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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입력 디지털 영상의 I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한 제1 코딩수단과, 상기 제1 코딩수단의 디지털 영상신호를 복원

하여 움직임 예측 기반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해 저장하는 메모리와, 입력 디지털 영상에 대하여 움직임 예측 기반의 P

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한 제2 코딩수단과, 입력 디지털 영상의 I프레임과 P프레임을 교번하여 압축 부호화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코딩수단 및 제2 코딩수단의 I,P프레임 코딩을 제어하는 코딩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며, I프레임과 P프레임을 번갈아 반복적으로 사용(IPIPIP...)함으로써 P프레임 부호화에 포함된 움직임 예측/보상 과정을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부호화 복잡도를 낮추고 압축 성능과 효율을 증가시킨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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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른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지 않고 부호화하는 제 1 프레임 영상과, 다른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여 부호화하는 제 2 프레임

영상을 포함하는 동영상을 부호화 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을 부호화하는 제 1 부호화부;

상기 부호화된 제 1 프레임 영상을 복호화하여 저장하는 복호화부;

상기 제 2 프레임에 대해서는 복호화를 동반하지 않고 상기 복호화된 제 1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여 부호화하는 제 2 부호

화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은 I 프레임이고, 제 2 프레임 영상은 P프레임이고, 부호화 순서는 IPIP...가 반복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3.

다른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지 않고 부호화하는 제 1 프레임 영상과, 다른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여 부호화하는 제 2 프레임

영상을 포함하는 동영상을 부호화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프레임 영상을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된 제 1 프레임 영상을 복호화하여 저장하는 단계;

제 2 프레임 영상을 상기 복호화된 제 1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여 부호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부호화된 제 2 프레임 영상은 참조 영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호화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프레임 영상은 복호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다른 제 2 프레임 영상의 참조 영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프레임 영상은 복호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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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은 I 프레임, 제 2 프레임 영상은 P 프레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과 제 2 프레임 영상은 하나씩 번갈아 부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

호화 방법.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은 I 프레임이고, 제 2 프레임 영상은 P프레임이고, 부호화 순서는 IPIP...가 반복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9.

다른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지 않는 제 1 프레임 영상은 복호화를 동반하여 부호화하는 단계;

다른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는 제 2 프레임 영상은 복호화를 동반하지 않고 상기 복호화된 제 1 프레임 영상을 참조하여 부

호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프레임 영상은 복호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다른 제 2 프레임 영상의 참조 영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제 2 프레임 영상은 복호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은 I 프레임, 제 2 프레임 영상은 P 프레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과 제 2 프레임 영상은 하나씩 번갈아 부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

호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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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 영상은 I 프레임이고, 제 2 프레임 영상은 P프레임이고, 부호화 순서는 IPIP...가 반복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영상을 압축 부호화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MPEG이나 H.26x 계열의 동영상 코덱(CODEC) 등 대부분의 동영상 압축 표준은 움직임 보상 기법(Motion Estimation &

Compensation)과 변환(Transform)에 기반한 압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보상 기반 부호화에서는 각 블록

(block)의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 정보를 부호화해서 전송해야 하며, 움직임 벡터를 어떻게 부호화하느냐에 따라 압

축 효율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디지털 영상신호를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등과 같은 직교변환부호화

를 기반으로 변환하고, 변환계수를 양자화(Quatization)하여 가변길이 부호화(Variable Length Coding: VLC)를 수행하

는 한편, 양자화된 DCT 계수를 역양자화 및 역 DCT 변환하여 복원한 영상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복원

영상과 다음 프레임 영상을 이용해서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 MV)를 산출하며, 움직임 벡터를 가변길이 부호화하여

상기 부호화된 영상정보와 함께 비트 스트림(bit-stream)으로 구성하여 전송하는 수순을 따른다.

일반적인 디지털 동영상 압축 처리방식은 단일 영상 압축(INTRA Coding, I frame 부호화)과 움직임 예측 압축(INTER

Coding, P frame 부호화)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디지털 동영상의 경우 연속된 움직임 예측 압축 방식(INTER Coding)이

주로 사용되고, 주기적으로 단일 영상 압축 방식(INTRA Coding)이 사용된다.

도1과 도2는 종래의 일반적인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기의 I프레임과 P프레임의 압축 부호화기(인코더)를 나타낸 블록도이

다.

도1의 종래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기의 I프레임 처리 블록을 살펴보면, 입력 디지털 영상신호를 직교변환 부호화하는 직교

변환 부호화기(101)와,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기(101)의 변환계수를 양자화하는 양자화기(102)와, 상기 양자화기(102)에

서 출력된 양자화값을 런-길이 부호화(Run-Length Coding)하는 런-길이 부호화기(RLC)(103)와, 상기 런-길이 부호화

기(103)의 출력을 가변길이 부호화(Variable Length Coding)하는 가변길이 부호화기(104)와, 상기 가변길이 부호화기

(104)의 출력을 비트스트림으로 구성하기 위한 멀티플렉서(105)와, 상기 멀티플렉서(105)의 출력 저장을 위한 버퍼(106)

와, 상기 양자화 및 비트 스트림 구성을 제어하는 부호화 제어기(107)와, 상기 양자화기(102)의 출력을 역양자화(Inverse

Quantization)하는 역양자화기(108)와, 상기 역양자화기(108)의 출력을 직교변환 복호화 처리하는 직교변환 복호화기

(109)와, 상기 직교변환 복호화기(109)에서 출력된 복원 영상을 저장하는 프레임 메모리(11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도1의 I프레임 압축 부호화기의 부호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교변환 부호화기(101)는 8*8 화소 블록 단위로 입력된 디지털 영상신호에 대해, 예를 들면 DCT와 같은 직교변환 부호

화를 수행하고 양자화기(102)는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 데이터(예; DCT 계수)에 대해 양자화를 수행하여 몇 개의 대표값으

로 표현함으로써 압축을 수행한다. 런-길이 부호화기(103)는 양자화기(102)의 출력값을 런-길이 부호화(RLC)하고 이를

다시 가변길이 부호화기(104)에서 가변길이 부호화(VLC)하여 멀티플렉서(105)에 입력한다. 멀티플렉서(105)는 압축 부

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버퍼(106)에 저장한다. 버퍼(106)는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속도가 일정한 경우, 발

생되는 데이터를 써 넣었다가 일정 속도로 읽어내는데 사용되며, 시간에 따라 충만도가 변함에 있어 넘치거나 완전히 비면

비트 스트림의 연속성이 끊겨 복호화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버퍼(106)의 상태를 부호화 제어기

(107)에 궤환시켜 양자화 스텝을 조절함으로써 비트 발생량을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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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자화기(102)의 출력값은 역양자화기(108)에 의해서 역양자화되고 이 것은 다시 직교변환 복호화기(109)를 거쳐서

복호화되며, 이렇게 복원된 영상신호는 프레임 메모리(110)에 저장되어 이전 프레임 영상 정보로 참조된다.

도2의 종래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기의 P프레임 처리 블록을 살펴보면, 입력 디지털 영상신호를 직교변환 부호화하는 직교

변환 부호화기(201)와,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기(201)의 변환계수를 양자화하는 양자화기(202)와, 상기 양자화기(202)에

서 출력된 양자화값을 런-길이 부호화하는 런-길이 부호화기(RLC)(203)와, 상기 런-길이 부호화기(203)의 출력을 가변

길이 부호화하는 가변길이 부호화기(204)와, 상기 가변길이 부호화기(204)의 출력을 비트 스트림으로 구성하기 위한 멀티

플렉서(205)와, 상기 멀티플렉서(205)의 출력 저장을 위한 버퍼(206)와, 상기 양자화 및 비트 스트림 구성을 제어하는 부

호화 제어기(207)와, 상기 양자화기(202)의 출력을 역양자화하는 역양자화기(208)와, 상기 역양자화기(208)의 출력을 직

교변환 복호화 처리하는 직교변환 복호화기(209)와, 상기 직교변환 복호화기(209)에서 출력된 복원 영상을 저장하는 프레

임 메모리(210)와, 상기 프레임 메모리(210)에 저장된 영상신호의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움직임 보상기(211)와, 상기

프레임 메모리(210)에 저장된 영상과 입력 디지털 영상을 참조하여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는 움직임 예측기(212)와, 상기

움직임 예측기(212)에서 출력된 움직임 벡터를 가변길이 부호화하여 상기 멀티플렉서(205)에 공급하는 가변길이 부호화

기(21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도2의 P프레임 압축 부호화기의 부호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교변환 부호화기(201)는 8*8 화소 블록 단위로 입력된 디지털 영상신호에 대해, 예를 들면 DCT와 같은 직교변환 부호

화를 수행하고 양자화기(202)는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 데이터(예; DCT 계수)에 대해 양자화를 수행하여 몇 개의 대표값으

로 표현함으로써 압축을 수행한다. 런-길이 부호화기(203)는 양자화기(202)의 출력값을 런-길이 부호화(RLC)하고 이를

다시 가변길이 부호화기(204)에서 가변길이 부호화(VLC)하여 멀티플렉서(205)에 입력한다. 멀티플렉서(205)는 압축 부

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버퍼(206)에 저장한다. 버퍼(206)는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속도가 일정한 경우, 발

생되는 데이터를 써 넣었다가 일정 속도로 읽어내는데 사용되며, 시간에 따라 충만도가 변함에 있어 넘치거나 완전히 비면

비트 스트림의 연속성이 끊겨 복호화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버퍼(206)의 상태를 부호화 제어기

(207)에 궤환시켜 양자화 스텝을 조절함으로써 비트 발생량을 제어하게 된다.

한편 양자화기(202)의 출력값은 역양자화기(208)에 의해서 역양자화되고 이 것은 다시 직교변환 복호화기(209)를 거쳐서

복호화되며, 이렇게 복원된 영상신호는 프레임 메모리(210)에 저장되어 이전 프레임 영상 정보로 참조된다.

즉, 프레임 메모리(210)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 영상은 움직임 보상기(211)에서 움직임 보상되어 현재 프레임의 디지털 영

상과의 차신호가 직교변환 부호화기(201)에 제공되는 한편, 움직임 예측기(212)에서는 상기 프레임 메모리(210)에 저장

된 이전 프레임의 디지털 영상신호와 현재 프레임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크로 블록당 움직임 벡터(MV)를 계

산하고, 가변길이 부호화기(213)는 상기 움직임 예측기(212)에서 구해진 움직임 벡터를 입력받아 이를 가변길이 부호화하

여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고 멀티플렉서(205)에 공급하여 비트스트림을 구성할 때 사용되도록 한다.

상기 종래의 I프레임과 P프레임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각각의 부호화 모듈에 복호화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 부호화된 영상

을 복호화하여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복호화된 영상은 다음의 P프레임에서 움직임 예측을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압축 효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I프레임에 비해 P프레임의 복잡도가 높아 전체적인 부호화 복잡

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JPEG과 같은 정지 영상 압축기술은 단일 영상 압축방식이 사용되고, MPEG-1,2,4 등에서는 단일 영상

압축방식과 움직임 예측 압축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단일 영상 압축방식은 움직임 예측 압축방식에 비하여 복잡도 면

에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에서의 동영상 압축방식은 I프레임 부호화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모션(Motion)-JPEG이라는 동영상 압축방식으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단일 영상 압축방식을 이용한 모션

-JPEG 압축방식이 구조가 간단하여 구현의 편리함과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압축 효율이 움

직임 예측방식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가지 방식을 절충한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 동영상 부호화기에서는 P프레임이 I프레임에 비해 움직임 예측과 보상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크다. 하지만 P프레임이 압축 효율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0% 이상을 P프레임으로 부호화하고, 나

머지를 I프레임으로 부호화한다. 이 경우 제대로 된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이

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하는데 적지않은 하드웨어적 부담이 되고, 소형 경량화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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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동영상 압축에 있어서 기존의 MPEG 계열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면서(호환성), 복잡도는 모션-JPEG 수준으로

낮추고, 압축 효율은 MPEG 계열보다 낮더라도 모션-JPEG의 경우보다는 높은 정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영상 압축

기법이 요구된다. 이 것은 특히 개인 이동통신 단말기(동영상 녹화/재생 기능을 갖는 휴대전화,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

어, PDA 등)와 같이 소형/경량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동영상 녹화 및 재생 성능이 요구되는 기기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동영상 압축 부호화 기술 기반이 요구될 때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제공에 있어서 간과하기 어

려운 문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앞서 설명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동영상 압축 부호화기의 부호화 복잡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P프레임이 주로 사용되는 동영상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낮추어 하드웨어 성능이 낮은 환경에서

도 빠른 속도의 부호화 성능을 나타내는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I프레임과 P프레임을 번갈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P프레임 부호화에 포함된 움직임 예측/

보상 과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도가 높았던 P프레임의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체적인 부호화 복잡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영상 압축에 있어서 기존의 MPEG 계열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면서, 복잡도를 모션-JPEG

수준으로 낮추고, 압축 효율은 MPEG 계열과 모션-JPEG을 절충하여 최적화한 정도로 구현하여 기존의 표준 기술과 완벽

한 호환이 가능한 하이브리드(Hybrid)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장치는, 입력 디지털 영상의 I프레임 압축 부호화

를 위한 제1 코딩수단과, 상기 제1 코딩수단의 디지털 영상신호를 복원하여 움직임 예측 기반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해

저장하는 메모리와, 입력 디지털 영상에 대하여 움직임 예측 기반의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한 제2 코딩수단과, 입력 디

지털 영상의 I프레임과 P프레임을 교번하여 압축 부호화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코딩수단 및 제2 코딩수단의 I,P프레임 코딩

을 제어하는 코딩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장치는, I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하여 입력

디지털 영상에 대하여 직교변환 부호화, 양자화, RLC, VLC, 비트 스트림 구성을 차례로 수행하는 제1 압축 부호화수단과,

상기 제1 압축 부호화수단의 양자화 출력 정보에 대하여 역양자화 및 직교변환 복호화를 수행하는 복호화수단과, 상기 복

호화수단에 의해서 복원된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프레임 메모리와,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하여 입력 디지털 영상 및 상

기 프레임 메모리 출력 차영상에 대하여 직교변환 부호화, 양자화, RLC, VLC, 비트 스트림 구성을 차례로 수행하는 제2

압축 부호화수단과, 상기 프레임 메모리 출력 및 P프레임 입력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움직임 벡터를 출력하여 VLC를 수행하는 움직임 예측 부호화수단과, 상기 I프레임 및 P프레임을 주기적으로 교번하여 부

호화하기 위하여 상기 압축 부호화수단 각각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장치에서 상기 I,P프레임 부호화 순서는 I프레임과 P프레임이 1회씩

교번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상기 제어수단은 각각 I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제어하는 I프레임 압축 부호화 제어부 및,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제어하는 P프레임 압축 부호화 제어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 방법은,

다음의 P프레임과 교번하는 주기로 I프레임 디지털 영상신호를 압축 부호화함과 함께, 압축 부호화 과정에서의 영상신호

를 복원하여 저장하는 I프레임 코딩단계; 상기 I프레임 코딩단계에서 저장된 영상신호와 입력 영상신호를 이용해서 상기 I

프레임과 교번하는 주기로 P프레임 디지털 영상신호를 압축 부호화함과 함께, 움직임 예측 기반으로 움직임 벡터를 구하

고 이를 부호화하여 출력하는 P프레임 코딩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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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은 P프레임과 I프레임 사이의 복잡도의 차이를 줄여서 전체적인 부호화 복잡도를 낮춰준다. I프레임 부호화 과정에

서는 움직임 예측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P프레임 과정에서의 복호화 과정을 제거하여도 전체 성능에

는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동영상 압축 부호화 처리 기술의 기반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편적인 동영상 압축

순서였던 IPP....PIPP....PIPP....와 같은 압축 프레임 시퀀스에서 IPIPIP....를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P프레임에 포함된

복호화 모듈을 제거하는 것이다.

도3은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기의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2의 P프레임 부호화 과정에서 복

호화 블록을 제거함으로써 부호화 복잡도를 줄여서 종래에 비해 높은 부호화 속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도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기는,

I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하여 입력 디지털 영상에 대하여 직교변환 부호화, 양자화, RLC, VLC, 비트 스트림 구성을 차례

로 수행하는 제1 압축 부호화부(310)와, I,P 프레임 각각이 교번하여 압축 부호화되도록 상기 제1 압축 부호화부(310)의

압축 부호화 제어를 위한 제1 부호화 제어부(361)와, 상기 제1 압축 부호화부(310)의 양자화 출력 정보에 대하여 역양자

화 및 직교변환 복호화를 수행하는 복호화부(320)와, 상기 복호화부(320)에 의해서 복원된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프레임

메모리(330)와,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위하여 입력 디지털 영상 및 상기 프레임 메모리(330)의 출력 차영상에 대하여 직

교변환 부호화, 양자화, RLC, VLC, 비트 스트림 구성을 차례로 수행하는 제2 압축 부호화부(340)와, 상기 프레임 메모리

(330)의 출력 및 P프레임 입력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움직임 벡터를 출력하여 VLC

를 수행하는 움직임 예측 부호화부(350)와, I,P 프레임 각각이 교번하여 압축 부호화되도록 상기 제2 압축 부호화부(340)

의 압축 부호화 제어를 위한 제2 부호화 제어부(36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제1 압축 부호화부(310)는 입력 디지털 영상신호를 직교변환 부호화하는 직교변환 부호화기(311)와,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기(311)의 변환계수를 양자화하는 양자화기(312)와, 상기 양자화기(312)에서 출력된 양자화값을 런-길이 부호화

하는 런-길이 부호화기(RLC)(313)와, 상기 런-길이 부호화기(313)의 출력을 가변길이 부호화하는 가변길이 부호화기

(314)와, 상기 가변길이 부호화기(314)의 출력을 비트 스트림으로 구성하기 위한 멀티플렉서(315)와, 상기 멀티플렉서

(315)의 출력 데이터 저장을 위한 버퍼(316)를 포함한다.

상기 복호화부(320)는 상기 양자화기(312)의 출력을 역양자화하는 역양자화기(321)와, 상기 역양자화기(321)의 출력을

직교변환 복호화 처리하는 직교변환 복호화기(322)를 포함한다.

상기 제2 압축 부호화부(340)는 입력 디지털 영상신호를 직교변환 부호화하는 직교변환 부호화기(341)와,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기(341)의 변환계수를 양자화하는 양자화기(342)와, 상기 양자화기(342)에서 출력된 양자화값을 런-길이 부호화

하는 런-길이 부호화기(RLC)(343)와, 상기 런-길이 부호화기(343)의 출력을 가변길이 부호화하는 가변길이 부호화기

(344)와, 상기 가변길이 부호화기(344)의 출력을 비트 스트림으로 구성하기 위한 멀티플렉서(345)와, 상기 멀티플렉서

(345)의 출력 저장을 위한 버퍼(346)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 예측 부호화부(350)는 상기 프레임 메모리(330)에 저장된 영상과 입력 디지털 영상을 참조하여 움직임 예측

을 수행하는 움직임 예측기(351)와, 상기 움직임 예측기(351)에서 출력된 움직임 벡터를 가변길이 부호화하여 상기 멀티

플렉서(345)에 공급하는 가변길이 부호화기(352)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장치는 도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의 동영상 압축 순서였

던 IPP....PIPP....PIPP....와 같은 프레임 압축 시퀀스에서 IPIPIP....를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P프레임에 포함된 복호화

모듈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도2의 P프레임 부호화 과정에서 복호화 블록을 제거함으로써 부호화 복잡도를 줄여서 종래

에 비해 높은 부호화 속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도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장치의 동작을 살펴본다.

제1 압축 부호화부(310)는 디지털 영상t, t+1, t+2, t+4,...,t+2n에 대해서 I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수행한다. 먼저, 직교

변환 부호화기(311)는 8*8 화소 블록 단위로 입력된 디지털 영상신호에 대해, 예를 들면 DCT와 같은 직교변환 부호화를

수행하고 양자화기(312)는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 데이터(예; DCT 계수)에 대해 양자화를 수행하여 몇 개의 대표값으로 표

현함으로써 압축을 수행한다. 런-길이 부호화기(313)는 양자화기(312)의 출력값을 런-길이 부호화(RLC)하고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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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길이 부호화기(314)에서 가변길이 부호화(VLC)하여 멀티플렉서(315)에 입력한다. 멀티플렉서(315)는 압축 부호화

된 디지털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버퍼(316)에 저장한다. 버퍼(316)는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속도가 일정한 경우, 발생되

는 데이터를 써 넣었다가 일정 속도로 읽어내는데 사용되며, 시간에 따라 충만도가 변함에 있어 넘치거나 완전히 비면 비

트 스트림의 연속성이 끊겨 복호화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버퍼(316)의 상태를 부호화 제어기(361)

에 궤환시켜 양자화 스텝을 조절함으로써 I프레임 부호화 출력단의 비트 발생량을 제어하게 된다.

한편 제1 압축 부호화부(310)에서 압축된 I프레임 디지털 영상신호는 P프레임 압축을 위해 복원되어 프레임 메모리(330)

에 저장된다. 즉, 상기 양자화기(312)의 출력값은 역양자화기(321)에 의해서 역양자화되고 이 것은 다시 직교변환 복호화

기(320)를 거쳐서 복호화되며, 이렇게 복원된 영상신호는 프레임 메모리(330)에 저장되어 P프레임 압축시 움직임 벡터 산

출을 위한 이전 프레임 영상 정보로 사용된다.

제2 압축 부호화부(340)는 디지털 영상 t+1,t+3,t+5,...,t+2n+1에 대해서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수행한다.

먼저, 직교변환 부호화기(341)는 8*8 화소 블록 단위로 입력된 디지털 영상신호와 상기 프레임 메모리(330)에 저장된 이

전의 I프레임 디지털 영상신호와의 차분 신호에 대해서, 예를 들면 DCT와 같은 직교변환 부호화를 수행하고 양자화기

(342)는 상기 직교변환 부호화 데이터(예; DCT 계수)에 대해 양자화를 수행하여 몇 개의 대표값으로 표현함으로써 압축을

수행한다. 런-길이 부호화기(343)는 양자화기(342)의 출력값을 런-길이 부호화(RLC)하고 이를 다시 가변길이 부호화기

(344)에서 가변길이 부호화(VLC)하여 멀티플렉서(345)에 입력한다. 멀티플렉서(345)는 압축 부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버퍼(346)에 저장한다. 버퍼(346)는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속도가 일정한 경우, 발생되는 데이터를 써 넣었

다가 일정 속도로 읽어내는데 사용되며, 시간에 따라 충만도가 변함에 있어 넘치거나 완전히 비면 비트 스트림의 연속성이

끊겨 복호화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버퍼(346)의 상태를 부호화 제어기(362)에 궤환시켜 양자화 스

텝을 조절함으로써 P프레임 부호화 출력단의 비트 발생량을 제어하게 된다.

프레임 메모리(330)에 저장된 이전 I프레임 영상은 현재 프레임의 디지털 영상과의 차신호가 구해져서 직교변환 부호화기

(341)에 제공되는 한편, 움직임 예측 부호화부(350)에서 현재 프레임의 디지털 영상과 함께 참조하여 움직임 벡터를 산출

하고 이를 가변길이 부호화하여 멀티플렉서(345)에 공급한다.

즉, 움직임 예측기(351)에서는 상기 프레임 메모리(330)에 저장된 이전 I프레임의 디지털 영상신호와 현재 프레임의 디지

털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매크로 블록당 움직임 벡터(MV)를 계산하고, 가변길이 부호화기(352)는 상기 움직임 예측기

(351)에서 구해진 움직임 벡터를 입력받아 이를 가변길이 부호화하여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고 멀티플렉서(345)에 공급

하여 P프레임 압축 부호화 데이터의 비트 스트림을 구성할 때 사용되도록 한다.

도4는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도4에 나타낸 실시예는 상기 도3의 실

시예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압축 부호화 제어기(360)가 상기 I프레임 압축 부호화 및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제어하는 구

성이다. 즉, 상기 도3에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I프레임 압축 부호화 제어와 P프레임 압축 부호화 제어를 각각의 제어기가 담

당하였으나, 도4에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I프레임 및 P프레임 압축 부호화를 단일의 제어기(360)에서 담당하는 것만 차이

가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의 유기적/기능적 연결관계와 동작은 앞서 설명한 도3의 실시예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도5는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 방법의 수순을 보여준다. 디지털 영상 입력단계(S500)에서 입력되는

디지털 영상신호들은 IPIPIP...의 순서로 서로 교번하여 압축되기 위해 분류된다. I프레임에 대해서는 직교변환 부호화 단

계(S501)에서 입력 디지털 영상t,t+2,t+4,...,t+2n을 직교변환 부호화한다. 양자화 단계(S502)에서는 직교변환 부호화된

데이터를 양자화하고, 이 양자화된 데이터는 RLC단계(S503)에서 가변-길이 부호화를 거쳐 VLC단계(S504)에서 가변길

이 부호화되며, I프레임 출력단계(S505)에서 I프레임에 대한 비트 스트림을 출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양자화 단계(S502)

에서 양자화된 데이터는 역양자화 단계(S506)를 거쳐서 역양자화되고 이는 직교변환 복호화 단계(S507)를 거쳐서 이전 I

프레임 영상으로 복원된 후 저장단계(S508)에서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다.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I프레임 영상은

이후에 설명할 P프레임 부호화에 사용된다.

P프레임에 대해서는 직교변환 부호화 단계(S509)에서 입력 디지털 영상t+1,t+3,t+5,...,t+2n+1을 직교변환 부호화한

다. 양자화 단계(S510)에서는 직교변환 부호화된 데이터를 양자화하고, 이 양자화된 데이터는 RLC단계(S511)에서 가변-

길이 부호화를 거쳐 VLC단계(S512)에서 가변길이 부호화되며, P프레임 출력단계(S515)에서 P프레임에 대한 비트 스트

림을 출력하게 된다. 이 때 움직임 벡터 산출단계(S513)와 VLC단계(S514)를 거쳐서 가변길이 부호화된 움직임 벡터정보

도 함께 고려되어 P프레임에 대한 비트 스트림이 구성되고 출력된다. 즉,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I프레임 영상

과 현재 입력 디지털 영상을 사용해서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고, 산출된 움직임 벡터정보를 가변길이 부호화하여 P프레임

에 대한 비트 스트림 구성과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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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기존의 동영상 부호화기와 호환성을 지니면서, 그 복잡도를 줄여서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에서도 보다 나은 동영

상 압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사양의 휴대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낮은 사양의 휴대용 단말기에도 기존 대비

고화질 동영상 녹화 및 재생이라는 높은 수준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즉, 동영상 압축에 있어서 기존

의 MPEG 계열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면서, 압축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모션-JPEG 수준으로 낮추고, 압축 효율은 모션-

JPEG 보다 높은 성능을 갖는 동영상 압축 부호화기법을 제공함으로써, 하드웨어 성능이 낮은 환경에서도 빠른 속도의 부

호화 성능을 보장할 수 있고, 복잡도가 높았던 P프레임의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부호화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기의 I프레임 처리 블록도

도2는 종래의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기의 P프레임 처리 블록도

도3은 본 발명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 제1 실시예의 블록도

도4는 본 발명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 제2 실시예의 블록도

도5는 본 발명 하이브리드형 동영상 압축 부호화 방법의 플로우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0: I프레임 압축 부호화부 320: 복호화부

330: 프레임 메모리 340: P프레임 압축 부호화부

350: 움직임 예측 부호화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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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656645

- 10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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