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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와 그 장치

요약

영상의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하여 적응적으로 동영상의 부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방법 및 그 장

치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입력 영상의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하여, 가상적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달리함으로써, 

고효율로 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a)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소정의 구간의 시간적 복잡

도를 계산하는 단계와; (b) 상기 계산된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

트를 결정하는 단계와; (c) 상기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기초하여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

임 레이트를 가상적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동영상 부호화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종래의 트랜스 코딩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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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적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적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트랜스 코딩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트랜스 코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영상 부호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입력 영상의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하여 적응적으로 동

영상의 부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DVR(digital video recorder)이나 PVR(personal video recorder)이 대중화되면서, 영상 압축에 대한 연구 개

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DVR이나 PVR에서는 입력 영상의 특성, 즉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함이 없이 영상을 고

정된 해상도로만 압축하기 때문에, 압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1은 종래의 동영상 인코더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먼저,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는 8×8 화소의 블록으로 분해된다.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부(110)는 공간적

상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8 ×8 화소 블록 단위로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에 대해 DCT 연산을 수행한다. 양자화부(Qua

ntization: Q)(120)는 DCT부(120)에서 얻어진 DCT 계수에 대해 양자화를 수행하여, 몇 개의 대표 값으로 표현함으

로써, 고효율 손실 압축을 수행한다. 가변 길이 부호화부(variable length coding: VLC)(130)는 양자화 처리된 DCT 

변환 계수들에 대해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하고, 엔트로피 부호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출력한다.

역양자화부(Inverse Quantization: IQ)(140)는 양자화부(120)에서 양자화된 영상 데이터를 역양자화한다. 역DCT부

(150)는 역양자화부(140)에서 역양자화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IDCT 변환을 수행한다. 프레임 메모리부(160)는 IDC

T부(150)에서 IDCT 변환된된 영상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저장한다. 움직임 추정부(Motion Estimation: ME)(170

)는 입력되는 현재 프레임의 영상 데이터와 프레임 메모리부(160)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의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적 상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부호화 장치는 미국 특허 공보 제6,122,321호에 개시되어 있다.

종래의 DVR이나 PVR에서는 데이터 압축을 위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MPEG-2 부호기를 사용하였다. 입력되는

데이터가 압축되지 않은 데이터이면, MPEG-2 부호기를 통해 압축하여, HDD나 DVD와 같은 저장 매체에 비트 스트

림을 저장하였다. 입력 영상 데이터가 압축된 비트 스트림인 경우에는, 도 2에 도시된 동영상 트랜스 코더를 이용하여

원하는 조건의 MPEG-2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 MPEG-2 동영상 복호화를 수행한 후, 소정의 스케일 및 포맷 변환 후

MPEG-2 동영상 부호화하였다.

도 2는 종래의 동영상 트랜스 코더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입력 데이터가 압축된 비트 스트림의 형태인 경우, 가변 길이 복호화부(222), 역양자화부(224), IDCT부(Inverse Dis

crete Cosine Transform: IDCT)(226), 프레임 메모리(228), 및 움직임 보상부(Motion Compensation: MC)(230)로

이루어진 동영상 디코더(220)에 의해, 입력 데이터를 복호하고, 원하는 조건의 MPEG-2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 도 1

에 도시된 동영상 인코더와 동일한 MPEG-2 인코더를 이용하여 주어진 해상도로 동영상을 인코딩한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트랜스 코딩(transcoding) 이라고 하며, 트랜스 코딩시 스케일 및 포맷 변환부(240)를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 동

영상 디코더(220)에 의해 복호화된 영상의 스케일을 줄인다든지(down-scaling) 또는 스캔 포맷을 변환한 후, MPEG

-2 인코더(260)를 사용하여, 주어진 해상도로 MPEG-2 인코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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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종래 기술에서는 MPEG-2 부호화시 항상 동일한 해상도로 인코딩을 수행한다. 따라서, 입력되는 동영상

의 특성에 따라 시간적 복잡도가 작거나 큰 경우, 즉 입력되는 동영상이 시간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30Hz

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인코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입력 동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적으로 동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

하여, 부호화 및 복호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에 따른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소정의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하는 단계와; (b) 상기 계산된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임계값을 비교

하여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는 단계와; (c) 상기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기초하여 입력되는 영

상 데이터의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상적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부호화 방법에 의해 달성된

다.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에 따른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영상 데이

터의 소정의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와; 상기 계산된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와; 상기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기초하여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상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프레임 

레이트 변환부를 포함하는 부호화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최근 DVR 이나 PVR에서는 영상 압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다.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압축의 핵심은 주어

진 영상을 얼마나 고효율로 압축하느냐 이다. 기존의 DVR이나 PVR에서는 영상을 정해진 해상도로만 압축하여 저장

한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이, 영상을 정해진 해상도로만 압축하여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입력 동영상의 특성에 따라 시간적 복잡도가 작은 경우 및 큰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정의 단위, 예를 들어 GOP 단위로 입력 영상의 시간적 복잡도에 따라, 시 간적 해상도를 달리하여 부호

화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고효율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간적 복잡도가 작은 GOP, 즉 움직임이 거의 없는 GOP에 대해서는 프레임 레이트를 떨어뜨려 부호화 및 복호화 효

율을 높임과 동시에, 인코더 및 디코더의 복잡도를 줄인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장치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동영상 부호화 장치는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320),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 결정부(340), 및 인코

더부(360)로 이루어진다.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320)는 입력 영상의 움직임 벡터 정보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소정 구간별, 예를 들어 GOP 단

위별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하여, 계산된 시간적 복잡도 정보를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340)로 송부한다. 또한,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320)에서 계산된 움직임 벡터 정보는 인코더(360)로 전송되어, 입력 영상의 부호화시 사용된다. 시간

적 복잡도 계산부(320)에서 수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도 4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3의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320)의 내부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시간적 복잡

도 계산부(320)는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 계산부(322), 구간별 움직임 활성도 계산부(324), 및 문턱값 비교부(

326)를 포함한다.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 계산부(322)는 소정의 구간, 예를 들어 GOP 내의 모든 매크로 블록(macro block)에 

대해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이로부터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motion activity)를 계산한다.

구간별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324)는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 계산부(322)에서 계산된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로부터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MV)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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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1, MV2) 인 경우,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활성도는 MV1 2 + MV2 2 로 정의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해당 구

간의 시간적 복잡도는 해당 구간의 매크로 블록들의 움직임 활성도들 중 최대 움직임 활성도로 결정한다. 하지만, 선

택적으로 해당 구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활성도의 평균값을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문턱값 비교부(326)는 구간별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324)에서 계산된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문턱값을

비교하여, 비교 결과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340)로 전송한다. 상기 문턱값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프레임 레이트 조

절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턱값들은 실험을 통해 적합한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문턱값을 두어 시간적 복잡도와 비교 후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해당 구간

의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문턱값을 비교한 비교 결과는 인덱스 정보로 나타낸다. 예를 들 어,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

잡도가 제1 문턱값 TH1 보다 작은 경우, 인덱스는 0이다. 또한,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가 제1 문턱값 TH1 보다 

크고, 제2 문턱값 TH2 보다 작은 경우, 인덱스는 1이다. 또한,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가 제2 문턱값 TH2 보다 큰

경우, 인덱스는 2이다.

도 5는 도 3의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340)의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의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에서는 입력되는 인덱스가 2이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상 프레임 율을 원래의 프

레임율, 예를 들어 30 Hz로 한다. 또한, 입력되는 인덱스가 1이면, 가상 프레임 율은 원래 프레임 율의 1/2, 예를 들어

15 Hz이다. 또한, 입력되는 인덱스가 2이면, 가상 프레임 율은 원래 프레임 율의 1/3, 예를 들어 10 Hz이다.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변화(motion jerkiness)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임 활성도가 거의 0에 가까운 경우

에만 해당 구간, 예를 들어 GOP의 프레임 레이트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340)에서 구간별 가상 프레임 율이 결정되면, 인코더(360)에서는 결정된 구간별 가상 프레임 

율에 따라,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상적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하기 위해 프레임들의 서브-샘플링(sub-sampl

ing)을 수행한다. 도 (6a)는 인덱스가 2인 경우의 서브-샘플링, 도 (6b)는 인덱스가 1인 경우의 서브-샘플링, 도 (6c)

는 인덱스가 0인 경우의 서브-샘플링을 도시한다. 여기에서, 회색 프레임들은 실제로 부호화하는 프레임들이고, 흰색

프레임들은 가상적으로 생략되는 프레임들이다.

예를 들어, I P P P P . . . . 구조로 MPEG-2 부호화를 수행하는 경우, 흰색 프레임들에 속한 각 슬라이스의 첫 번째와

마지막 매크로블록들을 제외한 모든 매크로블록들을 스킵된 매크로블록(skipped macroblock) 타입으로 부호화한다.

MPEG-2 표준의 경우, 각 슬라이스의 첫 번째와 마지막 매크로블록들은 skipped MB이 될 수 없기 때문에, skipped 

MB으로 설정하진 않지만, 부호화 불필요 및 비 MC, 즉 not coded 및 no MC 모드로 설정하여 사실상 스킵된 MB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 예에서는, 매크로블록 레이어의 부호화 데이터에 포함되는 M

BAI(MacroBlock Address Increment) 데이터 필드의 부호를 이용하여 스킵된 매크로블록들을 부호화한다.

도 7은 MBAI 데이터 필드에 포함되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적 프레임 스킵 방법에 사용되는 가변장 부호(variable le

ngth code: VLC)의 예를 도시한다. 여기에서, 도 7에 도시된 된 가변장 부호는 보낼 정보가 없는 MB을 스킵하기 위

한 부호이다.

도 7에 도시된 가변장 부호 값, 즉 macroblock_address_increment는 현재 매크로블록 주소인 macroblock_addres

s와 전 매크로블록의 주소인 previous_macroblock_address의 차이를 가변 길이 코드로 나타낸 것이다.

매크로블록 중 보내야 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스킵된 매크로블록(skipped macroblock)이라 하고, 보내야할 데이

터가 있는 경우를 스킵되지 않은 매크로블록(nonskipped macroblock)이라 한다. 현재 매크로블록이 스킵되지 않은 

매크로블록인 경우의 macroblock_address_increment는 아래 수학식 1에 의해 계산 된다.

수학식 1

macroblock_address_increment =

previous_macroblock_address - current_macroblock_address

여기에서, previous_macroblock_address는 바로 전의 스킵되지 않은 매크로블록의 어드레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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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I로 스킵되는 매크로블록 타입은 P 픽쳐에서는 단순 프레임간 예측을 의미하는, no MC, not coded 매크로블록 

타입이고, B 픽쳐에서는 하나전의 매크로블록과 비교하여, 예측 방향과 움직임 벡터가 모두 같은 부호화 불필요의 매

크로블록이다.

동작 예로서, 본 발명에 의한 MPEG-2 encoder에서는, 가상적으로 생략하고자하는 프레임에 속한 각 슬라이스의 첫

번째와 마지막 매크로블록들을 제외한 나머지 매크로블록들은 강제로 스킵된 매크로블록 타입으로 처리한다. 첫 번

째와 마지막 매크로블록들은 무조건 not coded이며, no MC 모드로 설정하여, 사실상 스??된 매크로블록과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상적으로 생략하고자하는 프레임에 속한 각 슬라이스의 첫 번째 매크로블록은 

not coded이며, no MC 모드를 갖도록 부호화하며 그 MBAI는 1이며, 도 7에 따른 VLC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바로 

마지막 매크로블록이 not coded이며, no MC의 모드 정보가 부호화되며, 이어서 그 MBAI가 해당 슬라이스의 스킵된

매크로블록 수 + 1으로 설정되어도 7에 따라 부호화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가상적 프레임 스킵을 MPEG 부호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지만, 선택적으로 다른 방식의 부

호화 데이터에 본 발명에 따른 가상적 프레임 스키핑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단계 810에서는 입력 영상의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벡터 정보를 계산하고, 계산된 움직임 벡터 정보에 기초해서 매크

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를 계산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MV)가 (MV1, MV2) 인 

경우, 해당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활성도는 MV1 2 + MV2 2 로 정의된다.

단계 820에서는 계산된 움직임 활성도에 기초하여, 소정의 구간, 예를 들어 GOP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한다. 본 실

시예에서는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는 해당 구간의 매크로 블록들의 움직임 활성도 들 중 최대 움직임 활성도로 

결정한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해당 구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활성도의 평균값을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계 830에서는 계산된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문턱값을 비교하여,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한다.

단계 840에서는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기초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을 가상

적으로 스키핑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트랜스 코딩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적응적 동영상 트랜스 코딩 장치는 가변 길이 복호화부(922), 역양자화부(924), IDCT부(926), 프레

임 메모리(928), 및 움직임 보상부(930)로 이루어진 동영상 디코더(920),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940),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960), 및 인코더부(980)로 이루어진다.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가 압축 스트림인 경우에는,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940)는 압축 스트림을 복호화 단계에서 얻어

지는 움직임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단위, 예를 들어 GOP 단위로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940)는 가변 길이 복호화부(922)로부

터 출력되는 움직인 벡터(MV)를 입력 받아 이로부터 각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활성도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소정 구

간에서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한다.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960) 및 인코더(980)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도 3의 대응 

기능부와 동일하므로, 설명의 간단을 위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적 복잡도를 고려한 적응적 동영상 트랜스 코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

도이다.

단계 1010에서는 입력되는 부호화된 영상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단계 1020에서는 단계 1010에서의 복호화 단계에서 얻어진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의 매크로블록 별 움

직임 벡터 정보를 계산하고, 계산된 움직임 벡터 정보에 기초해서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를 계산한다.

단계 1030에서는 계산된 움직임 활성도에 기초하여, 소정의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해

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는 해당 구간의 매크로 블록들의 움직임 활성도 들 중 최대 움직임 활성도로 결정한다. 하지

만, 선택적으로 해당 구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활성도의 평균값을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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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40에서는 계산된 해당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문턱값을 비교하여,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한다.

단계 1050에서는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기초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을 가

상적으로 스키핑한다.

MPEG-2 스트림에서는 시퀀스 헤더(sequence header) 다음에 GOP 헤더가 오는데, 원래 시퀀스 헤더는 전체 시퀀

스에 대해 맨 앞에 한번 놓이고, GOP 헤더는 GOP 마다 오게 된다. 그리고, 영상 크기 정보는 시퀀스 헤더에만 존재한

다.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 MPEG-2 스트림을 전송할 때는 GOP 단위로 시퀀스 헤더를 보낸다. 따라서, 부호화시 GO

P 단위로 시퀀스 헤더를 넣어 스트림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없이 복호화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

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

함한 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

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

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소정 구간 단위로 영상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적 복잡도

가 낮은 구간은 가상적으로 원래 프레임 레이트보다 낮게 부호화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복잡도가 높은 구간은 원래

프레임 레이트대로 부호화하도록 함으로써, 인코더 및 디코더의 복잡도를 줄이면서도, 데이터 압축율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저장 매체에 동영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간적 복잡도에 따른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소정의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하는 단계와;

(b) 상기 계산된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는 단계와;

(c) 상기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기초하여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상기 소 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상적으

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상적으로 변환하는 단계는 (c1) 상기 (b) 단계에서 결정

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소정의 프레임의 매크로블록(Macroblock: MB) 타입을 부호화 불필요(Not Coded) MB 타

입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1) 소정의 프레임의 매크로블록 타입을 부호화 불필요로 설정하는 단계는, MPEG 부호

화 데이터의 MBAI(Macroblock Address Increment)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복잡도는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활성도는 상기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크기로부터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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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활성도는 상기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가 MV1 및 MV2인 경우, MV1 2 +MV2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구간은 입력 영상 데이터의 GOP 단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구간은 입력 영상 데이터의 시퀀스 단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가 압축된 영상 데이터인 경우, (a1) 상기 압축된 영상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복호화 단계에서 얻어지는 움직임 벡터를 이용해서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복잡도는 구간 내 각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활성도의 값들 중 최대 움직임 활성도를 상기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복잡도는 구간 내 각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활성도의 값들의 평균 움직임 활성도를 상기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12.
시간적 복잡도에 따른 적응적 동영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소정의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와;

상기 계산된 시간적 복잡도와 선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와;

상기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기초하여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상기 소정의 구간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상적으로 변

환하기 위한 프레임 레이트 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적 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레이트 변환부는 상기 프레임 레이트 결정부에서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소정의

프레임의 매크로블록 타입을 부호화 불필요(Not Coded) 매크로블록 타입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레이트 변환부는 MPEG 부호화 데이터의 MBAI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여 가상적 프레

임 변환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복잡도는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매크로블록 별 움직임 활성도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활성도는 상기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크기로부터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활성도는 상기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가 MV1 및 MV2 인 경우, MV1 2 +MV2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구간은 입력 영상 데이터의 GOP 단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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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구간은 입력 영상 데이터의 시퀀스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가 압축된 영상 데이터인 경우, 상기 압축된 영상 데이터를 복호화 하기 

위한 복호화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는 상기 복호화부에서 얻어지는 움직임 벡터를 이용해서 시

간적 복잡도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2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는 구간 내 각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활성도의 값들 중 최대 움직임 활성

도를 상기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22.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복잡도 계산부는 구간 내 각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활성도의 값들의 평균 움직임 활성

도를 상기 구간의 시간적 복잡도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화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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