얻기 위한 모

션 보상 엔진과, 디코딩된 화상내 예상 에러 및 디코딩된 모션 보상 예상 에러를 가산하기 위한 가산 회로를 포함한다. 이

러한 블록 디코더 및 모션 보상 엔진은 별개로 액세스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블록 디코더 및 모션 보상 엔진은, 별개로 액세스될 수 있는 모듈들로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점은 기능 회로가 다른 압축 해제 동작 및 다른 표준용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된 프레임의 압축

해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로를 감소시켜, 회로의 다이 영역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점은 디코더가 프로세서에 접속될 때, 디코더의 기능 블록들 중 몇몇 블록들, 또는 그 몇몇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서에서 수행될 수 있어, 디코더가 하나 이상의 프레임을 동시에 압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점은 디코더가 프로세서에 접속될 때, 디코더의 기능 블록들 중 몇몇 블록들, 또는 그 몇몇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서에서 수행될 수 있어, 디코더가 동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고, 압축 해제된 프레임을 압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프레임의 압축 해제 중 어떤 부분이 프로세서에서 수행되고 디코더의 하드웨어에서는 무엇이 수행되는지

에 관한 프로세서의 동적 재구성이, 프로세서를 더욱 강력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부가하는 것과 같이 전자 시스템

에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이점은 원래 설계된 디코더의 표준에서 사용된 기능 블

록들과 동일한 기능 블록들의 대부분을 사용하면서도 단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만을 갖는 미래의 디코딩 표준에 수용

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과 목적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코더(200) 아키텍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1 내지 도 5에서 공통 부분은 동일한 도

면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디코더(200)는 다수의 서로 다른 포맷 중 어느 하나에서 인코딩된 입력을 디코딩할 수 있는

다중-표준 디코더이다. 이러한 표준은 MPEG-2, MPEG-1, H.261, H.263과 같은 화상내 및 화상간 압축을 사용하는 표

준일 수 있다. 디코더가 따르는 표준이 모두 동일한 하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알고리즘에 따를 때와

달리 본 발명을 사용하면 디코더의 다이 영역을 통상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서로 다른 디코딩 기법을 사용하는 디코더가

사용될 수 있지만, 도 2는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이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nsine transform:DCT)을 사용하는 디코

더(200)를 구체적으로 도시한다. 디코더(200)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디코더, 또는 비디오 및 오디오 결합 디코더일 수 있

다.

디코더(200)는 표준의 결합에 따른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디코더

(200)는 몇몇 잘 수용되는 DCT 표준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는 다중-표준 디코더이다. 도 2 및 도 3

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디코더(200)는 MPEG-1, MPEG-2, H.261, H.263에 따른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디코더(200)는 많은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시퀀스를 디코딩할 수 있다.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발명의 실시예에서,

디코더(200)가 비디오 전화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코더는 H.261 및 H.263에 따라 시퀀스를 인코딩할 수 있다. 디코

더(200)가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시퀀스를 인코딩할 수 있는 표준의 선택은 소망 코스트, 효율

및 디코더(200)의 응용에 따른다.

디코더(200)는 기능 블록 또는 모듈로 구성된다. 각각의 기능 블록이 하나 또는 수개의 다른 기능 블록에 의해 액세스되는

기능 블록간의 접속이 있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멀티플렉서(MUXs)는 하나 이상의 모듈에 의해 액세스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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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사이에 위치한다. 디코더(200)는 버퍼, 즉, FIFO(30)를 포함한다. FIFO(30)는 종래의 디코더에서 알려진 FIFO와 같

고 미리 수신된 압축 데이터가 디코딩됨에 따라 인입되는 압축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데에 사용된다. FIFO(30)는 헤더 파

서(36)에 접속된다. 헤더 파서(36)는 종래의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헤더 파서와 같고 인코딩된 데이터를 매크로블록으로

파싱하고 매크로블록의 헤더로부터 모션 보상 정보를 추출한다.

헤더 파서(36)의 제1 출력은 블록 디코더 모듈(50)의 VLC 디코더(42)에 접속된다. 블록 디코더 모듈(50)은 블록 배열 모

듈(44)과 IDCT 모듈(46)을 포함한다. VLC 디코더(42)는 역 지그-재그 스캐너(IZZ:54)에 접속된다. IZZ(54)의 출력은

MUX(104)의 입력에 접속된다. 또한, FIFO(30)의 출력은 MUX(104)의 입력에 접속되어, FIFO(30)내에 저장된 압축 데이

터가 파서(36)와 블록 배열 모듈(44)을 바이패스하여 MUX(104)로 직접 갈 수 있게 한다. 디코더에서 기능 블록간에 접속

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MUX(104) 및 다른 MUX들의 선택 입력은 프로세서 또는 마이크로콘트롤러와 같은 사전 프로그

램된 로직 회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전 프로그램된 로직 회로는, 수행될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를 MUX의 출력이 접속되

는 기능 블록들과 비교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 MUX(104)의 출력은 IDCT 모듈(46)의 역 양자화기(48)의 입력에 접속된

다. 역 양자화기(48)는 IDCT 회로(66)에 접속된다. IDCT 회로(66)의 출력은 MUX(106)에 접속된다. MUX(104)의 출력

은 IDCT 모듈(46)을 바이패스하는 MUX(106)의 다른 입력이다. MUX는 하나의 기능 블록이 이후 수행될 디코딩 또는 인

코딩 동작에 따라 서로 다른 몇몇 기능 블록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능 블록간을 접속한다. MUX(104)와 결합된 MUX

(106)는 전체 블록 디코더 모듈(50)을 바이패스한다. 비-DCT계 디코더에서, 디코더 모듈은 블록 배열 디코더 모듈(44)과

IDCT 모듈(46) 대신에 사용되는 비 DCT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디코딩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블록 디코더 모듈(50), 블

록 배열 모듈(44) 및 IDCT 모듈(46)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블록 디코더 모듈(50)은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

를 디코딩한다.

비록 인코더가 존재하지 않을 때 MUX는 제거되거나 또는 MUX가 모션 보상 엔진에 액세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파서

(36)의 제2 출력은 MUX(108)를 통해 모션 보상 엔진(90)의 어드레스 계산 회로(96)에 접속된다. 어드레스 계산 회로(96)

는 하프-화소 필터(78)에 접속된다. 메모리(160)는 모션 보상 엔진(90)의 하프-화소 필터(78)에 접속된다. 모션 보상 엔

진(90)의 출력 및 블록 디코더 모듈(50)의 출력은 가산 회로(72)에서 가산된다. 결과는 어셈블리 유니트(102)로 전달된다.

어셈블리 유니트(102)의 출력은 디코더(200)의 출력이다. 디코더(200)의 출력은 통상 메모리(160)을 통해 표시 발생기

(130)에 접속된다. 디코더가 동작하도록 설계된 전자 시스템에 따라, 디코더는 다른 블록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디코더(200)는 인코더 모듈 없이 동작할 수 있지만, 인코더 모듈(88)은 메모리(160)에 접속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코

더 모듈(88)은 비디오 전화용 H.261 및 H.263 표준에 따르도록 데이터의 시퀀스를 인코딩한다. 인코더 모듈은 디코더

(200)가 비디오 전화용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결정될 때 부가되어야 한다.

비디오 전화 및 원격 회의용으로, 각각의 최종 사용자는 수신과 전송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H.261 및 H.263은 현재

비디오 전화용으로 잘 수용되는 표준이다. H.261 및 H.263에 따라 시퀀스를 인코딩할 수 있는 인코더는 덜 복잡하고,

MPEG-1 또는 MPEG-2 표준에 따르는 인코더 보다 더 낮은 해상도 및 더 낮은 프레임율을 가지며, 디코딩된 이미지의 화

질은 MPEG-1 또는 MPEG-2 표준에 따르는 인코더로부터의 화질보다 다소 낮게 된다. 이러한 인코더는 실시간에서 동작

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이로 인해 MPEG-1 또는 MPEG-2 표준에 따르는 시퀀스를 인코딩하는 인코더보다 통상 덜 효율

적으로 된다. 이는 이러한 인코더의 소스 데이터율과 인코딩된 비트스트림 데이터율 간의 비율인 압축율(compression

factor)이 MPEG 인코더의 압축율 보다 소정의 화질에 대하여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코더는 덜 복잡

하기 때문에, MPEG-1 및/또는 MPEG-2 표준에 따를 수 있는 인코더보다 저렴하고 빠르다. 이로 인해 비디오 전화가 가

능하도록 하는데, 이는 신호를 인코딩하는 때의 긴 지연과 많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비싼 비용은 비디오 전화에서 받아들

여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도 2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디코더(200)은 MPEG-1, MPEG-2, H.261 및 H.263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고, H.261 및 H.263에 따라 비트스트림을 제공하는 시퀀스를 인코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디코더(200)는 비디오 전

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MPEG-1 및 MPEG-2가 아닌 H.261 및 H.263에 따른 인코딩은, 최고 압축율을 제공하도록 인

코딩됨으로써 전송 및 저장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소망과 장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는 소

망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인코더 모듈(88)은 인입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갖는다. 인입 프레임에서 각각의 매트로블록(이하, "인입 매크로

블록")은 가산 회로(110) 및 모션 평가 엔진(86)으로 간다. 디코더(200)가 프로세서(75)에 접속될 때, 모션 평가는 하드웨

어인 디코더 또는 소프트웨어로 된 프로세서(75), 또는 상기 두 개의 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모션 평가 모듈(86)은 인

입 매크로블록을 이후 및 이전 프레임내의 매크로블록과 비교하여, 인입 매크로블록과 가장 공통되는 것이 어느 프레임,

즉 I 또는 P 프레임내의 어떤 매크로블록인지를 결정한다. 가장 공통적인 매크로블록이 이러한 인입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

상 매크로블록(prediction macroblock)이 된다. 모션 평가 엔진(86)은 인입 매크로블록과 예상 매크로블록 사이의 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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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결정한다. 모션 평가 엔진(86)내에서 결정된 모션 벡터는 데이터 MUX(120)의 입력이며 모션 보상 엔진(90)의 입

력이다. 모션 보상 엔진(90)은 예상 매크로블록을 얻는다. 모션 보상 엔진(90)의 출력은 가산 회로(122)와 가산 회로(110)

의 입력이다. 디코더(200)가 프로세서에 접속될 때, 프로세서 및 메모리는 MUX(108) 대신에 사용될 수 있을 지라도, 디코

더(200)의 모션 보상 엔진(90)은 MUX(108)를 통해 인코더 모듈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한 모션 보상 엔진용으로 디코

더(200)에 이미 존재하는 모션 보상 엔진(90)을 사용하면, 인코더 모듈(88)은 모션 보상 엔진(90)을 재사용함으로써 부가

적인 모션 보상 엔진에 필요한 다이 공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예상 매크로블록은 가산 회로(110)에서 인입 매크로블록으로부터 감산된다. 프레임이 I 프레임일 때와 같이, 예상 매크로

블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인입 매크로블록의 화소에 부가되지 않는다. 예상 매크로블록이 있을 때, 예상 매크로블록의 화

소는 인입 매크로블록의 화소로부터 감산되어 인입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상 에러 화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가산 회로의 출력은 양자화기(114)에 접속된 DCT 회로(112)에 접속된다. DCT 회로(112)는 입력 프레임에서 화소의

8X8 블록 각각에 대해 DCT를 수행한다. 양자화기(114)는 적절한 양자화 테이블에 따라 값을 양자화한다. 양자화기(114)

의 출력은 지그 재그 스캐너(ZZ:116)에 접속되고 MUX(104)를 통해 IDCT 모듈(46)에 접속된다. 인입 매크로블록이 I 및

P 프레임에서의 매크로블록과 같은 예상 매크로블록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 IDCT 모듈(46)로 전송되고 일부 다른

인입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상 매크로블록일 때 검색되기 위해 버퍼로 전송된다.

인입 매크로블록은 인코딩될 때, 양자화된다. 데이터가 양자화될 때는 언제나 약간의 손실이 있다. 디코더는 양자화된 예

상 매크로블록에 예상 에러를 부가하여 매크로블록을 디코딩할 것이다. 인코더에서 얻어진 예상 에러가 양자화된 예상 매

크로블록에 따른다면, 에러가 적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예상 매크로블록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인입 매크로블

록일 지라도 저장되기 전에 양자화기(114) 및 역 양자화기(48)을 거친다. 따라서, 인코더 모듈(88)은 이러한 매크로블록을

압축 해제할 수 있는 역 양자화기 및 IDCT 회로를 필요로 한다. 모션 평가 모듈(86)을 MUX(104)로 접속시키는 것은 인코

더 모듈(88)이 블록 디코더 모듈(50)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IDCT 모듈(46)을 사용하도록 한다. 인코더 모듈(88)이

동일한 IDCT 모듈(46)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회로의 부가 및 그에 따른 다이 공간 없이도, 인코더 모듈(88)이 하드

웨어내에서 비교될 수 있는 매크로블록의 디코딩, 압축 해제 스피드의 향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IDCT 모듈(46)의 출력은 가산 회로(122)의 입력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션 보상 엔진(90)의 출력도 또한 가산 회로

(122)의 입력이다. 예상 매크로블록이 있을 때, 예상 매크로블록은 가산 회로(122)에서 IDCT 회로(66)에 의해 디코딩된

예상 에러에 더해져서 압축 해제된 인입 매크로블록을 얻게 된다. 버퍼는 주 메모리의 일부일 수 있지만, 통상 FIFO 이다. I

및 P 프레임내의 매크로블록은 버퍼(126)에 저장되고, 상기 매크로블록이 비교에 필요한 예상 매크로블록일 때 검색된다.

버퍼(126)는 모션 평가 엔진(86)에 접속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양자화기(114)의 출력은 ZZ(116)에 또한 접속된다. ZZ(116)는 인입 프레임의 8X8 사각 블록 배열을

지그-재그 포맷인 그 일련의 표현(serial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한다. ZZ(116)는 데이터 MUX(120)에 접속되는 VLC

인코더(118)에 접속된다. VLC 인코더(118)는 통상 호프만 코드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블록의 DCT 계수를 나타내는 고정

길이의 PCM 코드를 VLC로 인코딩한다. 이는 통상 프로세서로부터 얻어지는 헤더 정보와 결합되어 인코딩된 비트스트림

을 형성한다. 데이터 MUX(120)의 동작은 다른 대부분의 기능 블록과 같이, 프로세서(75)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인코딩

된 비트스트림은 데이터 MUX(120)의 출력이고, 또한 인코더 모듈(88)의 출력이다.

인코더 모듈(88)은 로직 회로에 의해 제어된다. 디코더(200)가 프로세서(75)에 접속될 때, 인코더(88)가 그 자체의 소형

프로세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콘트롤러를 구비할 지라도, 프로세서는 인코더 모듈(88)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디코더(200)는 프로세서(75)에 또한 접속된다. 프로세서(75)는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서(75)에서의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

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그 기능을 수

행하게 한다. 지나치게 소모적이지 않아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는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 예를

들면 H.261 또는 H.263을 위한 대다수의 모션 평가 블록을 완전히 교체하면, 다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시스템의 코스

트를 절감시킬 수 있다. 반면에, 가장 소모적인 기능 블록들은 하드웨어로 유지함으로써, 이들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동

작하기에 충분한 빠르기로 수행될 수 있게 된다. 실시간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시청자가 디코딩에서 어떠한 지연도 검출할

수 없도록 디코더(200)가 통상 초당 1/30인 스크린 리프레시(screen refreshes) 사이의 시간 내에 전체 이미지를 디코딩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빠르기로 동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는 시청자가 주목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프레임을

빠뜨리지 않고 디코더(200)가 실시간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다. 디코더(200)가 영화를 디코딩하는 데에 실시간으로 동작

하지 않으면, 디코딩된 영화는 디코더(200)가 다음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로 액세스할 때까지 이미지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중지되고 지연될 것이다. 디코더가 비디오 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코더를 포함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동작하

등록특허 10-0574415

- 15 -



지 않는다는 것은, 대화의 한편에서의 이벤트 발생,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의 발생으로부터 대화의 다른 편에서 이러한 이벤

트가 표시될 때까지의 시간의 길이가, 인코더와 디코더가 버스 및 주 메모리에 액세스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치가 따라잡을 때까지, 대화에는 갭(gap)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비디오 회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키고, 회의 참가자를 불편하게 한다.

프로세서(75)에서 얼마나 많은 동작이 수행되는지는,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이 따르는 표준에 의해 특정된 바와 같이 실시

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처리(processing)의 복잡성 및 처리량에 의해, 프로세서(75)의 처리 용량

(processing capacity)과 속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기초한다. 프로세서의 처리 용량 및 속도는, 디코더(200)가 통상 초

당 1/30인 스크린 리프레시 사이의 시간에서 프레임을 디코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

세서에 대해 요구되는 처리 용량 및 속도 이상이어야 한다. 프로세서의 용량 및 속도가 특정 표준에 필요한 용량 및 속도이

상인지 여부의 결정은 표준의 요구 사항, 표준에 따라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압축 해제를 수행하는

메모리 사양, 프로세서에 사용가능한 메모리, 및 프로세서의 수행 능력에 따른다. MUX는 이러한 정보에 따라 프로그램되

고, 프레임이 MPEG-2, H.263 등과 같은 표준 중에 어떤 표준에 따를지를 수신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압축된 프레

임이 따르는 표준 및 디코더가 존재하는 시스템의 수행 능력에 따라, 디코더가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수행할 지 또는 하드

웨어로 수행할 지 여부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디코더를 기능 블록들로 분리하고 이 디코더를 프로세서에 접속하는 것은, 상기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고 다른 작업을 위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

코더(200)가 동시에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동작시, I 또는 P 프레임은 압축된 프레임, 즉, 요구되는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압축된 프레임은 헤더 파

서(36)에 의해 매크로블록으로 파싱된다. 또한, 헤더 파서(36)는 매크로블록을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한다. 즉, 헤더 파서

(36)는 매크로블록을 모션 보상 정보를 포함하는 매크로블록의 헤더 부분과 압축된 블록 데이터 구조로 분리한다. 압축된

블록 데이터 구조는 블록 디코더 모듈(50)에서 압축 해제된다. 모션 보상 정보는 예상 매크로블록을 얻기 위해 모션 보상

엔진(90)에 의해 사용된다. 이러한 두 단계가 임의의 순서로 의해 수행될 수 있지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단계의 결과는 가산된다. 보다 바람직하게, 각각의 매크로블록을 두 부분으로 파싱하는 것, 모션 보상

엔진(90)에 의해 예상 매크로블록을 얻는 것 및 가산하는 것은 P 및 B 프레임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I 프레임에 대해서, 모

션 보상 엔진(90), 및 블록 디코더 모듈(50)의 일부는 바이패스될 수 있다. 압축 프레임은 메모리(160)에 저장되고, 표시

발생기(130)로 전송된다. 현재 출원중이고, 그 발명의 명칭이 "DCT 계 기법을 사용하여 압축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압축

해제에 필요한 메모리를 감소시키는 방법" 이며, 제퍼슨 이. 오웬과 제이엔드랜 밸래크리쉬넌(변호사 정리 번호 95-C-

014)에 의해 발명되고, 에스지에스 톰슨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크에 양도되고, 참조로 본 발명에 병합되는 미국 특허

출원 제08/759,166호(이하, "95-C-014"라 함)에 개시된 기법을 사용하여, 압축 해제된 프레임이 메모리 사양을 감소시키

기 위해 메모리(160)에 저장되기 전에 재압축될 수 있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수행될 수 있는 별개의 모듈 및 기능 블록으로 디코더를 분리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모듈 또

는 기능 블록에 의한 접속이 모듈과 기능 블록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다른 모듈에서 모듈과 기능 블록

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압축 프레임의 압축 해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회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디코더(200)의 구체적인 동작은 이하에서 설명될 것이다. 어떤 형태의 메모리라도 버퍼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본 실시예

에서 압축 프레임은 FIFO(30)로 독출된다. 압축 프레임은 본 실시예의 매크로블록에서, 헤더 파서(36)에 의해 더욱 작은

서브유니트 단위로 파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압축 이미지는 프레임보다 큰 단위로 FIFO로 독출될 수 있고 헤더 파서

(36)는 이미지가 매크로블록 단위로 분리될 때까지 파싱한다.

P 및 B 프레임에 대해, 헤더 파서(36)는 두 개의 부분으로 매크로블록을 분리한다: 모션 보상 정보를 포함하는 매크로블록

의 헤더 부분 및 압축 블록 데이터 구조. 매크로블록 헤더 부분은 모션 보상 엔진(90)으로 전송된다. 압축 블록 데이터 구조

는 블록 디코더 모듈(50)의 VLC 디코더(42)로 전송된다.

블록 디코더 모듈(50)은 데이터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를 디코딩한다. VLC 디코더(42)는 인코딩된 블록을 나타내는 가

변 길이 코드를 디코딩하고, 상기 가변 길이 코드를 고정 길이 PCM 코드로 변환하는데, 이 고정 길이 PCM 코드는 지그-

재그 포맷으로 얻어진 8X8 블록 배열의 일련의 표현으로 인코딩된 블록을 포함하는 DCT 계수를 나타낸다. IZZ(54)은 이

러한 일련의 표현을 사각 8X8 블록 배열로 변환하고, 그 결과는 역 양자화기(48)로 전송된다. 역 양자화기(48)는 적절한

양자화 테이블에 따른 역 양자화를 수행한다. 역 지그-재그 스캐닝은 역 양자화의 전에 또는 후에 수행될 수 있으며, 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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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및 역 양자화기(48)의 순서는 역으로 될 수 있다. 이때, 역 양자화기(48)는 VLC 디코더(42)와 결합되고, IZZ(54)는

IDCT 회로(66)와 결합된다. 처리 결과는 IDCT 회로(66)로 전달된다. IDCT 회로(66)는 역 DCT를 수행하고, 사각 배열 포

맷으로 압축 해제된 8X8 블록 데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모션 보상 엔진(90)은 예상 매크로블록을 얻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션 보상 정보는 어드레스 계산 회로(96)의 입

력이다. 어드레스 계산회로(96)는, 수행될 예상의 종류를 결정하여 모션 보상엔진(90)이 어떤 예상 프레임을 액세스할 필

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어드레스 계산회로(96)는, 모션 벡터 정보와 디코딩되는 프레임의 종류를 사용하여, 예상

프레임 및 예상 매크로블록이 위치해 있는 메모리(160) 내의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예상 매크로블록은 메모리(160)로부터

얻어지고 하프-화소 필터(72)로 입력된다. 통상, 메모리(160)와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DMA 엔진(162)이 디코더

내에 있다. 하프-화소 필터(72)는 예상 매크로블록에 대해 수평 및 수직 하프 화소 보간을 수행한다.

모션 보상 엔진(90)에 의해 얻어진 하프 화소 필터링된 예상 매크로블록과 블록 디코더 모듈(50)에 의해 디코딩된 화상간

예상 에러는 가산 회로(72)에서 가산되고 어셈블리 유니트(102)로 전달된다. 화상간 코딩에서는 일부 프레임이, 디코딩될

이후의 프레임(future frame)에 대한 억세스를 필요로 하므로, 요구되는 프레임들이 이들을 필요로 하는 프레임 앞으로 인

코더에 의해 보내진다. MPEG-2 표준은 화상간 예상을 이용하며 이 때문에 압축된 프레임은 비디오 시퀀스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보내지지 않는다. 어셈블리 유니트(102)는 압축해제되고 있는 프레임에 대응하도록 메모리의 정

확한 위치에 정보가 위치하도록 보장한다. 어셈블리 유니트는 멀티플렉서에서 수행될 수 있을 지라도 적당한 어드레스 계

산, 바람직하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된다.

결과적인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은 이제 어셈블리 유니트(102)에 의해 지정된 위치의 메모리(160)에 기억되는 것이 필요하

다. 모든 프레임들이 메모리(160)에 기억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은 압축해제 프로토콜의 기억 및 전

송 포맷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로 송부되는 다음번 매크로블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MPEG-2와 화상간 압축

을 사용하는 다른 압축해제 프로토콜에서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past frame)과 이후의 프레임(future frame)에 기초하여

인코딩되며, 따라서 적절하게 프레임을 디코딩하기 위하여 프레임은 인코더에 의해 순서적으로 보내지지 않으며 그들이

디스플레이될 때까지 기억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I 및 P 프레임은 그들이 다른 프레임을 디코딩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억될 필요가 있다.

I 프레임은 화상내 압축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 프레임 매크로블록의 헤더내에 모션 보상 정보는 없으며, 모션 보상 엔진

(90)은 생략될 수 있다. I 프레임의 블록 데이터 구조내의 화소는 블록 디코더 모듈(50)에서 디코딩되고 출력(120)은 어셈

블리 유니트(102)로의 루트를 갖는다(routed). I 프레임은 모션 보상 엔진 및 가산 회로를 바이패스할 수 있다. 모션 보상

엔진(90) 및 가산 회로를 바이패스하는 것은 I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감소된다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

공한다.

기능 블록이 하나 이상의 기능 블록에 의해 액세스되고 바이패스되며 디코더에서 그 물리적 위치와 다른 순서로 액세스되

도록 하는 기능 블록간의 접속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 놓인 멀티플렉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도 3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상술한 디코더와 같은 디코더(200')는 MPEG-1, MPEG-2, H.261 및 H.263에 따라 포맷된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

는 다중 표준 디코더이다. 이 디코더(200 ')는 또한 기능 모듈로 구성된다. 기능 모듈의 각각은 하나 또는 여러개의 기능 모

듈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모듈들은 메모리(160) 및 프로세서(75)에 접속되어 프로세서(75)로 하여금 기능 블록들의 액

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통상, 메모리(160)와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DMA 엔진(162)이 디코더

(200' )내에 있다.

디코더(200 ')는 종래의 디코더에서 알려진 FIFO와 같은, 이전에 수신된 압축 데이터가 디코딩됨에 따라 인입 압축 데이터

를 버퍼링하는데 사용되는 버퍼, FIFO(30)을 포함한다. FIFO(30)는 헤더 파서(36)에 접속된다. 헤더 파서(36)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매크로블록 단위로 파싱하고 모션 보상 정보를 매크로블록의 헤더로부터 추출한다. FIFO(30)는 프로세서(75)에

또한 접속되어, 압축 데이터가 프로세서에서 파싱되도록 하고, 헤더 파서(36)가 바이패스되도록 한다.

헤더 파서(36)는 프로세서(75)와 메모리(160)에 접속된다. 프로세서(75)는 블록 디코더 모듈(50)과 같은, 블록 배열 디코

더 모듈(44) 및 IDCT 모듈(46)을 포함하는 블록 디코더 모듈(50 ')에 접속된다. 블록 배열 디코더 모듈(44)은 IZZ 회로(54)

에 접속된 VLC 디코더(42)를 포함한다. IDCT 모듈(46)은 IDCT 회로(66)에 접속된 역 양자화기(48)를 포함한다. 프로세

서(75)는 VLC 디코더(42), 역 양자화기(48) 및 IDCT 회로(66)에 접속된다. 블록 디코더 모듈(50' )은 블록 배열 디코더 모

듈(44) 및 IDCT 모듈(46)과 함께 파이프라인으로 도시되지만, 다른 형태로 또한 구성될 수 있다. 블록 디코더 모듈(50 ')은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를 디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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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파서(36)의 제2 출력은 모션 보상 엔진(90)의 어드레스 계산 회로(96)에 접속된다. 프로세서(75)는 또한 어드레스 계

산 회로(96)에 접속된다. 모션 보상 엔진(90)은 하프-화소 필터(78)에 접속된 어드레스 계산 회로(96)를 포함한다. 모션

보상 엔진(90)은 예상 매크로블록을 얻는다.

블록 디코더 모듈(50 ')의 출력과 모션 보상 엔진(90)의 출력은 가산 회로(72)에서 가산된다. 가산 회로(72)의 출력은 어셈

블리 유니트(102)에 접속되고, 어셈블리 유니트(102)의 출력은 메모리(160)에 접속된다. 메모리(160)는 모션 보상 엔진

(90)의 하프-화소 필터(78)와 어드레스 계산 회로(96)에 접속된다. 메모리(160)는 헤더 파서(36) 및 가산 회로(72) 뿐만

아니라, 블록 디코더 회로의 VLC 디코더(42), IZZ(54), 역 양자화기(48) 및 IDCT 회로(66)에도 접속된다.

어셈블리 유니트(102)의 출력은 디코더(200')의 출력이다. 디코더(200 ')의 출력은 통상 메모리(160)를 통해 표시 발생기

(130)에 접속된다. 디코더가 동작하도록 설계된 전자 시스템에 따라, 디코더는 또한 다른 블록을 포함할 수 있다.

디코더(200' )는 인코더 모듈(88 ')없이 동작할 수 있지만, 인코더 모듈(88 ')은 메모리(160) 및 프로세서(75)에 접속된다.

인코더 모듈(88' )은 디코더(200 ')가 비디오 전화용으로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될 때, 부가되어야 한다.

인코더 모듈(88 ')은 MUX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이 프로세서(75)에 의해 수행되는 점을 제외하고, 도 2에 도시된 인코더

모듈(88)과 동일한 회로로서 동작한다.

프로세서(75)는 디코더(200 ')의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서(75)에서의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를 완전히 교체하거

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지나치게 소모적이지 않아 소프트웨어로 수

행되는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 예를 들면 H.261 또는 H.263을 위한 대다수의 모션 평가 블록

(86)을 완전히 교체하면, 다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시스템의 코스트를 절감시킬 수 있다. 반면에, 가장 소모적인 기능 블

록들은 하드웨어로 유지함으로써, 이들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동작하기에 충분한 빠르기로 수행될 수 있게 한다.

동작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압축해제하는데 요구되는 I 또는 P 프레임(즉, 요구 프레임)은 압축 해제된다. 압축된 프레임은

매크로블록 단위로 파싱되어, 헤더 파서(36),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와 헤더 파서(36)의 결합에 의해 헤더 부분과 압축된

블록 데이터 구조로,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분리된다. 압축된 블록 데이터 구조는 블록 디코더 모듈

(50 ')에서 압축 해제된다. 예상 매크로블록은 모션 보상 엔진(90)에 의해 얻어진다. 이러한 두 단계는 임의의 순서로 수행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두 단계의 결과는 가산된다. 보다 바람직하게, 각각의 매크

로블록을 두 개의 부분으로 파싱하고, 예상 매크로블록을 모션 보상 엔진(90)에 의해 얻고, P 및 B 프레임의 경우에만 가산

이 수행되며, I 프레임의 경우에는 모션 보상 엔진(90)과 블록 디코더 모듈(50 ')의 부분이 바이패스될 수 있다. 재압축된

프레임은 메모리(160)내에 저장되고, 표시 발생기(130)로 전송된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인 별개의 모듈 및 기능 블록으로 디코더를 분리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모듈 또는 기능 블록에

의한 접속이 모듈과 기능 블록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모듈과 기능 블록은 다른 모듈에서 재사용될 수

있으며, 압축 프레임의 압축 해제를 수행하기 위한 회로 요구를 감소시킨다. 디코더를 기능 블록들로 분리하고 이 디코더

를 프로세서에 접속시키는 것은, 상기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서에 의

해 수행되도록 하고 다른 작업을 위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코더(200 ')가 동시에 더 많은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코더(200 ')의 더욱 구체적인 동작의 한 실시예가 이하에서 도 3 및 도 4a를 동시에 참조하면서 설명될 것이다. 본 실시

예에서, 어떤 형태의 메모리도 버퍼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압축 이미지 프레임은 FIFO(30)로 독출된다. 본 실시예의 매크

로블록에서 압축 프레임은 더욱 작은 서브유니트로 파싱된다. P 및 B 프레임의 경우, 매크로블록은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

되는데, 즉 모션 보상 정보를 포함하는 매크로블록의 헤더 부분과, 압축 블록 데이터 구조로 분리된다. 매크로블록의 헤더

부분은 모션 보상 엔진(90)으로 전송된다. 압축 블록 데이터 구조는 블록 디코더 모듈(50' )의 VLC 디코더(42)로 전송된

다. 헤더 파서(36)는 프레임 헤더 파서(37), 슬라이스 헤더 파서(38), 및 MBLK 헤더 파서(39)로 구성되며, 상기 프레임 헤

더 파서(37)는 프레임을 슬라이스로 파싱하고 프레임 헤더 내에 포함된 양자화 정보와, 프레임 및 모션 보상 형태 정보를

분리하며, 상기 슬라이스 헤더 파서(38)는 상기 슬라이스를 매크로블록 단위로 파싱하며, 상기 MBLK 헤더 파서(39)는 매

크로블록 헤더를 블록 데이터 구조로부터 분리시킨다. 헤더 파서(36)는 프로세서(75)로 접속되고 헤더 파서의 동작의 일

부는 프로세서(75)에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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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75)에서 얼마나 많은 동작이 수행되는지는,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이 따르는 표준에 의해 특정된 바와 같이 실시

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처리(processing)의 복잡성 및 처리량에 의해, 프로세서(75)의 처리 용량

(processing capacity)과 속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기초한다. 프로세서(75)에서 기능 블록 중 하나 또는 하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이는 파싱 동작 및 다른 동작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의 처리 용량 및 속도가 적어

도 처리 용량 문턱치(threshold) 및 속도 문턱치 이상이고, 상기 처리 용량 문턱치 및 속도 문턱치에서 디코더(200')가 통

상 초당 1/30인 스크린 리프레시 사이의 시간에서 프레임을 디코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프로세서가 헤더 파서

(36)의 전체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전체 헤더 파서(36)는 프로세서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FIFO(30)는 또한 프로

세서(75)에 접속되어 있고 헤더 파서(36)가 전체적으로 프로세서(75)에 의해 대체되면, 비트스트림은 헤더 파서(36)가 아

닌 프로세서(75)로 전송된다. 프로세서의 처리용량 및 속도가 특정 표준에 대한 처리 용량 문턱치 및 속도 문턱치 이상인

지 여부의 결정은 프로세서(75)에서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다. 소프트웨어는 비트스트림이 따르는 어떠한 표준, 즉

MPEG-2 및 H.263 등과 같은 표준에 대해 엑세스해야 하고 그 표준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요구사항으로는

그 표준을 따르는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기 위해 디코더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 압축 해제를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사양, 프

로세서에 사용 가능한 메모리 및 프로세서의 용량이 있다.

이로 인해 프로세서(75)는 하드웨어가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데, 그 다른 기능으로는 압축되지 않은 프

레임을 인코딩하거나, 디코딩되는 압축 프레임과 동시에 다른 압축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프레임의 압축

해제 중 어떤 부분은 프로세서(75)에서 수행되고 디코더의 하드웨어에서는 무엇이 수행되는지에 관한 프로세서(75)에서

의 이러한 동적 재구성은, 프로세서를 더욱 강력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부가하는 것과 같이 전자 시스템에서의 변

경을 가져오게 하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디코더(200 ')는 원래 설계된 디코더의 표준에서 사용된 기능 블록들

과 동일한 기능 블록들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미래의 디코딩 표준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전자 및 후자 모

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만으로 행해질 수 있다. H.261 또는 H.263과 같이 계산을 적게 요구하는 표준에 따르는 비트스

트림에 대해, MPEG-1에 따른 비트스트림보다 더 많은 압축 해제가 프로세서(75)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MPEG-2에 따

른 비트스트림보다 더 많은 비트스트림의 압축 해제가 MPEG-1에 따른 비트스트림에 대해 프로세서(75)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압축 프레임이 파싱된 후에,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가 메모리(160)내에 저장된다. 블록 디코더 모듈(50 ')은 데이터 화소

및 화상간 예상 에러를 디코딩한다. VLC 디코더(42)는 인코딩된 블록을 나타내는 가변 길이 코드를 디코딩하고, 상기 가

변 길이 코드를 고정 길이 PCM 코드로 변환하는데, 이 고정 길이 PCM 코드는 지그 재그 포맷으로 얻어진 8X8 블록 배열

의 일련의 표현으로 인코딩된 블록을 포함하는 DCT 계수를 나타낸다. IZZ(54)은 이러한 일련의 표현을 사각 8X8 블록 배

열로 변경하며, 그 결과는 역 양자화기(48)로 전달된다. 역 양자화기(48)는 적절한 양자화 테이블에 따른 역 양자화를 수행

한다. 그 결과는 IDCT 회로(66)로 전달된다. IDCT 회로(66)는 역 DCT를 수행하고 사각 배열 포맷의 압축 해제된 8X8 블

록 데이터 구조를 생성한다.

모션 보상 엔진(90)은 예상 매크로블록을 얻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션 보상 정보는 어드레스 계산 회로(96)의 입력이

다. 어드레스 계산회로(96)는 수행 될 예상의 종류를 결정하여 모션 보상엔진(90)이 어떤 예상 프레임을 억세스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어드레스 계산회로(96)는, 모션 벡터 정보와 디코딩되는 프레임의 종류를 사용하며, 예상 프레

임 및 예상 매크로블록이 위치해 있는 메모리(160) 내의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예상 매크로블록은 메모리(160)로부터 얻

어지고 하프-화소 필터(78)로 입력된다. 통상, 메모리(160)와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DMA 엔진(162)이 디코더

내에 있다. 하프-화소 필터(78)는 예상 매크로블록에 대해 수평 및 수직 하프 화소 보간을 수행한다.

모션 보상 엔진(90)에 의해 얻어진 하프 화소 필터링된 예상 매크로블록과 블록 디코더 모듈(50 ')에 의해 디코딩된 화상간

예상 에러는 가산 회로(72)에서 가산되고 어셈블리 유니트(102)로 전달된다. 화상간 코딩에서는 일부 프레임이, 디코딩될

이후의 프레임(future frame)에 대한 억세스를 필요로 하므로, 요구되는 프레임들이 이들을 필요로 하는 프레임 앞으로 인

코더에 의해 보내진다. MPEG-2 표준은 화상간 예상을 이용하며 이 때문에 압축된 프레임은 비디오 시퀀스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보내지지 않는다. 어셈블리 유니트(102)는 압축해제되고 있는 프레임에 대응하도록 메모리의 정

확한 위치에 정보가 위치되도록 보장한다. 어셈블리 유니트는 멀티플렉서에서 수행될 수 있을 지라도 적당한 어드레스 계

산, 바람직하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된다.

결과적인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은 이제 어셈블리 유니트(102)에 의해 지정된 위치의 메모리(160)에 기억되는 것이 필요하

다. 모든 프레임들이 메모리(160)에 기억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디코딩된 매크로블록은 압축해제 프로토콜의 기억 및 전

송 포맷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로 송부되는 다음번 매크로블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MPEG-2와 화상간 압축

을 사용하는 다른 압축해제 프로토콜에서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past frame)과 이후의 프레임(future frame)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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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되며, 따라서 적절하게 프레임을 디코딩하기 위하여 프레임은 인코더에 의해 순서적으로 보내지지 않으며 그들이

디스플레이될 때까지 기억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I 및 P 프레임은 그들이 다른 프레임을 디코딩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억될 필요가 있다.

I 프레임은 화상내 압축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 프레임 매크로블록의 헤더내에 모션 보상 정보는 없으며, 모션 보상 엔진

(90)은 생략될 수 있다. 화상내 압축은 블록 디코더 모듈(50 ')에서 디코딩되고 출력(120)은 어셈블리 유니트(102)로의 루

트를 갖는다. 모션 보상 엔진(90) 및 가산 회로(72)를 바이패스하는 것은, I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감

소된다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인코더 모듈(88)의 동작의 한 실시예는 도 3 및 도 4b를 동시에 참조하면서 설명될 것이다. P 또는 B 프레임에서의 매크로

블록과 같이 모션 보상을 가질 수 있는 프레임 내의 각각의 인입 매크로블록은, 모션 평가 엔진(86)에서 버퍼(126)에 저장

된 매크로블록과 비교된다. 모션 평가는 디코더 하드웨어 또는 프로세서(75)에 의해 소프트웨어로 수행될 수 있거나,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두 개의 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모션 평가 모듈(86)은 인입 매크로블록을 이후 및 이전 프레임내

의 매크로블록과 비교하여, 인입 매크로블록과 가장 공통되는 것이 어느 프레임, 즉 I 또는 P 프레임내의 어떤 매크로블록

인지를 결정한다. 가장 공통적인 매크로블록이 이러한 인입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상 매크로블록(prediction macroblock)

이 된다. 모션 평가 엔진(86)은 인입 매크로블록과 예상 매크로블록 사이의 모션 벡터를 결정한다. 모션 평가 엔진(86)내에

서 결정된 모션 벡터는 메모리(160)에 저장된다. 모션 보상 엔진(90)은 모션 벡터를 취하고, 메모리(160)내에 저장되는 예

상 매크로블록을 얻는다.

예상 매크로블록은 가산 회로(110)에서 입력 매크로블록으로부터 감산된다. 프레임이 I 프레임일 때와 같이, 예상 매크로

블록이 없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모션 평가 엔진(86) 및 모션 보상 엔진(90)은 바이패스되고 인입 매크로블록의 화소로는

아무것도 부가되지 않는다. 예상 매크로블록이 있을 때, 예상 매크로블록의 화소는 인입 매크로블록의 화소로부터 감산되

어 인입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상 에러 화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DCT 회로는 입력 프레임에서 화소의 각 8X8 블록에 대

해 DCT를 수행한다. 양자화기(114)는 적절한 양자화 테이블에 따른 값을 양자화하고, 그 결과는 메모리(160)내에 위치한

다.

인입 매크로블록이 I 및 P 프레임에서의 매크로블록과 같은 예상 매크로블록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양자화된 예상 에러는

IDCT 모듈(46)로 전송되고, 인입 매크로블록은 일부 다른 인입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상 매크로블록일 때 검색되기 위해

프레임 버퍼(126)에 저장될 수 있다.

IDCT 모듈(46)의 출력 및 모션 보상 엔진(90)의 출력은 가산 회로(122)에서 가산된다. 예상 매크로블록이 있을 때, 예상

매크로블록은 가산 회로(122)에서 IDCT 회로(66)에 의해 디코딩된 예상 에러에 더해져서 압축 해제된 인입 매크로블록을

얻게 된다. 가산회로(122)의 출력은 프레임 버퍼(126)에 저장된다. I 및 P 프레임내의 매크로블록은 버퍼(126)에 저장되

고, 상기 매크로블록이 비교에 필요한 예상 매크로블록일 때 검색된다. 버퍼(126)는 모션 평가 엔진(86)에 접속된다.

또한, 양자화기(114)의 출력은 ZZ(116)에 의해 8X8 사각 블록 배열에서 지그 재그 포맷의 일련의 표현으로 변경된다.

VLC 인코더(118)는 통상 호프만 코드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블록의 DCT 계수를 나타내는 고정 길이 PCM 코드를 VLC로

인코딩한다. 데이터 MUX(120)에서 모션 벡터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와 결합된 이러한 코드는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을 형

성한다. 이렇게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은 데이터 MUX(120)의 출력이고, 또한 인코더 모듈(88)의 출력이다. 보다 바람직하

게, ZZ(116) 및 역 양자화기는 동시에 동작한다.

도 5는 컴퓨터(80)내에서의 디코더(200 ')의 응용 중 하나를 도시한다. 컴퓨터(80)는 버스(77)를 통해 프로세서(75)로 접

속된, 입력 장치(73), 출력 장치(74), 메모리(160) 및 디코더를 갖는다. 디코더(200' )는 또한 DVD 플레이어 또는 텔리비

젼 시스템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 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수행될 수 있는 별개의 모듈 및 기능 블록으로 디코더를 분리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모듈 또

는 기능 블록에 의해 접속이 모듈과 기능 블록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다른 모듈에서 모듈과 기능 블록

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압축 프레임의 압축 해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회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I 프레임은 모션 보상 회로(90) 및 가산 회로(72)를 바이패스하고, 따라서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기 위한 시간을 감소시킨다.

나아가, 디코더는 프로세서(75)에 접속될 때,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

서(75)에서 수행되도록 한다. 이는 프레임들 중 하나에 대한 압축 해제 기능들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로 수행될 수 있는 반

면에 다른 프레임은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디코더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트스트림 내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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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프레임 또는 두 개의 분리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프레임을 디코더가 동시에 압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디코더는 동시에, 압축 프레임을 압축 해제하고 압축 해제된 프레임을 압축하도록

한다. 이는 압축 해제 표준(디코더는 이에 따라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함)이 복잡성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을 때 특히 유용한

데, 이는 덜 복잡한 표준을 따르는 비트스트림이 프로세서에서 더 많이 압축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임의 압축 해제

중 어떤 부분은 프로세서에서 수행되고 디코더의 하드웨어에서는 무엇이 수행되는지에 관한 프로세서의 동적 재구성이,프

로세서를 더욱 강력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부가하는 것과 같이 전자 시스템에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부가적

인 이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이점은 원래 설계된 디코더의 표준에서 사용된 기능 블록들과 동일한 기능 블록들의 대부분

을 사용하면서도 단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만을 갖는 미래의 디코딩 표준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압축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보 기술-동 화상 및 약 1.5MBIT/S까지의 디지탈 저장 미디어용 관

련 오디오의 코딩" 1-6 부분,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보 기술-동 화상 및 관련 오디오 정보의 일반 코딩(generic coding)"

1-4 부분, 에스지에스 톰슨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데이터 시트중 데이터시트 "STi3500A", "STi3500a-MPEG 오디오/

MPEG-2 비디오 집적 디코더용 향상된 정보(1995, 6)", 1995년 포컬 프레스(focal press)에 의해 출판된 존 왓킨슨저 "

비디오 및 오디오에서 압축", 1995년 맥그로-힐, 인크에 의해 출판된 다니엘 미놀리저 "비디오 다이얼톤 기술(video

dialtone technology)" 에서 알 수 있다.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한 더 상세한 배경은 저자가 돈 앤더슨 및 톰 샌리이고, 존

스윈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마인스쉐어, 인크가 판권자이며, 1995년 애디슨-웨슬리 출판사에서 출판된 "ISA 시스템 아

키텍처 3판"에서 알 수 있다. 상술한 참조 문헌은 본 명세서내에 참조로 병합된다.

본 발명은 몇 개의 실시예 및 다른 실시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의 명세서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이하에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구성으로 인해, 본 발명은 기능 회로가 압축 해제의 다른 동작 및 다른 표준용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된 프레임의 압축 해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로를 감소시켜, 회로의 다이 영역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는 디코더가 프로세서에 접속될 때, 디코더의 기능 블록들 중 몇몇 기능블록들 또는 이 몇몇 기능

블록들의 일부가 프로세서에서 수행될 수 있어, 디코더가 하나 이상의 프레임을 동시에 압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디코더 아키텍처의 전기 다이아그램을 블록도로 도시한 도면.

도 1b는 지그-재그 스캔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코더 아키텍처의 전기 다이아그램을 블록도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코더 아키텍처의 전기 다이아그램을 블록도로 도시한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도 3의 디코더의 동작의 플로우차트.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코더를 포함하는 컴퓨터의 전기 다이아그램을 블록도로 도시된 도면.

도면

등록특허 10-0574415

- 21 -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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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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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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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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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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