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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저장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만을 이용하여 복
호하는 영상 복호기(예를 들면, H.264 복호기 등)의 복호 특성을 이용하여, 위(upper)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와 좌
(left)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에 대해서만 저장영역을 할당하고, 래스터 스캔 순서에 따라 복호해가면서 현재의 매크로
블록을 기준으로 저장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복호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복호과정에서의 복호정보 저장을 위한 메모리
(저장영역) 할당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과 상기 방
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복
호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복호기의 복호 대상이 되는 현재의 매크로
블록(MB)에 대하여 해당 슬라이스 번호와 매크로블록(MB) 위치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터값의 유효성에 따라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저장영역 전처리 단계; 및 상기 영상 복호기에 의하여 현재의 매크로블록
(mbx, mby)이 복호되면,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 중에서 좌(left) 저장영역의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위(upper) 저장영역을
업데이트하고, 상기 복호된 현재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상기 좌(left)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복호정보 저장 단계
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공개특허 10-2005-0066951

- 1 -



  본 발명은 영상 복호기에서의 복호정보 저장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6

색인어

영상복호기, H.264 복호기, 매크로블록, 래스터 스캔, 슬라이스, 복호정보, 저장영역, 좌 저장영역, 위 저장영역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H.264 복호기의 구성 예시도,

  도 2a 및 도 2b 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래스터 스캔 방법과 매크로블록 번호 부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현재 매크로블록의 복호에 참조되는 주변 영역에 대한 설명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H.264 복호기의 복호 특성을 이용한 복호정보 저장영역 할당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크기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1: 복호 제어부 102: VLC 복호부

  103: 텍스쳐 복호부 104: 디블로킹 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복호기에서의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
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
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만을 이용하여 복호하는 영상 복호기(예를 들면,
H.264 복호기 등)의 복호 특성을 이용하여, 위(upper)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와 좌(left)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에
대해서만 저장영역을 할당하고, 래스터 스캔 순서에 따라 복호해가면서 현재의 매크로블록을 기준으로 저장영역에 저장되
어 있는 복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
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H. 264 권고안을 따르는 부호기는 임의 형상 슬라이스 구성이 가능하며, 또한 슬라이스의 전송 순서가 래스터(raster) 스
캔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 복호기 측의 복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통은 이에 대하여 화면 전체의 복호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면 전체 영역에 대한 복호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화면 크기가 커질 경우, 상당량의 저장영역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구나 기존의 MPEG4 및 H.263 등 기존의 영상 압축 알고리즘에서의 최소 복호 단위가 8×8 단위였던 것에 반해,
H.264에서는 최소 4×4 단위마다 복호정보가 다를 수 있어, 화면 전체에 대한 복호정보 저장을 위해서는 더욱 더 방대한
저장영역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CIF 화면에 대해서 복호정보를 매크로블록(MB) 단위로 저장할 때, 화면 전체를 위해서는 (352/16)×(288/
16) = 22×18 개의 저장영역을 필요로 하고, 8×8 복호 단위당 정보를 저장할 때에는 (352/8)×(288/8) = 44×36 개의 저
장영역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4×4 복호 단위 당 기록을 위해서는 (352/4)×( 288/4)=88×72 개의 저장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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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H.264 복호기 개발에서 이러한 방대한 저장영역은 상당한 메모리 영역 부담을 초래하여 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 1 은 종래의 H.264 복호기의 구성 예시도이다. 도면에서 복호 제어부(101)는 H.264 복호기가 입력되는 비트 스트림
으로부터 원래의 영상을 재생하도록, H.264 복호기의 전반적인 복호 과정을 제어한다.

  MPEG4, H.263에 이어 발표된 H.264 권고안은 압축 효율을 증가시키고, 또한 복호된 영상의 화질을 개선시킨 영상 압축
알고리즘이다.

  H. 264 권고안을 따르는 복호기는 매크로블록(MB) 내부의 최소 4×4 블록을 복호 단위로 한다. H. 264 권고안을 따르는
복호기에서는 주변 매크로블록의 복호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을 복호하는 방법이 여러 부분에서 사용된다. 이들
중 디블로킹 필터(De-blocking filter)(104)에서 슬라이스 경계를 따지지 않는 모드가 설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서 이미 복호가 완료된 주변 블록 중 현재 슬라이스와 동일한 슬라이스에 속한 블록의 정보만을 참조하는 방법이 사용된
다.

  한편, 주변 매크로블록의 복호정보를 참조하는 부분에는 가변장 코딩(VLC: Variable Length Coding) 복호부(102), 텍
스쳐(texture) 복호부(103), 디블로킹 필터(de-blocking filter) 부분(104)이 있다. 여기서, 슬라이스 경계를 따지지 않는
모드가 설정된 경우의 디블로킹 필터(de-blocking filter)(104)에서만 슬라이스 경계를 따지지 않고 주변 블록을 참조하도
록 되어 있다.

  VLC 복호부(102)는 H.264에서 엔트로피 모드(entropy mode)로 UVLC가 설정된 경우에 사용되며, 해당 4×4의
residual 값을 복호하기 위해 주변 블록(4×4 블록)의 none-zero residual 픽셀 수를 참조한다.

  텍스쳐(Texture) 복호부(103)의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터 모션 보상
(Intermotion compensation) 동작을 통하여 시간적으로 전(前), 후(後) 화면으로부터 참조 화면을 가져와 부호화하는 인
터 매크로블록(inter MB)과 인트라 예측 및 보상(intra prediction & compensation) 동작을 통하여 현재 화면 내의 주변
블록을 참조하는 인트라 매크로블록(intra MB)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주변 블록의 복호 결과를 사용한
다.

  먼저, 인터 매크로블록(Inter MB)에 속하는 복호 블록은 16×16, 16×8, 8×16, 8×8, 8×4, 4×8, 4×4의 형태가 가능하
며, 각 복호 블록 별로 전, 후 화면으로 참조를 위해 가져올 영역을 표시하는 움직임 벡터(MV: motion vector)를 갖는다.
이 움직임 벡터(MV)값은 각 블록마다 결정된 움직임 벡터 차이값(MV difference)과 움직임 벡터 예측값(MV predictor)
의 합이며, 움직임 벡터 예측값(MV predictor)은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MV)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된다.

  인트라 매크로블록(Intra MB)의 복호 블록은 16×16, 4×4 의 형태가 가능하며, 각 복호 블록 별로 인트라 예측 모드
(IPREDMODE: intra prediction mode)가 다르다. 여기서, 인트라 예측 모드(IPREDMODE)는 주변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IPREDMODE)의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된다.

  한편, 도1의 디블로킹 필터(De-blocking filter)(104)에서 주변 블록의 매크로블록 타입(MB_TYPE), 양자화 파라미터
(QP: quantization parameter), 부호 블록 패턴(CBP: coded block pattern), 기준 프레임 번호(REFFRNR: reference
frame number), 움직임 벡터(MV) 등을 참조하는데, 슬라이스 경계를 따지는 모드와 그렇지 않은 모드가 존재한다.

  슬라이스는 화면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H. 264 권고안에서는 임의 형태의 슬라이스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슬라이스
의 순서 또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슬라이스를 구성하는 매크로블록(MB)은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 앞쪽에 위치
한 매크로블록(MB)이 먼저 복호되도록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매크로블록(MB) 복호 순서에서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복호정보의 저장은 화면 전체 영역에 대해 모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264 권고안에서 슬라이스 구성에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또한 매크로블록(MB)의 복호 순서
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래 기술에서는 복호정보의 저장영역을 화면 전체로 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는데, 이는 H.264 복호기의 구현시 상당한 저장영역의 할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현상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
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만을 이용하여 복호하는 영상 복호기(예를 들면, H.264 복호기 등)의 복호 특성을
이용하여, 위(upper)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와 좌(left)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에 대해서만 저장영역을 할당하고,
래스터 스캔 순서에 따라 복호해가면서 현재의 매크로블록을 기준으로 저장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복호정보를 업데이트함
으로써, 복호과정에서의 복호정보 저장을 위한 메모리(저장영역) 할당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
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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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
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복호기의 복
호 대상이 되는 현재의 매크로블록(MB)에 대하여 해당 슬라이스 번호와 매크로블록(MB) 위치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
의 데이터값의 유효성에 따라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저장영역 전처리 단계; 및 상기 영상 복호기에
의하여 현재의 매크로블록(mbx, mby)이 복호되면,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 중에서 좌(left) 저장영역의 복호정보를 이용
하여 위(upper) 저장영역을 업데이트하고, 상기 복호된 현재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상기 좌(left)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복호정보 저장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
한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하는 영상 복호 시스템에, 복호 대상이 되는 새로운 현재의 매크로블록(MB)에 대하여 해당
슬라이스 번호와 매크로블록(MB) 위치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터값의 유효성에 따라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
터를 업데이트하는 저장영역 전처리 기능; 및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mbx, mby)이 복호되면,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 중
에서 좌(left) 저장영역의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위(upper) 저장영역을 업데이트하고, 상기 복호된 현재의 매크로블록에 대
한 복호정보를 상기 좌(left)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복호정보 저장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는 H. 264 중 주변 복호정보를 참조하는 경우 중 한 가지(즉, 슬라이스 경계를 따지지 않고 주변 블록 정보를
참조하는 모드에서의 de-blocking filter)를 제외하고, 동일한 슬라이스 내의 정보만을 참조하는 점과 한 슬라이스 내에서
는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 앞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MB)이 먼저 복호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이용하여 슬라이스
경계를 따져 참조되는 모든 복호정보에 대한 저장영역을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위(upper)에 위치한 블록에 대
한 저장영역과 좌(left)에 위치한 저장영역으로 축소한다.

  즉, H. 264 권고안을 따르는 복호기는 매크로블록(MB: Macro Block: 16×16 픽셀) 내부의 최소 4×4 픽셀 단위로 복호
를 수행한다. 이러한 복호 과정 중, 현재 블록의 복호를 위해 주변 블록의 복호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크
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여 생각하면, 현재 블록과 동일한 슬라이스(slice)에 속하는 주변 블록의 정보만을 이용하는 부분과
슬라이스에 상관없이 참조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복호과정 중 디블로킹 필터(de-blocking filter)에서 슬라이스 경
계를 따지지 않는 모드가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슬라이스 내의 정보만을 참조한다.

  또한, H. 264 권고안에서는 임의 형태의 슬라이스 구성을 지원하며, 또한 슬라이스 간의 순서도 가변적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
(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만을 이
용하여 복호하는 영상 복호기(예를 들면, H.264 복호기 등)의 복호 특성을 이용하여, 위(upper)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
와 좌(left)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에 대해서만 저장영역을 할당하고, 래스터 스캔 순서에 따라 복호해가면서 현재의 매
크로블록을 기준으로 저장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복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
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대한 전반
적인 설명을 하기로 한다.

  H. 264에서 복호에 사용되는 복호정보에는, 가변장 코딩(VLC: Variable Length Coding) 복호부(102)에서 사용되는
NZ_COEFF_Y(none zero coefficients for luminance), NZ_COEFF_U, NZ_COEFF_V(none zero coefficients for U
and V)와, 텍스쳐(Texture) 복호부(103)에서 사용되는 수평 움직임 벡터(MVX: horizontal motion vector), 수직 움직임
벡터(MVY: vertical motion vector), 인트라 예측 모드(IPREDMODE: intra prediction mode)와, 슬라이스 경계를 따지
는 모드에서의 디블로킹 필터(de-blocking filter)(104)를 위한 매크로블록 타입(MB_TYPE), 양자화 파라미터(QP:
quantization parameter), 부호 블록 패턴(CBP: coded block pattern), 기준 프레임 번호(REFFRNR: reference frame
number), 수평 움직임 벡터(MVX), 수직 움직임 벡터(MVY) 등이 있다.

  그 밖에, 텍스쳐(Texture) 복호부(103)에서 구속 인트라 예측 플래그(constrained intra prediction flag)가 설정된 모드
에서는 인트라 예측(intra prediction)에 참조될 주변 블록을 오직 인트라 매크로블록(intra MB)으로 제한시키므로 주변
블록의 인트라 매크로블록(intra MB) 여부를 기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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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열거한 복호정보는 H.264의 권고안에서 정한 복호 단위의 차이에 따라 필요한 영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VLC 복
호부(102)는 4×4 블록 단위로 복호를 수행하므로, 참조할 주변 블록의 단위도 4×4가 된다. 그러나, 매크로블록 타입
(MB_TYPE)과 같은 경우는 매크로블록(MB)마다 하나의 정보로 고정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참조할 주변 블록의 단위가
16×16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위에서 열거한 복호정보들을 분류하면, 4×4 블록마다 하나의 저장영역이 필요한 것은 NZ_COEFF_Y,
NZ_COEFF_U, NZ_COEFF_V, 수평 움직임 벡터(MVX), 수직 움직임 벡터(MVY), 인트라 예측 모드(IPREDMODE), 기
준 프레임 번호(REFFRNR) 등이고, 16×16마다 하나의 저장영역이 필요한 것은 매크로블록 타입(MB_TYPE), 양자화 파
라미터(QP), 부호 블록 패턴(CBP), 인트라 매크로블록(INTRA_MB) 등이다.

  본 발명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 방법은 임의의 하나의 슬라이스에 대한 복호정보 저장을 위한 것이며, 도 4에서 처럼 복호
정보 참조에 이용되는 주변 매크로블록(MB)의 위치는 A, B, C, E 영역이므로,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위
(upper) 영역 정보와 좌(left) 영역 정보만을 참조한다.

  복호 제어부(101)는 크게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과정과 복호정보를 저장/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과정은 H.264 매크로블록(MB) 단위 복호부가 새로운 매크로블록(MB)에 대하여 복호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매크로블록(MB)의 슬라이스 번호나 매크로블록(MB)의 번호(위치)에 따라 저장영역(메모리)의 데이터 값을 이에
적합하게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저장영역 내의 복호정보가 슬라이스 번호가 2번인 복호정보인 경우, 새로
운 매크로블록(MB)의 슬라이스 번호가 3번이면 저장영역 내의 모든 정보가 무의미하므로 리셋시키는 것이다.

  한편, 복호정보 저장/업데이트 과정은 H.264의 매크로블록(MB) 단위 복호기의 복호 결과를 받아 복호정보 저장영역에
저장하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복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매크로블록(MB) 단위 복호기의 결과는 위에
서 밝힌 NZ_COEFF_Y 등을 말한다.

  한편, 복호정보 저장영역(212)은 실제 복호정보를 저장할 메모리(memory)에 해당되며, 이 영역의 데이터(data)는 복호
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과정과 복호정보를 저장/업데이트 과정을 통하여 업데이트되며, 이에 저장되는 복호정보는 H.264
매크로블록(MB) 단위 복호기에 사용된다.

  도 2a 및 도 2b 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래스터 스캔 방법과 매크로블록 번호 부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로서, 도
2a는 래스터 스캔(Raster scan)의 방법을 나타내고, 도 2b는 한 화면 내에서 매크로블록(MB)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즉,
mbx, mby 부여 방법)을 나타낸다.

  어느 한 화면에 대하여 복호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화면 내의 모든 매크로블록(MB)에 대한 슬라이스 번호는 정해 있다
고 가정한다.

  복호 순서는 슬라이스 번호가 작은 슬라이스로부터 시작하고, 동일한 슬라이스 내에서는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래스
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 앞에 위치한 매크로블록(MB)부터 차례로 복호한다.

  한편, 한 화면 내에서 매크로블록(MB)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즉, mbx, mby 부여 방법)은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으
며, 각각의 매크로블록의 주소(즉, 위치)는 (mbx, mby)(예를 들면, (0,0), (1,0) 등)와 같이 나타낸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현재 매크로블록의 복호에 참조되는 주변 영역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복호되고 있는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F'라면, 그 현재 매크로블록(MB)('F')을 복
호하는데에 있어서 참조되는 주변 영역(즉, 주변 매크로블록)은 'A', 'B', 'C'에 해당하는 위(upper) 영역과 'E'에 해당하는
좌(left) 영역이다.

  한편, 만약에 복호되고 있는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G'라면, 그 현재 매크로블록(MB)('G')을 복호하는데에 있어서 참조되
는 주변 영역(즉, 주변 매크로블록)은 'B', 'C', 'D'에 해당하는 위(upper) 영역과 'F'에 해당하는 좌(left) 영역이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H.264 복호기의 복호특성을 이용한 복호정보 저장영역 할당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로서,
"400"은 복호 대상이 되는 매크로블록과 복호과정에 참조되는 주변 매크로블록, "410", "420"은 복호정보 저장영역(메모
리)을 나타낸다.

  본 발명은,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슬라이스번호가 같은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슬라이스 번호가 같은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만을 이용하여 복호하는 영상 복호기(예를 들면, H.264 복호기 등)의 복호 특성을 이용하여,
위(upper)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와 좌(left)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에 대해서만 저장영역을 할당하는 것이다.

  현재 복호 대상이 되는 매크로블록(403)을 c3라 할 때, u1, u2, u3, c1, c2는 슬라이스 번호가 같은 매크로블록을 나타내
며, x로 표시되어 있는 매크로블록들은 c3와 슬라이스 번호가 다른 매크로블록임을 나타낸다.

  c3를 현재 매크로블록(403)이라 할 때,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슬라이스번호가 같
은 매크로블록들(401)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402)에 대한 복호정보만이 이용된다. 다만, "401"의 위
(upper) 영역도 c3와 슬라이스 번호가 달라 참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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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한 슬라이스 내의 매크로블록(MB)은 래스터(raster) 스캔 방법(도 2a 참조)을 따르므로, 현재 복호되고 있는 매크로
블록(MB)(403)의 mbx 값이 만약 "5"라면, 위(upper) 영역 중에서 주소 4번지(mbx=4)부터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
보는 복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0 ~ 3번지까지(mbx=0 ~ mbx=3)는 복호에 참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이 영
역에 대한 복호정보를 저장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행(row)(즉, c1, c2 등이 있는 행)의 0 ~ 3번지(mbx=0 ~ mbx=3)까지는 현재 행(row)(즉, c1, c2 등이 있는 행)
이 위(upper) 영역으로 참조될 수 있을 때, 즉 현재 행(row) 다음의 행(row)에 해당하는 매크로블록(MB)이 복호 대상이
될 때 참조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조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복호정보만 저장하고 있으면 충분하기 때
문에, "410", "420" 같은 크기의 저장 영역만이 할당되면 된다.

  "421" 영역이 현재 매크로블록(MB)의 위(upper) 영역에 대한 복호정보를 저장할 공간이고, "422" 영역은 현재 행
(row)(즉, 현재 복호 대상이 되는 매크로블록이 있는 행)에 속하는 매크로블록(MB)의 복호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한편, 래스터 스캔(raster scan)이 도면의 화살표 방향(404)으로 진행될 때, 주소(mbx, mby)가 (5, 2)인 매크로블록c2를
복호화한 후에는 주소(mbx, mby)가 (6, 2)인 매크로블록을 복호화하게 된다. 래스터 스캔 방향을 따라 복호하는 과정에서
복호정보 저장영역 내에 저장되는 복호정보는 업데이트되나, 복호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할당된 저장영역은 위에서 설명
한 크기의 영역만 있으면 된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크기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크기는 화면 크기와 복호정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복호정보는 16×16,
4×4 단위의 정보로 나눌 수 있어서, 각각은 저장해야 하는 영역의 크기가 다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upper) 영역의 저장영역 크기와 관련하여, 16×16 단위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영
상프레임 폭(pic_width) - 1)/16 + 1}개의 영역(501)이 필요하며, 4×4 단위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pic_width -
1)/16 + 1}×4개의 영역(511)이 필요하다.

  한편, 좌(left) 영역의 저장영역의 크기와 관련하여, 16×16 단위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1개의 영역(502)을, 4×4
단위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7개의 영역(512)을 할당한다. 7개의 영역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u0, u1, u2, u3 등
위(upper) 영역으로의 업데이트를 위한 저장영역과 좌 영역의 정보로 사용된 l0, l1, l2 가 있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
다.

  먼저, 영상 복호기에서의 복호 제어부는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의 매크로블록(MB)의 슬라이스번호와 예상 슬라이스번호
를 비교하여 복호정보 저장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즉, 복호정보)가 유효한지를 판단한다(601). 여기서, 직접 슬라이
스 번호를 비교하지 않고, 복호 대상이 되는 현재의 매크로블록의 슬라이스 번호가 예상 슬라이스 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매크로블록의 유효성 식별 제어정보(Mb_available)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만약, 슬라이스 번호가 상이하여, 복호정보 저장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즉, 복호정보)가 유효하지 않으면, 복호 제
어부는 복호정보 저장영역 데이터 및 예상 매크로블록번호(next_mbx, next_mby)를 리셋(reset)하고, 예상 슬라이스번호
를 업데이트한다(603).

  만약, 슬라이스 번호가 동일하여, 복호정보 저장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즉, 복호정보)가 유효하면, 복호 제어부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의 번호(mbx, mby)와 예상 매크로블록(MB)의 번호(next_mbx, next_mby)를 비교하여, 저장영역
데이터 및 예상 매크로블록의 번호(next_mbx, next_mby)를 업데이트한다(60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8에서 하기
로 한다.

  이후, 복호 제어부가 복호기들로부터 현재 매크로블록(MB)에 대한 복호정보를 받으면(604), 복호 제어부는 좌 저장영역
에 있는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위 저장영역 중에서 현재 매크로블록과 동일한 행(row)의 바로 전 열(column)의 매크로블
록(mbx-1, mby)에 대한 복호정보를 업데이트하고(605), 현재 매크로블록(MB)에 대한 복호정보를 좌 저장영역에 저장한
다(606). 그리고 나서, 예상 매크로블록의 번호(next_mbx, next_mby)를 업데이트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7에
서 하기로 한다.

  요컨대, "60"은 H.264 복호기에 의하여 복호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전처리 과정(도 8 참조), "61"은 복호가 된 후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저장하는 과정(도 7 참조)을 나타내는데, 모든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복호가 될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로서, "700"은 복호 대상이 되는 매크로블록과 복호
과정에 참조되는 주변 매크로블록, "710"은 매크로블록의 유효성 식별 제어정보(Mb_available), "720"과 "730"은 복호정
보 저장영역을 나타낸다.

  먼저, 복호정보 저장/업데이트 방법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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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호정보 저장/업데이트 방법은 위(upper)영역 업데이트 단계, 좌(left)영역 업데이트 단계, 복호정보 저장영역 접근을
위한 제어정보 업데이트 단계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복호 제어부(101)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의 복호정보 결과를 복호정보 저장영역으로 저장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동작 과정은 현재 매크로블록(MB) 정보를 좌(left) 영역으로 업데이트하고. 좌(left) 영역의 값은 후에 위
(upper) 영역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즉, 현재 매크로블록(MB)의 복호정보값은 다음 매크로블록(MB)이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 바로 다음의 매크로블록
(MB)일 경우 좌(left)영역 정보로 이용되고, 또한 결국 현재 매크로블록(MB)의 행(row)에 해당하는 모든 매크로블록
(MB)이 복호된 후 다음 행(row)에서는 현재 복호정보가 위(upper) 정보로 이용되기 때문에, 현재 매크로블록(MB) 정보
→ 좌(left) 영역 → 위(upper) 영역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다.

  한편, 복호정보 저장영역 접근을 위한 제어정보 업데이트 단계는 현재 정보 저장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매크로블록(MB)
이 공통적으로 속한 슬라이스 번호를 저장하고, 또 위(upper) 영역 메모리 중 현재 복호된 매크로블록(MB) 번호에 "1"을
더하여 다음 매크로블록(MB)에서 사용할 주소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도 7의 예상 슬라이스 번호(Prev_slice_nr), 예
상 매크로블록 번호(next_mbx, next_mby)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과정에서 이용된다.

  이하, 도 7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의 "700"에서의, "1", "2", "3"은 매크로블록의 슬라이스 번호를 나타내며, "710"에서의 "1"은 "700"에서 슬라이스 번
호가 "3"인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로서 해당 데이터가 유효함을 나타내고, "0"은 슬라이스 번호가 "3"이 아닌 매크로
로 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로서 해당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720"과 "730"에서의 x는 현재 매크로로 블록과
슬라이스 번호가 다름을 나타내고 u, c는 현재 매크로블록과 슬라이스번호가 같음을 나타낸다.

  현재 매크로블록(MB)은 그 번호가 mbx=5, mby=2로서 예상 번호 next_mbx=5, next_mby=2와 같으며, 그 위치는 도 7
에서 "701"영역이다.

  저장 방법은 먼저 좌(left) 영역의 데이터를 위(upper) 영역으로 옮겨 저장한다(721).

  도 7에서 info16×16_up, info16×16_left는 16×16 단위로 존재하는 복호정보 저장영역(720)을 나타내며,
info4×4_up, info4×4_left는 4×4 단위로 존재하는 복호정보 저장영역(730)을 나타낸다.

  매크로블록의 유효성 식별 제어정보(Mb_available)는 좀 더 편리하게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 덧붙여 사용할 수 있
는 요소로서, 정보 영역의 해당 주소가 해당 슬라이스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주는 것인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 전
체에 기록된 슬라이스 번호를 통해 비교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다.

  좌(left) 영역의 데이터를 위(upper) 영역으로 저장하는 단계(721, 731)가 끝나면, 현재 매크로블록(MB)(701)의 정보값
을 좌(left) 영역으로 저장한다(722, 732).

  좌(left) 영역으로 옮기는 과정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u0, u1, u2, u3, l0, l1, l2 위치에 해당하는 복호정보를
info4×4_left로 옮겨주면 된다(732).

  저장영역 제어정보 업데이트는 현재 매크로블록(MB) 번호 바로 다음의 매크로블록(MB) 번호로 next_mbx, next_mby
를 설정한다. 즉,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예에서는 next_mbx 값을 "5"에서 "6"으로 변경한다(여기서는 next_mby는 변
하지 않는 예임). 예상 슬라이스 번호(Prev_slice_nr)는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으
로서, 이는 현재 복호되고 있는 슬라이스 번호를 나타내는데, 도 7의 경우 "3"이 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로서, "800"는 각 매크로블록의 해당 슬
라이스번호, "810"은 복호 대상이 되는 매크로블록과 복호과정에 참조되는 주변 매크로블록, "820"은 매크로블록의 유효
성 식별 제어정보(Mb_available), "830" 및 "840"은 복호정보 저장영역을 나타낸다.

  복호 제어부(101)가 수행하는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는, 복호 대상으로서 새로운 슬라이스 번호에 속하는 매크로블
록(MB)이 들어오면, 이전(以前)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모든 매크로블록(MB)이 복호되어 더이상 저장영역 상의 모든 데이
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저장영역 데이터를 모두 리셋(reset)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next_mbx와
next_mby도 리셋(reset)하고, 예상 슬라이스 번호는 업데이트하게 된다.

  하지만, 복호 대상으로서 동일한 슬라이스 번호 내에 있는 새로운 매크로블록(MB)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매크
로블록의 MB 번호와 next_mbx, next_mby에 기록된 매크로블록(MB) 번호(즉, 예상 MB 번호)를 비교한다.

  비교 결과, 만약 새로운 매크로블록(MB) 번호와 예상 MB 번호(next_mbx, next_mby)가 같으면,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
처리 과정을 끝내고 H.264 복호기의 복호 과정이 실행되게 한다.

  비교 결과, 만약 새로운 매크로블록(MB) 번호(mbx, mby)가 예상 MB 번호(next_mbx, next_mby)보다 작으면, 한 슬라
이스 내의 매크로블록(MB) 복호 순서는 래스터 스캔(raster scan)을 따른다는 제한에 위반되므로 에러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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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결과, 만약 새로운 매크로블록의 mby가 next_mby + 1 보다 더 클 경우(즉, 매크로블록의 mby가 next_mby + 2이
상일 경우로서, mbx가 next_mbx와 동일한지여부는 불문)에는, 위(upper) 영역에 기록된 내용이 새로운 매크로블록(MB)
의 위(upper) 영역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upper) 영역이 되어, 위(upper) 영역 참조에 쓰일 수 없으므로, 새로운 MB의 복
호를 위해 쓰일 참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 모든 복호정보 저장영역을 리셋하고, 해당 슬라이스 번
호에 대하여 복호과정을 반복한다.

  비교 결과, 만약 새로운 매크로블록의 mby는 next_mby와 같고, mbx가 next_mbx보다 큰 경우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도 8에서 복호하고자 하는 새로운 매크로블록(812)의 위치는 mbx=8, mby=2이고, 제어정보
로서의 예정된 매크로블록(811)의 위치는 next_mbx=6, next_mby=2이다. 이 경우, 좌(left) 영역의 데이터를 위(upper)
영역으로 옮기고(831), info16×16_up [next_mbx ~ (mbx-2)] 영역(832)은 다른 슬라이스의 정보이므로 정보를 저장할
필요는 없다. 이를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제어정보로서 매크로블록의 참조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매크로블록의 유효성 식
별 제어정보(mb_available)를 사용하는데, [next_mbx ~ (mbx-2)]영역에 대한 mb_available_up를 나타내는
mb_available_up [next_mbx ~ (mbx-2)] 영역(821)에 '0'을 설정한다. 여기서, mb_available에는 위(upper) 영역 매크
로블록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mb_available_up와 좌(left) 영역 매크로블록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mb_available_left 가 있
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매크로블록(MB)(812)의 좌(left) 영역 데이터 역시 다른 슬라이스 내의 정보이므로
mb_available_left을 '0'으로 설정하고, info16×16_left은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이므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에
next_mbx = mbx, next_mby = mby로 설정하여, 후에 복호정보 저장/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 결과, 만약 mby가 next_mby + 1과 같을 경우는, 바로 전에 복호된 매크로블록(MB) 이후에는 동일한 행(row) 상
에는 동일한 슬라이스 번호를 갖는 매크로블록(MB)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mb_available_up
[next_mbx ~ (pic_width-1)/16]의 영역을 '0'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pic_width-1)/16 은 위(upper) 저장영역의 마지
막 주소를 나타낸다.

  가장 바로 전에 복호된 MB 정보는 좌(left) 영역에 있으므로 이를 위(upper) 영역으로 저장하고 mb_available_up
[next_mbx-1]을 '1'로 설정한다. 또한, 새로운 MB 전까지는, 즉 위(upper) 영역 중 mb_available_up [0 ~ mbx-2]까지
는, 동일한 슬라이스에 속하는 매크로블록(MB)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이 영역을 '0'으로 설정하고, 또 좌(left) 영역
mb_avaiable_left도 '0'으로 설정한다. 마직막으로 next_mbx, next_mby를 현재 mbx, mby로 설정하고 H.264 MB 단위
복호기의 복호부가 복호 저장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종료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
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위(upper)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저장
영역과 좌측(left)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에 대한 저장영역만을 이용함으로써, 복호정보의 저장영역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복호기 구현시 자원(Resource)을 상당히 절약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화면 크기가 커짐에 따라 화면 전체 영역에 대하여 복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화면의 가로 방
향 뿐만 아니라 화면의 세로 방향에 대해서도 이에 대응하여 메모리 할당 크기를 증가시켜야 하는 기존의 복호정보 저장
방법과 달리, 화면의 가로 크기에만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자원 절약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효과를 흔히 사용되는 영상 포맷인 CIF(Common Intermediate Format)(352×288 픽셀)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4 단위로 정보의 기록이 필요한 복호정보는 화면 전체에 대한 복호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352/4)×(288/4) =
88×72개, 즉 6336개의 저장영역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복호기와 달리, 본 발명에서는 복호정보의 특성상 최소 4×4 블록
마다 복호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위(upper) 영역을 위해서는 (화면 가로 방향 4×4 block 수)만큼의 저장영역이 필요
하고, 좌(left) 성분을 위해서는 {(좌 MB의 세로 방향 4×4 block 수, 즉 4) + (좌 MB의 가로 방향 4×4 block 수 - 1, 즉
3)}의 저장영역 만을 필요로 함으로써, 즉 95개(88 + 7개)의 저장영역만을 필요로 함으로써, 자원(resource) 절약의 효과
가 매우 크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캔(raster scan)상에
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하는 영
상 복호기에서의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5-0066951

- 8 -



  상기 영상 복호기의 복호 대상이 되는 현재의 매크로블록(MB)에 대하여 해당 슬라이스 번호와 매크로블록(MB) 위치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터값의 유효성에 따라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저장영역 전처리 단계;
및

  상기 영상 복호기에 의하여 현재의 매크로블록(mbx, mby)이 복호되면,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 중에서 좌(left) 저장영
역의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위(upper) 저장영역을 업데이트하고, 상기 복호된 현재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상기
좌(left)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복호정보 저장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영역 전처리 단계는,

  상기 복호 대상이 되는 현재의 매크로블록의 슬라이스번호가 예상 슬라이스번호(Prev_slice_nr)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슬라이스번호 확인 단계;

  상기 슬라이스번호 확인 결과, 슬라이스 번호가 상이하면 저장영역의 데이터와 예상 매크로블록 번호(next_mbx,
next_mby)(이하, 예상 MB번호라 한다)를 리셋(reset)하고 예상 슬라이스 번호를 업데이트하며, 슬라이스 번호가 동일하
면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의 MB 번호(mbx, mby)와 예상 MB 번호(next_mbx, next_mby)를 비교하는 MB번호 비교 단계;

  상기 MB번호 비교 결과,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 번호(mbx, mby)와 예상 MB 번호(next_mbx, next_mby)가 같으면,
상기 영상 복호기가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하여 복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호정보 저장영역 전처리 과정을 종료하는
단계;

  상기 MB번호 비교 결과,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MB) 번호(mbx, mby)가 예상 MB번호(next_mbx, next_mby)보다 작
으면 에러임을 출력하고,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의 mby가 "next_mby + 1"보다 더 크면 정보저장영역을 리셋하는 단계;

  상기 MB번호 비교 결과, 만약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의 mby가 next_mby와 같고 mbx가 next_mbx보다 크면, 상기 좌
(left) 영역의 데이터로 위(upper) 영역을 업데이트하고, 위영역 중 next_mbx부터 (mbx-2)까지의 영역은 정보를 저장하
지 않으며,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MB)의 좌(left) 영역은 업데이트하지 않으며, 예상 MB 번호(next_mbx, next_mby)를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의 번호(mbx, mby)로 재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MB번호 비교 결과, 만약 현재 매크로블록의 mby가 next_mby + 1과 같을 경우는, 좌영역에 있는 바로 전에 복호
된 매크로블록의 복호정보로 위(upper) 영역을 업데이트하고, 위(upper) 영역 중 [0 ~ mbx-2]까지의 영역과 좌(left) 영
역은 업데이트하지 않으며, 예상 MB번호(next_mbx, next_mby)를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의 번호(mbx, mby)로 재설정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스번호 비교 단계에서의 슬라이스번호 비교 과정은,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의 슬라이스 번호가 예상 슬라이스 번호와 동일한지여부를 나타내는 매크로블록의 유효성 식별
제어정보(Mb_available)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정보 저장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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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영상 복호기에 의하여 현재의 매크로블록(mbx, mby)이 복호되면,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 중에서 좌(left) 저장영
역에 있는 복호정보를 이용하여 위(upper) 저장영역 중에서 상기 복호된 현재 매크로블록과 동일한 행(row)의 바로 전 열
(column)의 매크로블록(mbx-1, mby)에 대한 복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위영역 업데이트 단계;

  상기 복호된 현재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상기 좌(left)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좌영역 업데이트 단계; 및

  예상 MB번호(next_mbx, next_mby)를 업데이트하는 제어정보 업데이트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은,

  복호 대상이 되는 현재의 매크로블록을 기준으로 복호과정에서 위(upper) 영역으로 참조될 복호정보와 좌(left) 영역으
로 참조될 복호정보를 분리 저장하기 위하여, 저장영역이 위 저장영역과 좌 저장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은,

  16×16 단위로 존재하는 복호정보에 대해서는, 위(upper) 저장영역으로는 {(영상프레임 폭(pic_width) - 1)/16 + 1}개,
좌(left) 저장영역으로는 1개의 영역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
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은,

  4×4 단위로 존재하는 복호정보에 대해서는, 위(upper) 영역으로는 {영상프레임 폭(pic_width)/16 + 1}개, 좌(left) 영
역으로는 7개의 영역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로블록 복호정보 저
장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upper) 저장영역은,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을 기준으로 동일한 행(row)에서 좌측 열에 있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와 바로 전 행(row)
에서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과 동일한 열을 포함하여 우측 열에 있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상기 좌(left) 저장영역은,

  상기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기에서의 영상 복호를 위한 매크
로블록 복호정보 저장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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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서를 구비한, 복호하고자 하는 현재 매크로블록(MB)을 기준으로 이미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들 중에서 래스터 스
캔(raster scan)상에서의 위(upper)쪽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과 좌(left)측에 위치하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이
용하여 복호하는 영상 복호 시스템에,

  복호 대상이 되는 현재의 매크로블록(MB)에 대하여 해당 슬라이스 번호와 매크로블록(MB) 위치에 따른 복호정보 저장
영역의 데이터값의 유효성에 따라 복호정보 저장영역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저장영역 전처리 기능; 및

  상기 현재의 매크로블록(mbx, mby)이 복호되면, 상기 복호정보 저장영역 중에서 좌(left) 저장영역의 복호정보를 이용하
여 위(upper) 저장영역을 업데이트하고, 상기 복호된 현재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복호정보를 상기 좌(left) 저장영역에 저
장하는 복호정보 저장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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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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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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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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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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