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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Abstract: The present disclosure pertains to a method and a device for filtering a reference sample in intra-prediction, which
can: receive an encoded bitstream; acquire information on an intra-prediction mode of a current block from the bitstream; determine
a filter on the basis of a signal component of the current block, the width and height of the current block, and a value of at least one
reference sample among reference samples adjacent to the current block; generate filtered reference samples by applying the filter to
the reference samples; and generate a prediction sample with respect to the current block on the basis of the filtered reference samples
and the intra-prediction mode.

(57) 요약서 ：본 개시는 인트라 예측에서 참조 샘플을 필터링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부호화된 비트스트림
을 수신하고,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고,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 및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증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
를 결정하고, 참조 샘플들에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고,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현재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ᅳ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인트라 예측에서 참조 샘플을 필터링하는 방법 및

장치
기술분야

[1] 본 명세서는 영상 부호화, 영상 복호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트라 예측에서 참조 샘플을 필터링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영상 데이터는 소정의 데이터 압축 표준, 예를 들면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표준에 따른 코텍에 의하여 부호화된 후 비트스트림의 형태로
기록매체에 저장되거나 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3] 고해상도 또는 고화질 영상 컨텐트를 재생,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 어의 개발 및
보급에 따라, 고해상도 또는 고화질 영상 컨텐트를 효과적으로 부호화 또는
복호화 하는 코텍(codec) 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부호화된 영상 컨텐트는
복호화됨 으로써 재생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해상도 또는 고화질 영상
컨텐트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방법들이 실시되고 있다.

[4] 영상을 압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단위가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단위들 간에 포함관계 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압축에 이용되는
데이터 단위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 의해 데이터 단위가 분할될
수 있으며 영상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데이터 단위가 결정됨으로써 영상의
부호화 또는 복호화가 수행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5]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인트라 예측에서 참조 샘플을 필터링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들로 한정되지 않으며 , 이하의 실시예들로부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유추될 수 있다.

과제 해결 수단
[6]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은,

부호화된 비트스트 림을 수신하는 단계 ;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상기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는 단계 ; 상기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width) 및 높이(height), 및 상기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참조 샘플들에 상기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는

단계 ; 및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7]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현재 블록의 블록
형태는 비-정사각형 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8]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필터가 강한 필터 (strong filter) 인 경우 , 상기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양선형 필터링 (Bi-linear filtering) 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가 약한 필터 (weak filter) 인 경우 상기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평활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9]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가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0]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의 합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1]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 중 큰 값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2]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 중 작은 값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3]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소정의 값은 최대
부호화 단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값일 수 있다.

[14]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소정의 값은 변환
단위의 최대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값일 수 있다.

[15]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방법은 ,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및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에 기초하여 필터링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6]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는 , 부호화된 비트스트 림을 수신하는

수신부;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상기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width) 및

높이 (height), 및 상기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하고, 상기 참조 샘플들에 상기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고,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하는

복호화부를 포함한다.

[17]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 상기 현재 블록의 블록
형태는 비-정사각형 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18] 또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 상기 복호화 부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가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할 수 있다.
[19] 또한,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부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의 합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할 수 있다.

[20]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width) 및
높이(height), 및 상기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참조 샘플들에 상기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하는
단계 ;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21]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상술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22] 정사각형 또는 비-정사각형 과 같은 임의의 기하학적 형태의 블록에 대해서도

참조 샘플을 필터링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23]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100) 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이다.
[24]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200) 의 상세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25]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300) 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이다.
[26]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400) 의 상세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27]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라 인트라 예측에 이용되는 참조 샘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28] 도 6은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트라 예측에 이용되는 참조 샘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29] 도 7은 다양한 인트라 예측 모드를 도시한다.
[30]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31] 도 9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32] 도 10은 일 실시예에 따라 현재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어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33] 도 11은 일 실시예에 따라 비-정사각형의 형태인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어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34] 도 12는 일 실시예에 따라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 는 과정을 도시한다.
[35] 도 13은 일 실시예에 따라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방법을 도시한다.
[36] 도 14는 일 실시예에 따라 현재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어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이 결정되는 경우,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이 처리되는 순서를 도시한다.
[37] 도 15는 일실시예에 따라 소정의 순서로 부호화 단위가 처리될 수 없는 경우,

현재 부호화 단위가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38] 도 16은 일실시예에 따라 제1부호화 단위가 분할되어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39] 도 17은 일 실시예에 따라 제1부호화 단위가 분할되 어 결정된 비-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2 부호화 단위가
분할될 수 있는 형태가 제한되는 것을 도시한다.

[40] 도 18은 일 실시예에 따라 분할 형태 정보가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하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정사각형 형태의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41] 도 19는 일 실시예에 따라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들 간의 처리 순서가 부호화
단위의 분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도시한 것이다.

[42] 도 20은 일 실시예에 따라부호화 단위가 재귀적으로 분할되 어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경우,부호화 단위의 형태 및 크기가 변함에 따라
부호화 단위의 심도가 결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43] 도 2 1은 일실시예에 따라부호화 단위들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심도 및부호화 단위 구분을 위한 인텍스(part index, 이하 PID) 를 도시한다.

[44] 도 22는 일실시예에 따라픽쳐에 포함되는 복수개의 소정의 데이터 단위에
따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이 결정된 것을 도시한다.

[45] 도 23은 일 실시예에 따라픽쳐에 포함되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프로세싱 블록을 도시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46] 개시된 실시예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이다.

[47]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개시된 실시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48]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 는 용어는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인 용어들을 선택하였으나, 이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판례,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는 출원인이 임의로 선정한 용어도 있으며 , 이 경우 해당되는 발명의
설명 부분에서 상세히 그 의미를 기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사용되 는



용어는 단순한 용어의 명칭이 아닌,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본 발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정의되어야 한다.

[49] 본 명세서에서의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단수인 것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50]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 "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부" 라는

용어는 소프트웨 어, FPGA 또는 ASIC 과 같은 하드웨 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부" 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 만 "부" 는 소프트웨 어 또는 하드웨 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 "부" 는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 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 일 예로서 "부" 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 스들, 함수들, 속성들 , 프로시 저들 , 서브루 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 트들, 드라이 버들 , 펌웨어, 마 이크로 코드, 회로 ,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부" 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부" 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 인 구성요소들과 "부" 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51] 이하 , "영상 "은 비디오의 정지영상와 같은 정적 이미지이거나 동영상 , 즉

비디오 그 자체와 같은 동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52] 아 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도면에 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한다.

[53]

[54] 이하 도 1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및 영상

복호화 장치 , 영상 부호화 방법 및 영상 복호화 방법이 상술된다. 도 1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일 실시 예에 따라 인트라 예측에서 참조 샘플을 필터링하는

방법이 후술되고 , 도 10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의 데이터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후술된다.

[55] 도 1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100) 의 개략적인 블록도를

도시한다.

[56]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100) 는 부호화부 (110) 및 전송부 (120) 를

포함한다.

[57] 일 실시 예에 따라 부호화부 (110) 는 부호화 단위의 최대 크기에 따라, 현재

픽처의 영상 데이터를 최대 부호화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각각의 최대 부호화

단위는 분할 정보에 의해 분할되는 부호화 단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른 최대 부호화 단위에 포함된 공간 영역(spatial domain) 의 영상



데이터는 분할 정보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부호화 단위의 블록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비-정사 각형일 수 있으며, 임의의 기하학적 형태일 수
있으므로,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58] 부호화되 는 픽처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더 큰 단위로 영상을 부호화하면 더
높은 영상 압축률로 영상을 부호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호화 단위를 크게 하고,
그 크기를 고정시켜버리면, 계속해서 변하는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영상을 부호화할 수 없다.

[59] 예를 들어, 바다 또는 하늘에 대한 평탄한 영역을 부호화할 때에는 부호화
단위를 크게 할수록 압축률이 향상될 수 있으나, 사람들 또는 빌딩에 대한
복잡한 영역을 부호화 할 때에는 부호화 단위를 작게 할수록 압축률이 향상된다.

[60] 이를 위해 일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부 (110) 는 픽처 또는 슬라이 스마다 상이한
크기의 최대 부호화 단위를 설정하고, 최대 부호화 단위로부터 분할되 는 하나

이상의 부호화 단위의 분할 정보를 설정한다. 분할 정보에 따라 최대 부호화
단위에 포함된 부호화 단위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61] 하나 이상의 부호화 단위의 분할 정보는 R-D 코스트 (Rate-Distortion Cost)

계산에 기초해 결정될 수 있다. 분할 정보는 픽처 또는 슬라이 스마다 상이하게

결정되거나, 각각의 최대 부호화 단위마다 상이하게 결정될 수도 있다.
[62] 일 실시예에 따라, 최대 부호화 단위로부터 분할되는 부호화 단위의 분할

정보는 블록 형태 및 분할 형태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블록 형태 및 분할 형태로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도 10 내지 도 23을 통해
보다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63] 일 실시예에 따라, 최대 부호화 단위에 포함된 부호화 단위들은 상이한 크기의
처리 단위에 기초해 예측 또는 변환(예를 들어, 픽셀 도메인의 값들을 주파수
도메인의 값들로 변환)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 영상 부호화 장치 (100) 는 영상
부호화 를 위한 복수의 처리 단계들 을 다양한 크기 및 다양한 형태의 처리 단위에

기초해 수행할 수 있다.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를 위해서는 예측, 변환, 엔트로피
부호화 등의 처리 단계를 거치는데, 모든 단계에 걸쳐서 동일한 크기의 처리
단위가 이용될 수도 있으며, 단계별로 상이한 크기의 처리 단위를 이용할 수

있다.
[64] 일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단위의 예측 모드는 인트라 모드, 인터 모드 및 스킵

모드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으며, 특정 예측 모드는 특정 크기 또는 형태의
부호화 단위에 대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각각의 부호화
단위에 대해 예측을 수행하여 부호화 오차가 가장 작은 예측 모드가 선택될 수

있다.
[65] 영상 부호화 장치 (100) 는 더 이상 분할되 지 않는 부호화 단위를 기반으로 예측

부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하, 예측 부호화의 기반이 되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부호화 단위를 '예측 단위' 라고 지칭한다.

[66] 또한, 영상 부호화 장치 (100) 는 부호화 단위와 다른 크기의 처리 단위에 기초해



영상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 부호화 단위의 변환을 위해서 부호화 단위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의 데이터 단위를 기반으로 변환이 수행될 수 있다. 이하,
변환의 기초가 되는 처리 단위를 '변환 단위' 라 한다.

[67] 부호화에 이용되는 정보는, 분할 정보 뿐만 아니라 예측 관련 정보 및 변환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 부호화부 (110) 는 최소 부호화 오차를 발생시 킨 분할
정보, 부호화 단위별 예측 모드, 변환을 위한 변환 단위의 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8] 일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부 (110) 는 부호화 단위의 부호화 오차를 라그랑지

곱(Lagrangian Multiplier) 기반의 율-왜곡 최적화 기법(Rate-Distortion

Optimization) 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69] 일 실시예에 따라 전송부 (120) 는, 부호화부 (110) 에서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에 기초하여 부호화된 부호화 단위의 영상 데이터 및 부호화 단위별
부호화 모드에 관한 정보를 비트스트림 형태로 출력하여 복호화 장치로

전송한다.
[70] 부호화된 영상 데이터는 영상의 레지듀얼 데이터의 부호화 결과일 수 있다.
[71] 부호화 단위별 부호화 모드에 관한 정보는, 분할 정보, 블록 형태, 분할 형태,

부호화 단위별 예측 모드 정보, 변환 단위의 크기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72]

[73]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200) 의 상세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74] 도 2의 영상 부호화 장치 (200) 는 도 1 의 영상 부호화 장치 (100) 와 대웅하는

것일 수 있다.
[75]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200) 는, 블록 결정부 (210), 인터

예측부 (215), 인트라 예측부 (220), 복원 픽처 버퍼(225), 변환부 (230),

양자화부 (235), 역양자화부 (240), 역변환부 (245), 인루프 필터링부 (250) 및
엔트로피 부호화부 (255) 를 포함할 수 있다.

[76] 도 2에 나타난 각 구성부들은 영상 부호화 장치 (200) 에서 서로 다른 특징적인
기능들을 나타내기 위해 독립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각 구성부들이 분리된
하드웨 어나 하나의 소프트웨 어 구성단위로 이루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각

구성부는 설명의 편의상 각각의 구성부로 나열하여 포함한 것으로 각 구성부 중
적어도 두 개의 구성부가 합쳐져 하나의 구성부로 이루어지거나,하나의

구성부가 복수개 의 구성부로 나뉘어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각
구성부의 통합된 실시예 및 분리된 실시예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본
개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77]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결정부 (210) 는 입력 영상 (205) 을 구성하는 픽쳐를
적어도 하나의 처리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처리 단위는 예측
단위(Prediction Unit; PU) 일 수도 있고, 변환 단위(Transform Unit; TU) 일 수도
있으며 , 부호화 단위(Coding Unit; CU) 일 수도 있다. 블록 결정부 (210) 에서는
하나의 픽쳐에 대해 복수의 부호화 단위 , 예측 단위 및 변환 단위의 조합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기준(예를 들어, 비용 함수)으로 하나의 부호화 단위 , 예측 단위
및 변환 단위 조합을 선택하여 픽쳐를 부호화 할 수 있다.

[78] 예를 들어, 하나의 픽쳐는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될 수 있다. 픽쳐에서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트리 구조 (Tree Structure) 와 같은 재귀적인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크기 부호화 단위(largest coding unit) 를 루트로
하여 다른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 는 부호화 단위는 분할된 부호화 단위의
개수만큼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분할될 수 있다. 일정한 제한에 따라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부호화 단위는 리프 노드가 된다. 이 때,부호화 단위는 정사각형
또는 비-정사각형 일 수 있으며 , 임의의 기하학적 형태일 수 있다.

[79] 이하에서 , 부호화 단위는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위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위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

[80]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200) 는 예측 단위에 대해 인터 예측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인트라 예측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 예측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예컨대, 인트라 예측 모드, 모션 백터, 참조 픽쳐 등)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예측이 수행되는 처리 단위와 예측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처리 단위는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예측의 방법과 예측
모드 등은 예측 단위로 결정되고, 예측의 수행은 변환 단위로 수행될 수도 있다.
한편, 예측 방법 , 예측 모드 및 예측의 수행은 프로세싱 블록의 단위로 수행될
수도 있다. 프로세싱 블록에 대해서는 도 10 내지 23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81] 일 실시예에 따라, 생성된 예측 블록과 원본 블록 사이의 레지듀얼 값(레지듀얼
블록) 은 변환부 (230) 로 입력될 수 있다. 또한, 예측을 위해 사용한 예측 모드
정보, 모션 백터 정보 등은 레지듀얼 값과 함께 엔트로피 부호화부 (255) 에서
부호화되어 복호화 장치에 전달될 수 있다. 특정한 부호화 모드를 사용할 경우,

예측 블록을 생성하지 않고, 원본 블록을 그대로 부호화하여 복호화 장치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82]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 예측부 (215) 는 현재 픽쳐의 이전 픽쳐 또는 이후 픽쳐 중
적어도 하나의 픽쳐의 정보를 기초로 예측 단위를 예측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픽쳐 내의 부호화가 완료된 일부 영역의 정보를 기초로 예측
단위를 예측할 수도 있다.

[83] 인터 예측부 (215) 는 참조 픽쳐 보간부, 모션 예측부, 움직임 보상부를 포함할 수
있다. 참조 픽쳐 보간부 에서는 복원 픽쳐 버퍼(225) 로부터 참조 픽쳐 정보를
제공받고 참조 픽쳐에서 정수 화소 이하의 화소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휘도
화소의 경우, 1/4 화소 단위로 정수 화소 이하의 화소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필터
계수를 달리하는 DCT 기반의 8탭 보간 필터(DCT-based Interpolation Filter) 가
사용될 수 있다. 색차 신호의 경우 1/8 화소 단위로 정수 화소 이하의 화소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필터 계수를 달리하는 DCT 기반의 4탭 보간 필터(DCT-based

Interpolation Filter) 가 사용될 수 있다. 모션 예측부는 참조 픽쳐 보간부에 의해
보간된 참조 픽쳐를 기초로 모션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모션 백터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FBMA(Full search-based Block Matching Algorithm), TSS(Three

Step Search), NTS(New Three-Step Search Algorithm)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모션 백터는 보간된 화소를 기초로 1/2 또는 1/4 화소 단위의 모션 백터값을

가질 수 있다. 모션 예측부에서 는 모션 예측 방법을 다르게 하여 현재 예측
단위를 예측할 수 있다. 모션 예측 방법으로 스킴 ) 방법 , 머지 (Merge) 방법 ,
AMVP(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방법 , 인트라 블록 카피(Intra Block

Copy)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84] 일 실시예에 따른 인트라 예측부 (220) 는 현재 픽쳐 내의 화소 정보인 현재 블록

주변의 참조 픽셀 정보를 기초로 예측 단위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예측 단위의

주변 블록이 인터 예측을 수행한 블록이 어서 , 참조 픽셀이 인터 예측을 수행한
픽셀일 경우, 인터 예측을 수행한 블록에 포함되 는 참조 픽셀을 주변의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 블록의 참조 픽셀 정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참조
픽셀이 가용하지 않는 경우, 가용하지 않은 참조 픽셀 정보를 가용한 참조 픽셀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픽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5] 인트라 예측에서 예측 모드는 참조 픽셀 정보를 예측 방향에 따라 사용하는

방향성 예측 모드와 예측을 수행시 방향성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비방향성
모드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방향성 예측 모드의 개수는 HEVC 표준에 정의된

33개와 같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 휘도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모드와 색차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모드가 상이할 수 있고, 색차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휘도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 또는 예측된 휘도 신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86] 인트라 예측 방법은 예측 모드에 따라 참조 샘플에 스무딩 (Smoothing) 필터를
적용한 후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참조 샘플에 적용되는 필터의 종류는
상이할 수 있다. 참조 샘플에 적용되는 필터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한 필터(strong filter) 의 경우,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양선형
필터링(Bi-linear filtering) 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한 필터(weak filter) 의
경우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평활 필터링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활 필터링은 수평 및 수직 방향의 [1,2,1]/4 필터를 적용하는
필터링을 포함할 수 있다.

[87] 인트라 예측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예측 단위의 인트라 예측 모드는 현재
예측 단위의 주변에 존재하는 예측 단위의 인트라 예측 모드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주변 예측 단위로부터 예측된 모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예측 단위의
예측 모드를 예측하는 경우, 현재 예측 단위와 주변 예측 단위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동일하면 소정의 플래그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예측 단위와 주변 예측
단위의 예측 모드가 동일하 다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만약 현재 예측 단위와

주변 예측 단위의 예측 모드가 상이하면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하여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 정보를 부호화할 수 있다.

[88] 일 실시예에 따라, 인터 예측부 (215) 또는 인트라 예측부 (220) 에서 생성된 예측



단위와 원본 블록과의 차이 값인 레지듀얼 정보를 포함하는 레지듀얼 블록이
생성될 수 있다. 생성된 레지듀얼 블록은 변환부 (230) 로 입력될 수 있다.

[89] 일 실시에에 따른 변환부 (230) 에서는 레지듀얼 블록을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DST(Discrete Sine Transform), KLT 와 같은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변환시킬 수 있다.
[90] 일 실시예에 따른 양자화부 (235) 는 변환부 (230) 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값들을 양자화할 수 있다. 양자화된 변환 계수는 블록에 따라 또는 영상의
중요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양자화부 (235) 에서 산출된 양자화된 변환 계수는

역양자화부 (240), 역변환부 (245) 를 통해 공간 영역의 레지듀얼 데이터로

복원된다. 복원된 공간 영역의 레지듀얼 데이터는 인트라 예측부 (220) 또는 인터
예측부 (215) 로부터 출력된 각 블록에 대한 예측 데이터와 더해짐으로써 입력

영상 (205) 의 블록에 대한 공간 영역의 데이터로 복원된다. 복원된 공간 영역의
데이터는 인루프 필터링부 (250) 를 거쳐 복원 영상으로 생성된다. 인루프
필터링부 (250) 는 디블록킹 (deblocking) 만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디블록킹 이후
SAO(sample adaptive offset) 필터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생성된 복원 영상은 복원

픽처 버퍼 (225) 에 저장된다. 복원 픽처 버퍼 (225) 에 저장된 복원 픽처들은 다른

영상의 인터 예측을 위한 참조 픽처로 이용될 수 있다. 변환부 (230) 및
양자화부 (235) 에서 양자화된 변환 계수는 엔트로피 부호화부 (255) 를 거쳐
비트스트림 (260) 으로 출력될 수 있다.

[91] 영상 부호화 장치 (200) 로부터 출력되는 비트스트림 (260) 에는 레지듀얼
데이터의 부호화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비트스트림 (260 )에는 블록 형태,

분할 형태, 변환 단위의 크기 정보 등을 나타내는 정보의 부호화 결과가 포함될

수도 있다.
[92]

[93]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300) 의 개략적인 블록도를

도시한다.
[94] 도 3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신부 (310) 및

복호화부 (320) 를 포함한다.
[95]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부 (310) 는 영상 부호화 장치 (100) 에서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한다 .
[96] 일 실시예에 따른 복호화부 (320) 는 수신한 비트스트림을 파싱하여, 부호화

단위별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한다. 복호화부 (320) 는 현재 픽처 또는 슬라이스에
대한 파라미터 셋 RBSP(Raw byte sequence payload) 로부터 현재 픽처 또는
슬라이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97] 일 실시예에 따른 복호화부 (320) 는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수신한 비트열을
파싱하여, 최대 부호화 단위의 크기, 최대 부호화 단위로부터 분할되 는 부호화

단위의 분할 정보, 부호화 단위의 부호화 모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부호화
모드에 관한 정보는, 블록 형태, 분할 형태,부호화 단위별 예측 모드 정보, 변환



단위의 크기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98] 일 실시예에 따른 복호화부 (320) 는 결정된 부호화 단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호화 단위의 영상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현재 픽처를 복원한다.
[99] 최대 부호화 단위로부터 분할되 는 부호화 단위의 분할 정보에 기초하여 ,

복호화부 (320) 는 최대 부호화 단위에 포함된 부호화 단위를 복호화할 수 있다.
복호화 과정은 역양자화, 역변환, 인트라 예측 및 움직임 보상을 포함하는

움직임 예측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100] 일 실시예에 따른 복호화부 (320) 는, 부호화 단위의 변환 단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 부호화 단위마다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하여 잔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복호화부 (320) 는, 부호화 단위의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
인트라 예측 또는 인터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복호화부 (320) 는 예측의 기반이
되는 예측 단위에 대해 예측을 수행한 후, 부호화 단위의 예측 데이터와 잔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원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101]
[102]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400) 의 상세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103] 도 4의 영상 복호화 장치 (400) 는 도 3의 영상 복호화 장치 (300) 와 대웅하는 것일

수 있다.
[104]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400) 는, 영상을 복호화하기 위한 동작들을

수행한다.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400) 는 수신부 (410), 블록
결정부 (415), 엔트로피 복호화부 (420), 역 양자화부 (425), 역변환부 (430), 인터
예측부 (435), 인트라 예측부 (440), 복원 픽처 버퍼(445) 및 인루프
필터링부 (450) 를 포함할 수 있다.

[105]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부 (410) 는 부호화된 영상의 비트스트림 (405) 을
수신한다.

[106]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결정부 (415) 는 영상을 복호화하기 위한 블록의 최대
크기에 따라, 현재 픽처의 영상 데이터를 최대 부호화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각각의 최대 부호화 단위는 블록 형태 및 분할 형태별로 분할되 는 블록(즉,
부호화 단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결정부 (415) 는
비트스트림 (405) 으로부터 분할 정보를 획득하여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를
블록 형태 및 분할 형태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한편, 복호화에
이용되는 블록들이 일정한 형태 및 크기를 가질 경우, 블록 결정부 (415) 는 분할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영상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다.

[107] 일 실시예에 따른 엔트로피 복호화부 (420) 는 영상 부호화 장치 (200) 의
엔트로피 부호화부 (255) 에서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한 것과 반대의 절차로
엔트로피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 부호화 장치 (200) 에서
수행된 방법에 대웅하여 지수 골름 (Exponential Golomb),

CAVLC(Context- 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CABAC(Context-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 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108] 엔트로피 복호화부 (420) 에서는 부호화된 영상 데이터 및 영상 부호화

장치(200) 에서 수행된 인트라 예측 및 인터 예측에 관련된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다. 부호화된 영상 데이터는 양자화된 변환계수 로서 , 역양자화부 (425) 및

역변환부 (430) 는 양자화된 변환 계수로부터 레지듀얼 데이터를 복원한다.

[109] 일 실시 예에 따른 역양자화부 (425) 는 영상 부호화 장치(200) 에서 제공된

양자화 파라미 터와 재정렬된 블록의 계수값을 기초로 역양자화를 수행할 수

있다.
[110] 일 실시 예에 따른 역변환부 (430) 는 영상 부호화 장치(200) 에서 수행한 양자화

결과에 대해 변환부에서 수행한 변환 즉 , DCT, DST, 및 KLT 에 대해 역변환 즉 ,

역 DCT, 역 DST 및 역 KLT 를 수 행할 수 있다. 역변환은 영상 부호화

장치(200) 에서 결정된 전송 단위를 기초로 수행될 수 있다. 역변환부 (430) 에서는

예측 방법, 현재 블록의 크기 및 예측 방향 등 복수의 정보에 따라 변환 기법(예를
들어, DCT, DST, KLT) 이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111] 인터 예측부 (435) 또는 인트라 예측부 (440) 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420) 에서

제공된 예측 블록 생성 관련 정보와 복원 픽쳐 버퍼(445) 에서 제공된 이전에

복호화된 블록 또는 픽쳐 정보를 기초로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112] 전술한 바와 같이 예측이 수행되는 처리 단위와 예측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처리 단위는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예측의 방법과 예측 모드

등은 예측 단위로 결정되고 , 예측의 수행은 변환 단위로 수행될 수도 있다. 한편,

예측 방법, 예측 모드 및 예측의 수행은 프로세싱 블록의 단위로 수행될 수도

있다. 프로세싱 블록에 대해서는 도 10 내지 23을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113] 일 실시 예에 따른 인터 예측부 (435) 는 영상 부호화 장치(200) 에서 제공된 현재

예측 단위의 인터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현재 예측 단위가 포함된 현재

픽쳐의 이전 픽쳐 또는 이후 픽쳐 중 적어도 하나의 픽쳐에 포함된 정보를

기초로 현재 예측 단위에 대한 인터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또는, 현재 예측

단위가 포함된 현재 픽쳐 내에서 기-복원된 일부 영역의 정보를 기초로 인터

예측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400) 는 인터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부호화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부호화 단위에 포함된 예측 단위의 모션 예측

방법이 스킵 모드(Skip Mode), 머지 모드(Merge 모드 ), AMVP 모드 (AMVP Mode),

인트라 블록 카피 모드 중 어떠한 방법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114] 일 실시 예에 따른 인트라 예측부 (440) 는 현재 픽쳐 내의 샘플 정보를 기초로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예측 단위가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 예측 단위인

경우 , 영상 부호화 장치(200) 에서 제공된 예측 단위의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를

기초로 인트라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인트라 예측부 (440) 에는 참조 샘플 스무딩

필터, 참조 샘플 보간부, DC 필터를 포함할 수 있다. 참조 샘플 스무딩 필터는
현재 블록 주변의 참조 샘플에 필터링을 수행하 는 부분으로써 현재 예측 단위의

예측 모드에 따라 필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상 부호화

장치(200) 에서 제공된 예측 단위의 예측 모드 및 필터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블록의 참조 샘플에 필터링이 수 행될 수 있다. 참조 샘플에 적용되는 필터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한 필터의 경우 ,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양선형 필터링이 수 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한 필터의 경우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평활 필터링이 수 행될 수 있다. 만일,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가 필터링을 수 행하지 않는 모드일 경우 , 참조 샘플

스무딩 필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15] 일 실시 예에 따른 참조 샘플 보간부는 예측 단위의 예측 모드가 참조 샘플을

보간한 샘플값을 기초로 인트라 예측을 수 행하는 예측 단위일 경우 , 참조 샘플을

보간하여 정수값 이하의 샘플 단위의 참조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예측
단위의 예측 모드가 참조 샘플을 보간하지 않고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예측

모드일 경우 참조 샘플은 보간되지 않을 수 있다. DC 필터는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가 DC 모드일 경우 필터링을 통해서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116] 복원된 블록 또는 픽쳐는 인루프 필터링부 (450) 로 제공될 수 있다. 인루프

필터링부 (450) 는 디블록킹 필터 , 오프셋 보정부, ALF 를 포함할 수 있다.

[117]

[118] 도 5는 일 실시 예에 따라 인트라 예측에 이용되는 참조 샘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

[119] 전술한 바와 같이,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주변의 이미 복원(재구성) 된

샘플들을 사용하여 예측을 수 행한다. 이 때 , 예측에 사용되는 현재 블록 주변의

복원된 샘플들을 '참조 샘플' 이라고 한다. 후술되는 실시 예들에 서는 ,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점을 화소, 픽 셀 또는 샘플 등으로 호칭하기로 한다.

[120] 도 5를 참조하면, 현재 블록 (510) 은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진다. 현재

블록 (510) 의 크 기가 nT x nT 일 때 , 필요한 참조 샘플 (520) 의 개수는 상단에 2ηΤ

개, 좌측에 2ηΤ 개, 좌측 상단에 한 개로 총 4ηΤ+ 1 개의 참조 샘플 (520) 이

필요하다. 만일, 참조 샘플 (520) 들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참조 샘플 (520) 이 존 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패딩(padding) 을

수 행함으로써 참조 샘플 (520) 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 (510) 이

픽 쳐의 경계에 있다면, 경계 부분의 참조 샘플 (520) 은 존 재할 수 없다. 이 때 ,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현재 블록 (510) 주 변의 사용 가능한 샘플 중 가장

가까운 샘플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채워 넣을 수 있다.

[121] 한편, 인트라 예측에서 사용되는 참조 샘플 (520) 은 양자화를 거쳐 복원된

샘플들 이기 때문에 양자화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이러한 양자화 에러에 의한 예측 오차를 줄 이기 위해 참조 샘플 (520) 에 대해 참조

샘플 스무딩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122] 일 실시 예에 따라 참조 샘플 (520) 에 적용되는 필터는 강한 필터 또는 약한

필터로 분류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강한 필터 또는 약한 필터로

구분하여 설명하나, 보다 세분화된 필터 강도가 정의될 수도 있다. 또한, 필터

강도는 영상 복호화 장치에서 소정의 연산 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고,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시그날링되는 것으로서 , 필터 강도를 식별하는 플래그 또는

인텍스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123]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본 실시 예에서는 , 강한 필터 또는 약한 필터가 적용된 참조

샘플의 화소값은 'pF 으로 표시하고, 필터가 적용되기 전 참조 샘플의 화소값은

'p' 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 p[x] [y] 는 (X, y ) 위치의 참조 샘플의 화소값을

가리키고 , pF[x] [y] 는 강한 필터 또는 약한 필터가 적용된 (X, y )위치의 참조

샘플의 화소값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X는 수평 방향에 대한

인텍스이고 , y 는 수직 방향에 대한 인텍스이다 .

[124] 참조 샘플(520) 에 강한 필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약한 필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 블록 (510) 의 크기, 기준 위치의 참조 샘플(520) 을 정수배한 값에

오프셋 (offset) 을 가산 또는 감산한 값과 둘 이상의 참조 샘플들의 합을 비교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즉 , 참조 샘플(520) 에 강한 필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참조 샘플들 간의 변화량과 기-결정된 상수값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125] 일 예로 , 하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는 강한 필터를 적용 조건을 예시한 것이다 .

[126] 수학식 1

[수식 1]

Abs(p[-1] [-1] + p[2H - 1] [-1] - 2 * p[H - 1] [-1]) < 임계값

[127] 수학식 2

[수식 2]

Abs(p 卜 1 1「— l l + p 2W — 1 1卜 1 1 —2 * p W — 1 1「— 11) < 임계값

[128] 상기 수학식 1 및 2에서 , H 및 W는 각각 현재 블록 (510) 의 높이 및 너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 (510) 의 크기가 32x32 인 경우 , Η 및 W는 3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129] 또한, 도 5를 참조하면 , ρ [-1][-1] 은 좌측 상단의 'TL' 위치의 샘플값 을 나타내고,

ρ [2Η-1][-1] 는 'BL' 위치의 샘플값을 나타내고 , ρ [Η-1][-1] 는 'L' 위치의 샘플값을

나타내고 , p[2W-l][-l] 는 'AR' 위치의 샘플값을 나타내며, p[W-l][-l] 는 T 위치의

샘플값을 나타낸다.

[130] 상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에서 임계값은 비트 심도에 따라 결정되는 값일 수

있다. 비트 심도란, 현재 블록 (510) 의 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 예를 들어 최대

부호화 단위로부터 현재 블록 (510) 에 이르기까지 분할된 횟수를 나타낼 수 있다.

[131] 상기 수학식 1 및 2를 만족하는 경우 , 참조 샘플(520) 에는 강한 필터가

적용되고 , 상기 수학식 1 및 2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참조

샘플(520) 에는 약한 필터가 적용될 수 있다.

[132] 일 실시 예에 따른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현재 블록 (510) 의 신호 성분이

루마(luma) 성분이고 , 상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를 만족하고, 현재 블록 (510) 의

크기가 소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 참조 샘플(520) 에 강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현재 블록(510)의크기에관한소정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될수 있다.
[133] 일실시예에따라, 현재 블록(510)의너비및높이가각각 소정의값 이상일 때

강한 필터를적용하기 위한요건이 만족될 수 있다. 이때,소정의값은최대
부호화 단위의크기에따라 결정되는 값일수 있다. 또한, 소정의값은 변환
단위의최대크기에따라 결정되는 값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현재 블록(510) 의
너비및높이가각각 32 이상일 때강한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요건이 만족될 수
있다.

[134] 일실시예에따라, 현재 블록(510)의너비및높이의합이 소정의값 이상일 때
강한 필터를적용하기 위한요건이 만족될 수 있다. 이때,소정의값은최대
부호화 단위의크기에따라 결정되는 값일수 있다. 또한, 소정의값은 변환
단위의최대크기에따라 결정되는 값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현재 블록(510) 의
너비및높이의합이 64 이상일 때강한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요건이 만족될 수
있다.

[135] 하기 수학식 3은참조 샘플(520)에강한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참조
샘플(pF)를유도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것이다.

[136] 수학식 3
[수식 3]

PF[-1][-1] p[-l][-l]

pF[-l][y] = ((2H - 1 - y) * p[-l][-l] + (y + 1) * p[-l][2H - 1] + H) » 6

pF[-l][2H - 1] = p[-l][2H - 1]

pF[x][-l] = ((2W - 1 - x) * p[-l][-l] + (x + 1) * p[2W ― 1][-1] + W) » 6

pF[2W - 1][-1] = p[2W - 1][-1]

[137] 상기 수학식 3에서 , x는 0 내지 2W-2의값을 가질 수 있고, y는 0 내지 2H-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138] 하기 수학식 4는참조 샘플(520)에 약한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참조
샘플(pF)를유도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것이다.

[139] 수학식 4
[수식 4]

pF[-l] [-l] = (p[— 1] [이 + 2 * p[— 1] [—1] + p [이 [― 1] + 2) 》 2

pF[-l] [y] (p[— l ] [y + l ] + 2 * p[— l ] [y] + p[— l ] [y —1] + 2) 》 2

pF[-l] [2H - l ] = p[-l] [2H - 1]

pF[x] [-l] = (p[x —1][— l ] + 2 * p[x] [—l ] + p[x + l][— 1] + 2) 》 2

pF[2W - 1] [-1] = p[2W - 1] [-1]

[140] 상기 수학식 4에서, x는 0 내지 2W-2의값을 가질 수 있고, y는 0 내지 2H-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141] 일 실시예에 따른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수학식 3에 따른 강한 필터 또는
수학식 4에 따른 약한 필터를 적용하여 생성한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과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현재 블록 (510) 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
[142]

[143] 도 6은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트라 예측에 이용되는 참조 샘플을 예시한
도면이다.

[144] 도 6을 참조하면, 현재 블록 (610) 은 비-정사 각형의 형태를 가진다. 현재
블록 (610) 의 크기가 nW x nH일 때, 필요한 참조 샘플 (620) 의 개수는 상단에 2nW

개,좌측에 2nH 개,좌측 상단에 한 개로 총 2nW+2nH+l 개의 참조 샘플 (620) 이
필요하다. 만일, 참조 샘플 (620) 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참조 샘플 (620) 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패딩을 수행함으로써 참조
샘플 (620) 을 준비할 수 있다.

[145] 도 5를 통해 전술한 바와 마찬가 지로, 비-정사각형 인 현재 블록 (610) 의 참조
샘플 (620) 에 적용되는 필터는 강한 필터 또는 약한 필터로 분류될 수 있다.

[146]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약한 필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 블록 (610) 의 크기, 기준 위치의 참조 샘플 (620) 을 정수배한 값에
오프셋 (offset) 을 가산 또는 감산한 값과 둘 이상의 참조 샘플들의 합을 비교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즉,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참조 샘플들 간의 변화량과 기-결정된 상수값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147] 일 실시예에 따라 비-정사각형 인 현재 블록 (610) 의 참조 샘플 (620) 에 대해 강한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전술한 수학식 1 및 수학식 2를 동일하게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블록 (610) 의 형태가 비-정사각형인 경우 현재 블록 (610) 의

너비와 높이가 서로 상이하므로, 너비와 높이에 관한 소정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148] 예를 들어, 인트라 예측부 (220, 440) 는 현재 블록 (610) 의 신호 성분이 루마 (luma)

성분이고, 수학식 1 및 수학식 2를 만족하고, 현재 블록 (610) 의 너비와 높이가
소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149] 일 실시예에 따라,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가 각각 소정의 값(Tsize)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가 각각 32 이상일 때,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링이 수행될 수 있다. 소정의 값(Tsize) 은 4, 8, 16, 32, 64, 128 등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 2 (n은 정수)으로 표현되는 값 이외의 다양한 값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150] 일 실시예에 따라,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의 합이 소정의 값(Tsum)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의 합이 32 이상일 때,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링이 수행될 수 있다. 소정의 값(Tsum) 은 4, 8, 16, 32, 64, 128 등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 2 (n은 정수)으로 표현되는 값 이외의 다양한 값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151] 일 실시예에 따라,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 중에서 큰 값이 소정의 값(Tmax)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 중에서 큰 값이 32 이상일 때,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링이 수행될 수 있다. 소정의 값(Tmax) 은 4, 8, 16, 32,

64, 128 등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 2 (n은 정수)으로 표현되는 값 이외의
다양한 값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152] 일 실시예에 따라,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 중에서 작은 값이 소정의 값(Tmin)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 (610) 의 너비 및 높이 중에서 작은 값이 32 이상일 때,
참조 샘플 (620) 에 강한 필터링이 수행될 수 있다. 소정의 값(Tmin) 은 4, 8, 16, 32,

64, 128 등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 2 (n은 정수)으로 표현되는 값 이외의
다양한 값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153] 일 실시예에 따른 소정의 값(Tsize, Tsum, Tmax, Tmin) 은 최대 부호화 단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값일 수 있다. 또한, 소정의 값(Tsize, Tsum, Tmax, Tmin) 은
변환 단위의 최대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값일 수 있다.

[154] 일 실시예에 따른 인트라 예측부 (220, 440)는 수학식 3에 따른 강한 필터 또는
수학식 4에 따른 약한 필터를 적용하여 생성한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과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현재 블록 (610) 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 비-정사 각형인 현재 블록 (610) 에 대해 수학식 1내지 4를 적용할 경우 , Η 및
W 는 각각 현재 블록 (610) 의 높이 및 너비를 나타낸다.

[155]

[156] 도 7은 다양한 인트라 예측 모드를 도시한다.
[157] 개시된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HEVC 에 정의된 35개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기반으로 설명하나, 35개 이상의 인트라 예측 모드(즉, 확장된 인트라
예측 모드) 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개시된 실시예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158] 인트라 예측 모드를 크게 분류하면 비방향성 모드 (Planar 모드 및 DC 모드) 와
방향성 모드 (Angular 모드) 로 나눌 수 있는데, 방향성 모드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드별로 상이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159] 참조 샘플에 필터를 적용할지 여부는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시그널링되는
정보(예를 들어, 1비트의 플래그)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도 있으나, 현재 블록의
너비, 현재 블록의 높이, 및 인트라 예측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160] 예를 들어, 현재 블록의 크기가 4x4 인 경우, 필터는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18'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블록의 크기가 32x32 인 경우,
필터는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10'이 아닌 방향성 모드일 때 적용될 수



있다. 그 러나 , 상술한 예시는 단지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 필터의

적용 여부는 현재 블록의 너비 , 현재 블록의 높 이 및 인트라 예측 모드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61] 예를 들 어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가 각각 기준값(예를 들어 , 4) 이하 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의 합이 기준값(예를 들어 , 8)

이하 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예로,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 중에서 높은 값이

기준값 이하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 중에서

작은 값이 기준값 이하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62] 예를 들 어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가 각각 기준값(예를 들어 , 32) 이상이 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의 합이 기준값(예를 들어 , 64) 이상이 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른 예로,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 중에서 높은 값이 기준값 이상이 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 중에서 작은 값이 기준값

이상이 라면,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 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될 수도 있다.

[163] 한편,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비방향성 모드인 경우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에 따라 필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비방향성 예측 모드 이고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가

기준값 이상인 경우 ,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될 수 있다.

[164] 다른 예를 들어 ,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비방향성 모드인 경우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와 관계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비방향성 모드인 경우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와 관계없이 참조 샘플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65]

[166] 도 8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 이다 .

[167] 단 계 S810 에서 , 영상 부호화 장치 (100) 의 부호화부 (110) 는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결정할 수 있다.

[168] 단 계 S820 에서 , 부호화부 (110) 는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 및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부호화부 (110) 는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이 루마 성분 이고 , 기준 위치의 참조 샘플을 정수배한 값에 오프셋을 가산

또는 감산한 값과 둘 이상의 참조 샘플들의 합을 비교한 결과가 소정 임계값보다



작고, 현재 블록의 너비와 높 이가 소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 참조 샘플에 강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169] 단 계 S830 에서 , 부호화부 (110) 는 참조 샘플들에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할 수 있다.

[170] 단 계 S840 에서 , 부호화부 (110) 는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

[171] 단 계 S850 에서 , 부호화부 (110) 는 인트 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부호 화할 수

있다. 부호화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는 부호화된 영상 데이터와 함께

비트스트림 형태로 출 력되어 전송부 (120) 를 통해 영상 복호 화 장치 (300) 로

전송될 수 있다.

[172]

[173] 도 9는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 화 방법을 나타 낸 플로우 차트 이다 .

[174] 단 계 S910 에서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의 수신부 (310) 는 부호화된

비트스트 림을 수신할 수 있다.

[175] 단 계 S920 에서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의 복호화부 (320) 는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비트스트 림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176] 단 계 S930 에서 , 복호화부 (320) 는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 이, 및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 복호화부 (320) 는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이 루마 성분 이고 , 기준 위치의 참조 샘플을 정수 배한 값에 오프셋을 가산

또는 감산한 값과 둘 이상의 참조 샘플들의 합을 비교 한 결과가 소정 임계값보다

작고, 현재 블록의 너비와 높 이가 소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 참조 샘플에 강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177] 단 계 S940 에서 , 복호화부 (320) 는 참조 샘플들에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할 수 있다.

[178] 단 계 S950 에서 , 복호화부 (320) 는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

[179]

[180] 이하 , 도 10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일 실시 예에 따른 영상 의 데이터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상술된다.

[181] 도 10은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여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 한다.

[182]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부호화

단위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분할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부호화 단위가 어떤

형태로 분할되 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이용하는
블록 형태 정보가 어떤 블록 형태를 나타내 는지 에 따라 분할 형태 정보가

나타내는 부호화 단위의 분할 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183]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가 정사각형



형태임을 나타내 는 블록 형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정사각형의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지 않을지,
수직으로 분할할지 , 수평으로 분할할지 , 4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도 10을 참조하면, 현재 부호화 단위 (1000) 의 블록 형태 정보가
정사각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 복호화부 (320) 는 분할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현재 부호화 단위 (1000) 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부호화
단위 (1010a) 를 분할하지 않거나, 소정의 분할방법을 나타내는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분할된 부호화 단위 (1010b, 1010c, 1010d 등)를 결정할 수 있다.

[184] 도 10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일 실시예에 따라 수직방향으로

분할됨을 나타내는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000) 를
수직방향으로 분할한 두개의 부호화 단위 (1010b) 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평방향으로 분할됨을 나타내는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000) 를 수평방향으로 분할한 두개의 부호화 단위 (1010c) 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분할됨을 나타내는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000) 를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분할한 네개의 부호화 단위 (1010d) 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사각형의 부호화

단위가 분할될 수 있는 분할 형태는 상술한 형태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분할 형태 정보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
정사각형의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는 소정의 분할 형태들은 이하에서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85] 도 11은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비-정사 각형의 형태인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여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다.
[186]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가 비-정 사각형

형태임을 나타내는 블록 형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비-정사 각형의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지 않을지
소정의 방법으로 분할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의 블록 형태 정보가 비-정사 각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부호화
단위 (11 10 또는 1160) 를 분할하지 않거나, 소정의 분할방법을 나타내 는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기초하여 분할된 부호화 단위 (1120a, 1120b, 1130a, 1130b,

1130c, 1170a, 1170b, 1180a, 1180b, 1180c) 를 결정할 수 있다. 비-정사 각형의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는 소정의 분할 방법은 이하에서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87]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는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 형태 정보는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어 생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다.



도 11를 참조하면 분할 형태 정보가 두개의 부호화 단위로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가 분할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를 분할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에 포함되는 두개의 부호화 단위 (1120a, 11420b, 또는 1170a,

1170b) 를 결정할 수 있다.

[188]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비-정사 각형의 형태의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를 분할하는 경우,

비-정사 각형의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의 긴 변의 위치를 고려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의 형태를 고려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의 긴 변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를

분할하여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189] 일 실시예에 따라, 분할 형태 정보가 홀수개의 블록으로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에 포함되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할

형태 정보가 3개의 부호화 단위로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를 분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를 3개의 부호화 단위 (1130a, 1130b, 1130c, 1180a, 1180b, 1180c) 로 분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에 포함되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부호화

단위들의 크기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결정된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 (1130a, 1130b, 1130c, 1180a, 1180b, 1180c) 중 소정의 부호화

단위 (1130b 또는 1180b) 의 크기는 다른 부호화 단위 (1130a, 1130c, 1180a,

1180c) 들과는 다른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즉 ,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가 분할되어 결정될 수 있는 부호화 단위는 복수의 종류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190] 일 실시예에 따라 분할 형태 정보가 홀수개의 블록으로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에 포함되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가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하여 생성되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중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에 대하여 소정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가 분할되어 생성된 3개의

부호화 단위 (1130a, 1130b, 1130c, 1180a, 1180b, 1180c) 들 중 중앙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130b, 1180b) 에 대한 복호화 과정을 다른 부호화 단위 (1130a, 1130c.

1180a, 1180c) 와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중앙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130b, 1180b) 에 대하여는 다른 부호화 단위 (1130a, 1130c,

1180a, 1180c) 와 달리 더 이상 분할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소정의 횟수만큼만
분할되 도록 제한할 수 있다.



[191] 도 12는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는 과정을 도시한다.
[192]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1200) 를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하 거나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분할 형태 정보가 수평 방향으로 제 1부호화 단위 (1200) 를 분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부호화 단위 (1200)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 (1210) 를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이용되는
제 1 부호화 단위, 제2 부호화 단위, 제3 부호화 단위는 부호화 단위 간의 분할

전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된 용어이다. 예를 들면, 제 1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면 제2 부호화 단위가 결정될 수 있고, 제2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면 제3

부호화 단위가 결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용되는 제 1 부호화 단위, 제2

부호화 단위 및 제3 부호화 단위의 관계는 상술한 특징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210) 를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하 거나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 12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부호화 단위 (1200) 를 분할하여 결정된 비-정사 각형의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210) 를 적어도 하나의 제3 부호화 단위 (1220a, 1220b, 1220c, 1220d

등)로 분할하 거나 제2 부호화 단위 (1210) 를 분할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획득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획득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 부호화 단위 (1200) 를 분할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수개의 제2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1210) 를 분할할 수 있으며, 제2 부호화 단위 (121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 부호화

단위 (1200) 가 분할된 방식에 따라 분할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제 1부호화
단위 (1200) 가 제 1 부호화 단위 (1200) 에 대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2 부호화 단위 (1210) 로 분할된 경우, 제2 부호화

단위 (1210) 역시 제2 부호화 단위 (1210) 에 대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3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1220a, 1220b, 1220c,

1220d 등)으로 분할될 수 있다. 즉, 부호화 단위는 부호화 단위 각각에 관련된
분할 형태 정보 및 블록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재귀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부호화 단위의 재귀적 분할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후술하도록 한다.

[194]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220a, 1220b, 1220c, 1220d 등)
각각을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하 거나 제2 부호화 단위 (1210) 를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일 실시예에 따라 비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210) 를 홀수개의 제3 부호화 단위 (1220b, 1220c,

1220d) 로 분할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의 제3 부호화
단위 (1220b, 1220c, 1220d) 중 소정의 제3 부호화 단위에 대하여 소정의 제한을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의 제3 부호화 단위 (1220b,

1220c, 1220d)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220c) 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설정 가능한 횟수로 분할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도 12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비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210) 에 포함되는 홀수개의 제3 부호화 단위 (1220b,

1220c, 1220d) 들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220c) 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거나, 소정의 분할 형태로 분할(예를 들면 4개의 부호화 단위로만 분할하거나

제2 부호화 단위 (1210) 가 분할된 형태에 대웅하는 형태로 분할) 되는 것으로

제한하거 나, 소정의 횟수로만 분할(예를 들면 n회만 분할, n>0) 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운데 에 위치한 부호화 단위 (1220c) 에 대한 상기 제한은
단순한 실시예들에 불과하므로 상술한 실시예들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가운데에 위치한 부호화 단위 (1220c) 가 다른 부호화 단위 (1220b,

1220d) 와 다르게 복호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제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95]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기 위해

이용되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현재 부호화 단위
내의 소정의 위치에서 획득할 수 있다.

[196] 도 13은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의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에 포함되는 복수개의 샘플 중 소정 위치의 샘플(예를 들면,

가운데에 위치하는 샘플 (1340)) 에서 획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가 획득될 수 있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내의
소정 위치가 도 13에서 도시하는 가운데 위치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소정 위치에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예를

들면, 최상단, 최하단, 좌측, 우측, 좌측상단, 좌측하단, 우측상단 또는 우측하단
등)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소정
위치로부터 획득되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획득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를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하 거나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97]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가 소정의 개수의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된 경우 그 중 하나의 부호화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은 이하의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후술하도록 한다.



[198]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하고,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199] 도 13은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다.
[200]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 의 부호화 단위들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를 분할하여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을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에 포함되는 소정의 샘플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의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1330b, 1330c)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의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할

수 있다.
[201] 일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에 각각 포함되는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1330b, 1330c)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의 픽쳐 내에서의 위치 또는 좌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에 각각 포함되는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1330b, 1330c)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에
포함되 는 부호화단위 (1320a, 1320b, 1320c) 들의 너비 또는 높이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너비 또는 높이는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의 픽쳐 내에서의 좌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의 픽쳐 내에서의
위치 또는 좌표에 대한 정보를 직접이용하거 나 좌표간의 차이값에 대웅하는

부호화 단위의 너비 또는 높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할 수 있다.
[202] 일 실시예에 따라, 상단 부호화 단위 (1320a)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xa, ya) 좌표를 나타낼 수 있고,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b)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xb, yb)

좌표를 나타낼 수 있고, 하단 부호화 단위 (1320c)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c)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xc, yc)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에 각각 포함되는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1330b, 1330c) 의 좌표를 이용하여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1330b, 1330c) 의 좌표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샘플 (1330b) 의
좌표인 (xb, yb) 를 포함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가

분할되어 결정된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1330b, 1330c) 의 위치를
나타내 는 좌표는 픽쳐 내에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나타낼 수

있고, 나아가 상단 부호화 단위 (1320a)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b) 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인 (dxb, dyb) 좌표, 하단 부호화 단위 (1320c)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c) 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인 (dxc, dye) 좌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부호화 단위에 포함되는 샘플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해당
샘플의 좌표를 이용함으로써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상술한 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샘플의 좌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술적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로 분할할 수 있고,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들 중 소정의 기준에 따라 부호화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중 크기가 다른 부호화
단위 (1320b) 를 선택할 수 있다.

[204]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단 부호화 단위 (1320a)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a)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인 (xa, ya) 좌표,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b)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인 (xb, yb) 좌표,

하단 부호화 단위 (1320c) 의 좌측 상단의 샘플 (1330c)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인
(xc, yc) 좌표를 이용하여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각각의 너비 또는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인 (xa, ya), (xb, yb), (xc, yc)를 이용하여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각각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205]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단 부호화 단위 (1320a) 의 너비를
xb-xa 로 결정할 수 있고 높이를 yb-ya 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의 너비를 xc-xb 로 결정할 수 있고

높이를 yc-yb 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하단
부호화 단위의 너비 또는 높이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너비 또는 높이와 상단
부호화 단위 (1320a) 및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의 너비 및 높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결정된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의 너비 및 높이에 기초하여 다른 부호화 단위와 다른 크기를 갖는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단 부호화
단위 (1320a) 및 하단 부호화 단위 (1320c) 의 크기와 다른 크기를 가지는 가운데
부호화 단위 (1320b) 를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술한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다른 부호화 단위와 다른 크기를 갖는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샘플 좌표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부호화 단위의 크기를
이용하여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일 실시예에 불과하 므로, 소정의
샘플 좌표에 따라 결정되는 부호화 단위의 크기를 비교하여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과정이 이용될 수 있다.
[206] 다만 부호화 단위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샘플의 위치는 상술한

좌측 상단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부호화 단위에 포함되 는 임의의
샘플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7]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어 결정되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부호화 단위가
너비가 높이보다 긴 비-정 사각형 형태라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평 방향에
따라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평 방향으로 위치를 달리 하는 부호화 단위들 중 하나를 결정하여 해당 부호화

단위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현재 부호화 단위가 높이가 너비보다 긴
비-정 사각형 형태라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직 방향에 따라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직 방향으로
위치를 달리 하는 부호화 단위들 중 하나를 결정하여 해당 부호화 단위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208]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짝수개 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짝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여 짝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을 결정할 수 있고 짝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도 13에서 상술한 홀수개 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예를 들면, 가운데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웅하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209] 일 실시예에 따라, 비-정 사각형 형태의 현재 부호화 단위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한 경우,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 과정에서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에 대한 소정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가
복수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 과정에서 가운데 부호화 단위에 포함된 샘플에 저장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210] 도 13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로 분할할 수 있으며,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가 획득되는 위치를 고려하여,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의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샘플 (1340) 에서

획득될 수 있으며, 상기 블록 형태 정보 및 상기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가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로 분할된 경우 상기 샘플 (1340) 을 포함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가운데 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가운데 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로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가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다.

[211] 일 실시예에 따라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식별하기 위한 소정의 정보는,
결정하려는 부호화 단위에 포함되는 소정의 샘플에서 획득될 수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가 분할되어 결정된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320a, 1320b, 1320c)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복수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내의 소정 위치의 샘플(예를 들면,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샘플) 에서 획득되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 즉,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의 블록 블록 형태를 고려하여 상기 소정 위치의 샘플을

결정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가 분할되어
결정되는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 (1320a, 1320b, 1320c) 들 중, 소정의 정보(예를

들면,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가 획득될 수 있는
샘플이 포함된 부호화 단위 (1320b) 를 결정하여 소정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소정의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 샘플로서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샘플 (1340) 을
결정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이러한 샘플 (1340) 이 포함되는 부호화
단위 (1320b) 를 복호화 과정에서의 소정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 샘플의 위치는 상술한 위치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제한을 두기 위해 결정하려는 부호화 단위 (1320b) 에 포함되는 임의의 위치의
샘플들로 해석될 수 있다.

[212] 일 실시예에 따라 소정의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 샘플의 위치는 현재 부호화
단위 (1300) 의 형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블록 형태 정보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형태가 정사각 형인지 또는 비-정사각 형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 소정의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 샘플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너비에 대한 정보
및 높이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의 너비 및
높이 중 적어도 하나를 반으로 분할하 는 경계 상에 위치하는 샘플을 소정의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 샘플로 결정할 수 있다. 또다른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에 관련된 블록 형태 정보가 비-정 사각형 형태임을

나타내는 경우, 현재 부호화 단위의 긴 변을 반으로 분할하는 경계에 인접하는

샘플 중 하나를 소정의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 샘플로 결정할 수 있다.
[21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한 경우,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부호화 단위에 포함된 소정 위치의 샘플에 서
획득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가 분할되어 생성된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들을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 각각에 포함된 소정 위치의
샘플로부터 획득되는 분할 형태 정보 및 블록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분할할 수 있다. 즉 , 부호화 단위는 부호화 단위 각각에 포함된 소정
위치의 샘플에서 획득되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재귀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부호화 단위의 재귀적 분할 과정에
대하여는 도 12를 통해 상술하였 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14]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여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가 복호화되는 순서를 소정의 블록(예를 들면, 현재 부호화 단위)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15] 도 14는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여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을 결정하는 경우,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이
처리되는 순서를 도시한다.

[216]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제 1부호화 단위 (1400)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 (1410a,

1410b) 를 결정하거나 제 1 부호화 단위 (1400)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 (1430a, 1430b) 를 결정하거나 제 1 부호화 단위 (1400) 를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 (1450a, 1450b, 1450c, 1450d) 를 결정할

수 있다.
[217] 도 14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부호화 단위 (1400)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410a, 1410b) 를 수평

방향 (1410c) 으로 처리되도록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400)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430a.

1430b) 의 처리 순서를 수직 방향 (1430c) 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400) 를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450a, 1450b, 1450c, 1450d) 를 하나의 행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들이 처리된 후 다음 행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들이 처리되는

소정의 순서(예를 들면, 래스터 스캔 순서 ((raster scan order) 또는 z 스캔 순서 (z

scan order)(1450e)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18]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들을 재귀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도 14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400) 를 분할하여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410a, 1410b, 1430a, 1430b,

1450a, 1450b, 1450c, 1450d) 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410a, 1410b, 1430a, 1430b, 1450a, 1450b, 1450c, 1450d) 각각을
재귀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410a, 1410b, 1430a, 1430b,

1450a, 1450b, 1450c, 1450d) 을 분할하는 방법은 제 1부호화 단위 (1400) 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 (1410a, 1410b, 1430a, 1430b, 1450a, 1450b, 1450c, 1450d) 은 각각

독립적으로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될 수 있다. 도 14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부호화 단위 (1400)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 (1410a, 1410b) 를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가 제2 부호화 단위 (1410a,

1410b)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할하 거나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219]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좌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a)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420a, 1420b) 로 분할할 수 있고,
우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b) 는 분할하지 않을 수 있다.

[220] 일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단위들의 처리 순서는 부호화 단위의 분할 과정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의 처리 순서는

분할되기 직전의 부호화 단위들의 처리 순서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좌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a) 가 분할되어 결정된 제3

부호화 단위 (1420a, 1420b) 가 처리되는 순서를 우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b) 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좌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a) 가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어 제3 부호화 단위 (1420a, 1420b) 가 결정되었으므로 제3 부호화

단위 (1420a, 1420b) 는 수직 방향 (1420c) 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좌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a) 및 우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b) 가 처리되는 순서는 수평

방향 (1410c) 에 해당하므로, 좌측의 제2 부호화 단위 (1410a) 에 포함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420a, 1420b) 가 수직 방향 (1420c) 으로 처리된 후에 우측 부호화

단위 (1410b) 가 처리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은 부호화 단위들이 각각 분할 전의
부호화 단위에 따라 처리 순서가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다양한 형태로 분할되 어
결정되는 부호화 단위들이 소정의 순서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21] 도 15는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소정의 순서로 부호화

단위가 처리될 수 없는 경우, 현재 부호화 단위가 홀수개 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 는 것임을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다.
[222]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획득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부호화 단위가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되 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도 15를 참조하면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1500) 가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510a, 1510b) 로 분할될 수 있고, 제2 부호화

단위 (1510a, 1510b) 는 각각 독 립적으로 제3 부호화 단위 (1520a, 1520b, 1520c,

1520d, 1520e) 로 분할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2

부호화 단위 중 좌측 부호화 단위 (1510a) 는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복수개의

제3 부호화 단위 (1520a, 1520b) 를 결정할 수 있고, 우측 부호화 단위 (1510b) 는

홀수개의 제3 부호화 단위 (1520c, 1520d, 1520e) 로 분할할 수 있다.

[22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3 부호화 단위들 (1520a, 1520b,

1520c, 1520d, 1520e) 이 소정의 순서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홀수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가 존재하 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도 15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500) 를 재귀적으로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520a, 1520b, 1520c, 1520d, 1520e) 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 부호화 단위 (1500), 제2 부호화 단위 (1510a, 1510b) 또는 제3

부호화 단위 (1520a, 1520b, 1520c, 1520d, 1520e) 가 분할되는 형태 중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 부호화

단위 (1510a, 1510b) 중 우측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가 홀수개의 제3 부호화

단위 (1520c, 1520d, 1520e) 로 분할될 수 있다. 제 1 부호화 단위 (1500) 에 포함되는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이 처리되는 순서는 소정의 순서(예를 들면, z _스캔

순서 (z-scan order)(1530)) 가 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510b) 가 홀수개로 분할되어 결정된 제3 부호화 단위 (1520c, 1520d,

1520e) 가 상기 소정의 순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를 판단할

수 있다.
[224]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500) 에 포함되 는

제3 부호화 단위 (1520a, 1520b, 1520c, 1520d, 1520e) 가 소정의 순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 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은 제3 부호화
단위 (1520a, 1520b, 1520c, 1520d, 1520e) 의 경계에 따라 제2 부호화 단위 (1510a,

1510b) 의 너비 및 높이 중 적어도 하나를 반으로 분할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비-정 사각형 형태의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5 10a)의 높이를 반으로

분할하여 결정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520a, 1520b) 는 조건을 만족하 지만,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510b) 를 3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하여 결정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520c, 1520d, 1520e) 들의 경계가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510b) 의 너비 또는

높이를 반으로 분할하지 못하므로 제3 부호화 단위 (1520c, 1520d, 1520e) 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이러한

조건 불만족의 경우 스캔 순서의 단절 (disconnection) 로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기초하여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510b) 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 는 경우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에 대하여 소정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내용 또는 소정 위치



등에 대하여는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상술하였 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25] 도 16은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제 1 부호화 단위 (1600) 를

분할하여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신부 (210) 를 통해 획득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부호화 단위 (1600) 를 분할할 수

있다. 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1600) 는 4개의 정사각형 형태를 가지는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거나 또는 비-정 사각형 형태의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6을 참조하면, 블록 형태 정보가 제 1부호화
단위 (1600) 는 정사각형임을 나타내고 분할 형태 정보가 비-정사 각형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됨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600) 를 복수개의 비-정사 각형의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할 형태 정보가 제 1부호화 단위 (1600) 를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1600) 을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들로서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어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610a, 1610b,

1610c) 또는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어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620a, 1620b,

1620c) 로 분할할 수 있다.

[226]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600) 에 포함되 는
제2 부호화 단위 (1610a, 1610b, 1610c, 1620a, 1620b, 1620c) 가 소정의 순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 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은 제2 부호화
단위 (1610a, 1610b, 1610c, 1620a, 1620b, 1620c) 의 경계에 따라 제 1부호화

단위 (1600) 의 너비 및 높이 중 적어도 하나를 반으로 분할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도 16를 참조하면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1600)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결정되는 제2 부호화 단위 (1610a, 1610b, 1610c) 들의 경계가

제 1 부호화 단위 (1600) 의 너비를 반으로 분할하지 못하므로 제 1 부호화

단위 (1600) 는 소정의 순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1600)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결정되는 제2 부호화 단위 (1620a, 1620b, 1620c) 들의 경계가

제 1 부호화 단위 (1600) 의 너비를 반으로 분할하지 못하므로 제 1 부호화

단위 (1600) 는 소정의 순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이러한 조건 불만족의 경우

스캔 순서의 단절 (disconnection) 로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기초하여 제 1 부호화

단위 (1600) 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는 경우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에 대하여 소정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 이러한 제한 내용 또는 소정 위치 등에 대하여는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상술하였 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27]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부호화 단위를 분할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호화 단위들을 결정할 수 있다.
[228] 도 16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1600),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1630 또는 1650) 를 다양한
형태의 부호화 단위들로 분할할 수 있다.

[229] 도 17은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제 1 부호화 단위 (1700) 가
분할되어 결정된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2 부호화 단위가 분할될 수 있는 형태가 제한되는 것을

도시한다.
[230]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신부 (210) 를 통해 획득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1700) 를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710a, 1710b, 1720a,

1720b) 로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 부호화 단위 (1710a, 1710b, 1720a,

1720b) 는 독립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2

부호화 단위 (1710a, 1710b, 1720a, 1720b) 각각에 관련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하거 나

분할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직 방향으로 제 1 부호화 단위 (1700) 가 분할되어 결정된 비-정 사각형 형태의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710a)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712a,

17 12b)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710a)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한 경우,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710b) 는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710a) 가 분할된 방향과 동일하게 수평 방향으로 분할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만일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710b) 가 동일한 방향으로

분할되 어 제3 부호화 단위 (1714a, 17 14b)가 결정된 경우,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710a) 및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710b) 가 수평 방향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할됨 으로써 제3 부호화 단위 (1712a, 1712b, 1714a, 1714b) 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부호화 단위 (1700) 를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730a, 1730b, 1730c, 1730d) 로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며 이는

영상 복호화 측면에서 비효율적 일 수 있다.

[231]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평 방향으로 제 1 부호화

단위 (11300) 가 분할되어 결정된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720a 또는
1720b)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722a, 1722b, 1724a, 1724b) 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2 부호화 단위 중 하나(예를
들면 상단 제2 부호화 단위 (1720a))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한 경우, 상술한 이유에

따라 다른 제2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하단 부호화 단위 (1720b)) 는 상단 제2

부호화 단위 (1720a) 가 분할된 방향과 동일하게 수직 방향으로 분할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232] 도 18은 일 실시예에 따라 분할 형태 정보가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하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정사각형
형태의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는 과정을 도시한다.

[23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 부호화 단위 (1800) 를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 (1810a, 1810b, 1820a, 1820b 등)를 결정할 수 있다. 분할 형태 정보에는

부호화 단위가 분할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에는 정사각형 형태의 4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할 형태 정보에 따르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1800) 를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830a, 1830b, 1830c, 1830d) 로 분할하지 못한다.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810a, 1810b, 1820a, 1820b 등)를 결정할 수 있다.

[234]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비-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810a, 1810b, 1820a, 1820b 등)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재귀적인 방법을 통해 제2 부호화 단위 (1810a, 1810b, 1820a, 1820b 등) 각각이

소정의 순서대로 분할될 수 있으며, 이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제 1부호화 단위 (1800) 가 분할되는 방법에 대웅하는

분할 방법일 수 있다.
[235]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810a) 가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어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812a, 1812b) 를 결정할 수

있고,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810b) 가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어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814a, 1814b) 를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810a) 및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810b) 모두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어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816a, 1816b, 1816c,

1816d) 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제 1부호화 단위 (1800) 가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830a, 1830b, 1830c, 1830d) 로 분할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부호화 단위가 결정될 수 있다.

[236] 또 다른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단 제2 부호화 단위 (1820a) 가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어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822a, 1822b) 를

결정할 수 있고, 하단 제2 부호화 단위 (1820b) 가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 어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824a, 1824b) 를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단 제2 부호화 단위 (1820a) 및 하단 제2 부호화 단위 (1820b)

모두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어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822a, 1822b,

1824a, 1824b) 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제 1부호화 단위 (1800) 가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830a, 1830b, 1830c, 1830d) 로 분할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부호화 단위가 결정될 수 있다.

[237] 도 19는 일 실시예에 따라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들 간의 처리 순서가 부호화



단위의 분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도시한 것이다.

[238]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제 1부호화 단위 (1900) 를 분할할 수 있다. 블록 형태 정보가 정사각형

형태를 나타내고, 분할 형태 정보가 제 1 부호화 단위 (1900) 가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 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분할됨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900) 를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1910a, 1910b, 1920a, 1920b, 1930a, 1930b, 1930c, 1930d 등)를 결정할 수 있다. 도

19를 참조하면 제 1 부호화 단위 1900) 가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만으로

분할되어 결정된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1910a, 1910b, 1920a,

1920b) 는 각각에 대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900) 가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어 생성된 제2 부호화 단위 (1910a, 1910b) 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1916c, 1916d) 를 결정할 수 있고,

제 1 부호화 단위 (1900) 가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 어 생성된 제2 부호화 단위 (1920a,

1920b) 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926a, 1926b, 1926c,

1926d) 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2 부호화 단위 (1910a, 1910b, 1920a, 1920b) 의
분할 과정은 도 17과 관련하여 상술하였 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39]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소정의 순서에 따라 부호화 단위를

처리할 수 있다. 소정의 순서에 따른 부호화 단위의 처리에 대한 특징은 도 14과
관련하여 상술하였 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도 19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1900) 를 분할하여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1916c, 1916d, 1926a,

1926b, 1926c, 1926d) 를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1900) 가 분할되는 형태에 따라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1916c, 1916d, 1926a, 1926b, 1926c, 1926d) 의 처리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240]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 어 생성된 제2

부호화 단위 (1910a, 1910b) 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1916c, 1916d) 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좌측 제2 부호화 단위 (1910a) 에 포함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를 수직

방향으로 먼저 처리한 후 , 우측 제2 부호화 단위 (1910b) 에 포함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916c, 1916d) 를 수직 방향으로 처리하는 순서 (1917) 에 따라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1916c, 1916d) 를 처리할 수 있다.

[241]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 어 생성된 제2

부호화 단위 (1920a, 1920b) 를 수직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 (1926a, 1926b, 1926c, 1926d) 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단 제2 부호화 단위 (1920a) 에 포함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926a, 1926b) 를 수평

방향으로 먼저 처리한 후 , 하단 제2 부호화 단위 (1920b) 에 포함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926c, 1926d) 를 수평 방향으로 처리하는 순서 (1927) 에 따라 제3 부호화
단위 (1926a, 1926b, 1926c, 1926d) 를 처리할 수 있다.

[242] 도 19를 참조하면, 제2 부호화 단위 (1910a, 1910b, 1920a, 1920b) 가 각각
분할되어 정사각형 형태의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1916c, 1916d, 1926a,

1926b, 1926c, 1926d) 가 결정될 수 있다.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어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910a, 1910b) 및 수평 방향으로 분할되어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1920a, 1920b) 는 서로 다른 형태로 분할된 것이지만, 이후에 결정되는 제3

부호화 단위 (1916a, 1916b, 1916c, 1916d, 1926a, 1926b, 1926c, 1926d) 에 따르면

결국 동일한 형태의 부호화 단위들로 제 1부호화 단위 (1900) 가 분할된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이한 과정을 통해 재귀적으로 부호화 단위를

분할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부호화 단위들을 결정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결정된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을 서로 다른 순서로 처리할 수

있다.
[243] 도 20은 일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단위가 재귀적으로 분할되 어 복수개 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경우, 부호화 단위의 형태 및 크기가 변함에 따라
부호화 단위의 심도가 결정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244]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의 심도를 소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정의 기준은 부호화 단위의 긴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긴 변의 길이가
분할되기 전의 부호화 단위의 긴 변의 길이보다 2n (n>0) 배로 분할된 경우, 현재
부호화 단위의 심도는 분할되기 전의 부호화 단위의 심도보다 n만큼 심도가
증가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심도가 증가된 부호화 단위를 하위
심도의 부호화 단위로 표현하도록 한다.

[245] 도 20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라 정사각형 형태임을 나타내 는 블록 형태

정보(예를 들면 블록 형태 정보는 '0: SQUARE' 를 나타낼 수 있음) 에 기초하여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인 제 1 부호화 단위 (2000) 를 분할하여
하위 심도의 제2 부호화 단위 (2002), 제3 부호화 단위 (2004)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000) 의 크기를 2Nx2N 이라고 한다면, 제 1

부호화 단위 (2000) 의 너비 및 높이를 1/2 1배로 분할하여 결정된 제2 부호화

단위 (2002) 는 NxN 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제2 부호화 단위 (2002) 의 너비
및 높이를 1/2크기로 분할하여 결정된 제3 부호화 단위 (2004) 는 N/2xN/2 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제3 부호화 단위 (2004) 의 너비 및 높이는 제 1

부호화 단위 (2000) 의 1/22배에 해당한다. 제 1부호화 단위 (2000) 의 심도가 D 인
경우 제 1부호화 단위 (2000) 의 너비 및 높이의 1/2 1배인 제2 부호화 단위 (2002) 의
심도는 D+1 일 수 있고, 제 1 부호화 단위 (2000) 의 너비 및 높이의 1/22배인 제3

부호화 단위 (2004) 의 심도는 D+2 일 수 있다.
[246] 일 실시예에 따라 비-정 사각형 형태를 나타내는 블록 형태 정보(예를 들면 블록



형태 정보는, 높 이가 너비보다 긴 비-정사각 형임을 나타내는 ' 1: NS_VER' 또는

너비가 높 이보다 긴 비-정사각형 임을 나타내 는 '2: NS_HOR' 를 나타낼 수

있음) 에 기초하여,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비-정 사각형 형태인 제 1부호화

단위(2010 또는 2020) 를 분할하여 하위 심도의 제2 부호화 단위(2012 또는 2022),

제3 부호화 단위(2014 또는 2024)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47]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Nx2N 크 기의 제 1부호화 단위(2010) 의 너비 및 높 이

중 적어도 하나를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2002, 2012, 2022 등 )를

결정할 수 있다. 즉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2010)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NxN 크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02) 또는 NxN/2 크 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22) 를 결정할 수 있고,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N/2xN 크 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12) 를 결정할 수도 있다.

[248]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2NxN 크 기의 제 1 부호화

단위(2020) 의 너비 및 높 이 중 적어도 하나를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2002, 2012, 2022 등 )를 결정할 수도 있다. 즉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2020)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NxN 크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02) 또는 N/2xN 크 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12) 를 결정할 수 있고,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NxN/2 크 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22) 를 결정할

수도 있다.
[249]

[250]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NxN 크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02)

의 너비 및 높 이 중 적어도 하나를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2004,

2014, 2024 등 )를 결정할 수도 있다. 즉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2 부호화

단위(2002) 를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N/2xN/2 크 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04) 를 결정하거나 N/2¾N/2 크 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14) 를 결정하거나

N/2xN/2 2 크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24) 를 결정할 수 있다.

[251]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N/2xN 크 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12) 의 너비 및 높 이 중 적어도 하나를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2004, 2014, 2024 등 )를 결정할 수도 있다. 즉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2

부호화 단위(2012) 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N/2xN/2 크 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04) 또는 N/2xN/2 2 크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24) 를 결정하거나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N/2¾N/2 크 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14) 를 결정할 수

있다.
[252]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NxN/2 크 기의 제2 부호화

단위(2014) 의 너비 및 높 이 중 적어도 하나를 분할하여 제3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2004, 2014, 2024 등 )를 결정할 수도 있다. 즉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2

부호화 단위(2012)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N/2xN/2 크 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04) 또는 N/2 2xN/2 크 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14) 를 결정하거나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N/2xN/2 2크기의 제3 부호화 단위(2024) 를 결정할 수



있다.
[25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의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2000, 2002, 2004) 를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Nx2N 크기의 제 1부호화 단위 (2000) 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Nx2N

크기의 제！부호화 단위 (2010) 를 결정하거나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2NxN

크기의 제 1부호화 단위 (2020) 를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심도가

부호화 단위의 가장 긴 변의 길이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Nx2N 크기의 제 1

부호화 단위 (2000, 2002 또는 2004) 가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 어
결정되는 부호화 단위의 심도는 제 1부호화 단위 (2000, 2002 또는 2004) 의 심도와

동일할 수 있다.
[254] 일 실시예에 따라 제3 부호화 단위 (2014 또는 2024) 의 너비 및 높이는 제 1

부호화 단위 (2010 또는 2020) 의 1/22배에 해당할 수 있다. 제 1부호화 단위 (2010

또는 2020) 의 심도가 D인 경우 제 1부호화 단위 (2010 또는 2020) 의 너비 및
높이의 1/2배인 제2 부호화 단위 (2012 또는 2014) 의 심도는 D+1 일 수 있고, 제 1

부호화 단위 (2010 또는 2020) 의 너비 및 높이의 1/22배인 제3 부호화 단위 (2014

또는 2024) 의 심도는 D+2 일 수 있다.
[255] 도 2 1은 일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단위들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심도 및 부호화 단위 구분을 위한 인텍스 (part index, 이하 PID) 를 도시한다.
[256]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2100) 를 분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도
2 1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제 1부호화
단위 (2100) 를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 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분할하여 제2

부호화 단위 (2102a, 2102b, 2104a, 2104b, 2106a, 2106b, 2106c, 2106d) 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부호화 단위 (2100) 에 대한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제2 부호화 단위 (2102a, 2102b, 2104a, 2104b, 2106a, 2106b,

2106c, 2106d) 를 결정할 수 있다.
[257] 일 실시예에 따라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2100) 에 대한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제2 부호화 단위 (2102a, 2102b, 2104a, 2104b, 2106a, 2106b,

2106c, 2106d) 는 긴 변의 길이에 기초하여 심도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사각형 형태의 제 1부호화 단위 (2100) 의 한 변의 길이와 비-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02a, 2102b, 2104a, 2104b) 의 긴 변의 길이가 동일하 므로, 제 1

부호화 단위 (2100) 와 비-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02a, 2102b, 2104a,

2104b) 의 심도는 D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제 1부호화 단위 (2100) 를 4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06a, 2106b, 2106c, 2106d) 로 분할한 경우,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06a, 2106b, 2106c, 2106d) 의 한 변의 길이는 제 1부호화
단위 (2100) 의 한 변의 길이의 1/2배 이므로, 제2 부호화 단위 (2106a, 2106b, 2106c,

2106d) 의 심도는 제 1부호화 단위 (2100) 의 심도인 D보다 한 심도 하위인 D+1 의



심도일 수 있다.

[258]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높이가 너비보다 긴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 10)를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복수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2a, 2112b, 2114a, 2114b, 2 114c) 로 분할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너비가 높이보다 긴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20) 를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여 복수개의 제2

부호화 단위 (2122a, 2122b, 2124a, 2124b, 2124c) 로 분할할 수 있다.

[259] 일 실시 예에 따라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 10 또는 2120) 에 대한

분할 형태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제2 부호화 단위 (21 12a, 2112b, 2114a, 2114b,

2116a, 2116b, 2116c, 2 116d) 는 긴 변의 길이에 기초하여 심도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2a, 2 112b) 의 한 변의 길이는

높이가 너비보다 긴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 10)의 한 변의

길이의 1/2배이므로 ,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02a, 2102b, 2104a,

2104b) 의 심도는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 10)의 심도 D보다 한

심도 하위의 심도인 D+1 이다 .

[260] 나아가 영상 복호화 장치 (300) 가 분할 형태 정보에 기초하여 비-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 10)를 홀수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4a, 2114b,

2 114c) 로 분할할 수 있다. 홀수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4a, 2114b, 2 114c) 는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4a, 2114c) 및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4b) 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정 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4a, 2 114c) 의 긴 변의 길이 및 정사각형 형태의 제2 부호화

단위 (21 14b) 의 한 변의 길이는 제 1 부호화 단위 (21 10)의 한 변의 길이의 1/2배

이므로 , 제2 부호화 단위 (21 14a, 2114b, 2 114c) 의 심도는 제 1 부호화 단위 (21 10)의

심도인 D보다 한 심도 하위인 D+1 의 심도일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21 10)와 관련된 부호화 단위들의 심도를 결정하는 상기 방식에

대웅하는 방식으로 , 너비가 높이보다 긴 비-정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20) 와 관련된 부호화 단위들의 심도를 결정할 수 있다.

[261]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의 구분을

위한 인텍스 (PID) 를 결정함에 있어서 , 홀수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크기가 아닌 경우 , 부호화 단위들 간의 크기 비율에 기초하여 인텍스를

결정할 수 있다. 도 2 1를 참조하면, 홀수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 (21 14a, 2 114b,

2114c)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21 14b) 는 다른 부호화 단위들 (21 14a,

2 114c) 와 너비는 동일하지만 높이가 다른 부호화 단위들 (21 14a, 2 114c) 의 높이의

두 배일 수 있다. 즉 , 이 경우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21 14b) 는 다른
부호화 단위들 (21 14a, 2 114c) 의 두 개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 스캔 순서에

따라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21 14b) 의 인텍스 (PID) 가 1이라면 그 다음

순서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21 14c)는 인텍스가 2가 증가한 3일수 있다. 즉
인텍스의 값의 불연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이러한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 간의 구분을 위한 인텍스의

불연속성의 존재 여부에 기초하여 홀수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크기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62]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로부터 분할되어

결정된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을 구분하기 위한 인텍스의 값에 기초하여 특정
분할 형태로 분할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도 2 1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높이가 너비보다 긴 직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 10)를
분할하여 짝수개의 부호화 단위 (21 12a, 2 112b) 를 결정하거나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 (21 14a, 2114b, 2 114c) 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 각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 부호화 단위를 나타내는 인텍스 (PID) 를

이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PID 는 각각의 부호화 단위의 소정 위치의
샘플(예를 들면, 좌측 상단 샘플) 에서 획득될 수 있다.

[26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의 구분을 위한

인텍스를 이용하여 분할되어 결정된 부호화 단위들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높이가 너비보다 긴 직사각형 형태의

제 1 부호화 단위 (21 10)에 대한 분할 형태 정보가 3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됨을

나타내는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제 1 부호화 단위 (21 10)를 3개의 부호화
단위 (21 14a, 2114b, 2 114c) 로 분할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3개의

부호화 단위 (21 14a, 2114b, 2114c) 각각에 대한 인텍스를 할당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 중 가운데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호화 단위에 대한 인텍스를 비교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들의 인텍스에 기초하여 인텍스들 중 가운데 값에

해당하는 인텍스를 갖는 부호화 단위 (21 14b) 를 , 제 1 부호화 단위 (21 10)가
분할되어 결정된 부호화 단위 중 가운데 위치의 부호화 단위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분할된 부호화 단위들의 구분을
위한 인텍스를 결정함에 있어서 , 부호화 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크기가 아닌

경우 , 부호화 단위들 간의 크기 비율에 기초하여 인텍스를 결정할 수 있다. 도

2 1를 참조하면, 제 1 부호화 단위 (21 10)가 분할되어 생성된 부호화 단위 (21 14b) 는

다른 부호화 단위들 (21 14a, 2 114c) 와 너비는 동일하지 만 높이가 다른 부호화

단위들 (21 14a, 2 114c) 의 높이의 두 배일 수 있다. 이 경우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21 14b) 의 인텍스 (PID) 가 1이라면 그 다음 순서에 위치하는 부호화

단위 (2114c) 는 인텍스가 2가 증가한 3일수 있다. 이러한 경우처럼 균일하게

인텍스가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달라지는 경우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다른

부호화 단위들과 다른 크기를 가지는 부호화 단위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분할 형태 정보가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됨을 나타내는 경우 ,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홀수개의 부호화 단위 중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예를 들면 가운데 부호화

단위)가 다른 부호화 단위와 크기가 다른 형태로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에 대한 인텍스 (PID) 를

이용하여 다른 크기를 가지는 가운데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술한 인텍스, 결정하고자 하는 소정 위치의 부호화 단위의 크기 또는 위치는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것이므로 이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인텍스, 부호화 단위의 위치 및 크기가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64]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부호화 단위의 재귀적인 분할이
시작되는 소정의 데이터 단위를 이용할 수 있다.

[265] 도 22는 일 실시예에 따라 픽쳐에 포함되 는 복수개의 소정의 데이터 단위에
따라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이 결정된 것을 도시한다.

[266] 일 실시예에 따라 소정의 데이터 단위는 부호화 단위가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재귀적으로 분할되 기 시작하는 데이터
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현재 픽쳐를 분할하는 복수개의 부호화 단위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최상위 심도의 부호화 단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에서 는 설명 상 편의를 위해 이러한 소정의 데이터 단위를 기준 데이터
단위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267]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데이터 단위는 소정의 크기 및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부호화 단위는 MxN 의 샘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M 및 N은 서로 동일할 수도 있으며 , 2의 승수로 표현되는 정수일 수 있다. 즉,

기준 데이터 단위는 정사각형 또는 비-정사 각형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후에 정수개의 부호화 단위로 분할될 수 있다.

[268]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픽쳐를 복수개 의 기준 데이터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픽쳐를
분할하는 복수개 의 기준 데이터 단위를 각각의 기준 데이터 단위에 대한 분할

정보를 이용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데이터 단위의 분할 과정은 쿼드
트리(quad-tree) 구조를 이용한 분할 과정에 대웅될 수 있다.

[269]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픽쳐에 포함되 는 기준 데이터
단위가 가질 수 있는 최소 크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최소 크기 이상의 크기를 갖는 다양한 크기의 기준 데이터 단위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기준 데이터 단위를 기준으로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270] 도 22를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정사각형 형태의 기준 부호화

단위 (2200) 를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비-정사각형 형태의 기준 부호화
단위 (2202) 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부호화 단위의 형태 및
크기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를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단위(예를 들면, 시퀀스 (sequence), 픽쳐 (picture), 슬라이스 (slice), 슬라이스
세그먼트 (slice segment), 최대부호 화단위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71]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의 수신부 (210) 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형태에 대한 정보 및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다양한 데이터 단위마다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정사각형
형태의 기준 부호화 단위 (2200) 에 포함되 는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과정은 도 10의 현재 부호화 단위 (300) 가 분할되 는 과정을 통해

상술하 였고, 비-정 사각형 형태의 기준 부호화 단위 (2200) 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과정은 도 11의 현재 부호화 단위 (1100 또는
1150) 가 분할되는 과정을 통해 상술하였 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72]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소정의 조건에 기초하여 미리

결정되는 일부 데이터 단위에 따라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 및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 및 형태를 식별하기 위한 인텍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수신부 (210 )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상기 다양한 데이터 단위(예를

들면,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슬라이스 세그먼트, 최대부호 화단위 등) 중 소정의

조건(예를 들면 슬라이스 이하의 크기를 갖는 데이터 단위) 을 만족하는 데이터
단위로서 슬라이스, 슬라이 스 세그먼트, 최대부호화 단위 등 마다,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 및 형태의 식별을 위한 인텍스만을 획득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인텍스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단위마다 기준 데이터 단위의 크기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기준 부호화
단위의 형태에 대한 정보 및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데이터 단위마다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비트스트림의 이용 효율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준 부호화 단위의 형태에

대한 정보 및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대신 상기
인텍스만을 획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 및

형태를 나타내는 인텍스에 대웅하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 및 형태 중 적어도
하나는 미리 결정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미리 결정된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 및 형태 중 적어도 하나를 인텍스에 따라
선택함으 로써, 인텍스 획득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단위에 포함되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 및 형태 중 적어도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273]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하나의 최대 부호화 단위에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영상을
분할하는 최대 부호화 단위에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가 포함될 수

있고, 각각의 기준 부호화 단위의 재귀적인 분할 과정을 통해 부호화 단위가

결정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최대 부호화 단위의 너비 및 높이 중 적어도

하나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너비 및 높이 중 적어도 하나의 정수배에 해당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는 최대부호화단 위를 쿼드 트리
구조에 따라 n번 분할한 크기일 수 있다. 즉,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최대부호화단 위를 워드 트리 구조에 따라 n 번 분할하여 기준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고,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기준 부호화 단위를 블록 형태 정보 및

분할 형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분할할 수 있다.



[274] 도 23은 일 실시예에 따라 픽쳐 (2300) 에 포함되 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프로세싱 블록을 도시한다.
[275]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픽쳐를 분할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싱 블록을 결정할 수 있다. 프로세싱 블록이란, 영상을 분할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를 포함하는 데이터 단위로서, 프로세싱 블록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는 특정 순서대로 결정될 수 있다. 즉,
각각의 프로세싱 블록에서 결정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는 기준 부호화 단위가 결정될 수 있는 다양한 순서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각의 프로세싱 블록에서 결정되는 기준 부호화 단위 결정
순서는 프로세싱 블록마다 상이할 수 있다. 프로세싱 블록마다 결정되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는 래스터 스캔 (raster scan), Z 스캔 (Z-scan), N

스캔 (N- scan), 우상향 대각 스캔 (up-right diagonal scan), 수평적 스캔 (horizontal

scan), 수직적 스캔 (vertical scan) 등 다양한 순서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결정될 수

있는 순서는 상기 스캔 순서들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76]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프로세 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영상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여 영상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는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내는 데이터 단위의 소정의 크기일 수 있다.
[277]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의 수신부 (210) 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특정의 데이터 단위마다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 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영상,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슬라이스 세그먼 트 등의 데이터 단위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즉

수신부 (210) 는 상기 여러 데이터 단위마다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획득된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픽쳐를 분할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정수배의 크기일 수 있다.
[278]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픽쳐 (2300) 에 포함되 는 프로세 싱

블록 (2302, 2312) 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된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프로세싱 블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도 23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일 실시예에 따라 프로세싱 블록 (2302, 2312) 의 가로크기를 기준
부호화 단위 가로크기의 4배, 세로크기를 기준 부호화 단위의 세로크기의 4배로

결정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싱 블록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279]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프로세 싱 블록의 크기에 기초하여



픽쳐 (2300) 에 포함되는 각각의 프로세싱 블록 (2302, 2312) 을 결정할 수 있고,
프로세싱 블록 (2302, 23 12)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은 기준
부호화 단위의 크기의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280]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싱 블록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가 결정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는 프로세싱 블록 내에서 기준 부호화 단위들이 결정되는 순서 또는

방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준 부호화 단위들이 결정되는 순서는 각각의
프로세싱 블록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281]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특정 데이터 단위마다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신부 (210) 는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를 영상,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슬라이 스 세그먼트, 프로세싱 블록 등의 데이터 단위로마다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는 프로세싱 블록 내에서의 기준 부호화 단위 결정 순서를 나타내 므로,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는 정수개의 프로세싱 블록을 포함하는 특정 데이터 단위 마다

획득될 수 있다.
[282]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일 실시예에 따라 결정된 순서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283] 일 실시예에 따라 수신부 (210) 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프로세싱 블록 (2302,

2312) 과 관련된 정보로서, 기준 부호화 단위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기 프로세싱 블록 (2302, 2312) 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를 결정하는 순서를 결정하고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에 따라 픽쳐 (2300) 에 포함되 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도 23을 참조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각각의 프로세싱 블록 (2302,

2312) 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 (2304, 23 14)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준 부호화 단위의 결정 순서에 대한 정보가
프로세싱 블록마다 획득되는 경우, 각각의 프로세싱 블록 (2302, 2312) 과 관련된
기준 부호화 단위 결정 순서는 프로세싱 블록마다 상이할 수 있다. 프로세싱

블록 (2302) 과 관련된 기준 부호화 단위 결정 순서 (2304) 가 래스터 스캔 (raster

scan)순서인 경우, 프로세싱 블록 (2302) 에 포함되는 기준 부호화 단위는 래스터

스캔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프로세싱 블록 (2312) 과 관련된
기준 부호화 단위 결정 순서 (2314) 가 래스터 스캔 순서의 역순인 경우, 프로세싱
블록 (2312) 에 포함되는 기준 부호화 단위는 래스터 스캔 순서의 역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84]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일 실시예에 따라,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기준 부호화



단위를 복호화할 수 있다.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상술한 실시예를 통해 결정된
기준 부호화 단위에 기초하여 영상을 복호화 할 수 있다. 기준 부호화 단위를

복호화 하는 방법은 영상을 복호화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할 수 있다.

[285] 일 실시예에 따라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형태를

나타내는 블록 형태 정보 또는 현재 부호화 단위를 분할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분할 형태 정보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블록 형태 정보
또는 분할 형태 정보는 다양한 데이터 단위와 관련된 비트스트림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시퀀스 파라미터 세트 (sequence

parameter set), 픽쳐 파라미 터 세트 (picture parameter set), 비디오 파라미 터
세트 (video parameter set), 슬라이 스 헤더 (slice header), 슬라이스 세그먼트

헤더 (slice segment header) 에 포함된 블록 형태 정보 또는 분할 형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복호화 장치 (300) 는 최대 부호화 단위, 기준 부호화
단위, 프로세싱 블록마다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블록 형태 정보 또는 분할 형태

정보에 대웅하는 신택스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여 이용할 수 있다.
[286]

[287] 이제까지 다양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88]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름 ,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름, 디브이디 등)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상기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는 단계;

상기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 ,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width) 및
높이 (height), 및 상기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참조 샘플들에 상기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2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현재 블록의 블록 형태는 비-정사 각형의 형태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필터가 강한 필터 (strong filter) 인 경우 , 상기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양선형 필터링 (Bi-linear filtering) 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가 약한 필터 (weak filter) 인 경우 상기 참조 샘플들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평활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4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가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의 합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 중 큰 값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7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는 ,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 중 작은 값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 , 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8] 제 4 항 내지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소정의 값은 최대부호화 단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값인,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9] 제 4 항 내지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소정의 값은 변환 단위의 최대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값인,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방법은,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및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에 기초하여
필터링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1] 부호화된 비트스트 림을 수신하는 수신부;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상기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width) 및
높이(height), 및 상기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하고, 상기 참조 샘플들에 상기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고,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하는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
상기 현재 블록의 블록 형태는 비-정사각형의 형태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
상기 복호화부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가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
상기 복호화부는,
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 및 높이의 합이 소정의 값 이상인 경우,상기
필터를 강한 필터로서 결정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5]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현재 블록의 신호 성분,상기 현재 블록의 너비(width) 및
높이(height), 및 상기 현재 블록에 인접한 참조 샘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참조 샘플의 값에 기초하여 필터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참조 샘플들에 상기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을
생성하는 단계 ;
상기 필터링된 참조 샘플들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한 예측 샘플을 생성하는 단계 ;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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