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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원 발명은, 복수의 화상 신호에 입력하여, 이 복수의 화상 신호 각각에,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
상 식별자를 부가하고, 이 복수의 화상 신호의 몇개인가를 합성하여 1개의 화상 신호를 구성할 목적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른 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합성 순서 등의 합성 정보를 작성하며, 적어도 화상 
식별자가 부가된 화상 신호와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한 부호화 
장치, 그 방법에 의해 부호화된 화상 신호를 복호하는 방법, 및 그 복호 방법을 이용한 복호 장치, 이들
을 실시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이다.  이에 따라, 복수의 화상 신호를 정밀도좋게 압축 부
호화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복수의 화상 신호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효과
를 갖는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화상 신호의 압축 부호화, 복호화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화상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한 부호화 장치, 및 압축 부호화된 복수의 디지탈 화상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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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한 장치, 또한 그들 방법을 기록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지탈 화상을 효율적으로 축적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압축 부호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탈 화상을 압
축 부호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JPEG이나 MPEG으로 대표되는 이산 코사인 변환(DCT) 이외에, 서브 밴드
나 웨이브릿, 프랙탈 등의 파형 부호화 방법이 있다.  또한, 화상간의 용장인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움직임 보상을 이용한 화상간 예측을 실행하여, 차분 신호를 파형 부호화한다.  

최근, 압축 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화상을 구성하는 물체 단위의 재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화상을 구
성하는 물체를 따로따로 압축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재생측에서는, 각각의 물체를 복호화해서, 재생한 물
체를 합성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부호화, 복호화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이 부호화, 복호화 방법은, 물체 단위로 부호화하는 것으로, 물체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합성함으로써 동
화상을 간단히 재편집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통신로의 혼잡 상황이나 재생 장치의 성능, 시청
자의 기호에 따라,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물체를 재생하지 않고서도, 동화상을 볼 수도 있다.  즉, 물체 
단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실현할 수 있다.  

상기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물체의 합성을 간단히 변경 가능한 것이 요구된다.  종래의 기술에서는, 
물체를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각 물체의 압축 부호화된 데이터중에 부가되어 있다.  한편, 합성 
정보로서 물체의 깊이, 배치나 가시성(可視性) 등이 있지만, 그 물체가 압축 부호화된 데이터중에 이 합
성 정보가 부가되면, 합성의 재편집이나 물체 단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실현하고자 하면, 압축 부호화된 
데이터를 해석한 후에, 합성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변경해야만 한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화상을 구성하는 물체를 따로따로 압축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경우, 그 복수의 화상 정보를 전
송하여, 그것을 수신하며, 그 물체 등의 복수의 화상 정보의 합성을 실행할 때에, 합성 정보를 간단히 변
경할 수 있을 것 같은 부호화, 복호화·합성 방법, 장치를 제공하고, 특히, 압축 부호화된 데이터를 해석
하지 않고서 합성 정보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원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은, 복수의 화상 신호를 입력하여, 이 복수의 화상 신호 각각에, 화상 신호
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한다.  그리고, 이 복수의 화상 신호중 몇개인가를 합성하여 1개의 
화상 신호를 구성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른 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합성 순서 등의 합성 
정보를 작성한다.  그리고, 적어도 화상 식별자가 부가된 화상 신호와,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것
이다.  

그 방법을 이용한 부호화 장치로서, 복수의 화상 신호를 입력하는 화상 입력 수단과, 이 복수의 화상 신
호 각각에,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하는 식별자 부가 수단과, 복수의 화상 신호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합성 정보 작성 수단과, 식별자 부가 수단에 의해 적어도 화상 식별
자가 부가된 각각의 화상 신호와 상기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부호화 수단을 갖는 화상 부호화 장
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부호화 방법으로서, 부호화할 때에, 1개의 화상을 그 화상중에 있는 복수의 물체 등의 요소마
다 분해하는 처리를 실행하여, 1개의 화상 신호를 복수의 부분 화상 신호로 분해하고, 이 부분 화상 신호 
각각에, 부분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한다.  그리고, 이 부분 화상 신호를 합성하
여 1개의 화상 신호를 재현할 수 있는 합성 순서 등의 합성 정보를 작성한다.  그리고, 적어도 화상 식별
자가 부가된 부분 화상 신호와,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이용한 부호화 장치로서, 1개의 화상 신호가 복수의 화상의 합성에 의해 구성되도록, 화상 신
호를 복수의 부분 화상 신호로 분해하는 화상 분해 수단과, 이 부분 화상 신호 각각에, 부분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하는 식별자 부가 수단과, 부분 화상 신호의 합성에 의해 1개의 화상 
신호를 구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합성 정보 작성 수단과, 식별자 부가 수단에 의해 적어도 화
상 식별자가 부가된 부분 화상 신호와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부호화 수단을 갖는 것이다.  

이상의 부호화 방법에 근거하여 부호화된 압축 부호화 화상 신호를 복호화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함과 동시에, 이 압축 부호화 데이터에 부가되
어 있는 화상 식별자를 추출한다.  한편,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
하여, 적어도 상기 화상 식별자와 이 합성 정보에 근거하여,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합성해서, 1개
의 화상으로서 복호하는 화상 복호화, 합성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한 복호화, 합성 장치로서,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이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한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수단과, 이 복호화 수단에 의해 복호되는 압축 
부호화 데이터에 부가된 화상 식별자를 추출하는 식별자 추출 수단과,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합성
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하는 합성 정보 수신 수단과, 적어도 화상 식별자와 합성 정보에 근거하여,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합성하는 합성 수단을 갖는 화상 복호화, 합성 장치를 제공한다.  합성 정
보에는, 적어도 합성의 대상으로 되는 화상의 화상 식별자와 합성 순서가 기술되어 있어, 합성 순서에 의
해 화상 식별자에 따라서 지정된 화상의 깊이나 배치를 결정하여 복수의 상이한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것
이다.  또한, 입력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입력 수단을 경유해서,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는 별도로 합성 정
보만을 변경하여, 변경된 합성 정보에 따라서 재생 화상을 합성한다.  

이에 따라, 화상을 구성하는 물체 등 화상을 구성하는 요소마다 따로따로 압축 부호화하든지, 복수의 화
상을 합성하여 새로운 화상을 구성하기 위한 복수의 화상 신호를 압축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경우에, 합성 
정보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음과 동시에, 유연하고 또한 자유롭게 화상의 합성을 실행할 수 있어, 인터액
티브(interactive)성을 향상하는 현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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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한 복수 화상 신호의 압축 부호화 방법의 플로우차트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의한 복수 화상 신호의 압축 부호화 방법의 플로우차트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압축 부호화된 화상 데이터 및 복호하는 화상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
며, 도 3의 (a)는 제 1 압축된 화상 데이터, 도 3의 (b)는 제 1, 제 2 압축된 2개의 화상 데이터를 패킷
화하여 다중화한 다중 데이터, 도 3의 (c)는 제 2 압축된 화상 데이터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합성 정보의 내용을 기술한 예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의한 복수 화상 신호 다중 데이터의 복호 방법의 플로우차트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의한 복호화·합성 장치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복수의 화상 신호의 합성예를 나타내며, 물체마다의 화상의 합성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복호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화상  합성·표시의  타이밍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한 복호화·합성 장치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1, 도 3,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복수의 화상 신호를 부호화하는 부
호화 방법의 플로우차트를 도시한다.  도 3은 그 복수의 화상 신호가 디지탈 압축 부호화된 결과 어떠한 
데이터 구성의 비트 스트림으로 되는가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는 그 데이터의 기술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1에 있어서, 단계(11)에서 복수의 화상 신호를 우선 입력한다.  이 복수의 화상 신호의 예로서 도 3의 
(a)와 도 3의 (c)에 대하여 이후 설명한다.  도 1의 단계(12)에 있어서 입력한 복수의 화상 신호 각각에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한다.  도 3의 (a)의 화상 신호의 시간(i)의 화상 데이터
(304)에 있어서는 화상 식별자(ID)(302)가 그것에 상당한다.  도 3의 (c)의 화상 신호의 시간(i)의 화상 
데이터(328)에 있어서는 화상 식별자(ID)(323)가 그것에 상당한다.  

도 1의 단계(13)에 있어서, 복수의 화상 신호의 합성에 의해 1개의 합성 화상 신호를 구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출력한다.  도 3의 (b)는 도 3의 (a), 도 3의 (c)의 압축 부호화된 화상 신호를 패킷화하여 다중 
송신하는 비트 스트림 구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합성 정보 패킷(319)이 그 합성 정보에 상당한다.  

도 1의 단계(14)에 있어서, 적어도 화상 식별자가 부가된 화상 신호와 합성 정보가 압축 부호화된다.  그 
결과, 압축 부호화된 화상 신호의 1개의 화상 식별자(ID)(302, 307), 시간 식별자(TR)(303, 329)가 부가
된 화상 신호(304, 330)이고, 압축 부호화된 화상 신호의 다른 1개가 화상 식별자(ID)(323, 327), 시간 
식별자(TR)(324)가 부가된 화상 신호(328)이다.  

도 1의 단계(15)에 있어서, 도 3의 (a), 도 3의 (c)의 압축 부호화된 화상 신호를 도 3의 (b)와 같이 패
킷화하여 다중 송신한다.  이 경우 합성 정보는, 화상 신호가 패킷되는 비디오 패킷(311, 315)과는 별도
의 합성 정보 패킷(319)이 마련된다.  이 중에, 도 3의 (a), 도 3의 (c)의 화상 신호를 어떻게 합성하여 
출력하는가의 정보의 합성 파라미터(Composition parameter)가 기술되어 전송된다.  

도 4는 그 일례로서, 합성 정보(401)의 예를 나타낸다.  (402)는 합성 시각(COMPOSITION TIME)으로, 합성
할 때의 시각이 기록되어 있다.  (403)은 합성 순서(COMPOSITION ORDER)로, 화상 식별자(OID), 시간 식별
자(TR), 깊이(CO), 배치(XPOS, YPOS)가 기술되어 있다.  (404)는 합성 평활화 정보(BLENDING 
FILTER)이며, (405)는 프레임 메모리 관리 정보(FRAME MEMORY MANAGEMENT)이다.  

또, 이 사례에서는 합성 정보로서 합성 순서가 기재되어 있지만, 합성해야 할 복수의 화상의 크기가 상이
한 경우에는, 좌표 변환 파라미터도 동시에 기재함으로써, 합성할 때에 합성 정보를 변경하여 보다 버라
이어티(variety)가 풍부한 조합이 용이하게 실현되게 된다.  

실시예 2

도 2, 도 3,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복수의 화상 신호를 부호화하는 부
호화 방법의 플로우차트를 도시하지만, 도 1과 상이한 것은 우선 1개의 화상을 입력하여, 복수의 화상으
로 분해하는 작업이 추가된 것이다.  도 3은, 그 분해한 복수의 화상 신호가 디지탈 압축 부호화된 결과 
어떠한 데이터 구성의 비트 스트림으로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실시예 1과 동일한 동작으로 
된다.  또한 도 4도 실시예 1과 동일한 동작으로서, 데이터의 기술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2의 단계(21)에 있어서, 압축 부호화해야 할 화상 신호를 입력하고, 단계(22)에 있어서 입력한 화상 
신호를 화상내의 물체나 배경 등의 각 요소마다 분해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복수의 부분 화상 신호로 분
해한다. 

이 이후의 단계(23(에서부터 단계(26)까지는, 도 1의 화상 신호를 부분 화상 신호로 대체하는 이외에는 
마찬가지의 작업 단계가 이루어져, 1개의 화상 신호가 복수의 부분 화상 신호와 합성 정보로 분해되어, 
각각이 압축 부호화된 화상 데이터로서 도 3의 (b)의 구성의 비트 스트림이 출력된다.  

이에  따라,  1개의  화상을  정밀도좋게  전송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복호할  때에  합성  정보를 리라이트

15-3

1019980710941



(rewrite)하여 목적에 따른 화상의 편집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실시예 3 

도 5는 실시예 3의 복호화, 합성에 관한 플로우차트를 도시하고, 도 6은 그 방법을 이용한 복호화·합성 
장치를 도시하며, 도 7은 2개의 화상을 합성하는 모식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6의 장치의 동작을 도 5, 
7과의 관계로 설명한다.

도  6에  있어서  (100)은  입력  단자,  (101)은  분리기,  (102)는  콘트롤  디코더,  (103,  104)는  비디오 
디코더, (105)는 프레임 메모리 뱅크, (106)은 합성기(Composer), (107)은 표시기이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에 대하여, 이하, 그 동작을 기술한다.  입력 단자(100)에, 
수신한 화상 데이터와 합성 정보를 입력한다(도 5의 단계(51)).  다음에, 분리기(101)에 의해서, 합성 정
보를 라인(108)을 경유해서 콘트롤 디코더(102)에 보내어, 제어 신호로 변환한다(단계(52, 55, 56)).  압
축 부호화된 화상 데이터를 비디오 디코더(103, 104)에 입력한다(단계(53)).  본 실시예에서는 2개의 비
디오 디코더를 구비하고 있지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의의 개수의 비디오 디코더가 있더라도 
좋다.  비디오 디코더(103, 104)에 의해 압축 부호화된 화상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상이한 재생 화상을 생
성해서, 프레임 메모리 뱅크(105)에 저장한다(단계(53, 54)).  본 실시예의 비디오 디코더는 MPEG1로 대
표되는 프레임간 움직임 보상·이산 코사인 변환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콘트롤 디코더(102)로부터 라인(117)을 경유해서 보내어진 제어 신호에 근거해, 프레임 메모리 뱅
크(105)로부터 합성의 대상으로 되는 재생 화상을 액세스하여, 합성기(106)에 보낸다.  합성기(106)에서
는, 라인(118)을 경유하여 보내어진 제어 신호에 따라서, 라인(115)을 경유하여 보내어진 재생 화상을 합
성한다(단계(57)).  그 합성 화상을 필요에 따라서, 표시기(107)에 출력하여 표시한다(단계(58)).  

도 7에 도시하는 구체적인 화상의 사례로 상기 동작을 설명하면, (201)은 제 1 재생 화상, (202)는 제 2 
재생 화상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 1 재생 화상(201)은 비디오 디코더(103), 제 2 재생 화상(202)은 
비디오 디코더(104)에 의해서 생성된다.  

제 1 재생 화상(201)과 제 2 재생 화상(202)을 합성기(106)에 의해 합성된 화상은 (203)이다.  제 1 재생 
화상(201)이 전경(前景)이며, 제 2 재생 화상(202)이 후경(後景)인 것은 도 6의 라인(118)을 경유하여 보
내어진 제어 신호에 근거하고 있다.  

실시예 1, 2의 도 3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도 3의 (a)의 제 1 압축된 화상 데이터와 도 3의 (c)의 
제 2 압축된 화상 데이터를 합성하게 된다.  

시간(i)의  화상  데이터(304)에는  동기 신호(301)로부터 시작되어,  화상  식별자(ID)(302),  시간 식별자
(TR)(303)와 압축 부호화 데이터가 이어지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화상 식별자(ID)는 5 비트, 시간 
식별자(TR)는 16 비트로 나타내어진다.  

시간(i+1)의 화상 데이터(330)는 마찬가지로, 동기 신호(306)로부터 시작하여, 화상 식별자(ID)(307), 시
간 식별자(TR)(329)와 압축 부호화 데이터가 이어진다.  도 3의 (a)는 동일 화상 계열의 압축 데이터이기 
때문에, 화상 식별자(ID)는 모두 동일하다.  시간 식별자는 표시 시간에 의존하여 상이한 값으로 된다.  

도 3의 (c)의 제 2 압축된 화상 데이터의 구조는 도 3의 (a)와 동일하지만, 도 3의 (a)와 구별할 수 있도
록, 도 3의 (c)의 화상 식별자(ID)는 도 3의 (a)의 그것과 상이한 값으로 된다.  

도 3의 (b)는 화상 데이터를 패킷화하여 다중화한 데이터를 도시한다.  도 3의 (a)의 제 1 압축된 화상 
데이터와 도 3의 (c)의 제 2 압축된 화상 데이터를 각각 복수의 패킷으로 나눠 다중화한다.  예를 들면, 
시간(i)의 화상(304)은 비디오 패킷(311)과 비디오 패킷(315)으로, 시간(i)의 화상(328)은 비디오 패킷
(313)과 비디오 패킷(317)으로 나눠 다중화된다.  각 비디오 패킷에 헤더(310, 312, 314, 316)를 부가하
고 있다.  이들 헤더에 패킷 식별자가 기술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패킷 식별자를 6 비트의 고정 
길이 부호화로 기술한다.  제 1 압축된 화상 데이터와 제 2 압축된 화상 데이터의 패킷을 구별하기 위해
서 상이한 패킷 식별자를 이용한다.  또한, 합성 정보도 패킷화하여, 합성 정보 패킷(319)으로서 다중화
한다.  합성 정보 패킷(319)에도 헤더가 있어, 그 헤더에 비디오 패킷과 상이한 패킷 식별자를 부가한다.  
패킷 식별자 일람표(OAT)(309)에 합성 정보 패킷의 패킷 식별자와, 합성 정보에 기술되어 있는 합성의 대
상으로 되는 화상의 패킷의 패킷 식별자가 기술되어 있다.  

이 도 3의 (b)의 다중화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도 5의 단계(51)).  도 6의 분리기(101)는 패킷 식별자 
일람표를 참조하여, 기술된 패킷 식별자에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 패킷이나 합성 정보 패킷을 선별하여, 
비디오 패킷으로부터 압축된 화상 데이터로 되돌려 비디오 디코더(103, 104)에 입력한다(단계(52)).  

한편, 합성 정보 패킷을 합성 정보로 되돌려 콘트롤 디코더(102)에 보내서, 합성 정보를 해석하여 제어 
정보로 변환한다(단계(55, 56)).  본 실시예의 콘트롤 디코더를 스크립트·인터프리터로서, 이하에 설명
하는 합성 정보의 스크립트를 해석한다.  

도 4에 그 합성 정보(401)의 예를 나타낸다.  (402)는 합성 시각,  (403)은 합성 순서, (404)는 합성 평
활화 정보, (405)는 프레임 메모리 관리 정보이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합성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이용되어 화상의 합성을 실행한다.  

합성 시각(402)은 합성의 시분초(時分秒)를 나타내고, 장치의 시간에 맞춰, 합성 시각이 된 시점에서 합
성 순서(403), 합성 평활화 정보(404)에 근거하여 화상을 합성하여 표시한다.  합성 순서(403)에는 화상 
식별자(OID), 시간 식별자(TR), 깊이(C0), 배치(XP0S, YP0S)가 기술되어 있다.  합성 시각으로 된 시점에
서,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에 의해서 지정된 화상을 프레임 메모리 뱅크(105)로부터 액세스하여, 해
당하는 화상의 깊이와 배치에 따라서 합성을 실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CO=0은 합성한 화상에 있어서 가장 배경에 있는 화상을 나타내고, CO=1은 0의 배경보다 
위, CO=2는 0과 1의 층보다 위로 된다.  배치는 표시 영역에 있어서의 화상의 위치 좌표를 나타낸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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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에서는, (0,0)은 표시 영역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합성 평활화 정보(404)는 합성한 화상의 경계부를 평활화하기 위한 필터의 계수를 기술한다.  본 실시예
에서는, 3×3의 필터의 계수를 나타낸다.  프레임 메모리 관리 정보(405)는 프레임 메모리 뱅크(105)(도 
6 참조)의 개방·확보를 관리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화상 식별자{0}의 화상이 점령된 메모리 영역을 개
방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4에 도시하는 합성 정보를 바탕으로, 화상을 합성·표시하는 타이밍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8은 그 
타이밍의 일부를 나타낸다.  횡축은 합성한 화상의 표시 시간을 나타낸다.  합성 정보는 (513)에서부터 
(517)까지에, 화상 식별자 2(<OID>{2})의 화상은 (501)에서부터 (505)까지, 화상 식별자 3(<OID>{3})의 
화상은 (506, 507)에, 화상 식별자 4(<OID>{4})의 화상은 (508)에서부터 (512)에 나타내어진다.  

시간 t5에서는, 화상(501, 506, 508)과 합성 정보(513)가 있어서 합성 정보(513)에 따라서 화상을 합성하
여 표시한다.  통신로의 혼잡 상황이나 장치의 성능에 의해 화상(508)이 수신되지 않았거나, 재생할 수 
없었거나 하는 경우, 화상(501, 506)만을 합성한다.  시간 t8에서는, 화상 식별자 3의 화상이 없어서, 화
상(504, 511)과 합성 정보(516)밖엔 없다.  이 경우의 합성 정보(516)는 도 4에 도시되어 있고, 화상 식
별자 3의 화상의 시간 식별자는 5로 도시되어 있다(도 4에 있어서의 순서를 나타내는 (403)의 <OID>{3}, 
<TR>{5}의 기술을 지시함).  즉, 시간 t8에서는, 화상(504, 506, 511)을 합성하면 좋다.  지정되어 있는 
시간 식별자의 화상이 없는 경우, 그 이전의 시간 식별자의 화상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예를 들면, 화상 
식별자 4, 시간 식별자 8의 화상(511)이 없는 경우, 화상(510)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또, t6, t7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도 8의 예에서는, 합성 정보는 계속하여 수신한 경우이다.  합성 정보가 계속하여 수신되지 않은 경우, 
합성 정보가 갱신될 때까지 최근에 수신된 합성 정보를 이용하여 화상을 합성한다.  예를 들면 합성 정보
(514, 515, 516)가 되지 않을 때, 합성 정보(517)가 올 때까지 합성 정보(513)를 이용하여 합성을 실행한
다.  이 경우, 합성 정보(513)에 기술되어 있는 시간 식별자를 각 재생된 화상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 식
별자로 대체하여 합성을 실행한다.  

또, 도 4의 합성 정보(401)에는, 합성 평활화 정보(404)나 프레임 메모리 관리 정보(405)가 없더라도 좋
다.  또한, 합성 순서(403)에는 화상의 배치나 시간 식별자가 없어도 좋다.  시간 식별자가 없는 경우, 
각 재생된 화상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 식별자에 의해 합성의 대상으로 되는 화상을 식별한다.  합성 정보
에 상기 이외의 데이터를 기술하더라도 좋다.  

또, 본 발명의 복호화·합성 장치를 화상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음성이나 오디오를 합성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실시예 4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한 복호화·합성 장치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구성과 기본 동작은 도 6
과 동일하다.  도 6의 구성에 덧붙여, 입력 단말(601)을 구비하고 있다.  입력 단말(601)로서, 리모트 콘
트롤러나 키보드를 이용하여도 좋다.  입력 단말(601)을 경유하여, 합성 정보의 일부를 변경한다.  예를 
들면, 합성 순서(403) 중에서 깊이의 데이터를 변경하여, 배경의 화상을 전경(前景)으로 하는 것이 가능
하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원 발명은, 화상을 구성하는 물체 등 화상을 구성하는 요소마다 따로따로 분해해서 복수의 화상 신호로
서 압축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경우나,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해 새로운 화상을 구성하기 위한 복
수의 화상 신호를 압축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경우에, 그 복수의 화상 신호를 어떻게 해서 합성하는가를 
전하는 합성 정보를 덧붙여 전송하기 때문에, 복호할 때에 그 합성 정보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음과 동시
에, 유연하고 또한 자유롭게 화상의 합성을 실행할 수 있어, 제공자, 입수자의 목적에 따른 인터액티브성
에 풍부한 편집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현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화상 신호에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 각각에,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의 합성에 의해 1개의 화상 신호를 구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와, 적어도 화상 식별자가 부가된 화상 신호와, 상기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단계를 갖는 화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2 

복수의 화상 신호를 입력하는 화상 입력 수단과,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 각각에,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하는 식별자 부가 수단과,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합성 정보 작성 수단과, 상기 식별자 부가 수단에 의해 적어도 화상 식별자가 부가된 각각의 화
상 신호와, 상기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부호화 수단을 갖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3 

화상 신호가 복수의 화상의 합성에 의해 구성되도록, 상기 화상 신호를 복수의 부분 화상 신호로 분해하
는 단계와, 상기 부분 화상 신호 각각에, 부분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하는 단계
와, 상기 부분 화상 신호의 합성에 의해 상기 화상 신호를 구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와, 
적어도 화상 식별자가 부가된 부분 화상 신호와, 상기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단계를 갖는 화상 부
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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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화상 신호가 복수의 화상의 합성에 의해 구성되도록, 상기 화상 신호를 복수의 부분 화상 신호로 분해하
는 화상 분해 수단과, 상기 부분 화상 신호 각각에, 부분 화상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화상 식별자를 부가
하는 식별자 부가 수단과, 상기 부분 화상 신호의 합성에 의해 상기 화상 신호를 구성하기 위한 합성 정
보를 출력하는 합성 정보 작성 수단과, 상기 식별자 부가 수단에 의해 적어도 화상 식별자가 부가된 부분 
화상 신호와, 상기 합성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부호화 수단을 갖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5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단계와, 상기 압축 
부호화 데이터에 부가된 화상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합성하기 위
한 합성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화상 식별자와 상기 합성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합성하는 단계를 갖는 화상 복호화, 합성 방법.  

청구항 6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한 압축 부호화 데이터
를 복호하는 복호 수단과, 상기 복호화 수단에 의해 복호되는 압축 부호화 데이터에 부가된 화상 식별자
를 추출하는 식별자 추출 수단과, 상기 복수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하
는 합성 정보 수신 수단과, 적어도 상기 화상 식별자와 상기 합성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복수의 압축 부
호화 데이터를 합성하는 합성 수단을 갖는 화상 복호화, 합성 장치.  

청구항 7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복호화하고, 복수의 서
로 다른 재생 화상을 생성하며,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8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복호화하고, 복수의 서
로 다른 재생 화상을 생성하며,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에는, 적어도 합성의 대상으로 되는 화상의 상기 화상 
식별자와 합성 순서가 기술되어 있고, 상기 합성 순서에 의해, 상기 화상 식별자에 의해서 지정된 화상의 
깊이를 결정하여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
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합성 정보에는, 적어도 합성의 대상으로 되는 화상의 화상 식별자와 합성 순서가 기술되어 있고, 상기 합
성 순서에 의해, 상기 화상 식별자에 의해서 지정된 화상의 깊이와 배치를 결정하여 상기 복수의 서로 다
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고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0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복호화하고, 복수의 서
로 다른 재생 화상을 생성하여,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에는, 적어도 합성의 대상으로 되는 화상의 상기 화상 
식별자와, 상기 시간 식별자와 합성 순서가 기술되어 있고, 상기 합성 순서에 의해, 상기 화상 식별자 및 
상기 시간 식별자에 의해 지정된 화상의 깊이를 결정해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에는, 적어도 합성의 대상으로 되는 화상의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와 합성 순서가 기
술되어 있고, 상기 합성 순서에 의해, 상기 화상 식별자 및 상기 시간 식별자에 의해서 지정된 화상의 깊
이와 배치를 결정해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에 기술된 화상 식별자에 해당하는 재생 화상이 없는 경우, 상기 재생 화상을 합성하지 않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3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에 기술된 시간 식별자에 해당하는 재생 화상이 없는 경우, 상기 재생 화상과 동일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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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에 의해 가장 최근에 재생된 화상을 이용하여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
치, 

청구항 14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해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복호화하여, 복수의 서
로 다른 재생 화상을 생성하고,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에 적어도 합성 시각이 기술되어 있으며, 장치의 시각
에 맞춰 상기 합성 시각이 되었을 때,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5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해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복호화하여, 복수의 서
로 다른 재생 화상을 생성하고,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가 갱신될 때까지, 가장 최근 수신된 합성 정보에 따라
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6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해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복호화하여, 복수의 서
로 다른 재생 화상을 생성하고,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정보에 적어도 합성 평활화 정보가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재생 화상을 합성할 때에, 상기 합성 평활화 정보에 따라서 합성 화상을 평활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7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수신해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복호화하여, 복수의 서
로 다른 재생 화상을 생성하고,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에 있어서, 입력 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입력 수단을 경유하고, 상기 합성 정보를 
변경하며, 변경된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재생 화상을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18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패킷화하고,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패킷 및 상기 합성 
정보의 패킷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패킷 식별자를 부가해 다중화하여, 상기 패킷 식별자를 기술한 식별자 
일람표와 더불어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9 

분리기와, 화상 복호화기와, 합성 정보 복호화기와, 프레임 메모리와, 합성기를 구비하여, 화상 식별자와 
시간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
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패킷화하고,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패킷 및 상기 합성 정보의 패킷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패킷 식별자를 부가해 다중화하여, 상기 패킷 식별자를 기술한 패킷 관련 정보와 더불
어 전송된 데이터를 입력해서, 상기 분리기에 의해, 상기 패킷 관련 정보에 기술된 패킷 식별자가 붙은 
패킷을 선별하여,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패킷 데이터를 상기 화상 복호화기에, 상기 합성 정보의 
패킷의 데이터를 상기 합성 정보 복호화기에 보내어, 상기 화상 복호화기에 의해,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를 재생 화상에 복호화하여,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하며, 상기 합성 정보 
복호화기에 의해, 상기 합성 정보를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프레임 메모
리에 저장된 상기 재생 화상을 상기 합성기에 보내어, 상기 합성기에 의해,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
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합성 정보에 프레임 메모리의 개방과 확보의 정보가 기술되어 있고, 상기 합성 정보에 따라서, 상기 프레
임 메모리를 개방하든지 확보하든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화·합성 장치.  

청구항 21 

적어도 화상 식별자를 부가한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화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
상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 정보를 패킷화하고,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패킷 및 상기 합성 정보의 
패킷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패킷 식별자를 부가해 다중화하여, 상기 패킷 식별자를 기술한 패킷 식별자 일
람표와 더불어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데이터 전송 수단과, 상기 패킷 관련 정보에 기술된 패
킷 식별자가 부가된 패킷을 선별해서,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패킷 데이터와 상기 합성 정보의 패
킷 데이터를 분리하여 출력하는 분리기와, 상기 분리기로부터의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의 압축 부호
화 데이터를 재생 화상으로 복호화하는 화상 복호화기와, 상기 화상 복호화기의 출력을 기록하는 프레임 
메모리와, 상기 분리기로부터의 상기 합성 정보를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합성 정보 
복호화기와,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재생 화상을 이용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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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서로 다른 화상을 합성하는 합성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2 

청구항 1, 3, 5, 18의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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