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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MPEG-2 규격의 동벡터(motion vector)를 고속으로 복호화할 수 있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동벡터 복호회로는 동벡터 복호방법을 파이프라인방식의 전용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으로,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가변장복호화된 데이타중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 동벡터코드(m-
code), 동벡터잔여코드(m_resi)를 파라미터별로 저장하는 파라미터저장부와,  상기 파라미터저장부에 저
장된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 동벡터잔여코드(m_resi)와 이전동벡터를 입력받아 현재 동벡터를 복
호화하는 동벡터복호부와, 상기 동벡터복호부에서 복호화된 동벡터를 이전동벡터로 저장하는 이전동벡터
저장부와, 상기 이전동벡터저장부에 저장된 이전동벡터를 읽어들여 필요한 갯수만큼의 듀얼동벡터를 만들
어 출력하는 듀얼프라임부, 및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가변장복호화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상기 각 부의 동
작을 제어하며, 상기 이전동벡터와 상기 듀얼동벡터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동벡터제어부로 구성된
다. 그리고, 각 부의 동작은 1클럭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동벡터 1개의 복호하는데 6클럭이 필요하고, 파
이프라인을 통한 병렬처리로 n개의 동벡터 복호화시 6+(n-1)개의 클럭만이 필요하여 HDTV 등의 고속시스
템에 적용 가능하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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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를 채용한 영상복호화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동벡터 복호회로에서 동벡터복호부를 나타내는 상세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동벡터 복호회로                  10 : 파라미터저장부

20 : 동벡터복호부                    30 : 동벡터제어부

40 : 이전동벡터저장부              50 : 듀얼프라임부

21 : 절대연산부                       22 : 제 1델타산출부

23 : 제 2델타산출부                 24 : 델타결정부

25 : 동벡터결정부                    26 : 레인지조정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동백터(motion vector) 복호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HDTV 등의 고속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품위 텔레비젼(High  Definition  Television;  HDTV),  디지탈 VTR  및  멀티미디어(multi  - 
media) 등과 같이, 연속적인 디지탈 영상신호들을 사용하는 영상신호 처리 장치는 전송데이타를 보다 효
과적으로 압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부호화방법들을 사용한다. 그중의 하나인 DPCM방식은 영상신호의 인
접 프레임들간에 존재하는 데이타 상관성을 이용하여 디지탈 영상신호를 부호화한다.

DPCM방식을 사용하여 시간적으로 인접하는 프레임들간의 차이신호를 부호화하는 경우, 프레임(frame)간에 
움직임이 많은 영역은 움직임이 없는 영역보다 많은 데이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인접 프레임의 어
떤 세그먼트로 부터 현재 프레임의 특정 세그먼트의 이동위치 즉, 현재 프레임의 특정 영역의 영상과 인
접 프레임에서의 가장 유사한 영역을 찾아서 두 영역의 차이값을 부호화하면 데이타량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방식을 동보상된 DPCM(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방식이라 한다. 따라서, 동보상된 DPCM
방식에서는, 현재 프레임 기설정된 영상세그먼트와 인접 프레임의 대응 영상세그먼트간의 차이 데이타가 
부호화되어져, 전송 효율이 향상되어진다. 동추정방식에서, 동벡터는 현재 프레임의 영상세그먼트와 인접 
프레임의 대응 영상세그먼트 주변을 탐색하여 두 프레임간에 차이신호가 가장 적게되는 영상세그먼트의 
움직임 방향 및 움직임 크기를 나타낸다.

한편, 이와 같이 압축 부호화된 영상신호를 복원하는 경우에 동벡터를 사용한 동보상과정이 필요하며, 이 
동벡터는 가변장부호화되어 영상신호화 함께 전송되므로 복호화해야 한다. 일예로, 동벡터를 6비트로 표
현하고,  동벡터  레인지가  -32~31인  경우에  8개의  동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8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벡터가 3, 10, 30, 30, -14, -16, 27, 24인 경우 두 동벡터간에 차이(여기서는 델타(delta)라 
함.) 3, 7, 20, 0, -44, -2, 43, -3을 구비고, 동벡터 레인지(-32~31)를 넘는 차이데이타 -44, 43에 대해
서는 동벡터 레인지의 최소치(-32)보다 작은 데이타 -44에는 동백터 레인지를 더하고(-44+64=20), 동백터 
레인지의 최대치(31)보다 큰 데이타 43에는 동벡터 레인지를 뺀다(43-64=-21). 이렇게 구한 차이데이타에 
대해서는 일정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내에 차이데이타에 동일한 동벡터코드와 구별할 수 있는 잔
여코드로 부호화하여 전송한다. 여기서, 차이데이타 0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잔여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호화되어  전송되는  동벡터를  복호화하기  위해서,  종래에는 
RISC(reduced instruction - set computer) 내지 마이크로콘트롤러 등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통벡
터 복호화를 수행한다.

하지만, MPEG-2에서 제시한 HDTV의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영상복호화시스템에서는 화면크기가 커지고 보다 
고속의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종래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는 프로세서에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
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부담을 줄이고 동벡터 복호화만을 전용으로 수행하는 하드웨어적 장치가 요구되
어 졌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MPEG-2규격의 HDTV 고속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pipeline)방
식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여 동벡터를 고속으로 복호화하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는 영상복호화시스템에서, 영상
데이타와 함께 가변장부호화되어 비트스트림으로 전송되는 동벡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회로에 있어서, 가
변장부호화에 의한 비트 데이타를 입력받아 가변장복호화하고, 가변장복호화된 비트데이타중 동벡터 복호
에 관련된 데이타를 출력하는 가변장복호기와, 상기 가변장복호기로부터 인가되는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를 입력받아 동벡터 복호화하는 동벡터 복호수단과, 상기 동벡터 복호수단에서 복호화된 동벡터를 
입력받아 FIFO메모리와, 한 프레임분의 복원된 영상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한 프레임분의 복원된 영상데이타중 상기 FIFO메모리로부터 읽어들인 동벡터에 의해 지정되는 영상데이타
를 입력받아 역이산여현변환된 영상데이타와 가산하여 복원된 영상데이타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함과 아울
러 디스플레이부로 출력하는 동보상기를 포함하며, 상기 동벡터 복호수단은, 상기 가변장복호기로부터 동
벡터 복호에 관련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 동벡터코드(m_code), 동백터잔여
코드(m_resi)를 파라미터별로 저장하는 파라밑저장부와, 동벡터복호부에서 복호화된 동벡터를 이전동벡터
로 저장하는 이전동벡터저장부와, 상기 파라미터저장부에 저장된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 동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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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m_code), 동벡터잔여코드(m_resi)와 상기 이전동벡터저장부에 저장된 이전동벡터를 읽어들여 동벡터
를 복호화하는 동벡터복호부와, 상기 이전동벡터저장부에 저장된 이전동벡터를 읽어들여 필요한 갯수만큼
의 듀얼동벡터를 만들어 출력하는 듀얼프라임부, 및 상기 가변장복호기로부터 동벡터복호에 관련한 데이
타를 입력받아 상기 각 부의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이전동벡터와 상기 듀얼동벡터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
기 FIFO메모리로 출력하는 동벡터제어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제1도에 보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를 채용한 영상복호화시스템은, 
전송되는 가변장부호화된 데이타를 가변장복호화하는 가변장복호기(variable length decoder; VLD)(1)와, 
한  프레임분의  복원된  영상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4)와,  미도시된  역양자화기와 역이산여현변환기
(inverse discrete cosine trasformer; IDCT)에서 가변장복호화된 데이타를 역양자화 및 역이산여현변환
한 데이타와 메모리(4)에 저장된 영상데이타중 동벡터에 의해 지정되는 영상데이타를 입력받아 동보상하
는 동보상기(5)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영상복호화시스템에, 가변장복호화된 데이타중 동벡터 복호에 필요
한 데이타를 입력받아 동벡터 복호화하는 동벡터 복호회로(2)와, 복호화된 동벡터를 저장하는 FIFO메모리
(3)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동벡터 복호회로(2)는 입력되는 동벡터 복호에 필요한 데이타를 파라
미터별로 저장하는 파라미터저장부(10)와, 파라미터들과 이전 동벡터를 입력받아 현재 동벡터를 복호화하
는 동벡터복호부(20)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동벡터복호부(20)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성은  제2도에  도시하였다.  동벡터  복호회로(2)는 
또한, 복호화된 동벡터를 이전 동벡터로 저장하는 이전동벡터저장부(40)와, 동벡터의 갯수를 늘려주는 듀
얼프라임부(50), 및 각 구성의 동작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동벡터제어부(30)를 구비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를 채용한 영상복호화시스템에 대한 동작을 제2
도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2도는 제1도의 동벡터 복호회로(2)에서 동벡터복호부(20)를 나타내는 상세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동벡터복호부(20)는 ITU-TH.262 ISO/IEC 13818-2 internation standard (March 1995, Lausan)
의 7.6.3.1절에서 기술한 하기와 같은 동벡터 복호방법을 전용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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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도에서 가변장복호기(1)는 부호화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가변장복호화된 영상데이타 및 부가적인 
데이타 즉, 동벡터 복호에 관련된 데이타를 발생한다. 가변장복호기(1)로부터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는 미
도시된 역양자화기 및 역이산여현변환기를 거쳐 동보상기(5)로 공급된다. 그리고,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는  동벡터  복호회로(2)내의  파라미터저장부(10)와  동벡터제어부(30)로  인가된다. 파라미터저장부
(10)는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를 파라미터별로 저장한다. 여기서, 파라미터로는 동벡터 레인지 결
정을 위한 코드(f_code), 동벡터코드(motion_code; m_code), 동백터잔여코드(motion_residual; m_resi)등
이 있으며, 동벡터잔여코드(m_resi)의 크기는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에서 1을 뺀 것으로 결정된다
[size(m_resi) = f_code - 1]. 한편, 동벡터복호부(20)는 동벡터제어부(30)의 제어에 따라 파라미터저장
부(10)에 저장된 파라미터들을 읽어들여 동벡터 복호화를 수행한다. 동벡터복호부(20)에 대해서는 제2도
를 통해 설명한다.

제2도에서, 동백터복호부(20)는 파라미터저장부(10)로부터 동백터코드(m_code)를 먼저 읽어들여 절대연산
부(21)내의 절대연산기(211)와 지연기(213)로 인가한다. 지연기(213)는 동벡터코드(m_code)를 1클럭 지연
하여 제 1델타산출부(22)로 출력한다. 절대연산기(211)는 동벡터코드(m-code)를 절대치한 후 1를 감산하
고[ABS(m_code)-1], 지연기(212)는 이를 지연하여 제 1델타산출부(22)로 출력한다. 그 다음, 동벡터복호
부(20)는 파라미터저장부(10)로부터 동벡터잔여코드(m_resi)와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c_code)를 읽어들여 
제  1델타산출부(22)내의  시프터기(221)로  인가함과  아울러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를 조건로직기
(222)와 레인지조정부(26)내의 레인지조정기(261)로 인가한다. 이때, 시프터기(221)는 지연기(212)를 통
해  절대연산된  동벡터코드[ABS(m_code)-1]도  인가받는다.  시프터기(221)는  절대연산된 동벡터코드

[ABS(m_code)-1]를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에 따라 좌측 시프트하고[mul_m_code = (ABS(m_code) - 
1) * (1  f_code -1)], 지연기(224)는 그 시프트 결과를 지연하여 제 2델타산출부(23)로 출력한다. 시프
터기(221)는 또한, 동벡터잔여코드(m_resi)에서 유효한 비트부분 이외의 나머지는 0으로 마스크(mask)하
고, 지연기(223)는 이를 지연하여 제2델타 산출부(23)로 출력한다. 여기서, 동벡터잔여코드(m_resi)의 유
효한  부분은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에서  1를  뺀  갯수의  비트수만큼이다.  지연기(225)는 지연기
(213)에서 1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m_code_1d)를 입력받아 다시 1클럭 지연하여 제 2델타산출부(2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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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다. 조건로직기(222)는 1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m_code_1d)와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를 입
력받아, 동벡터코드가 0이거나 동벡터잔여코드가 없는 경우[if ((f == 1) ∥ (motion_code == 0))]를 로
직연산하여 그 조건을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의 이진신호를 지연기(226)를 통해 제 2델타산출부
(23)로 출력한다. 제 2델타산출부(23)의 가산기(231)는 마스크 동벡터잔여코드(m_resi)와 시프트 동벡터
코드(mul_m_code)를  입력받아  가산하고,  캐리입력단(Cin)으로  인가되는  1를  가산하여  델타값(delta  = 
mul_m_code + m_resi + 1)를 산출한다. 산출된 델타값(delta)은 지연기(232)에서 지연된 후 델타결정부
(24)로 출력된다. 지연기(233)는 지연기들(213,225)을 통해 2클럭 지연된 동벡터코ㄷ(m_code-2d)를 다시 
1클럭 지연하여 델타결정부(24)로 출력한다. 지연기(234)는 조건이진신호를 입력받아 1클럭 지연하여 델
타결정부(24)로 출력한다. 델타결정부(24)의 델타결정기(241)는 지연기들(213,225,233)을 통해 3클럭 지
연된 동벡터코드(m_code_3d)와 산출된 델타값(delta)를 입력받고, 입력되는 조건이진신호에 따라 그중 하
나를 선택하여 최종 델타값으로 결정한다. 즉, 델타결정기(214)는 조건이진신호가 0이면 산출된 델타값
(delta)을 최종 델타값으로 결정하고, 1이면 3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m_code_3d)를 최종 델타값으로 결
정한다. 델타결정기(241)는 산출된 델타값을 최종 델타값으로 결정하는 경우, 3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
(m_code_3d)가  0보다  작으면[if(m_code0)]  최종  결정된  델타값의  사인(sign)부호를  반대로  하기 위해
[delta = -delta = NOT delta + 1], 결정된 델타값을 반전시켜 출력한다. 이때, 1을 가산하는 과정은 별
도의 가산기를 구비하지 않고 동벡터결정부(25)에 구비된 가산기(252)를 사용한다. 델타결정기(214)에서 
최종  결정된  델타값은  지연기(242)를  통해  동벡터결정부(25)로  출력되고,  3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
(m_code_3d)중 최상위 비트(MSB)의 사인(sign)부호는 지연기(243)를 통해 다시 1클럭 지연된 후 동벡터결
정부(25)로 출력된다. 동벡터결정부(25)에서 제산기(251)는 제1도의 동벡터제어기(30)로부터 인가되는 제
어신호(PMV_DIV)에  따라 이전동벡터저장부(40)로부터 읽어들인 이전동벡터(PMV)를  2로  나누거나 그대로 
가산기(252)로 출력한다.

다시, 제1도에서, 동벡터제어기(30)는 가변장복호기(2)로부터 인가받은 동벡터 복호와 관련한 데이타에서 
동벡터의 픽춰구조가 프레임이고, 형식이 필드이며, 수직성분인 경우의 조건[if (mv_format == field)  ( 
tt == 1)  (picture_structure = frame+picture))]을 체크하여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의 이진제
어신호(PMV_DIV)를  계산기(251)로  출력한다.  계산기(251)는  이진제어신호(PMV_DIV)가  0이면 이전동벡터
(PMV)를 그대로 가신기(252)로 출력하고, 1이면 이전동벡터(PMV)를 2로 나누어 가산기(252)로 출력한다. 
가산기(252)는 제산기(251)로부터 인가되는 이전동벡터(PMV)와 최종 결정된 델타값을 더하고, 캐리입력단
(Cin)으로 인가되는 사인(sign)부호를 더하여 동백터(vector)를 구한다. 이 동벡터는 지연기(253)를 통해 
레인지조정부(26)로  출력된다.  레인지조정기(261)는  동벡터(vector)를  입력받아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
(f_code)에 따라 결정된 동벡터레인지와 비교하여 동벡터가 동벡터레인지의 최소치보다 작으면 동벡터에 
동벡터레인지를 더하고, 동벡터레인지의 최대치보다 크면 동벡터레인지를 감하여 동벡터를 조정한다. 조
정된 동벡터는 승산기(262)로 입력되고, 승산기(262)는 제1도의 동벡터베어부(30)로부터 인가되는 제어신
호(DBL_PMV)에 따라 앞서 이전동벡터(PMV)를 2로 나눈 경우에 2를 곱하고, 그 이외에는 그대로 지연기
(263)를  통해  복호화된  동벡터로  출력한다.  복호화된  동벡터는  이전동벡터저장부(40)에  저장된다. 
여기서, 각 부의 동작은 1클럭내에 이루어지며, 파이프라인 처리를 통해 고속으로 동벡터 복호가 이루어
진다. 그래서, 한개의 동벡터를 복호화하는 데 6클럭이 필요하며, 파이프라인 처리를 통해 8개의 동벡터
를 복호화하는 데 13클럭(6 + 7)만 있으면 된다.

다시, 제1도에서, 동벡터복호부(20)에서 출력되는 동벡터는 이전동벡터저장부(40)에 다음 동벡터를 구하
기 위한 이전동벡터로 저장된다. 이전동벡터저장부(40)에 저장된 이전동벡터(PMV)는 동벡터제어부(30)에 
제어에 따라 동벡터복호부(20), 동벡터제어부(30), 및 듀얼프라임부(50)로 출력된다. 듀얼프라임부(50)는 
현재 복호화되는 동벡터가 P-픽춰인 경우에 동벡터제어부(30)의 제어에 따라 이전동벡터(PMV)에서 복수개
의 동벡터(DP)를 만들어 동벡터제어부(30)로 출력한다. 듀얼프라임부(50)에서 복수개의 동벡터(DP)를 만
들어내는 기술을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동벡터제어부(30)는 이전동벡터저장부(40)에
서 입력된 이전동백터(PMV)와 듀얼프라임부(50)에서 입력된 듀얼동벡터(DP)를 선택하여 FIFO메모리(3)에 
저장한다.  FIFO메모리(3)는 동벡터제어부(30)의 쓰기제어(FIFO_wr)에 따라 선택된 동벡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동벡터를 차례로 동보상기(5)로 출력한다. 동보상기(5)는 메모리(4)에 저장된 한 프레임분의 복원
된 영상데이타중 동벡터에 의해 지정되는 영상데이타를 입력받아 역이산여현변환된 영상데이타와 가산하
여 복원된 영상데이타를 디스플레이브로 출력함과 아울러 메모리(4)에 저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에 관한 것으로 파이프라인방식의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동벡터 복호화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HDTV 등의 고속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복호화시스템에서, 영상데이타와 함께 가변장부호화되어 비트스트림으로 전송되는 동벡터를 복호화하
기 위한 회로에 있어서, 가변장부호화에 의한 비트 데이타를 입력받아 가변장복호화하고, 가변장복호화된 
비트 데이타중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를 출력하는 가변장복호기; 상기 가변장복호기로부터 인가되
는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를 입력받아 동벡터 복호화하는 동벡터 복호수단; 상기 동벡터 복호수단
에서 복호화된 동벡터를 입력받아 저장하는 FIFO메모리; 한 프레임분의 복원된 영상데이타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한 프레임분의 복원된 영상데이타중 상기 FIFO메모리로부터 읽어들인 동
벡터에 의해 저장되는 영상데이타를 입력받아 역이산여현변환된 영상데이타와 가산하여 복원된 영상데이
타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함과 아울러 디스플레이부로 출력하는 동보상기를 포함하며, 상기 동벡터 복호수
단은, 상기 가변장복호기부터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를 입력받아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 
동벡터코드(m_code),  동벡터잔여코드(m_resi)를  파라미터별로 저장하는 파라미터저장부; 동벡터복호부에
서 복호화된 동벡터를 이전동벡터로 저장하는 이전동벡터저장부; 상기 파라미터저장부에 저장된 동벡터레
인지결정코드(f_code),  동벡터코드(m_code),  동벡터잔여코드(m_resi)와  상기 이전동벡터저장부에 저장된 
이전동벡터를 읽어들여 동벡터를 복호화하는 동벡터복호부; 상기 이전동벡터저장부에 저장된 이전동벡터
를 읽어들여 필요한 갯수 만큼의 듀얼동벡터를 만들어 출력하는 듀얼프라임부; 및 상기 가변장복호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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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를 입력받아 상기 각 부의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이전동벡터와 상기 듀
얼동벡터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FIFO메모리로 출력하는 동벡터제어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벡터복호부는 파이프라인방식의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동벡터복호부는 MPEG-2 규격에 근거하는 경우, 동벡터코드(m_code)를 입력받아 1클
럭 지연하여 출력하는 지연기와, 동벡터코드(m_code)를 절대치한 후 1를 감산하여 출력하는 절대연산기, 
및 절대연산된 동벡터코드를 지연하여 출력하는 지연기로 된 절대연산부; 상기 파라미터저장부에서 동벡
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와  동벡터잔여코드(m_resi)를  입력받고,  상기  절대연산된 동벡터코드

[ABS(m_code)-1]를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에 따라 좌측 시프트하며, 동벡터잔여코드(m_resi)의 유
효한 비트부분 이외의 비트부분을 마스크하는 시프터기와, 상기 1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m_code_1d)와 
상기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를 입력받아 동벡터코드가 0이거나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가 1인 경우
의 조건을 로직연산하는 조건로직기와, 시프트된 동벡터코드와 마스크된 동벡터잔여코드와 1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 및 조건로직신호를 각각 지연하여 출력하는 지연기들로 된 제 1델타산출부; 상기 제 1델타산
출부에서 출력되는 마스크된 동벡터잔여코드와 시프트된 동벡터코드를 가산하고 캐리입력단에 인가되는 1
를 가산하여 델타값을 산출하는 가산기와, 상기 델타값과 2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와 조건로직신호를 각
각 지연하여 출력하는 지연기들로 된 제 2델타산출부; 상기 제 2델타산출부에서 산출된 델타값과 상기 3
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를 입력받아 상기 조건로직신호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최종 델타값으로 결정하
며 산출된 델타값이 결정되는 경우 동벡터코드가 0보다 작으면 결정된 델타값을 반전하여 출력하는 델타
결정기와, 결정된 델타값과 3클럭 지연된 동벡터코드의 사인(sign)비트를 각각 지연하여 출력하는 지연기
들로된 델타결정부; 상기 이전동벡터저장부에서 읽어들인 이전동벡터를 상기 동벡터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그대로 출력하거나 2로 나누어 출력하는 제산기와, 상기 제산기에서 출력되는 이전동벡터와 상기 델타결
정부에서 결정된 델타값 및 사인비트를 가산하여 현재 동벡터를 산출하는 가산기, 및 산출된 동벡터를 지
연하여 출력하는 지연기로 된 동벡터결정부; 및 상기 동벡터결정부에서 산출된 현재 동벡터와 상기 파라
미터저장부에서 읽어들인 동벡터레인지결정코드(f_code)에 의한 동벡터레인지와 비교하여 현재 동벡터가 
동벡터레인지의 최소치보다 작으면 동벡터레인지를 더하고 동벡터레인지의 최대치보다 크면 동벡터레인지
를 감산하여 레인지를 조정하는 레인지조정기와, 상기 동벡터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레인지조정된 동벡터
를 그대로 출력하거나 2를 곱하여 출력하는 승산기, 및 승산기의 출력을 지연하여 복호화된 동벡터로 상
기 이전동벡터저장부에 출력하는 지연기로된 레인지조정부를 구비하며, 상기 절대연산부, 제 
1델타산출부, 제 2델타산출부, 델타결정부, 동벡터결정부, 레인지조정부의 각 동작은 1클럭단위로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동벡터제어부는 동벡터 복호에 관련한 데이타를 입력받고, 현재 동벡터가 프레임픽
춰의 필드구조에서 수직성분인 경우 상기 동벡터결정부의 제산기에서 이전동벡터를 2로 나누고, 상기 레
인지조정부의 승산기에서 레인지 조정된 현재 동벡터를 2로 곱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의 동벡터 복호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동벡터제어부는 동벡터의 종류가 P-픽춰인 경우에 상기 듀얼프라임부로부터 인가되
는 듀얼동벡터를 선택하고, 그 이외 에는 상기 이전동벡터저장부로부터 인가되는 동벡터를 선택하여 상기 
FIFO메모리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동벡터복호부는 한개의 동벡터를 복호화하는데 6클럭이 필요하며, n개의 동벡터를 
복호화하는 데 6+(n-1)개의 클럭이 필요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의 동벡터 복호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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