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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디오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에서 페이딩 추정 및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수단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비디

오 인코더는 페이딩이 검출되는 화상을 인코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참조 화상에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 비디오 

디코더는 하나 이상의 참조 화상에 대응하는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페이딩 추정, 페이딩 보정, 페이딩 파라미터, 인코딩, 디코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선행 기술에 따른 블록-기반 프레임 내 압축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선행 기술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에서의 모션 추정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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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선행 기술에 따른 블록-기반 프레임 간 압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선행 기술에 따른 블록-기반 프레임 간 압축 해제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여러 설명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적당한 컴퓨팅 환경의 블록도.

도 6은 여러 설명된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일반화된 비디오 인코더 시스템의 블록도.

도 7은 여러 설명된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일반화된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의 블록도.

도 8은 페이딩 추정 및 보정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9는 페이딩 보정을 이용하여 인코딩된 비디오를 디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10은 페이딩 추정 및 보정을 수행할 수 있는 비디오 인코더 시스템의 블록도.

도 11은 페이딩 보정을 수행할 수 있는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의 블록도.

도 12는 페이딩 검출 및 파라미터 추출을 위한 기술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13은 프레임에 대해 페이딩 보정을 이용할 지를 지시하기 위한 시그널링 법을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10 : DCT(이산 코사인 변환)

120 : 양자화

230 : 참조 프레임

610 : 모션 추정기

630 : 모션 보정기

660 : 주파수 변환기

670 : 양자화기

680 : 엔트로피 인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비디오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에서 페이딩 추정 및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수단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비디

오 인코더/디코더는 페이딩이 검출되는 프레임을 인코딩/디코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참조 프레임에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

이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서 포함되는 2002년 5월 3일 출원된 미국 가출 원 제 60/377,628로부터 우선권을 주

장한다. 이 출원은 동시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페이딩 보정을 위한 파라미터화'인 미국 특허 출원 제 10/378,958 

및 동시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페이딩 보정을 위한 시그널링'인 미국 특허 출원 제 10/379,079와 관련이 있고, 그

것 모두는 여기에 참고로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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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디오는 대량의 저장 용량과 전송 용량을 소모한다. 일반적인 원시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raw digital video 

sequence)는 초당 15 또는 30 프레임을 포함한다. 각 프레임은 수만 또는 수십만의 픽셀[펠(pels)이라고도 함]을 포

함할 수 있다. 원시 형태로,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한 픽셀을 24비트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원시 디지털 비

디오 시퀀스의 초당 비트의 수, 즉 비트 레이트는 5백만 비트/초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

대부분의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는 원시 디지털 비디오를 처리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엔지니

어는 디지털 비디오의 비트 레이트를 줄이기 위해 압축(코딩 또는 인코딩이라고도 함을 이용한다. 압축은 손실이 없

을 수 있고, 그 경우에 비디오의 질은 나빠지지 않지만 비트 레이트의 감소는 비디오의 복잡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또는, 압축은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비디오의 질은 나빠지지만 비트 레이트의 감소는 더 현저하다. 압축 해

제는 압축을 반대로 한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압축 기술은 프레임 내 압축(intraframe compression) 및 프레임 간 압축(interframe compress

ion)을 포함한다. 프레임 내 압축 기술은, 일반적으로 I-프레임 또는 키 프레임(key frame)이라 하는, 개별 프레임을 

압축한 다. 프레임 간 압축 기술은 선행 및/또는 후행 프레임을 참조해서 프레임을 압축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프레임(predicted frames), P-프레임, 또는 B-프레임이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의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 버전 8['WMV8']은 비디오 인코더 및 비디오 디코더를 포함한

다. WMV8 인코더는 프레임 내 및 프레임 간 압축을 이용하고, WMV8 디코더는 프레임 내 및 프레임 간 압축 해제를

이용한다.

A. WMV8에서의 프레임 내 압축

도 1은 WMV8 인코더에서 키 프레임에서의 픽셀의 블록(105)의 블록-기반 프레임 내 압축(100)의 한 예이다. 예를 

들어, WMV8 인코더는 키 비디오 프레임을 픽셀의 8x8 블록으로 나누고 픽셀의 8x8 블록(105)을 DCT 계수의 8x8 

블록(115)으로 변환하면서, 개별 블록에 8x8 이산 코사인 변환['DCT']을 적용한다. 인코더는 DCT 계수를 양자화(1

20)하고, 인코더가 그 후 엔트로피 인코딩(entropy encoding)을 위해 준비하는 양자화된 DCT 계수의 8x8 블록(125

)을 생기게 한다.

인코더는 인코딩되고 있는 블록의 미리 인코딩된 이웃(예를 들어, 이웃 블록(135))의 DC 계수로부터 차분(differenti

al)으로 DC 계수(126)를 인코딩한다. 인코더 엔트로피는 미분(140)을 인코딩한다. 도 1은 이웃하는(왼쪽에) 블록(13

5)의 왼쪽 칼럼(137)으로부터 미분(147)으로 인코딩된 AC 계수의 왼쪽 칼럼(127)을 도시한다. 남은 AC 계수는 양자

화된 DCT 계수의 블록(125)으로부터 나온다.

인코더는 예측된, 양자화된 AC DCT 계수의 8x8 블록(145)을 1 차원 배열(one-dimensional array)(155)로 스캔(1

50)한 후, 런 길이 코딩(run length coding)의 변화를 이용하여 스캔된 AC 계수를 엔트로피 인코딩한다. 인코더는 하

나 이상의 런/레벨/라스트(run/level/last) 표(165)로부터 엔트로피 코드를 선택하고 그 엔트로피 코드를 출력한다(17

0).

B. WMV8에서 프레임 간 압축

WMV8에서 프레임 간 압축은 잉여 오차(residual error)의 변환 코딩이 후속하는 블록-기반 모션 보정 예측 코딩(bl

ock-based motion compensated prediction coding)을 이용한다. 도 2 및 3은 WMV8 인코더에서 예측 프레임을 위

한 블록-기반 프레임 간 압축을 설명한다. 특히, 도 2는 예측 프레임(210)을 위한 모션 추정을 설명하고 도 3은 예측 

프레임의 모션-추정 블록을 위한 예측 잉여의 압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WMV8 인코더는 예측 프레임을 픽셀의 8x8 블록으로 나눈다. 8x8 블록의 그룹은 매크로블록(macrobloc

ks)을 형성한다. 각각의 매크로블록에 대해, 모션 추정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모션 추정은 참조 프레임, 예를 들어, 미

리 코딩된 선행 프레임에 대해 픽셀의 매크로블록의 모션을 추정한다. 도 2에서, WMV8 인코더는 예측 프레임(210) 

내에서 매크로블록(215)에 대한 모션 벡터를 계산한다. 모션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인코더는 참조 프레임(230)의 조

사 영역(235)에서 조사한다. 조사 영역(235) 내에서, 인코더는 잘 부합하는 후보 매크로블록을 찾기 위해서 예측 프

레임(210)으로부터의 매크로블록(215)을 다양한 후보 매크로블록에 비교한다. 인코더는 잘 부합하는 매크로블록을 

찾은 후, 그 부합하는 매크로블록을 위한 모션 벡터(엔트로피 코딩된)를 지정하는 정보를 출력하여, 디코더가 디코 딩

동안 부합하는 매크로블록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모션 보정으로 예측 프레임(210)을 디코딩할 때, 디코더는 참조 프레

임(230)으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매크로블록(215)에 대한 예측 매크로블록을 계산하기 위해 모션 벡터를 이용한

다. 매크로블록(215)의 예측은 거의 완벽하지가 않아서, 인코더는 예측 매크로블록과 매크로블록 자체 사이의 픽셀 

차이의 8x8 블록(오차 또는 잉여 블록이라고도 한다)을 일반적으로 인코딩한다.

도 3은 WMV8 인코더에서 오차 블록(335)의 계산 및 인코딩의 예를 설명한다. 오차 블록(335)은 예측 블록(31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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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현재 블록(335)의 차이이다. 인코더는 오차 블록(335)에 대해 DCT(340)를 적용해서, 계수의 8x8 블록(345)을 

생성한다. 그리고 나서 인코더는 DCT 계수를 양자화(350)해서 양자화된 DCT 계수(355)의 8x8 블록을 생성한다. 양

자화 스텝 사이즈는 조절할 수 있다. 양자화는 정확도의 손실을 유발하지만, 계수에 대한 정보의 완전한 손실을 유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인코더는 엔트로피 인코딩을 위해 양자화된 DCT 계수의 8x8 블록(355)를 준비한다. 인코더는 8x8 블

록(355)을 64 요소를 가진 1 차원 배열(365)로 스캔(360)하는데, 이 때 계수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주파수부터 가

장 높은 주파수의 순서로 배열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0 값의 긴 연속을 만든다.

인코더는 런 길이 코딩(370)의 변화를 이용하여 스캔된 계수를 엔트로피 인코딩한다. 인코더는 하나 이상의 런/레벨/

라스트 표(375)로부터 엔트로피 코드를 선택하고 그 엔트로피 코드를 출력한다.

도 4는 인터-코딩된 블록(inter-coded block)에 대한 대응 디코딩 프로세스(400)의 한 예를 도시한다. DCT 계수의 

양자화로 인해, 재구성된 블록(475)은 대응하는 원본 블록과 동일하지는 않다. 압축은 손실이 있다.

도 4의 요약으로, 디코더는 하나 이상의 렌/레벨/라스트 표(415) 및 런 길이 디코딩(420)과 함께 가변 길이 디코딩(4

10)을 이용하여 예측 잉여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코딩된 정보를 디코딩(410, 420)한다. 디코더는 엔트로피-디코딩된

정보를 저장하는 1 차원 배열(425)을 2차원 블록(435)으로 역 스캔한다. 디코더는 데이터를 역 양자화하고 역 이산 

코사인 변환(440)을 해서, 재구성된 오차 블록(445)을 생성한다. 별개의 모션 보정 경로에서, 디코더는 참조 프레임

으로부터 변위에 대한 모션 벡터 정보(455)를 이용하여 예측 블록(465)을 계산한다. 디코더는 재구성된 블록(475)을 

형성하기 위해 예측 블록(465)과 재구성된 오차 블록(455)를 결합한다.

원본과 재구성된 프레임 사이의 변화의 양은 왜곡(distortion)이라 하고 프레임을 코딩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트의 수

는 프레임을 위한 레이트라고 한다. 왜곡의 양은 레이트에 대략 반비례하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적은 비트로 프레임을

코딩하는 것(더 큰 압축)은 더 큰 왜곡을 유발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 종래의 모션-기반 압축의 한계

페이딩, 모핑(morphing), 및 블렌딩(blending)과 같은 효과를 갖는 비디오 시퀀스는, 종래의 모션-기반 비디오 압축 

방법이 그러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코딩할 데이터의 양이 많다. 예

를 들 어, 프레임에서의 객체가 한 프레임으로부터 다음 프레임으로 한 방향으로 약간 이동한 비디오 시퀀스를 생각해

보자. 일반적인 블록-부합 모션 추정 기술에서, 현재 프레임 내의 한 블록에 대한 선행 프레임에서의 좋은 부합을 찾

는 것 및 그 결과로서 생성된 모션 벡터를 인코딩하는 것은 페이딩 없는 비디오 시퀀스에서 간단한 문제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페이드-투-블랙(fade-to-black)'이 비디오 시퀀스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현재 프레임에서의 각각의 광도

값(luminance value)은 선행 프레임에 대해 변하여, 비디오 인코더가 블록에 대한 좋은 부합을 찾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페이딩은 자연적 조도 변화로 인해 시퀀스에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다른 천이 효과(transitioning effect

s)인 블렌딩 및 모핑은 직접적인 모션 추정/보정의 유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D.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를 위한 표준

WMV8 외에, 여러 국제 표준이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에 관련이 있다. 이 표준은 모션 픽쳐 전문가 그롭(Motion P

icture Experts Group)['MPEG'] 1, 2 및 4 표준과 국제 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로부터의 H.261, H.262 및 H.263 표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표준들은, 이용되는 압축 기술의 상세 사항에서는 WMV

8과 다르긴 하지만, WMV8과 마찬가지로 프레임 내 및 프레임 간 압축의 결합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H.263 표준의 

어넥스 P(Annex P)는 인코딩 동안 그림의 해상도를 적응성 있게 변경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예측에서의 이용을 

위해 참조 그림 리샘플링 모드(Reference Picture Resampling mode)를 설명한다.

디지털 비디오에 대한 압축 및 압축 해제의 중대한 중요성이 주어진 채,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가 풍부하게 발전된

분야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전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 기술의 이점이 무엇이던지 간에, 그것은 아래의 

기술 및 수단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비디오 압축의 목적의 하나는 레이트-왜곡 성능을 향상하는 것, 즉, 더 적은 비트를 이용하여 동일한 질을 달성하는 

것, 또한 동일한 양의 비트를 사용하지만 더 높은 질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상대

적으로 인코딩할 비트의 양이 많은 비디오 시퀀스의 부분을 확인한 후 그러한 부분을 더 낫게 압축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페이딩, 모핑 및 블렌딩과 같은 효과를 갖는 비디오 시퀀스의 부분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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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경우, 종래의 모션-기반 비디오 압축 방법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코딩할 대량의 비트

를 요구한다.

따라서, 요약하면, 상세한 설명은 페이드-인(fade-in), 페이드-아웃(fade-out), 크로스-페이드(cross-fades) 또는 

다른 페이딩, 블렌딩, 또는 모핑 효과를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레이트-왜곡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기

술 및 수단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 인코더는 페이딩 파라미터에 기초한 참조 프레임을 조절하는 것에 의해

현재 프레임을 위한 페이딩 보정을 행한다. 이것은 참조 프레임을 이용하는 모션 보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 비디

오 디코더는 참조 프레임을 조절하는 것에 의해 페이딩 보정을 행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기술 및 수단의 제1 양태에서,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는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고 페이딩 파라미터로 참조 비

디오 화상(프레임, 필드, 또는 객체 평면과 같은)에서 픽셀값(색도(chrominance) 또는 광도값과 같은)을 리매핑하는 

것에 의해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페이딩 파라미터는 픽셀-와이즈 선형(pixel-wise linear) 또는 비선형

(non-linear)의 제1, 제2 또는 더 고차 변환을 명기한다.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는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화상에 

대한 현재 비디오 화상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 모션 보정을 수행한다. 몇몇 경우에서는, 인코더는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페이딩 검출을 행한다. 페이딩 검출은 원본 참조 비디오 화상에 대한 현재의 비디오 화상

을 위한 오차 측정을 계산하고 오차 측정을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다운샘플링된 화상(downsample

d image)에 행해질 수 있다. 몇몇 경우에는,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기 위해, 인코더는 예를 들어 리매핑된 참조 비

디오 화상으로 현재의 비디오 화상을 모델링하는 것에 의해 그것을 추정할 수 있다.

기술 및 수단의 제2 양태에서,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는 현재의 비디오 프레임을 위한 전역 광도 변화 보정 파라

미터(global luminance change compensation parameter)를 획득하고, 전역 광도 변화 보정 파라미터로 참조 비디

오 프레임의 모두를 위한 픽셀값을 리매핑시키는 것에 의해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을 수행한다.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

코더는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적어도 일부를 위한 모션 보정을 수행한다.

기술 및 수단의 제3 양태에서, 비디오 인코더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프레임에서 페이딩의 검출 시 페이딩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추출은 다운샘플링된 현재의 프레임과 하나 이상의 다운샘플링된 참조 프레임 사이에서의 픽셀값에서의 

차이에 기초하여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preliminary fading parameters)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비 페이딩 파

라미터는 양자화되고 비양자화된다. 비양자화된 페이딩 파라미터는 완전 해상도 현재 프레임(full-resolution curren

t frame)과 하나 이상의 완전 해상도 참조 프레임 사이의 픽셀값에서의 차이에 기초하여 최종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

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예, 리매핑되고 원본 한계지워진 절대 오차 합(remapped and original bounded absol

ute error sums)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될 수 있다. 비디오 인코더는, 예를 들어, 완전 해상도 프레임 상에 약간의 다

른 분석 또는 선형 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최종 파라미터를 획득한다.

다양한 기술 및 수단이 조합해서 또는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는 설명되는 기술 및 수단의 하나 이상

을 구현한다.

추가적인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되는 다른 실시예의 아래 자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

다.

설명되는 실시예는 페이딩 추정 및/또는 보정을 위한 기술 및 수단에 관한 것이다. 페이딩 보정/추정 없이, 페이딩, 모

핑 및 블렌딩과 같은 효과를 가진 비디오 시퀀스는 종래의 모션-기반 비디오 압축 방법이 그러한 프레임에 대해 일반

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코딩할 비트의 양이 많다. 설명되는 실시예는 그러한 시퀀스에서 페이

딩 추정/보정을 수행함으로써 레이트-왜곡 성능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실시예는 전역 광도 변화 파라미터를 추정, 적

용, 코딩 및/또는 디코딩하기 위한 기술 및 수단에 관한 것이다.

몇몇 실시예에서의 페이딩 보정은 페이딩에 대한 보정을 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참조 프레임에 전역 광도 변화를 수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역 광도 변화는 정의된 영역에 대한 광도 변화이고, 여기에서 정의된 영역은 프레임, 프레임

의 일부(예, 개개의 블록 또는 프레임에서의 매크로블록 또는 프레임에서의 매크로블록의 그룹), 또는 코딩되거나 디

코딩되고 있는 화상의 또 다른 특정 부분일 수 있다. 다음, 현재 프레임은 조절된 하나 이상의 참조 프레임으로부터 모

션 추정/보정에 의해 예측된다. 대안적으로, 페이딩 보정은 블렌딩 또는 모핑과 같은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참조 프레

임에 대한 전역 변화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페이딩 보정은 페이딩(즉, 페이드-투-블랙 또는 페이드-프롬-블랙), 

블렌딩, 모핑, 또는 픽셀값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본질적 또는 합성적 조명 효과(natural or synthetic lighting e

ffects)를 위한 임의의 보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성을 잃지 않고, 전역 광도 변화 및 페이딩이라는 용어는, 문맥이

명백하게 다른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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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에 대해 페이딩 보정을 수행하는 것의 대안으로서, 몇몇 실시예는 필드, 객체 층 또는 다른 화상에 대한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페이딩 보정은 YUV 색채 공간에서 참조 프레임의 광도 및 색도 채널에서의 픽셀값을 조절하는 것

에 의해 생긴다. 조절은 광도 픽셀값을 스 케일링(scaling) 및 시프트(shifting)하는 것 그리고 색도 픽셀값을 스케일

링 및 시프트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색채 공간은 다르고(예, YIQ 또는 RGB) 그리고/또는 보정은 다른 조절 

기술을 이용한다.

인코더/디코더는 프레임-바이-프레임 기초(frame-by-frame basis)로 페이딩 추정/보정을 수행한다. 선택적으로, 

인코더/디코더는 하나 이상의 블록 또는 매크로블록과 같은 프레임의 일부에 대해, 또는 다른 기초로 페이딩 추정/보

정을 행한다.

다양한 기술 및 수단이 조합해서 또는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는 설명되는 기술 및 수단의 하나 이상

을 구현한다. 이 기술을 위한 작업이 설명의 목적으로 특정, 연속하는 순서로 일반적으로 설명되어지지만, 이러한 설

명의 방법은, 특정 순서가 요구되지 않으면, 작업의 순서에서 약간 재정렬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서대로 설명되는 작업은 몇몇 경우에서는 재정렬되거나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간단하게 할 목적

으로, 순서도는 다른 기술과 함께 이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에서의 다양한 길을 도시하지 않는다.

몇몇 실시예에서,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는 비트스트림에서 다양한 플래그 및 신호를 이용한다. 특정 플래그 및 

신호가 설명되어지지만, 이러한 설명 방법은 플래그 및 신호를 위한 다른 관례(예를 들어, 1 대신 0)를 포함한다는 것

을 이해해야 한다.

Ⅰ. 컴퓨팅 환경

도 5는 설명되는 다양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적당한 컴퓨팅 환경(500)의 일반화된 예를 설명한다. 컴퓨팅 환경(

500)은, 기술 및 수단이 다양한 범용 또는 특정 목적의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또는 기능의 범

위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도 5를 참조하면, 컴퓨팅 환경(500)은 적어도 하나의 처리 장치(510) 및 메모리(520)을 포함한다. 도 5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530)이 점선 안에 포함되어 있다. 처리 장치(510)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를 실행하고 실제 또는 

가상 프로세서일 수 있다.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에서, 멀티 처리 장치는 처리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컴퓨터 실행 가

능 명령어를 수행한다. 메모리(520)는 휘발성 메모리(예, 레지스터, 캐시, RAM), 비휘발성 메모리(예, ROM, EEPRO

M, 플래시 메모리 등), 또는 그 둘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메모리(520)는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와 같은 인코

더 또는 디코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580)를 저장한다.

컴퓨팅 환경은 추가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팅 환경(500)은 저장 장치(540), 하나 이상의 입력 장

치(550), 하나 이상의 출력 장치(560), 및 하나 이상의 통신 접속(570)을 포함한다. 버스, 제어기, 또는 네트워크 같은

상호 접속 메커니즘(도시되지 않음)은 컴퓨팅 환경(500)의 구성 요소를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도시되지 않음)는 컴퓨팅 환경(500)에서 실행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컴퓨팅 환경(500)

의 구성 요소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저장 장치(540)는 착탈식 또는 비착탈식일 수 있고,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또는 카세트, CD-ROM, DVD, 또는 컴

퓨팅 환경(500) 내에서 액세스될 수 있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한다. 저장 

장치(540)는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580)를 위한 명령어를 포함한다.

입력 장치(550)는 키보드, 마우스, 펜, 또는 트랙볼과 같은 접촉식 입력 장치, 음성 입력 장치, 스캐닝 장치, 또는 컴퓨

팅 환경(500)에 입력을 제공하는 또 다른 장치일 수 있다. 오디어 또는 비디오 인코딩을 위해서, 입력 장치(550)는 사

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TV 튜너 카드, 또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입력을 수신하는 유사

한 장치, 또는 컴퓨팅 환경(500)에 오디오 또는 비디오 샘플을 읽는 CD-ROM 또는 CD-RW일 수 있다. 출력 장치(56

0)는 디스플레이, 스피커, CD-라이터, 또는 컴퓨팅 환경(500)으로부터 출력을 제공하는 또 다른 장치일 수 있다.

통신 접속(570)은 통신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컴퓨팅 엔티티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통신 매체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입력 또는 출력,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변조된 데이터 신호로 전달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는, 신호 내에 정보를 인코딩하도록 변경되거나 설정된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갖는 신호이다. 제한이 아닌 

한 예로, 통신 매체는 전기, 광학, RF, 적외선, 청각, 또는 다른 캐리어(carrier)로 구현된 유선 또는 무선 기술을 포함

한다.

기술 및 수단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일반적 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팅 환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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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접근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 가능한 매체이다. 제한이 아닌 한 예로, 컴퓨팅 환경(500)과 함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메모리(520), 저장 장치(540), 통신 매체, 및 상기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기술 및 수단은 타겟 실제 또는 가상 프로세서 상의 컴퓨팅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모듈 내에 포함된 것과 

같은,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작업을 수행

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형식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객체, 클래스, 구성 요소, 데이터 구조 등을 포

함한다. 프로그램 모듈의 기능은 다양한 실시예에서 바람직한 대로 프로그램 모듈 사이에서 결합되거나 나누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 모듈을 위한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는 로컬 또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다.

설명의 목적으로, 상세한 설명은 컴퓨팅 환경에서의 컴퓨터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추정하다(estimate)', '시그널링한

다(signal)', '인코딩하다(encode)', 및 '디코딩하다(decod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컴퓨터에 의해 수행

되는 작동을 위한 고수준의 추상적 개념이고, 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이 용어에 대응하는

실제의 컴퓨터 작동은 구현에 따라 다르다.

Ⅱ. 일반화된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

도 6은 일반화된 비디오 인코더(600)의 블록도이고 도 7은 일반화된 비디오 디코더(700)의 블록도이다.

인코더와 디코더 내의 모듈들 사이에 도시된 관계는 인코더 및 디코더 내에서의 정보의 주요 흐름을 가리킨다. 다른 

관계는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도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 6 및 7은 비디오 시퀀스, 프레임, 매크로블록, 블록 등을 

위해 이용되는 인코더 설정, 모드, 표 등을 지시하는 보조 정보를 일반적으로 도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보조 정보는

, 일반적으로 보조 정보의 엔트로피 인코딩 후에, 출력 비트스트림으로 보내진다. 출력 비트스트림의 형식은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 형식 또는 또 다른 형식일 수 있다.

인코더(600) 및 디코더(700)는 블록-기반이고, 각각의 매크로블록이 4개의 8x8 광도 블록(하나의 16x16 매크로블

록으로 취급되는 때에) 및 2 개의 8x8 색도 블록을 포함하는 4:2:0 매크로블록 형식을 이용한다. 대안적으로, 인코더(

600) 및 디코더(700)는 객체-기반이고, 다른 매크로블록 또는 블록 형식을 이용하거나, 8x8 블록 및 16x16 매크로

블록과 다른 크기 또는 구성의 픽셀의 세트 상에 작업을 수행한다.

바람직한 압축의 타입 및 구현에 따라, 인코더 또는 디코더의 모듈이 추가, 생략, 다수의 모듈로 분리, 다른 모듈과 결

합, 및/또는 유사한 모듈로 대체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다른 모듈 및/또는 모듈의 다른 구성을 가진 인코더

또는 디코더는 설명되는 기술의 하나 이상을 수행한다.

A. 비디오 인코더

도 6은 일반적인 비디오 인코더 시스템(600)의 블록도이다. 인코더 시스템(600)은 현재의 프레임(605)을 포함하는 

비디오 프레임의 시퀀스를 수신하고, 출력으로 압축된 비디오 정보(695)를 만든다. 비디오 인코더의 특정 실시예는 

일반화된 인코더(600)의 변형 또는 보완된 버전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인코더 시스템(600)은 예측 프레임 및 키 프레임을 압축한다. 설명의 목적으로, 도 6은 인코더 시스템(600)을 통한 키

프레임을 위한 경로 및 기 예측 프레임(forward-predicted frame)을 위한 경로를 도시한다. 인코더 시스템(600)의 

다수의 구성 요소는 키 프레임 및 예측 프레임을 둘 다 압축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 구성 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정확한

작업은 압축되는 정보의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측 프레임[p-프레임, 양방향 예측을 위한 b-프레임, 또는 인터-코딩된 프레임이라도 함]은 하나 이상의 다른 프레

임으로부터의 예측(또는 차이)으로 표현된다. 예측 잉여는 예측된 것과 원본 프레임 사이의 차이이다. 반대로, 키 프

레임[i-프레임, 인트라-코딩된 프레임이라고도 함]은 다른 프레임에 대한 참조없이 압축된다.

현재 프레임(605)이 기 예측된 프레임이라면, 모션 추정기(610)는 참조 프레임에 대해 현재 프레임의 픽셀의 다른 세

트 또는 매크로블록의 모션을 추정하고, 그것은 프레임 저장 장치(620)에 버퍼링된 재구성된 선행 프레임(625)이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참조 프레임은 후행 프레임(later frame)이거나 현재 프레임은 양방향으로 예측된다. 모션 추

정기(610)는 모션 벡터와 같은 모션 정보(615)를 보조 정보로서 출력한다. 모션 보정기(630)는 재구성된 선행 프레임

(625)에 모션 정 보(615)를 적용해서 모션-보정된 현재 프레임(635)을 형성한다. 그러나 예측은 거의 완벽하지 않고,

모션-보정된 현재 프레임(635)과 원본 현재 프레임(635) 사이의 차이는 예측 잉여(645)이다. 대안적으로, 모션 추정

기 및 모션 보정기는 모션 추정/보정의 또 다른 타입을 적용한다.

주파수 변환기(660)는 공간 영역 비디오 정보를 주파수 영역(즉, 스펙트럼) 데이터로 변환한다. 블록-기반 비디오 프

레임을 위해, 주파수 변환기(660)는 DCT 계수의 블록을 만들면서, 모션 예측 잉여 데이터의 블록에 이산 코사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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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DCT'] 또는 DCT의 변형을 적용한다. 선택적으로, 주파수 변환기(660)는 푸리에 변환과 같은 또 다른 종래의 주

파수 변환을 적용하거나 웨이브렛 또는 서브밴드 분석을 이용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주파수 변환기(660)는 키 프레

임에 대한 공간 예측 잉여의 블록에 주파수 변환을 적용한다. 주파수 변환기(660)는 8x8, 8x4, 4x8 또는 다른 크기 

주파수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양자화기(quantizer)(670)는 스펙트럼 데이터 계수의 블록을 양자화한다. 양자화기는 프레임-바이-프레임 기

초 또는 다른 기초에 따라 변하는 스텝-사이즈(step-size)를 가진 스펙트럼 데이터에 균일한 스칼라 양자화를 적용

한다. 대안적으로, 양자화기는 스펙트럼 데이터 계수에 또 다른 타입의 양자화, 예를 들어, 불균일, 벡터 또는 비적응

성 양자화를 적용하거나, 주파수 변환을 이용하지 않는 인코더 시스템에서 공간 영역 데이터를 적접 양자화한다. 적

응성 양자화에 추가해서, 인코더(600)는 프레임 드로핑(frame dropping), 적응 필터링(adaptive filtering), 또는 레

이트 제어를 위한 다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이 후속하는 모션 추정/보정을 위해 필요할 때, 역 양자화기(676)는 양자화된 스펙트럼 데이터 

계수에 역 양자화를 수행한다. 그 후, 역 주파수 변환기(666)는 주파수 변환기(660)의 역동작을 수행하여, 재구성된 

예측 잉여(예측 프레임을 위한) 또는 재구성된 키 프레임을 생성한다. 현재 프레임(605)이 키 프레임이면, 재구성된 

키 프레임은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도시되지 않음)으로 취해진다. 현재 프레임(605)이 예측 프레임이면, 재구성된 예

측 잉여는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모션-보정된 현재 프레임(635)에 추가된다. 프레임 저장 장치(620

)는 후속 프레임을 예측하는 데에 이용하기 위한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을 버퍼링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프

레임의 블록에서의 불연속을 적응적으로 평활화하기 위해, 재구성된 프레임에 역블로킹 필터(deblocking filter)를 적

용한다.

엔트로피 코더(680)는 특정 보조 정보[예, 모션 정보(615), 양자화 스텝 사이즈] 뿐만 아니라 양자화기(670)의 출력

을 압축한다. 전형적인 엔트로피 코딩 기술은 수학적 코딩, 미분 코딩, 허프만 코딩(Huffman coding), 런 길이 코딩, 

LZ 코딩, 사전 코딩(dictionary coding), 및 상기의 조합을 포함한다. 엔트로피 코더(680)는 전형적으로 다른 종류의 

정보(예, DC 계수, AC 계수, 다른 종류의 보조 정보)를 위한 다른 코딩 기술을 이용하고, 특정 코딩 기술 내에서 다수

의 코드 표 중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다.

엔트로피 코더(680)는 압축된 비디오 정보(695)를 버퍼(690)에 둔다. 버퍼 수준 지시기(buffer level indicator)는 비

트레이트 적응 모듈에 다시 입력된다. 압축된 비디오 정보(695)는 일정한 또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비트레이트로 버퍼

(690)로부터 비워지고 그 비트레이트로 후속 스트리밍을 위해 저장된다. 대안적으로, 인코더 시스템(600)은 압축 직

후에 압축 비디오 정보를 스트리밍한다.

버퍼(690) 전 또는 후에, 압축된 비디오 정보(695)는 네트워크로 전송되기 위해 채널 코딩될 수 있다. 채널 코딩은 압

축된 비디오 정보(695)에 오차 검출 및 수정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

B. 비디오 디코더

도 7은 일반적인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700)의 블록도이다. 디코더 시스템(700)은 비디오 프레임의 압축된 시퀀스를

위한 정보(795)를 수신하고 재구성된 프레임(705)을 포함하는 출력을 생성한다. 전형적으로, 비디오 디코더의 특정 

실시예는 일반화된 디코더(700)의 변형 또는 보충된 버전을 이용한다.

디코더 시스템(700)은 예측된 프레임 및 키 프레임을 압축 해제한다. 설명의 목적으로, 도 7은 디코더 시스템(700)을

통한 키 프레임을 위한 경로 및 기 예측 프레임을 위한 경로를 도시한다. 디코더 시스템(700)의 다수의 구성 요소는 

키 프레임 및 예측 프레임을 둘 다 압축 해제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 구성 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정확한 작동은 압축

되는 정보의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버퍼(790)는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위한 정보(795)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엔트로피 디코더(780)에 이용 가능

하게 한다. 버퍼(790)는 전형적으로 시간에 대해 상당히 일정한 레이트로 정보를 수신하고, 대역폭 또는 전송에서 단

기 변형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지터 버퍼(jitter buffer)를 포함한다. 또한, 버퍼(790) 는 재생 버퍼(playback buffer) 

및 다른 버퍼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버퍼(790)는 변하는 레이트로 정보를 수신한다. 버퍼(790) 전 또는 후에,

압축된 비디오 정보는 오차 검출 및 수정을 위해 처리되고 채널 디코딩될 수 있다.

엔트로피 디코더(780)는, 전형적으로 인코더에서 수행된 엔트로피 인코딩의 역을 적용하여, 엔트로피 코딩된 보조 정

보[예, 모션 정보(715), 양자화 스텝 사이즈] 뿐만 아니라 엔트로피-코딩된 양자화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엔트로피 

디코딩은 수학적 디코딩, 미분 디코딩, 허프만 디코딩, 런 길이 디코딩, LZ 디코딩, 사전 디코딩, 및 상기의 조합을 포

함한다. 엔트로피 디코더(780)는 다른 종류의 정보(예, DC 계수, AC 계수, 다른 종류의 보조 정보)를 위한 다른 디코

딩 기술을 이용하고, 특정 디코딩 기술에서 다수의 코드 표 중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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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되는 프레임(705)이 기 예측 프레임이면, 모션 보정기(730)는 재구성되는 프레임(705)의 예측(735)을 형성하

기 위해 참조 프레임(725)에 모션 정보(7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모션 보정기(730)는 매크로블록 모션 벡터를 이

용하여 참조 프레임(725) 내에서 매크로블록을 찾는다. 프레임 버퍼(720)는 참조 프레임으로서 이용하기 위해 선행

의 재구성된 프레임을 저장한다. 대안적으로, 모션 보정기는 다른 타입의 모션 보정을 적용한다. 모션 보정기에 의한 

예측은 거의 완벽하지 않으므로, 디코더(700)는 예측 잉여도 재구성한다.

디코더가 후속하는 모션 보정을 위해 재구성된 프레임을 필요로 할 때, 프레임 저장 장치(720)는 후속 프레임을 예측

하는 데이 이용하기 위해 재구성된 프레임을 버퍼링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프레임의 블록 내의 불연속을 

적응적 으로 완만하게 하기 위해, 재구성된 프레임에 역블로킹 필터링을 적용한다.

역 양자화기(770)는 엔트로피-디코딩된 데이터를 역 양자화한다. 일반적으로, 역 양자화는 프레임-바이-프레임 기

초 또는 다른 기초에 따라 변하는 스텝-사이즈를 가진 엔트로피-디코딩된 데이터에 균일한 스칼라 역 양자화를 적용

한다. 대안적으로, 역 양자화기는 데이터에 임의의 타입의 양자화, 예를 들어, 불균일, 벡터 또는 비 적응성 양자화를 

적용하고, 역 주파수 변환을 이용하지 않는 디코더 시스템에서 공간 영역 데이터를 직접 역 양자화한다.

역 양자화 주파수 변환기(760)는 양자화된 주파수 영역 데이터를 공간 영역 비디오 정보로 변환한다. 블록-기반 비디

오 프레임을 위해, 역 주파수 변환기(760)는 모션 예측 잉여 데이터를 만들면서, DCT 계수의 블록에 역 DCT['IDCT'

] 또는 IDCT의 변형을 적용한다. 대안적으로, 주파수 변환기(760)는 푸리에 변환(760)과 같은 또 다른 종래의 역 주

파수 변환를 적용하거나 웨이브렛 또는 서브밴드 합성을 이용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역 주파수 변환기(760)는 키 프

레임을 위한 공간 예측 잉여의 블록에 역 주파수 변환을 적용한다. 역 주파수 변환기(760)는 8x8, 8x4, 4x8 또는 다

른 크기의 역 주파수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전역 광도 변화 추정/보정

몇 개의 설명된 실시예는 적은 수의 파라미터에 의해 기술되는 전역 광도 변화를 추정, 적용, 코딩 및/또는 디코딩하

기 위한 기술 및 수단을 포함한다. 수단 및 기술은 재구성된 비디오의 동일한 주관적 및 객관적 품질이 보다 낮은 비

트레이 트에서 달성되게 한다. 각각의 개별 수단 및 기술은 1) 전역 광도 변화 보정법; 2) 전역 광도 파라미터의 파라

미터화; 3) 컴퓨터를 사용한 효율적인 전역 광도 파라미터의 추정/추출; 4) 전역 광도 변화를 이용한 저비용의 프레임

시그널링; 및 5) 저비용의 전역 광도 파라미터의 시그널링 중의 하나 이상을 구현한다. 광도 변화는 프레임, 필드, 개

별 블록, 개별 매크로블록 또는 매크로블록의 그룹과 같은 프레임/필드의 부분, 또는 화상의 또 다른 특정 부분일 수 

있다. 아래의 설명의 많은 부분은 전체 프레임에서의 광도 변화에 대한 파라미터화 및 보정에 관한 것이지만, 광도 변

화 보정을 위한 동일한 구조는 (a) 화상의 부분(예, 개별 블록 또는 매크로블록)에서 페이딩의 존재를 결정하고, (b) 그

부분에서의 페이딩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c) 화상의 주어진 부분에 대한 해당 페이딩 파라미터를 파라미터화하고 전

송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화상의 다수의 부분에 대해 반복될 수 있다.

전역 광도 변화('페이딩'이라고도 알려져 있음)는 장면의 휘도 및/또는 콘트라스트(contrast)에서의 변화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 변화는 선형이지만, 페이딩은 동일한 구조 내에서 임의의 완만한 비선형 매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페이딩, 모핑 및 블렌딩은 장면 전환에 따라 비디오 프레임의 전개를 유연하게 하고 특수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비디오 컨텐츠의 생성에서 널리 이용된다. 또한, 특정 시퀀스는 조명의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페이딩을 보인

다. 페이딩, 모핑, 및 블렌딩과 같은 효과를 가진 비디오 프레임은 종래의 모션-기반 비디오 압축 방법으로 인코딩하

기에는 상대적으로 대량의 비트를 요구하고, 그것은 그 러한 프레임에서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A. 전역 광도 변화 보정법

도 8은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800)을 도시한다. 도 6에 도시된 인코더(600

)와 같은 인코더는 기술(800)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인코더는 비디오 시퀀스에서 인코딩되는 현재 프레임과 같은 인코딩되는 프레임 내의 페이딩(810)을 조사한다.

인코더가 프레임에 대한 페이딩(810)을 검출하면, 인코더는 페이딩 파라미터(820)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인코더는 

페이딩을 검출하고 섹션 C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한다. 대안적으로, 인코더는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페이딩을 검출하고 그리고/또는 파라미터를 획득한다. 인코더는 페이딩 보정이 활성인지 또는 비활성인지(o

n or off)를 시그널링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페이딩 파라미터도 시그널링한다.

페이딩이 프레임에 대해 검출되면, 예를 들어, 섹션 B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인코더는 프레임(830)에 대한 하나 이

상의 참조 프레임에 페이딩 보정을 행한다. 인코더가 다수의 참조 프레임에 페이딩 보정을 수행할 때, 다수의 참조 프

레임은 인코딩되고 있는 프레임의 전 또는 후(재생 순서로)에 있을 수 있다. 인코더는 인코딩되고 있는 프레임의 어느

부분이 다수의 참조 프레임의 어떤 것으로부터 보정되는 지를 시그널링한다. 이 시그널링을 위해, 인코더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참조 프레임 선택을 위해 이미 이용된 시그널링을 이용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인코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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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보정에서 리매핑된 참조 프레임 및 원본 참조 프레임을 둘다 이용할 수 있다. 인코더는, 예

를 들어, 페이딩된 컨텐츠 및 페이딩되지 않은 오버레이를 모두 갖는 현재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페이딩 보정 후에, 인코더는 조절된 참조 프레임으로부터 모션 추정/보정을 이용하여 프레임(840)을 인코딩할 수 있

다. 인코더가 페이딩을 검출하지 않으면, 인코더는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거나 페이딩 보정을 수행하지 않고 프레

임(840)을 인코딩한다. 인코딩이 완료되면(850),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도 9는 페이딩 보정을 이용하여 인코딩된 비디오를 디코딩하기 위한 기술(900)을 도시한다. 도 7에 도시된 디코더(70

0)와 같은 디코더는 기술(900)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디코더는 페이딩이 디코딩되는 프레임에 대해 활성화인지 비활성화인지 조사한다(910). 이 조사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인코더에 의해 전송된 시그널링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다. 디코더는 해당 프레임에 대해 페이딩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910), 페이딩 보정(920)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디코더는 인코더에 의해 전송된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고, 디코딩되는 프레임에 대한 하나 이상의 참조 프레임에 페이딩 보정(인코더에서 행해진 것과 같

이)을 수행한다.

다음, 디코더는, 예를 들어 조절된 참조 프레임으로부터의 모션 보정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디코딩한다(930). 페이딩

이 비활성이면, 디코더는 페이딩 보정을 수행하지 않고 프레임을 디코딩한다(930). 디코딩이 완료되면(940), 프로세

스는 종료한다.

도 10은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인코더 구조(1000)를 도시한다. 이 구조(1000)에서, 인코더

는 페이딩 추정에 의해 획득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을 조건부로 리매핑한다. 인코더는 프레임에 대해 충

분한 정도의 확실성과 일관성으로 페이딩을 검출한 경우, 리매핑, 즉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페이

딩 보정은 일치 연산(즉, 출력=입력)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인코더는 페이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페이딩 검출 모듈(1030)을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1010)을 참조 프레임(1020)과 비교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참조 프레임은 비디오 시퀀스에서 현재 프레임에 

선행하는 프레임이다. 대안적으로, 참조 프레임은 선행 프레임보다 앞서거나 현재 프레임보다 뒤이다. 다수의 참조 프

레임이 이용될 때, 인코더는 각각의 참조 프레임에서의 페이딩을 조사한다. 인코더는 페이딩 검출의 결과에 기초하여

'페이딩 활성화' 또는 '페이딩 비활성화' 신호(1040)를 생성한다.

페이딩이 활성화이면, 페이딩 추정 모듈(1050)는 현재 프레임(1010) 및 참조 프레임(1020)에 수행되는 계산에 기초

하여 페이딩 파라미터(1060)를 추정한다. (몇몇 실시예에서의 페이딩 추정 상세 정보는 섹션 C에서 설명된다.)

페이딩 보정 모듈(1070)은 페이딩 파라미터(1060)를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1020)(대안적으로, 다수의 참조 프레임)

을 리매핑한다. 다음, 인코더는 다른 인코더 모듈(1080)(예, 모션 추정 및 보정, 주파수 변환기, 및 양자화 모듈)을 이

용하여 프레임을 압축할 수 있다. 인코더는 인코딩된 현재 프레임(1010)을 정의 하는 모션 벡터, 잉여 및 다른 정보(1

090)를 출력한다. 병진 상의 모션 벡터(translational motion vectors)를 가진 모션 추정/보정 외에,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을 위한 구조는 모션 보정-기반 비디오 코덱(video codec)의 다양한 변형에 적용할 수 있다.

도 11은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디코더 구조(1100)를 도시한다. 디코더는 디코딩된 현재 프

레임(1110)을 생성한다. 인코딩된 페이딩-보정된 프레임을 디코딩하기 위해, 디코더는 페이딩 보정 모듈(1130)을 이

용하여 선행하여 디코딩된 참조 프레임(1120)(대안적으로, 다수의 참조 프레임)에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

페이딩 활성/비활성 신호(1140)가 인코딩된 현재 프레임에 대해 페이딩이 활성화임을 나타내면 디코더는 참조 프레

임(1120)에 페이딩 보정을 수행한다(1160). 디코더는 페이딩 추정동안 획득된 페이딩 파라미터(1150)를 이용하여 

페이딩 보정(인코더에서 행해진 바와 같이)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페이딩이 현재 프레임에 대해 비활성이면),

페이딩 보정은 일치 연산(즉, 출력=입력)이다.

다음, 디코더는 다른 디코더 모듈(1160)(예, 모션 보정, 역 주파수 변환, 및 역 양자화 모듈)을 이용하여, 인코더에 의

해 제공된 모션 벡터, 잉여 및 다른 정보(117)를 이용하여 인코딩된 프레임을 압축 해제할 수 있다.

B. 파라미터화 및 보정

비디오 편집에서, 합성 페이딩은 종종 광도 및 색도 채널에 단순 픽셀-와이즈 선형 변환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실현

된다. 마찬가지로, 크로스-페이딩은 종종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합성과 함께, 두 개의 비디오 시퀀스의 선형 합으로서 

실현된다. 따라서, 몇몇 실시예에서, 도 10의 구조(1000)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인코더는 페이딩(자연적인지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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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상관없이)을 픽셀-와이즈 선형 변환으로 파라미터화하고 크로스-페이딩을 선형 합으로서 파라미터화하고, 도

11의 구조(1100)에 도시된 것과 같은 디코더는 대응하는 변환을 수행한다.

I(n)이 프레임 n에서 화상이고 I(n-1)이 선행 프레임에서의 화상이라고 하자. 모션이 작으면, 단순 페이딩이 식 1에서

의 제1 차수 관계에 의해 모델링된다. (식 1에서의 관계는 비디오 시퀀스에서의 가능한 모션 때문에 근사적이다.)

(1)

여기서 페이딩 파라미터 B 및 C는 각각 휘도 및 콘트라스트에 대응한다. 비선형 페이딩이 발생하면, 제1 차수 성분은

전형적으로 변화의 크기를 설명한다.

화상 시퀀스 U(n)으로부터 화상 시퀀스 V(n)으로의 크로스-페이드는 식 2에서의 관계에 의해 모델링될 수 있다. 식 

2에서의 관계는 시퀀스에서의 가능한 모션 때문에 근사적이다.

(2)

은 크로스-페이드의 시작을 나타내고, 은 크로스-페이드의 끝을 나타낸다. 여러 프레임에 걸쳐있는 크

로스-페이드에 대해, α는 작다. 크로스-페이드의 시작에서, n번째 프레임은 n-1번째 프레임의 감쇠된(콘트라스트 <
1) 버전에 가깝다. 끝 쪽을 항하면, n번째 프레임은 n-1번째 프레임의 증폭된(콘트라스트 > 1)버전이다. 즉, 크로스-

페이드의 시작에서, n번째 프레임은 콘트라스트 값 1-α에 의해 스케일링된 n-1번째 프레임으로서 모델링될 수 있는

한편, 크로스-페이드의 끝에서, n번째 프레임은 콘트라스트 값 1+α에 의해 스케일링된 n-1번째 프레임으로서 모델

링될 수 있다. 식 2는, 크로스-페이드의 시작과 끝에서, 인코더가 선형 규칙(아래의 식 3 및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을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예, n-1번째 프레임)을 리매핑함으로써 n번째 프레임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코더는 참조 프레임을 리매핑하는 것에 의해 전역 광도 변화의 보정을 수행한다. 인코더는 픽셀-바이-픽셀 또는 

임의의 다른 기초로에 참조 프레임을 리매핑한다. 원본인 리매핑되지 않은 프레임은 본질적으로 폐기된다(반면, 다수

의 참조 프레임 시나리오에서는, 리매핑되지 않은 참조도 이용됨).

아래의 선형 규칙은, 식 1에 기초하여, 참조 프레임 R의 광도값을 두 개의 파라미터 B 및 C(장면의 휘도 및 콘트라스

트에 대응)로 리매핑된 참조 프레임 에 리매핑한다.

(3)

참조 프레임의 광도값은 콘트라스트 값에 의해 스케일링되고(또는 '가중됨'), 휘도 값에 의해 시프트(즉, 오프셋을 부

가하는 것에 의해)된다. 색도에 대해, 리매핑은 아래 규칙을 따른다.

(4)

여기서 μ는 색도 값의 평균이다. 일 실시예에서, 128은 색도 값의 부호 없는 8-비트 표현(unsigned 8-bit represen

tation)에 대한 평균이라고 가정한다. 색도 리매핑을 위한 이 규칙은 휘도 성분을 이용하지 않는다.

몇몇 실시예에서, 식 3 및 4에서 이용되는 2-파라미터 선형 리매핑은 더 높은 차수의 항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식

5는 R의 광도값을 에 리매핑하는 2차식이다.

(5)

다른 실시예는 다른 리매핑 규칙을 이용한다. 그러한 리매핑 규칙의 하나의 범주에서, 비선형 페이딩에 대해, 선형 매

핑은 비선형 매핑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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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페이딩 파라미터의 추정

페이딩 추정은 인코딩 프로세스동안 페이딩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프로세스이다. 도 10의 구조(1000)에 도시된 것과 

같은 인코더는 인코딩 프로세스동안 휘도(B) 및 콘트라스트(C)을 계산할 것이다.

몇몇 실시예에서, 파라미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인코더는 도 12에 설명된 기술(1200)을 이용한다.

설명된 기술에서, 광도 채널만이 분석된다. 대안적으로, 더 많은 계산 자원이 이용 가능한 경우, 인코더는 분석에서 색

도 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코더는 C를 더 로버스트(robust)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 3 및 4(식 3만이 아님)에서 C에

대해 푼다.

도 12에서 설명된 실시예에서, 장면에서의 모션은 페이딩 추정 프로세스동안 무시된다. 이것은 (a) 전형적으로 정지 

장면 또는 모션이 적은 장면에서 페이드 및 크로스 페이드가 발생하고, (b) 모션이 많은 장면에서는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의 유용성이 매우 낮다는 관찰에 기초한다. 대안적으로, 인코더는 페이딩 파라미터 및 모션 정보에 대해 결합해서

푼다. 그리고 나서, 모션 정보는 기술(1200)의 나중 단계 또는 임의의 다른 시간에서 페이딩 파라미터의 정확도를 개

량하기 위해 이용된다. 모션 정보를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페이딩 추정 계산으로부터 모션이 검출되는 참조 프레

임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것이다.

기술(1200)의 다양한 부분에서, 또는 의 절대 오차 합은 페이딩의 존재 및 파라

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척도의 역할을 한다. 대안적으로, 인코더는 동일한 오차 항에 대한 평균 제곱 오차['MSE'] 또는

제곱 오차의 합['SSE']과 같은 다른 또는 추가적인 척도를 이용한다. 또는, 인코더는 다른 오차 항을 이용한다.

기술(1200)의 다양한 지점에서, 인코더는 탈출 조건(exit condition)의 만족 시 그 기술(1200)을 종료할 것이다. 도 1

2는 여러 탈출 조건을 나타낸다. 또 다른 탈출 조건(도 12에서 도시되지 않음)에 대해, 인코더는 그 기술(1200)의 시

작 또는 중간 단계에서 콘트라스트 파라미터가 1.0에 근사한지(일 실시예에서는, .99 < C < 1.02)를 조사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술(1200)을 종료한다.

인코더는 현재 프레임 및 참조 프레임(1210)을 다운샘플링함으로써 프로세스(1200)를 시작한다. 일 실시예에서, 인

코더는 수평 및 수직으로 4의 팩터로 다운샘플링한다. 선택적으로, 인코더는 또 다른 팩터로 다운샘플링할 수 있고, 

다운샘플링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인코더는 현재 및 참조 프레임(아래 문자 d로 도시됨)의 저해상도 버전에 대한 절대 오차 합 

을 계산한다. 절대 오차 합은 다운샘플링된 현재 프레임과 다운샘플링된 참조 프레임 사이의 

픽셀값에서의 차이를 측정한다. 절대 오차 합이 특정 임계값(예, 다운샘플링된 현재 및 참조 프레임에서의 픽셀에 대

한 광도값 사이에서 미리 정의된 차이 측정) 보다 작으면(1230), 인코더는 아무런 페이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

정하고 페이딩 보정을 수행하지 않는다(1235).

그렇지 않은 경우, 인코더는 휘도(B) 및 콘트라스트(C) 파라미터를 추정한다(1240). B 및 C에 대한 제1 차단 추정(fir

st cut estimate)은 R d 의 항으로 I d (n)를 모델링하는 것에 의해 획득되어진다. 일 실시예에서, 휘도 및 콘트라스트

파라미터는 전체 다운샘플링된 프레임에 대한 선형 회귀를 통해 획득되어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더 로버스

트한 분석을 위해 총 최소 제곱(total least square), 최소 중의 제곱(least median of square), 등과 같은 통계적 분석

의 다른 형태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인코더는 오차 항 의 MSE 또는 SSE를 최 소화한다. 몇몇 환경에서,

MSE 및 SSE는 로버스트하지 않으므로, 인코더는 오차 항에 대한 절대 오차 합도 검사한다. 인코더는 특정 점에 대한

고 오차 값을 폐기한다(페이딩보다는 모션에 의한 것임).

그 다음, 인코더는 B 및 C를 양자화 및 비양자화하는 것에 의해 B f 및 C f 를 계산한다(1250). 제1 차단 파라미터는 

B f 및 C f 를 주면서, 양자화 및 비양자화되어, 그들이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를 조사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전형적인 8-비트 깊이 형상(signed 5-bit integer)에 대해, B 및 C는 각각 6비트로 

양자화된다. B는 부호있는 5-비트 정수(signed 5-bit integer)로 표현되는 -32 내지 31의 정수 값을 취한다. C q 로

표현되는 C의 양자화된 값은 1 내지 63의 양자화된 값에 대응해서, 0.015625(1/64)의 균일한 스텝으로, 0.515625 

내지 1.484375에서 변한다. 양자화는 가장 가까운 유효 비양자화된 값으로 B 및 C를 라운딩(rounding)하는 것에 의

해 수행된다.

그 다음, 인코더는 원본 한계 절대 오차 합(S OrgBnd ) 및 리매핑된 한계 절대 오차 합(S RmpBnd )을 계산한다(1270). 

몇몇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적합도 분석(goodness-of-fit analysis)을 이용하여 합을 계산한다. 원본 해상도에서 픽

셀의 난수 또는 의사 난수 세트(a random or pseudorandom set of pixels)에 대해, 인코더는 리매핑된 한계 절대 오

차 합 을 계산하고, 여기서 임의의 한계 M에 대해 babs(x) = min(abs(x), M)이다. 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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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에서, M은 인 코딩되는 프레임의 양자화 파라미터의 배수이다. 한계 M은 양자화 파라미터가 조잡(coarse)할 때 

더 크고, 양자화 파라미터가 세밀할 때 더 작다. 인코더는 또한 원본 한계 절대 오차 합 을 계

산한다. 계산 자원이 이용 가능하면, 인코더는 전체 프레임에 대해 한계 오차 합을 계산할 것이다.

그 다음, 원본 및 리매핑된 한계 절대 오차 합의 상대 값에 기초하여, 인코더는 페이딩 보정(1280)을 이용할지를 결정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실시예에서, 리매핑된 한계 오차 합이 원본 한계 오차 합의 임의의 임계값 퍼센트 σ이하가 아

닌 경우, 인코더는 페이딩 보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일 실시예에서, σ = .95이다. 인코더가 페이딩 보정을 수행하고 

있으면, 인코더는, 이번에는 I(n)과 R 사이의 선형 회귀에 기초하지만, 완전 해상도에서, 페이딩 파라미터를 다시 계산

한다(1290). 계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코더는 프레임의 난수 또는 의사난수 샘플링에 대해 반복된 선형 회귀를 

수행할 수 있다. 다시, 인코더는 더 로버스트한 분석을 위해 다른 형태의 통계적인 분석(예, 총 최소 제곱, 최소 중의 

제곱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코딩이 완료되면(1290),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일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식 3 및 4에서 C=-1인 특별한 경우를 허용한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비트스트림에서 C q

=0에 의해 시그널링된다. 이 '역(invert)' 모드에서, 참조 프레임은 B에 의해 시프트하기 전에 반전되고, B의 범위는 2

의 균일 간격으로 193 내지 319이다.

D. 시그널링

도 10의 구조(1000)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인코더는 페이딩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페이딩 활성/비활성 시그널링 정보

를 전송한다. 도 11의 구조(1100)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디코더는 시그널링 정보 및 페이딩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시퀀스 수준에서, 인코더는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이 시퀀스에 대해 인에이블되었는지를 나타내기 위

해 1 비트를 전송한다. 인코더는 또한 프레임 수준에서 전역 광도 변화를 시그널링할 수 있고, 그리고/또는 프레임에

서 개별 블록 또는 매크로블록과 같은 프레임의 일부에 대한 전역 광도 변화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전형적인 비디오 시퀀스의 프레임에서, 전역 광도 변화 및 페이딩의 발생은 드물다. 한 비트를 추가해서 페이딩(또는 

등가적으로 페이딩의 부존재)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코더는 한 비트를 이용하여 프레임 수준

에서 페이딩(또는 등가적으로 페이딩의 부존재)을 신호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보와 함께 페이딩(또는, 동등

하게, 페이딩의 부존재)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인코더는 모션 모드[즉, 모션 벡터의 수 및 

구성, 서브-픽셀 보간법(interpolation scheme)]에 대한 가변 길이 코드(VLC) 표에서의 이스케이프 시퀀스(escape 

sequence)를 이용하여 프레임 수준 시그널링을 수행한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최소 빈도 모션 모드(the lea

st frequent motion mode) 및 페이딩 보정의 활성화를 함께 신호로 시그널링한다.

사건 F가 페이딩의 존재를 나타내고, G가 프레임에 대한 최소 빈도 모션 모드의 선택을 나타낸다고 하자. G가 거짓일

때 VLC <MVMODE>가 모션 모드를 나타낸 다고 하자. 이 VLC 표는 F 및/또는 G가 참일 때를 시그널링하는 데에 이

용되는 이스케이프 부호(escape symbol) <ESC>와 함께 설계된다. 표 1은 페이딩 보정이 활성화 될 때 페이딩 파라

미터 B 및 C가 후속하게 되는 F 및 모션 모드의 결합 코딩(joint coding)을 설명한다.

G = 거짓 G= 참

F = 거짓 <MVMODE> <ESC> 0

F = 참 <ESC> 1 <MVMODE>[B][C] <ESC> 1 <ESC> [B][C]

표 1 : 최소 빈도 모션 모드 및 페이딩 신호의 결합 코딩

전역 광도 변화가 특정 프레임에 대해 활성화되면, 또 다른 VLC(<MVMODE> 또는 <ESC>)가 모션 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후속한다. 그 다음, 파라미터는 각각 B 및 C에 대한 두 개의 6-비트 고정 길이 코드 워드를 이용하여 시그널링된

다. 대안적으로, 파라미터는 VLC를 이용하여 시그널링된다. 블록 또는 매크로블록과 같은 프레임의 개별 부분에 적

용될 때, 인코더는 그 부분과 독립적으로 페이딩 파라미터를 신호로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딩이 비디오 프레임

의 매크로블록에만 적용하면, 페이딩 정보는 코딩된 블록 패턴 또는 변환 타입과 같은 매크로블록-수준 정보와 함께 

결합 엔트로피 코드에 의해 시그널링될 수 있다.

도 13은, 인코더가 최소 빈도 모션 모드 및 페이딩의 존재를 결합하여 코딩하는 코딩 배열(일 실시예에 대해, 표 1에 

대응)을 나타내는 수형도이다. (페이딩 파라미터를 위한 코딩의 상세 사항은 생략된다.) 인코더는 각각의 다른 모션 

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VLC를 이용한다(예, 코드 '0', '10', 및 '110'은 각각 모션 모드 0, 1 및 2를 나타낸다). 인코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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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딩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최소 빈도 모션 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0'이 후속되는 이스케이프 코드(예, '111')를 이

용한다. 인코더는 페이딩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1'이 후속되는는 이스케이프 코드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설명된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방법은, 다르게 지시되지 않으면, 컴퓨팅 환경의 임의의 특정 타입에 관련

되거나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범용 또는 특수화된 컴퓨팅 환경이 여기에서 설명된 

교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거나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 나타난 실시예의 요소는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가능한 실시예에서, 첨부되는 청구항 및 그것의 균등물의 취지 및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실시예를 본 발명의 권리로서 청구한다.

발명의 효과

인코딩할 비트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디오 시퀀스의 일부를 확인한 후, 그러한 부분을 더 양호하게 압축하기 위

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비디오 압축의 목적의 하나인 레이트-왜곡 성능을 향상한다. 즉,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동

일한 양의 비트를 사용하지만 더 높은 품질을 달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비디오 화상을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computer-implemented method)을 수행하도록 컴퓨터 시스

템을 프로그래밍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화상에 대한 복수의 리매핑된 픽셀값을 계산함으로써 페이딩 보정을 수행하는 단계 - 상기 복

수의 리매핑된 픽셀값은, 원본 참조 비디오 화상에서 이용되는 복수의 원본 픽셀값을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로 리매핑

하는 것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함 -; 및

상기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화상에 대하여, 현재 비디오 화상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한 모션 보정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획득 단계 전에, 인코딩 동안, 상기 원본 참조 비디오 화상에 대하여 상기 현재 비

디오 화상에서의 페이딩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단계는,

상기 원본 참조 비디오 화상에 대하여,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에 대한 오차 측정값을 계산하는 단계;

페이딩 검출 임계값과 상기 오차 측정값을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할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오차 측정값 계산 단계 전에,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 및 상기 원본 참조 비디오 화

상을 다운샘플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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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 측정값은 절대 오차 합(absolute error sum)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 단계는, 인코딩 동안,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단계는 선형 회귀를 이용하여 상기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화상으로 상기 현재 비디오 화

상을 모델링함으로써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를 푸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단계는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 및 상기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화상의 다중-해상도 분해(m

ulti-resolution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를 푸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단계는,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 및 상기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화상의 모든 픽셀보다 적은 

샘플링을 이용하여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를 푸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 단계는, 디코딩 동안,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매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는 픽셀-와이즈(pixel-wize) 선형 변환을 지정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는 픽셀-와이즈 비선형 변환을 지정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매핑된 픽셀값은 비디오 프레임의 전체에 대한 것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리매핑된 픽셀값은 비디오 프레임의 일부분에 대한 것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는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의 전체에 대한 것이고,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의 상

기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의 전체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는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의 전체 보다 적은 일부분에 대한 것이고, 상기 현재 

비디오 화상의 상기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일부분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분은 블록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분은 매크로블록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분은 복수 매크로블록의 그룹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일부분은 프레임 내의 필드 또는 프레임 내의 객체 층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보정은 광도 변화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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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보정은 색도 변화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보정은 하나의 비디오 장면과 다른 비디오 장면 사이의 크로스-페이딩을 포함하는 컴퓨

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보정은 비디오 객체의 모핑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는 2차 또는 고차 변환을 지정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비디오 디코딩동안 수행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비디오 인코딩동안 수행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8.
비디오 시퀀스에서 현재 비디오 프레임을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을 수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현재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전역 광도 변화 보정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리매핑된 픽셀값을 계산함으로써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을 수행하는 단계 - 상기 

리매핑된 픽셀값은, 상기 현재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 상기 전역 광도 변화 보정 파라미터로 원본 참조 비디오 프레임

에서 이용되는 원본 픽셀값의 리매핑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상기 참조 비디오 프레임 모두에 대한 것임 - ; 

및

상기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한 모션 보정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전역 광도 변화 보정 파라미터는 픽셀-와이즈 선형 변환을 지정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은 광도 및/또는 색도 변화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비디오 디코딩동안 수행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비디오 인코딩동안 수행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3.
비디오 화상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시퀀스 내의 참조 화상에 대하여, 상기 비디오 시퀀스 내의 현재 화상에서의 전역 광도 변화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

상기 현재 화상에서의 상기 전역 광도 변화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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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정된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상기 참조 화상의 상기 픽셀값을 조절함으로써 전역 광도 변화 보정을 수행하기 위

한 수단; 및

상기 참조 화상의 상기 조절된 픽셀값으로부터 상기 현재 화상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한 모션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시스템.

청구항 34.
비디오 화상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있어서,

추정된 페이딩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비디오 시퀀스에서 하나 이상의 참조 화상의 픽셀값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 - 상

기 추정된 페이딩 파라미터는 페이딩 추정 모듈로 계산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참조 화상에 대한 상기 비디오 시퀀스 

내의 현재 화상에서의 페이딩을 검출에 기초함 - ;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참조 화상의 상기 조절된 픽셀값으로부터 상기 현재 화상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한 모션 보정을 수

행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시스템.

청구항 35.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비디오 프레임을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에 있어서,

페이딩 보정을 위한 페이딩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단계 - 상기 추출은 상기 하나 이상의 비디오 프레임에서 페이딩이 

검출된 때 수행됨 -

를 포함하고, 상기 추출단계는,

다운샘플링된 현재 프레임과 하나 이상의 다운샘플링된 참조 프레임 사이의 픽셀값에서의 차이에 기초하여 예비 페

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를 양자화하는 단계; 및

상기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를 비양자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 단계는,

완전 해상도 현재 프레임과 하나 이상의 완전 해상도 참조 프레임 사이의 픽셀값 차이에 기초하여 최종 페이딩 파라

미터를 획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비양자화된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단계; 및

상기 최종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페이딩 파라미터를 상기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완전 해상도 현재 프레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완전 해상도 참조 프레임에 대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비양자화된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단계는,

상기 비양자화된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리매핑된 한계 절대 오차 합(remapped bounded absolute error

sum)을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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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한계 절대 오차 합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원본 한계 절대 오차 합과 상기 리매핑된 한계 절대 오차 합을 비교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다운샘플링된 현재 프레임 및 상기 하나 이상

의 다운샘플링된 참조 프레임에 대해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를 상기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다운샘플링된 현재 프레임 및 상기 하나 이상

의 다운샘플링된 참조 프레임에 대해 총 최소 제곱 분석(total least squares analysis)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41.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다운샘플링된 현재 프레임 및 상기 하나 이상

의 다운샘플링된 참조 프레임에 대해 최소 중의 제곱 분석(least median of squares analysis)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42.
컴퓨터 시스템이 제35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3.
컴퓨터 구현 방법을 수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일부분에 대한 페이딩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프레임의 대응하는 일부분에 대한 복수의 리매핑된 픽셀값을 계산함으로써 페이딩 보정을 수

행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리매핑된 픽셀값은 상기 페이딩 파라미터로 원본 참조 비디오 화상에서 이용되는 복수의 

원본 픽셀값의 리매핑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함 - ; 및

상기 리매핑된 참조 비디오 프레임의 대응하는 일부분에 대하여, 상기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일부분에 대한 모

션 보정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일부분은 하나 이상의 블록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상기 일부분은 상기 리매핑된 참조 프레임 내에 하나 이상의 매크로블

록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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