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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의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그 방법, 및 이를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57) 요약

본 발명은 영상의 압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영상의 예측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

호화 방법에서는 입력 영상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

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한 후, 인트라 예측 부호화가 수행되는 서브 플레인을 참조 블록으로 하고, 나

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부호화에 따른

영상의 압축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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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적어도 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들의 코스트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코스트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하나의 서브 플레인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 블록으로 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

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크기의 영상을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 영상을 서브 샘플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하나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모두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들의 코스트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코스트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인트라 예측을 위한 하나의 서브 플레인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영상을 소정 크기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 영상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타입 별로 입력 블록을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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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은 매크로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예측 및 인터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엔트로피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 블록의 서브 플레인 분할 방식에 따라 스캔 순서를 달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은, 인트라 예측 부호화후 인트라 예측 복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및 인터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변환 및 양자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크기 또는 개수,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특정

하는 정보, 및 인터 예측 부호화 방식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예측 모드 정보를 비트스트림에 삽입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9.

영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적어도 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영상 분할부와;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들의 코스트를 비교하고, 상기 코스트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하나의 서브 플레인을 선택하는 서브 플

레인 인트라 예측부와;

상기 선택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 블록으로 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서브 플레인

인터 예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장치.

등록특허 10-0727969

- 3 -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분할부는 상기 소정의 크기의 입력 영상을 서브 샘플링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분할부는 상기 입력 영상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타입 별로 입력 블록을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

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예측 및 인터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하는 엔트로피 부호화부를 더 포함하

며,

상기 엔트로피 부호화부는

상기 입력 블록의 서브 플레인 분할 방식에 따라 스캔 순서를 달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및 인터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변환 및 양자화를 수행하는 변환 및 양자화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엔트로피 부호화부는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크기 또는 개수,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특정하는 정보, 및 인

터 예측 부호화 방식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예측 모드 정보를 비트스트림에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4.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분할하여 얻어진 적어도 둘 이상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고, 상기 인

트라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들의 코스트를 비교하고, 상기 코스트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하나의 서브 플레인을 선택

하고, 상기 선택된 서브 플레인에 기초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

호화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인트라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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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 및 상기 인터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하여 상기 입력 영상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은 모드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모드 정보는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크기 또는 개수,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특정하는 정보, 및 인터 예측 부호화 방식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복호화 및 상기 인터 복호화는 상기 추출된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을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들은 상기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서브 샘플링하여 얻어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

호화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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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들은 상기 입력 영상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타입 별로 입력 블록을 복수개

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여 얻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21.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은 매크로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22.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비트스트림에 대해 엔트로피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는 복수개의 스캔

방식 중 상기 입력 블록의 서브 플레인 분할 타입에 따라 결정되는 스캔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

호화 방법.

청구항 23.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은, 인트라 예측 부호화후 인트라 예측 복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청구항 24.

영상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분할하여 얻어진 적어도 둘 이상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고, 상기 인

트라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들의 코스트를 비교하고, 상기 코스트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하나의 서브 플레인을 선택

하고, 상기 선택된 서브 플레인에 기초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

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와;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인트라 복호화를 수행하는 인트라 복호화부와;

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복호화를 수행하는 인터 복호화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 및 상기 인터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하여 상기 입력 영상을 재구성하는 영상

재구성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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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은 모드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모드 정보는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크기 또는 개수,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특정하는 정보, 및 인터 예측 부호화 방식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들은 상기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서브 샘플링하여 얻어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

호화 장치.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들은 상기 입력 영상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타입 별로 입력 블록을 복수개

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여 얻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29.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복수개의 스캔 방식 중 상기 입력 블록의 서브 플레인 분할 타입에 따라 결정되는 스캔 방식을

선택하여 엔트로피 복호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30.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영상 부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

체.

청구항 31.

제14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의 영상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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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영상의 압축 부호화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의 압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영상의 예측 방법, 이

를 이용한 부호화, 복호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MPEG-1, MPEG-2, MPEG-4 Visual, H.261, H.263, H.264 등의 주요 비디오 압축 표준안에서는 동영상을

부호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픽처를 매크로 블록으로 나눈다. 그리고, H.264 부호화 인코더의 경우에는, 각각의 매크로 블록

을 인터 예측에서의 모든 부호화 모드 및 인트라 예측에서의 모든 부호화 모드에서 부호화한 후에 각 부호화 모드에서 부

호화에 소요되는 비트율 및 원 매크로 블록과 복호화된 매크로 블록과의 왜곡 정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상기 비교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부호화 모드를 하나 정해 각각의 매크로 블록을 부호화한다.

여기서 인트라 예측은, 현재 픽처의 매크로 블록을 부호화하기 위해서 참조 픽처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 블록과 동일한 픽처에 포함되고 공간적으로 인접한 화소값을 이용하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 블록에 대

한 예측값을 계산한 후, 이 예측값과 실제 화소값의 차를 부호화하는 것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매크로 블록(a5)의 인트라 예측시에 이용되는 이전 매크로 블록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현재 매크로 블록 a5의 인트라 예측을 위해 이전 매크로 블록 a1, a2, a3 및 a4가 이용된다. 래스터 스캔(raster

scan) 방식에 따르면, 왼쪽에서 오른쪽 및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나의 픽처에 포함된 매크로 블록들을 스캔한다. 따라서,

매크로 블록 a1,a2,a3 및 a4는 현재 매크로 블록 a5이전에 이미 스캔되어 부호화가 완료된 매크로 블록들이다.

"X"표시가 된 매크로 블록들은 아직 부호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매크로 블록 a5의 예측 부호화에 이용할 수 없고, "O"

로 표시된 매크로 블록은 현재 매크로 블록 a5와의 상관도가 낮으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전 매크로 블록들은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및 양자화(quantization) 된 후 다시 역양자화(inverse quantization) 및 역DCT(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되어 재생된 매크로 블록들이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H.264 표준안의 인트라 4x4 모드에서 이용되는 인접화소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소문자 a ~ p는 예측의 대상이 되는 4x4 블록에 해당하는 화소들을 나타낸다. a에서 p로 이루어지는

4x4 블록의 위와 왼쪽에 있는 대문자 A ~ M으로 표시된 샘플들은, 이전에 부호화되고 재구성된 샘플들로서 4x4 블록의

예측에 필요한 인접화소들을 나타낸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H.264 표준안에서 사용되는 인트라 4x4 모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인트라 4x4 모드에는 DC(Direct Current) 모드, 수직(Vertical) 모드, 수평(Horizontal) 모드, 대각선 왼

쪽 아래(Diagonal Down-left) 모드, 대각선 오른쪽 아래(Diagonal Down-right) 모드, 수직 왼쪽(Vertical left) 모드, 수

직 오른쪽(Vertical right) 모드, 수평 위쪽(Horizontal-up) 모드 및 수평 아래쪽(Horizontal-down) 모드의 총 9개의 모드

가 존재한다. 상기 인트라 모드에 따라 인접 블록의 화소들인 A~M으로부터 현재 예측 대상이 되는 a~p의 화소값이 예측

된다. 인코더에서 이들 모드들 중 어떤 모드를 선택하여 인트라 예측을 수행하는냐에 따라 압축 효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좋은 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모든 모드를 적용하여 블록의 예측을 수행하고, 소정의 코스트 함수를 사용하여 코스트를 계

산 한 후, 코스트가 적은 모드를 선택하여 부호화를 수행함으로써 압축 효율을 향상 시키고 있다.

하지만, 고화질의 영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압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된 부호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인트라 예측 시 압축율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인트라 예측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과 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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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

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 블록으로 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상기 소정의 크기의 영상을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단계는 상기 입

력 영상을 서브 샘플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하나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모두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예측이 수

행된 서브 플레인들의 코스트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코스트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인트라 예측을 위한 하나의 서브 플

레인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입력 영상을 소정 크기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

로 분할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 영상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타입 별로 입력 블록을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

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은 매크로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인트라 예측 및 인터 예측이 수행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엔트

로피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 블록의 서브 플레인 분할

방식에 따라 스캔 순서를 달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은, 인트라 예측 부호화후

인트라 예측 복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인트라 및 인터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변환 및 양

자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엔트로피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크기 또는 개

수,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특정하는 정보, 및 인터 예측 부호화 방식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예측 모드 정보를 비트스트림에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는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영상 분할부와; 상기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서브 플레인 인트라 예측부와;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 블록으로 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서브 플레인 인터 예측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은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분할하여 얻어진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 부

호화된 서브 플레인에 기초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

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인트라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 및 상기 인터 복호화된 서브 플

레인을 재구성하여 상기 입력 영상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모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트라 복호

화 및 상기 인터 복호화는 상기 추출된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

레인을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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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은, 인트라 예측 부호화후

인트라 예측 복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는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분할하여 얻어진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에 기초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하여 얻어

진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와;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인트라 복호화를 수행하는

인트라 복호화부와; 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복호화를 수행하는 인

터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분할된 서

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예측 부호화가 수

행되는 서브 플레인을 참조 블록으로 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

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분할하여 얻어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인트라 예측을 수행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이 수행되는 서브 플레인에 기초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

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서브 플레인들 중 적

어도 하나에 대해 인트라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 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부호화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트라 예측 부호화 장치는 영상 분할부(410),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420), 모드 결정부

(422), 변환부(430), 양자화부(440), 엔트로피 코딩부(450), 역양자화부(460), 및 역변환부(470)를 포함한다. 서브 플레

인 부호화부(420)는 인트라 예측부 및 인터 예측부 (도시되지 않음)를 더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도 5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트라 예측 부호화 방법을 설명한다.

영상 분할부(410)는 입력된 영상의 소정의 크기의 블록, 예를 들어 입력 영상내의 매크로블록을 서브 샘플링(sub

sampling)하여 소정의 개수의 서브-플레인으로 분할한다. 예를 들어, 도 5(a) 내지 (c)에 도시된 2개의 16X8, 4개의 8X8,

또는 2개의 8X16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매크로블록을 서브 샘플링하여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였지만, 임의의 크기의 블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도 5(a)(b)(c)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모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a)는 인트라 매크로블록

을 수평 방향으로 서브 샘플링하여 2개의 서브-플레인을 만드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b)는 인트라 매크로블록

을 서브 샘플링하여 4개의 서브-플레인을 만드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c)는 인트라 매크로블록을 수직 방향으

로 서브 샘플링하여 2개의 서브-플레인을 만드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입력 영상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입력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또는 인트라 부호화 효율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분할되는 서브-플레인의 개수와 크기는 입력되는 영상의 공간적 특징에 따라 결정, 예를 들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모두 연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4개의 8X8 서브 플레인으로, 가로 방향만 연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서브 샘플링을 해서 가로가 8, 세로가 16인 8X16 서브 플레인으로, 세로 방향으로만 연속성을 많

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로 방향으로 서브 샘플링을 해서, 가로가 16, 세로가 8인 16X8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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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플레인 부호화부(420)의 인트라 예측부는 영상 분할부(410)에서 분할된 복수개의 서브-플레인들 중 하나의 서브-플

레인을 선택하여,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다. 이때, 서브-플레인의 선택은 소정 위치의 서브-플레인을 선택하거나, 또는 각

각의 서브-플레인들에 대해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 후, 코스트가 가장 작은 서브-플레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6(a) 및 (b)는 16X8의 서브 플레인의 인트라 예측을 위한 인접 샘플(neighbouring sample)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이다. 예를 들어, 서브-플레인 1에 대해 인트라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 서브 플레인 1은 매크로블록을 수평 서브 샘플링하

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 매크로블록의 상부 인접 샘플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중, a, c, e, g, i, k,

m, o를 이용하여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다.

이때, 종래의 16X8의 인트라 예측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즉 수직, 수평, 및 DC 예측을 수행한 후, 가장 좋은 예측 모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7은 선택된 서브-플레인에 대해 4X4 인트라 예측 모드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트라 예측을 위한 인접 샘플들을 구하여 종래의 인트라 예측 방법에 따라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다.

블록 A의 경우와 같이, 서브 플레인 경계에 위치한 블록의 인트라 예측을 위한 인접 샘플은 도 6(b)에서 사용된 인접 샘플

들, 즉 a, c, e, g, i를 사용한다. 한편, 블록 B와 같이, 서브 플레인 내부에 위치한 블록의 인트라 예측을 위한 인접 샘플은

종래 4X4 인트라 예측 모드를 수행하는 방법,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리 디코딩된 4X4 블록의 샘

플을 사용한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종래의 4X4 인트라 예측 모드에서와 같은 9가지 방향성을 모두 적용하여 수행한 후,

가장 좋은 모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선택된 모드에서의 코스트를 4X4 인트라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트로 결정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서브 플레인 1에 대해, 16X8 인트라 예측 모드 및 4X4 인트라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트를 비교하여 가

장 좋은 모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모드에서의 코스트를 서브 플레인 1의 코스트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머지 서브 플레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 후, 해당 서브 플레인의 코스트를 결정한다. 이후,

각각의 서브 플레인들의 코스트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코스트를 갖는 서브 플레인을 인트라 예측을 위한 서브 플레인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상기 코스트 계산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사용되는 코스트 함수로는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SATD(Sum of Absolute Transformed Difference), SSD(Sum of Squared Difference), MAD(Mean of

Absolute Difference) 및 라그랑지 함수(Lagrange function) 등이 있다. SAD는 각각의 블록, 예를 들어 4×4 블록 예측

오차(residue) 값의 절대치를 취하여 그 값들을 합한 값이다. SATD는 각 4×4 블록의 예측 오차값에 하다마드 변환

(Hadamard transform)을 적용하여 생성된 계수들의 절대치를 취하여 더한 값이다. SSD는 각 4×4 블록 예측 샘플의 예

측 오차값을 제곱하여 더한 값이고, MAD는 각 4×4 블록 예측 샘플의 예측 오차값에 절대치를 취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

다. 라그랑지 함수는 코스트 함수에 비트스트림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서만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였지만, 선택적으

로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 예를 들어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수가 4개인 경우, 2개의 서브 플레

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고, 나머지 2개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서는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

하다.

다음으로,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420)의 인터 예측부는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 플레인으로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의 인터 예측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서브 플레인 1이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인 경우, 서브 플레인 1을 참조 서

브 플레인으로 하여, 서브 플레인 2의 인터 예측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참조 플레인으로 이용되는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은, 인트라 예측 부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

트라 예측 복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이다. 한편, 선택적으로 인트라 예측 부호화가 수행될 서브 플레인을 이용하는 것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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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적용되는 인터 예측 방법은 종래의 인터 예측 방법과 유사하다. 참조 픽쳐가 아닌, 참조 서브 플레인을 사용하

고, 아주 작은 범위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움직임 예측 및 보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인터 예측 방법과 구별된

다. 본 발명에 따른 인터 예측에서는, 참조 서브 플레인에서 현재 서브 플레인과 가장 비슷한 위치를 움직임 벡터로 나타내

주고, 그 위치에 있는 참조 서브 플레인의 샘플들과, 현재 서브 플레인의 샘플들과의 차를 부호화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16X8 서브 플레인 단위로 인터 예측을 수행하였지만, 선택적으로 8X8 또는 4X4 단위로 인터 예측을 수

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적으로,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420)는 인터 예측을 위한 움직임 예측 및 움직임 보상을 위한 기능부를 더 포함한다.

도 5(a) 및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의 서브-플레인들은 매크로블록을 서브-샘플링을 하여 얻어진 것이

기 때문에, 서브-플레인들의 연관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인터-예측에 따른 압축 효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서브-플레인 또는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 중 선택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을 수행하고,

선택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 플레인으로 하여, 나머지 서브-플레인들에 대해 인터 예측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서브

-플레인들에 대해 인트라 예측을 수행하고, 나머지 서브-플레인들에 대해 인터 예측을 수행한 후 가장 코스트가 작은 조

합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분할된 서브-플레인들에 대해, 다른 조합의 예측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터 예측 부호화시 참조 플레인으로 인트라 부호화가 수행되는 서브 플레인 또는 인트라 부호화 및 복

호화된 서브 플레인만을 이용하였지만, 선택적으로 이들 인트라 부호화가되는 서브 플레인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터 부호

화 및 복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들을 참조 플레인으로 이용하여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변환부(430) 및 양자화부(440)는 인트라 및 인터 예측된 서브 플레인들에 대해 변환 및 양자화를 수행한다. 이들 기

능부는 종래의 부호화 장치에서의 대응하는 기능부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므로 설명의 간단을 위해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이들 변환부 및 양자화부는 생략될 수 있다.

또한, 모드 결정부(422)는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관한 정보를 엔트로피 코딩부(450)으로 전송하고, 엔트로피 코딩부

(450)는 입력된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를 부호화되는 비트스트림의 헤더에 삽입 한다. 영상 분할부(410)에서 분할되는 블

럭이 매크로블록인 경우, 모드 정보는 매크로블록 단위로 삽입된다. 모드 정보는 인코더의 인트라 예측 부호화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선택된 인트라 예측 모드가 서브 플레인 모드인 경우,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크기 또는

개수,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특정하는 정보, 및 인터 예측 부호화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역양자화부(460) 및 역변환부(470)는 변환 및 양자화된 데이터에 대해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하여, 이를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420)에 입력한다. 이들 데이터는 서브 플레인 예측부에서의 다음 블록들에 대한 인트라 및 인터 예측에 이용된

다. 이들 기능부는 종래의 부호화 장치에서의 대응하는 기능부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므로 설명의 간단을 위해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변환부(430) 및 양자화부(440)이 생략된 경우, 역양자화부(460) 및 역변환부(470)도 생

략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420)에서 수행되는 예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단계 820에서는 입력 블록, 예를 들어 매크로블록을 서브 샘플링(sub sampling)하여 소정의 개수의 서브-플레인으로 분

할한다.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2개의 16X8 서브 플레인, 4개의 8X8 서브 플레인, 또는 2개의 8X16 서브 플레인들로

분할한다.

단계 840에서는 분할된 서브-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플레인에 대해,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다. 이때, 서브-플레

인의 선택은 소정 위치의 서브-플레인을 선택하거나, 또는 각각의 서브-플레인들에 대해 인트라 예측을 수행한 후, 코스

트가 가장 작은 서브-플레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계 860에서는 단계 840에서 인트라 예측된 서브-플레인을 참조 블록으로하여 인터 예측을 수행한다. 한편, 인터 예측은

16X8 서브 플레인 단위로 인터 예측을 수행하거나, 선택적으로 8X8 또는 4X4 단위로 인터 예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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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는, 인터 예측 부호화시 참조 플레인으로 인트라 부호화가 수행되는 서브 플레인 또는 인트라 부호화 및 복

호화된 서브 플레인만을 이용하였지만, 선택적으로 이들 서브 플레인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터 부호화 및 복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들을 참조 플레인으로 이용하여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선택적으로 단계 820 내지 단계 860에서 수행된 서브 플레인 분할과, 인트라 및 인터 예측에 대한 모드 정보를 생성

하고, 생성된 모드 정보를 엔트로피 부호화시 비트스트림에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선택적으로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 및 인터 예측된 서브 플레인에 대해, 변환 및 양자화를 수행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부호화 장치가 적용되는 영상 부호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900)는 움직임 추정부(910), 움직임 보상부(912), 인트라 예측부(914)

, 서브 플레인 예측부(916), 모드 결정부(918), 감산부(920), 가산부(922), 변환부(930), 양자화부(940), 엔트로피 코딩부

(950), 역양자화부(960), 역변환부(970), 필터링부(980), 및 프레임 메모리(990)를 구비한다.

여기에서, 서브 플레인 예측부(916), 모드 결정부(918), 및 엔트로피 코딩부(950)를 이외의 나머지 기능부는 종래의 영상

부호화 장치, 예를 들어 H.264 부호화 장치의 대응하는 기능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명의 간단을 위해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한편, 서브 플레인 예측부(916)는 도 4의 영상 분할부(410) 및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420)에 대응하며, 엔트로피 부호화

부(950)는 도 4의 엔트로피 부호화부(450)에 대응한다.

모드 결정부(918)는 인트라 예측부(914)에서 수행되는 종래의 인트라 예측 모드, 예를 들어 16X16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

트, 8X8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트, 4X4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트, 및 서브 플레인 예측부(916)에서의 서브-플레인 예측 모

드에서의 코스트를 비교하여, 하나의 예측 모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모드에 대한 모드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엔트로피 코

딩부(950)로 전송한다.

도 10은 모드 결정부(918)에서 수행되는 인트라 예측 모드 결정 단계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단계 1010 내지 1030에서는 16X16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트, 8X8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트, 및 4X4 예측 모드에서의 코

스트를 계산한다.

단계 1040에서는 서브-플레인 예측 모드에서의 코스트를 계산한다.

단계 1050에서는 단계 1010 내지 1040에서 계산된 코스들을 비교하여 최소 코스트를 갖는 예측 모드를 결정한다.

한편, 선택된 모드가 서브 플레인 예측 모드인 경우, 생성된 인트라 예측 결과값은 변환부(930)로 전송된다.

한편,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엔트로피 코딩부(950)는 소정의 블록단위로 적응적으로 선택된 스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1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스캔방식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a)는 수직 샘플링 스캔 방식이며, 도 11(b)는 수평 샘플링 스캔 방식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입력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력 영상을 소정 타입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들에 대해 인트라 예

측을 수행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의 스캔을 위해 소정의 스캔 방식을 선택한다. 즉, 입력 영상을 어떤 타입의 서브 플레인

으로 분할하는지에 기초해서, 스캔 방식을 적응적으로 채용한다. 입력 영상이 매크로블록 단위로 분할된 경우에는, 선택된

스캔 방식에 대한 정보를 매크로블록 단위로 삽입할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의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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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를 참조하면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 장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1210), 역양자화부(1220), 역변환부(1230),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1240), 및 영상 재구성부(1250)를 포함한다. 역양자화부(1220) 및 역변환부(1230)은 종래의 복호화 장

치, 예를 들어 H.264 복호화 장치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명의 간단을 위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선택적으

로,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1240)는 인트라 예측부 및 인터 예측부 (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부(1210)는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하여 엔트로피 복호화를 수행하여,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

고,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역양자화부(1220)로 전송함과 동시에,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모드 정보를 서브 플레인 부

호화부(1240)로 전송한다. 모드 정보는 인코더에서의 인트라 예측 부호화시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선택된 인트라 예측 모드가 서브 플레인 모드인 경우, 분할된 서브 플레인의 크기 또는 개수,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을

특정하는 정보, 및 인터 예측 부호화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수신된 비트 스트림은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분할하여 얻어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

라 예측을 수행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에 기초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역양자화부(1220) 및 역변환부(1230)는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한다. 선택적으

로, 추출된 영상 데이터가 양자화 및 변환이 수행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 기능부는 생략될 수 있다.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1240)는 입력된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역변환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수신된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가, 해당 매크로블록을 16X8의 2개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한 후, 서브 플레인 1

에 대해 16X8 단위로 인트라 예측을 수행하고, 서브 플레인 2는 서브 플레인 1을 참조 플레인으로 하여 16X8 단위로 인터

예측을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한 인트라 예측 복호화는 아래와 같이 수행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모드 정보가 인트라 예측 복호화를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선택적으로 인코더 및 디코더에

서, 모든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예측 모드 테이블을 공유하도록 한 후, 이를 특정하는 인덱스만 전송하도록 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도 12의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1240) 및 영상 재구성부(1250)에서 수행되는 예측 복호화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이다.

서브 플레인 예측 모드인 경우의 복호화는 우선, 서브 플레인 타입에 따라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 예를 들어 8X8 서브 플레

인, 8X16 서브 플레인, 또는 16X8 서브 플레인 중하나의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한다 (단계 1320). 본 실시예에서는 서브

플레인 타입이 16X8 서브 플레인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다음으로, 인트라 예측 부호화가 수행된 서브 플레인 1에 대해 복호화를 수행한다 단계(1340). 예를 들어, 인트라 예측 부

호화시 사용된 인접 플레인을 구성하여 예측 샘플을 생성하고, 입력된 잔차값과 예측 샘플로부터 얻어지는 예측값을 더하

여 서브 플레인 1을 복원한다.

도 14는 서브 플레인 모드에서의 인트라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1420 내지 단계 1426은 인트라 예측이

4X4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의 인트라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1430 내지 단계 1434은 인트라 예측이

16X8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의 인트라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1440 내지 단계 1446은 인트라 예측

이 8X8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의 인트라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트라 예측이 4X4 블록 및 8X8 블록 단위인 경우에는, 복원된 4X4 블록 및 복원된 8X8 블록

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16X8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된다 (단계 1426 및 단계 1446).

서브 플레인 1에 대한 복호화가 완료된 경우, 복호화가 완료된 서브 플레인 1을 참조 플레인으로 하여, 인터 복호화를 수행

한다 (단계 1360). 예를 들어, 8X16 서브 플레인 단위로 인터 부호화된 경우,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참조 플레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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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보상을 수행하여 예측 플레인을 얻고, 입력된 잔차 값과 예측 플레인으로부터 얻어진 예측값을 더하여 복원값을 구

하고, 이로부터 서브 플레인 2를 복원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간단을 위해 8X16 단위로 인터 예측 복호화가 수행되

는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4X4 서브 플레인 단위로 인터 예측 복호화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5는 인터 예측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1520 내지 단계 1526은 인터 예측이 4X4 블록 단위로 이루어

진 경우의 인터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1530 내지 단계 1534는 인터 예측이 16X8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의 인터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1540 내지 단계 1546은 인터 예측이 8X8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 경

우의 인터 복호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여기에서, 인터 예측이 4X4 블록 및 8X8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된 4X4 블록 및 4X4 블록을 순서대로 배치

하여 16X8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된다 (단계 1526 및 단계 1546).

영상 재구성부(1250)는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1240)에서 구해진 서브 플레인들부터 원래 영상 블록을 재구성한다(단계

1380). 본 실시예에서는 인트라 예측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 1 및 인터 예측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 2를 하나의 매크로블록

으로 재구성한다. 즉, 원래 영상 블록이 매크로블록이었던 경우, 서브 플레인으로 나누어진 픽셀들을 원래 매크로블록의

픽셀 순서에 맞게 재배열하여 매크로블록을 구성한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예측 복호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단계 1620에서는, 입력된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매크로 블록의 헤더를 파싱(parsing)하여 영상 데이터

를 추출한다. 선택적으로, 인코더에서의 서브 플레인 분할 타입, 인트라 예측, 및 인터 예측에 관한 모드 정보가 입력 비트

스트림에 포함된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와 함께 모드 정보를 추출한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간단을 위해, 현재 복호화되는

매크로블록에 대해 인트라 예측 복호화가 수행되는 과정, 특히 인트라 예측 모드 중 서브 플레인 모드인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 수신된 비트 스트림은 소정 크기의 입력 영상을 분할하여 얻어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트

라 예측을 수행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된 서브 플레인에 기초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 플레인에

대해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다.

단계 1640에서는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 중,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의 복호화를 수행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추

출된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복호화한다. 인트라 예측 복호화가 분할된 서브 플레인

보다 작은 단위로 수행되는 경우, 인트라 예측 복호화후,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단계 1660에서는,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에 대해, 인터 예측 복호화를 수행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추출된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인트라 예측 부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복호화한다. 인터 예측 복호화가 분할된

서브 플레인 보다 작은 단위로 수행되는 경우, 인터 예측 복호화후, 서브 플레인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

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트라 예측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 플레인으로하여, 나머지 서브 플레인들에 대해 인터 예측 복

호화를 수행하였지만, 선택적으로 이전에 인터 예측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들에 기초하여 인터 예측 복호화를 수행하는 것

도 가능하다.

단계 1680에서는 인트라 예측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 및 인터 예측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으로부터 영상, 예를 들어 매크로

블록을 재구성한다.

선택적으로, 단계 1620는 추출된 영상 데이터가 변환 및 양자화가 수행된 데이터인 경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역양

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의 인트라 예측 복호화 장치가 적용되는 영상 복호화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복호화 장치는 엔트로피 디코더(1710), 역양자화부(1720), 역변환부(1730), 움직임 보상부(1740), 인

트라 예측부(1750), 서브 플레인 예측부(1752), 모드 결정부(1754), 및 필터링부(1770)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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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디코더(1710), 서브 플레인 예측부(1752), 및 모드 결정부(1754) 이외의 나머지 기능부들은 종래의 영상 복호화

장치, 예를 들어 H.264 복호화 장치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명의 간단을 위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엔트로피 디코더(1710)는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하여 엔트로피 복호화를 수행하여 영상 데이터 및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를 추출한다.

역양자화부(1720) 및 역변환부(1730)는 상기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한다.

움직임 보상부(1740)는 부호화된 픽처 타입에 따라서 예측 블록을 생성하며, 상기 예측 블록은 오차값을 나타내는 D'n에

더해져서 uF'n이 생성된다. 상기 uF'n는 필터(1770)를 거쳐 복원된 픽처 F'n을 생성한다.

인트라 예측부(1750)는 엔터로피 디코더에서 추출된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가 기존의 인트라 4X4 모드, 인트라 8X8 모

드, 인트라 16X16 모드 등을 나타내는 경우, 입력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종래의 영상 복호화 장치에서 수행되는 인트라

4X4 모드 복호화, 인트라 8X8 모드 복호화, 인트라 16X16 모드 복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한편, 서브 플레인 예측부(1752)는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가 인트라 서브-플레인 모드를 나타내는 경우, 역변환된 영상 데

이터에 대해, 도 12의 서브 플레인 부호화부(1240) 및 영상 재구성부(1250)에서와 같은 인트라 예측 및 영상 재구성을 수

행한다. 설명의 간단을 위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모드 결정부(1754)는 엔트로피 디코더(1710)에서 추출된 모드 정보에 따라 입력 영상 데이터가 인트라 예측부(1752) 및

서브 플레인 예측부(1754) 중 어디에서 처리될 지를 결정한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의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 방법이 적용되는 영상 복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8을 참조하면, 단계 1810에서는,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하여 엔트로피 복호화를 수행하여 영상 데이터 및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를 추출한다. 선택적으로, 추출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한다.

단계 1820에서는 추출된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을 구성한다. 추출된 인트라 예측 모드

정보가, 인트라 4X4 모드, 인트라 8X8 모드, 인트라 16X16 모드를 나타내는 경우, 입력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종래의 영

상 복호화 장치에서 수행되는 인트라 4X4 모드 복호화, 인트라 8X8 모드 복호화, 인트라 16X16 모드 복호화 과정을 수행

한다. 한편, 모드 정보가 서브-플레인 모드를 나타내는 경우, 역변환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도 13 내지 도 15에 도시된 인

트라 및 인터 예측 복호화를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추출된 인트라 예측 모드가 서브 플레인 모드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단계 1830에서는 구성된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인트라 복호화를 수행한다.

단계 1840에서는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을 참조하여, 나머지 플레인들에 대해 인터 복호화를 수행한다.

단계 1850에서는 인트라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 및 인터 복호화된 서브 플레인들을 재구성하여 소정 크기의 영상을 재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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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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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

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의 매크로블록을 서브 샘플링하여, 복수개의 서브 플레인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서브 플레인들에 대해 적응적으로 인트라 예측 및 인터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의 압축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매크로 블록의 인트라 예측시에 이용되는 이전 매크로 블록들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H.264 부호화 방식에서의 인트라 4x4 모드에서 이용되는 인접 화소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H.264 부호화 방식에서 사용되는 인트라 4x4 모드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부호화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5(a)(b)(c)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부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a)(b)는 16x8의 서브 플레인의 인트라 예측을 위한 인접 샘플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서브 플레인에 대해 4x4 인트라 예측 모드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부에서 수행되는 서브 플레인 예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부호화 방법이 적용되는 영상 부호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0은 모드 결정부에서 수행되는 인트라 예측 모드 결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스캔 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3은 도 12의 서브 플레인 예측부 및 영상 재구성부에서 수행되는 서브플레인 예측 복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

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모드에서의 인트라 복호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모드에서의 인터 복호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 방법이 적용되는 영상 복호화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서브 플레인 예측 복호화 방법이 적용되는 영상 복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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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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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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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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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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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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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도면11b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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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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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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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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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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