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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블럭 기반 영상 처리시 발생하는 블럭화 현상을 영상 복원의 이론에 근거한 공간 가변적 필터링을 이용
하여 제거할 수 있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영상을 소정 블럭 단위로 영상 처
리하므로서 나타나는 블럭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를 소정 블럭 단
위로 분할하는 단계와, 분할된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단계와,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를 윤곽 방향의 종류별로 각기 달리 대역 통과 필터링하는 단계와, 각 블럭에 대해, 각기 달리 대역 
통과 필터링된 영상 신호들중 하나를 윤곽 방향에 상응하여 선택하는 단계 및 각 블럭에 대해 선택된 영
상 신호들을 합성하여 블럭화 현상이 제거된 원래의 영상을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에서 영상 복원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제10단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의 플로우차트이
다.

도 3은 4×4 이산 코사인 변환에 사용되는 16종류의 기저 함수들을 도식화한 도면이다.

도 4a∼4e들은 각 블럭의 영상의 윤곽 방향들의 일례들을 나타내는 도면들이다.

도 5는 종래의 블럭 기반 영상 처리 장치의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도 6은 N×N 영상을 B×B 블럭 단위로 처리하기 위한 1차원 배열 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JPEG에서 사용하는 양자화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영상 복원부의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영상을 블럭 단위로 처리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영상 압축이나 영상 필터링 등과 같은 영상 처리를 수행하는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 전체 영상을 작은 
크기의 다수의 소영상(sub-image)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소영상들내에서 영상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블
럭 기반 영상 처리라 한다. 이 블럭 기반 영상 처리는 영상 처리에 수반되는 계산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블럭 기반 영상 처리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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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블럭 기반 영상 처리시, 블럭 단위로 영상이 처리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처리된 영상을 갖는 
블럭들 경계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성으로 인하여 블럭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블럭화 현상은 처리된 
영상의 화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전술한 블럭화 현상을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디지탈 HDTV(High Definition TV)등에서, 정지영상과 동영상 부호화에 사용되는 
블럭 이산 코사인 변환 기반 영상 압축이 있다.

전술한 블럭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종래의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그 중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법들을 살펴본다. 

먼저, 그 첫번째 방법으로서, 블럭의 경계에 존재하는 화소들의 밝기값을 저역 통과 필터링하여 블럭화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Reduction of blocking effects in image coding"라는 제목으로 H. 
Reeves와 J. S. Lim에 저술된 Optical Engineering의 1984년 1월짜 Vol 23, No. 1의 34페이지부터 37페
이지  및  "Non-linear  space-variant  postprocessing  of  block  coded  images"라는  제목으로  B. 
Ramamurthi와  A.  gersho에  의해  1986년  10월에  발표된  IEEE의  Trans.  Acoust.,  Speech,  Signal 
Processing편 Vol. 34의 1258페이지부터 1267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블럭의 
경계에 존재하는 화소들의 밝기값들 뿐만 아니라 경계와 인접한 부분에 존재하는 화소들의 밝기값들까지
도 저역 통과 필터링하므로 화질이 무디(blur)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두번째 방법으로, 공간 가변적인 블럭화 현상을 정규화 이론(regularization Theory)에 근거하여 반복적
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Regularized  reconstruction  to  reduce  blocking  artifacts  of 
block discrete cosine transform compressed images"라는 제목으로 Y. Y. Yang, N. P. Galatsanos 및 
A. K. Katsaggelos에 의해 1993년 12월에 발표된 IEEE Trans.의 Circuit Syst. Video Technol.편 Vol.3, 
No.6,의 421페이지부터 432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두번째 방법과 유사한 세번째 방법으로서, 화소의 밝기값이 음수가 될 수 없고, 경계가 연속적이라는 제
약 조건들을 만족하는 볼록 집합에 영상을 반복적으로 투영함으로서 블럭화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
으며, 이는 "Iterative procedures for reduction of blocking effects in transform image coding"라는 
제목으로 R.  Rosenholtz와  A.  Zakhor에  의해 1992년  3월에 발표된 IEEE  Trans.  Circuit  Syst.  Video 
Technol.편 Vol.2,  No.1의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 Comments on "iterative procedures for reduction 
of blocking effects in transform image coding"라는 제목으로 S. J. Reeves and S. L. Eddins에 의해 
1993년 12월에 발표된 IEEE Trans, Circuit Syst. Video Technol., Vol.3, No.6의 439페이지부터 440페
이지까지  및  "Projection-based  spatially  adaptive  reconstrcution  of  block-transform  compressed 
images"라는 제목으로 Y. Y. Yang, N. P. Galatsatsanos, 및 A. K. Katsaggelos에 의해 1995년 7월에 발
표된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4, No. 7의 896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블럭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종래의  네번째  방법으로서,  적절하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비용 
함수(cost function)를 최소화시켜 이산 코사인 변환(DCT:Discrete Cosine Transform)계수 자체를 변화
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An optimization approach for removing blocking effects in transform 
coding"라는 제목으로 S. Minami and A. Zakhor에 의해 1995년 4월에 발표된 IEEE Trans. Circuit Syst. 
Video  Technol.편  Vol.5,  no.2의  74페이지부터  82페이지  및  "Use  of  a  class  of  two-dimensional 
functions for blocking artifacts reduction in image coding"라는 제목으로 J. Jeong 및 B. Jeon에 의
해 1995년에 출간된 Proceedings. 199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Processing의 페이지 478부
터 481까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블럭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역과정에 고유한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두번째 
및 세번째 방법들과 같은 반복적 형태의 영상 복원 방법 혹은 네번째의 제약적 최적화 형태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역과정에 고유한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후술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과정의 역
순으로 블럭 기반 영상 처리되기 전의 영상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번째 및 세번째
의 반복적 방법들을 사용하여 고유한 해에 근사하는 원하는 해를 얻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
로, 그 응용이 JPEG 부호화 영상등과 같이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두번째, 세번째 또는 네번째의 방법은 정지 영상의 처리에 있어서도 영상 처리 속도
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용상의 제약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우기, 동영상 압축 표준 방식중 하나인 H.261, H.263, MPEG1, MPEG2 또는 MPEG4등을 사용하여 동 영상
을 압축하는 동영상 압축 시스템이 정지영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응용 분야를 갖으므로, 동영상에
서 발생하는 블럭화 현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술한 동영상 
압축 시스템은 비트율이 일정한 문턱값보다 작아지게 되면 블럭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현상은 
빠른 장면의 변화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영상의 질을 더욱 심하게 열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상의 콘트라스트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중첩 공간 적응적 히스토그램 등화 방법이 있으
며, 전체 영상을 균일한 크기의 중첩되지 않는 블럭으로 분할한 후, 분할된 블럭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히스토그램 등화를 수행한다. 이 방법은 각 블럭의 독립적인 처리 때문에 인접한 블럭간의 단절 효과로 
영상의 블럭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시 발생하는 블럭화 현상을 영상 복원의 
이론에 근거한 공간 가변적 필터링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을 수행하는 블럭 기반 영
상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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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해, 영상을 소정 블럭 단위로 영상 처리하므로서 나타나는 블럭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은, 상기 영상 처리된 상기 영상 신호를 상기 소정 블
럭 단위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분할된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영
상 처리된 영상 신호를 상기 윤곽 방향의 종류별로 각기 달리 대역 통과 필터링하는 단계와, 상기 각 블
럭에 대해, 상기 각기 달리 대역 통과 필터링된 영상 신호들중 하나를 상기 윤곽 방향에 상응하여 선택
하는 단계 및 상기 각 블럭에 대해 선택된 영상 신호들을 합성하여 블럭화 현상이 제거된 원래의 영상을 
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해, 영상을 소정 블럭 단위로 처리하므로서 나타나는 블럭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장치는,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의 각 블럭별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윤곽 방향 검출 수단과, 상기 영상 처리된 신호를  S(여기서, S는 상기 윤곽 방향의 종
류)개의 서로 다른 소정 대역들에서 필터링하는 제1∼S대역 통과 필터들과, 상기 대역 통과 필터링된 상
기 각 블럭의 영상 신호들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검출된 윤곽 방향들에 응답하여 선택하는 신호 선택 수
단 및 상기 신호 선택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각 블럭의 선택된 영상 신호들을 합성하고, 합성된 신
호를 상기 블럭화 현상이 제거된 원래의 영상 신호로서 출력하는 신호 합성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에서 영상 복원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분할된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단계(제8 및 제10단계), 블럭 기반 처리된 영상 신
호를 각기 달리 대역 통과 필터링하고, 윤곽 방향에 상응하여 필터링된 영상신호들중 적어도 하나를 선
택하는 단계(제12 및 제14단계) 및 선택된 영상 신호를 합성하는 단계(제16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에서는, 먼저 블럭 기반으로 영상 처리된 전체 영상을 소정 크
기의 블럭 단위로 분할한다(제8단계). 즉, 블럭 기반 처리된 영상 신호를 블럭 기반 영상 처리에서 사용
되었던 소영상의 크기와 같은 크기를 갖는 블럭으로 분할한다. 제8단계후에, 분할된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한다(제10단계). 영상의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각 블럭에 대해 적어도 둘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이용하여 영상의 윤
곽 방향을 검출한다. 여기서, 이산 코사인 변환은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갖는 코사인 함수를 기저함수로 
이용하여 신호를 해석하는 일종의 변환 방법으로서, 윤곽을 검출하고자 하는 블럭이 B×B개의 화소로 이
루어져 있을 경우,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 각각은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Cx(k1, k2)는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를, B는 DCT 블럭의 행 또는 열의 크기를 나타낸다. a(u)는 

u가 0이니 경우 이고, u가 1, 2, ..., B-1인 경우 를 각각 나타낸다. 

이 때, 각 블럭 단위로 이산 코사인 변환을 수행하여 구해진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제1 및 제2소정 
임계값들(T1 및 T2)과 비교함으로서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한다. 여기서, T1 및 T2는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조정될 수 있는 값으로서, T1 및 T2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서, 윤곽의 방향이 더욱 

세밀히 검출될 수 있다. 여기서, T1은 윤곽 방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값이고, T2

는 윤곽 방향이 45°또는 135°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값이다. 

한편, T1과 T2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면, T1과 T2는 동일한것이 바람직하고, T1(또는 T2)가 적

을수록 윤곽 방향이 더욱 세밀하게 검출될 수 있다. 또한, JPEG, MPEG1, MPEG2 또는 MPEG4를 이용하는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는 양자화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양자화 계수값보다 T1(또는 T2)가 조금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자화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은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는 화소의 밝기값의 종류가 2
8

인 경우 T1(또는 T2)는 40∼50 사이의 값이 바람직하고, 화소의 밝기값의 종류가 2
9
인 경우 T1(또는 T2)는 

80∼100 사이의 값이 바람직하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제10단계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플로
우차트이다.

도 3은 4×4 이산 코사인 변환에 사용되는 16종류의 기저 함수들을 도식화한 도면이다.

예를 들어, DCT블럭의 크기가 4×4인 경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6종류의 기저 함수들이 생성되고, 
각각이 기저함수에 해당하는 16개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이 생성된다.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일실시예에서는, 16개의 이산 코사인 변환계수들중 다음 수학식 2로 표현되는 두개의 이산 코사
인 계수들(Ch 및 Cv)을 이용하여 윤곽 방향을 결정한다. 여기서, Ch(72)는 수평 방향의 윤곽을 나타내는 

이산 코사인 변환계수를 나타내고 및 Cv(74)는 수직 방향의 윤곽을 나타내는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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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4e들은 결정된 윤곽 방향들의 일례들을 나타내는 도면들로서, 도 4a는 윤곽 방향이 없는 것을 나
타내고, 도 4b는 윤곽 방향이 45°기울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도 4c는 윤곽 방향이 135°기울어져 있
는 것을 나타내고, 도 4d는 윤곽 방향이 180°즉, 수평방향인 것을 나타내고, 도 4e는 윤곽 방향이 90° 
즉, 수직방향인 것을 각각 나타낸다.

도 2 및 도 4a∼4e들을 참조하여 도 1의 제10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임의의 블럭에 대한 
영상의 윤곽 방향을 검출하기 위해, 먼저 ｜Cv｜＜ T1 이고, ｜Ch｜＜ T1 인가를 판단한다(제40단계). 만

일, ｜Cv｜＜ T1 이고, ｜Ch｜＜ T1 이면,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블럭의 영상의 윤곽 방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제42단계). 그러나, ｜Cv｜≥ T1 또는｜Ch｜≥ T1 이면, Cv×Ch＞0인가를 판단한다(제44

단계). 만일, Cv×Ch＞0이면, 그 블럭의 영상의 윤곽 방향이 제1소정 각도, 예를 들면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45°방향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다(제54단계). 그러나, Cv×Ch≤0이면, 그 블럭의 영상
의 윤곽 방향이 제2소정 각도, 예를 들면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135°방향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
정한다(제46단계). 제46단계 또는 제54단계후에, ｜Ch｜ - ｜Cv｜ ＞ T2인가를 판단한다(제48 또는 제56

단계). 만일, ｜Ch｜ - ｜Cv｜ ＞ T2이면, 윤곽 방향이 제3소정각도, 예를 들면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

이 180°의 수평 방향인 것으로 결정한다(제62단계). 그러나,  ｜Ch｜ - ｜Cv｜ ≤ T2이면, ｜Cv｜ - 

｜Ch｜ ＞ T2인가를 판단한다(제50 또는 58단계). 만일, ｜Cv｜ - ｜Ch｜ ＞ T2이면, 윤곽 방향이 제4소

정 각도, 예를 들면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90°의 수직 방향인것으로 결정한다(제64단계). 그러나, 
제50단계의 판단결과가 ｜Cv｜ - ｜Ch｜ ≤ T2이면, 윤곽 방향이 제2소정 각도, 예를 들면 도 4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135°방향인  것으로  최종  결정한다(제52단계).  또한,  제58단계의  판단결과가  ｜Cv｜  - 
｜Ch｜ ≤ T2이면, 윤곽 방향이 제1소정 각도, 예를 들면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45°방향인 것으로 

최종 결정한다(제60단계).

한편, 도 1의 제10단계후에, 윤곽 방향의 종류가 S가지이면 블럭 기반으로 처리된 영상 신호를 S가지의 
서로 다른 특정 대역들에서 대역 통과 필터링한다(제12단계). 즉, 윤곽 방향의 종류의 수(S)와 필터링되
는 서로 다른 특정 대역들의 수(S)는 동일하다. 

한편, 제12단계의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은 제10단계의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보다 휠씬 길기 때문에, 도 
1에 도시된 방법과는 달리 제10단계와 제12단계가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제12단계후에, 대역 통과 필터링된 S가지의 영상 신호들중 하나를 제10단계에서 검출된 윤곽 방향들에 
상응하여 선택하고, 선택된 영상 신호에서 해당하는 블럭의 영상 신호를 선택한다(제14단계). 제10단계
∼제14단계들이 분할된 모든 블럭들에 대해 수행된 다음, 각 블럭에 대해서 제14단계에서 선택된 영상 
신호들 모두를 합성하여 블럭화 현상이 제거된 원래의 영상을 복원해낸다(제16단계).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장치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
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5는  종래의  일반적인  블럭  기반  영상  처리  장치의  개략적인  블럭도로서,  이산  코사인 
변환부(DCT)(80), 양자화부(82)를 구성하는 제산부(84) 및 반올림부(86), 역양자화부(88), 역 이산 코사
인 변환부(IDCT:Inverse DCT)(90) 및 영상 복원부(92)로 구성된다.

도 6은 N×N 크기의 영상을 B×B 크기의 블럭 단위로 처리하기 위한 1차원 배열 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이
다.

도 5에 도시된  DCT(80),  제산부(84) 및 반올림부(86)들로 구성되는 부호화부는 가로 및 세로의 크기가 
각각 N인 영상 X(m,n)을 입력단자 IN1을 통해 입력하여 B×B 크기의 블럭 단위로 압축처리하고, 역양자
화부(88) 및 IDCT(90)로 구성되는 복호화부는 압축된 신호를 부호화부로부터 입력하여 재생처리한다. 

즉, 부호화부의 DCT(80)는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1차원의 벡터로 표현되는 2차원 영상 신호를 입력단자 
IN1을 통해 입력하여 이산 코사인 변환한다.

여기서, Xk는 k=(p-1)(N/B) + q(여기서, p는 행의 번호를 q는 열의 번호를 각각 나타낸다)일 때,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p,q) 번째 블럭을 사전 순으로 배열한 B
2
×1크기의 1차원 벡터로서, DCT블럭이다. 설

명의 편의상 N은 B의 배수라고 가정한다. 

이 때, DCT(80)의 전달함수(C)를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 수학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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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차례대로 사전적으로 배열된 B×B 크기의 블럭의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B
2
×B

2
 크기의 순

방향 이산 코사인 변환 행렬이다.

도 7은 JPEG에서 사용하는 양자화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한편, 양자화부(82)의 제산부(84)는 DCT(8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하여 예를 들면, 도 7에 도시된 
양자화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양자화 계수값들(50, 60, 70, 80, 90, 96, 120, 130, 145, 200 또는 255)을 
제산하고, 반올림부(86)는 제산된 결과를 입력하여 반올림한다. 이 때, 양자화부(82)의 전달함수(Q)는 
제산부(84) 및 반올림부(86)의 전달함수들(D 및 R)의 곱으로서, 다음 수학식 5와 같다.

여기서, 제산부(84)의 전달함수(D)는 다음 수학식 6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6의 행렬은 블럭 대각 행렬이고, k번째 대각 성분인 부행렬 [dk]은 그 내부 구조가 다시 대각 행

렬로서, 각각의 대각 원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즉,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JPEG 양자화 
테이블에 근거하여 양자화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부행렬 [dk]의 대각 원소는 다음 수학식 7과 같다.

여기서, t(i,j)는 도 7에 도시된 양자화 테이블에서 (i,j)번째의 양자화 계수값을 의미한다. 

수학식 5에서 행렬 R로 표현된 전달함수를 갖는 반올림부(86)의 반올림 처리는 영상 압축/재생부(94)에 
의한 압축-재생의 전과정을 통해서 유일하게 비선형인 동시에 그의 역이 유일하게 정의되지 않는 다대일 
연산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연산은 입력 벡터의 대응되는 원소에 대해서 반올림 연산을 수행하는 대각 
행렬로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행렬로 표현되는 제산부(84)의 전달함수(D)의 역행렬(D
-1
)을 전달함수로 갖는 역양자화부(88)는 양

자화된 신호를 양자화부(82)로부터 입력하여 역양자화를 수행하고, 다음 수학식 8과 같은 행렬로 표현되

는 전달함수(C
-1
)를 갖는 IDCT(90)는 역양자화부(88)의 출력을 입력하여 역 이산 코사인 변환한다.

여기서, [C]
-1
는 차례대로 사전적으로 배열된 B×B의 블럭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B

2
×B

2
 크기의 역방향 이

산 코사인 변환 행렬이다.

결론적으로, 도 5에 도시된 블럭 기반 영상 장치의 영상 압축/재생부(94)는 다음 수학식 9와 같은 관계
식을 갖는다.

여기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X는 입력단자 IN1을 통해 입력되는 영상 신호를 나타내고, Y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되어 영상 복원부(92)로 출력되는 신호를 각각 나타내며, 각 행렬(C
-1
, D

-1
, Q 또는 C)의 

크기는 N
2
×N

2
이다.

13-5

등록특허10-0265722



수학식  9를  간략화하기  위해  C
-1
D
-1
QC를  H라  할  때,  H는  일반적으로  비선형이며  공간  가변적인 

열화(degradation) 연산자로 볼 수 있다. 이 열화 연산자(H)에 의한 블럭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본 발
명에서는 종래의 반복적인 형태의 영상 복원 방법 혹은 제약적 최적화 형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
술한 바와 같이 도 1에 도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블럭화 현상을 제거한다. 도 1에 도시된 방법을 수행하
는 도 5에 도시된 영상 복원부(92)는 블럭 기반으로 처리된 영상(Y)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블럭화 현
상을 제거한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영상 복원부(92)의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의 블럭도로서, 영상 분할부(102), 
DCT  계수  계산부(104)  및  비교부(106)로  구성되는  윤곽  방향  검출부(100)와,  제1∼S대역  통과 
필터들(110, 112, ..., 114)로 구성되는 필터부(108)와, 신호 선택부(116) 및 신호 합성부(118)로 구성
된다.

도 8에 도시된 윤곽 방향 검출부(100)는 도 5에 도시된 영상 압축/재생부(94)의 출력(Y)이나 또는 블럭 
기반으로 처리되어 블럭화 현상을 갖는 임의의 영상 신호를 임의의 시스템(미도시)으로부터 입력단자 
IN2를 통해 입력하고, 입력한 영상 신호를 소정 블럭 단위로 분할하며, 분할된 각 블럭에서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구하고, 구한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소정 임계값들(T1 및 T2)과 
비교하여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윤곽 방향 검출부(100)는 도 1
에 도시된 제8단계 및 제10단계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윤곽 방향 검출부(100)의 영상 분할부(102)는 입력단자 IN2를 통해 블럭 기반으로 처리된 영
상 신호를 입력하여 소정 블럭 단위로 분할한다. 즉, 영상 분할부(102)는 입력단자 IN2를 통해 입력되는 
화소들의 밝기값들을 수평/수직 동기 신호(HS:Horizontal Synchronous signal/VS:Vertical Synchronous 
signal)에  응답하여  소정  블럭  단위로  묶는다.  이산  코사인  계수(DCT)  계수  계산부(104)는  영상 
분할부(102)로부터 소정 블럭 단위로 묶여서 출력되는 각 블럭의 영상 신호에 대해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비교부(106)는 계산된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소정 임계값들(T1 및 T2)과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따라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한다. 즉, 비교부(106)에서는 도 2에 도시된 제10단계가 수행된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한 윤곽 방향 검출부(100)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에 국한되지 않고, 달리 
구성되어 영상의 윤곽 방향을 검출할 수도 있다. 

제8도에서,  서로 다른 대역폭을 갖는 제1∼S(여기서, S는 윤곽 방향의 종류수)대역 통과 필터들(110, 
..., 114) 각각은 입력단자 IN2를 통해 블럭 기반으로 영상 신호 처리된 영상 신호를 입력하여 각자의 
대역에 해당하는 성분을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영상 신호의 성분을 신호 선택부(116)로 출력한다. 이 
때,  각  대역  통과  필터는  전달함수(AE)를  갖는  고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제약적  최소 

제곱(CLS:Constrained  Least  Squares)  영상  복원  필터이다.  여기서,  CLS  영상  복원  필터는 
"Fundamantals of digital image processing"라는 제목으로 A. K. Jain에 의해 저술되고, Prentice-Hall
에 의해 1989년에 출판된 책의 페이지 297쪽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도 8에 도시된 각 대역 통과 필터
는 다음 수학식 10과 같은 전달함수[gE(k,l)]를 갖는 유한 임펄스 응답(FIR:Finite Impulse Response)필

터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첨자 E는 윤곽 방향의 종류가 5(S=5)가지라면 0∼4까지의 값을 가지며, 분류된 영상 윤곽의 유

형을 의미하고, HL(k,l)은 공간 불변적 저주파 통과 필터의 전달함수이고, H
*

L(k,l)은 HL(k,l)의 공액을 

나타내고, λE는 상수를 각각 나타낸다.

이 때, 저주파 통과 필터의 전달함수(HL)는, 예를 들어 다음 수학식 11과 같은 블럭 순환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 

HL은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갖는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일수록 더욱 성기게 양자화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

여, 저역 통과 필터의 전달함수(H)의 근사화된 값이 될 수 있다. 즉, 성기게 양자화 될수록 그 값이 0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H가 HL로 근사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주파 통과 필터의 전달함수(AE)는 다음 수학식 12와 같이 5가지의 종류로 표현될 수 있고, 방향

성 윤곽을 보존하면서 선택적으로 블럭 경계들을 평활화한다. 

13-6

등록특허10-0265722



수학식 12에 나타난 5개의 고주파 통과 필터의 전달함수(AE)들은 차례대로, 단조형, 수직, 수평, 45° 및 

135°의 윤곽 방향을 갖는 블럭에 각각 사용된다.

제1, 2, ... 또는 제S대역 통과 필터(110, 112, ... 또는 114)는 주파수 영역 또는 공간 영역에서 구현
될 수 있다. 실시간에서 고속으로 블럭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역 퓨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수학식 10
의 전달함수(gE)의 임펄스 응답을 구한 후, 상승된 코사인 창(rasied-cosine window)을 사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필터를 절삭하여 유한 임펄스 응답 구조의 필터를 구현한다. 여기서, 상승된 코사인 창이란, 일
반적으로 코사인 함수의 진폭을 상승시킬 때, 상승된 코사인 함수의 임의의 부분에 씌워진 창을 의미한
다. 

신호 선택부(116)는 비교부(106)에서 검출된 윤곽 방향들에 상응하여 대역 통과 필터링된 영상 신호들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영상 신호에서 수평/수직 동기 신호(HS/VS)에 응답하여 해당하는 블럭의 영상 
신호를 신호 합성부(118)로 출력한다.

신호  합성부(118)는  신호  선택부(116)로부터  출력되는  각  블럭의  선택된  영상  신호들을  필드  동기 
신호(FDS:Field synchronous signal) 또는 프레임 동기 신호(FMS:Frame synchronous signal)에 응답하여 
합성하고, 합성된 결과를 블럭화 현상이 제거된 원래의 영상으로서 출력단자 OUT를 통해 출력한다. 그러
므로, 열화 연산자에 의한 블럭화 현상이 제거될 수 있다.

결국, 도 5에 도시된 영상 복원부(92)는 H.261, H.263, MPEG 1, MPEG 2 또는 MPEG4에 의해 블럭 기반으
로 압축/재생 처리된 동영상 신호 또는 JPEG에 의해 블럭 기반으로 압축/재생 처리된 정지 영상 신호를 
입력하여 블럭화 현상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영상 처리 시스템의 콘트라스트를 확장하기 
위한 비중첩 공간 적응적 히스토그램 등화시, MPEG에 의해 압축되고 복원된 데이타가 콘트라스트 확장에 
의해 양자화 잡음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증폭된 양자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역 통과 
필터대신에 도 5에 도시된 영상 복원부(92)는 사용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및 장치는 정지 영상 뿐만 아니
라 동 영상의 블럭 기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럭화 현상 뿐만 아니라 기타 블럭 기반으로 영상을 
처리하여 발생하는 블럭화 현상을 실시간에서 고속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을 소정 블럭 단위로 영상 처리하므로서 나타나는 블럭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블럭 기반 영상 처
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영상 처리된 상기 영상 신호를 상기 소정 블럭 단위로 분할하는 단계;

(b) 상기 분할된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단계;

(c)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를 소정의 윤곽 방향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된 대역으로 대역 통과 필터
링하는 단계;

(d) 상기 각 블럭에 대해, 상기 (c)단계에서 각 대역별로 대역 통과 필터링된 영상 신호들중 하나를 상
기 (b)단계에서 검출된 윤곽 방향에 상응하여 선택하는 단계; 및

(e) 상기 (d)단계에서 각 블럭에 대해 선택된 영상 신호들을 합성하여 블럭화 현상이 제거된 원래의 영
상을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f) 상기 각 블럭에 대해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구하는 단계; 및 

(g) 상기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사용하여 상기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상기 윤
곽 방향을 검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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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수직 방향의 윤곽을 나타내는 제1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Cv) 및 수평 방향의 윤곽을 나타내는 제2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Ch)들의 각 절대값이 제1소정 임계값보다 적은가를 판단하는 단계;

(g2) 상기 Cv와 Ch들의 각 절대값이 상기 제1소정 임계값 보다 적으면 해당 블럭의 영상에 윤곽 방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g3) 상기 Cv 또는 Ch가 상기 제1소정 임계값 이상이면, 상기 Cv와 Ch의 곱이 양수인가를 판단하는 단
계;

(g4) 상기 Cv와 Ch의 곱이 양수이면, 상기 해당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이 제1소정 각도 방향에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g5) 상기 Cv와 Ch의 곱이 양수가 아니면, 상기 해당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이 제2소정 각도 방
향에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g6) 상기 (g4)단계후에, 상기 Ch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v의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제2소정 임계값
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g7) 상기 Ch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v의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상기 제2소정 임계값보다 크지 않으
면, 상기 Cv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h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상기 제2소정 임계값보다 큰가를 결정하는 
단계;

(g8) 상기 Cv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h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상기 제2소정 임계값보다 크지 않으면, 
상기 해당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이 상기 제1소정각도 방향에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는 단계;

(g9) 상기 (g5)단계후에, 상기 Ch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v의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제2소정 임계값
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g10) 상기 (g9)단계 또는 상기 (g6)단계에서 상기 Ch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v의 절대값을 감산한 결
과가 상기 제2소정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해당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이 상기 제3소정 각도 방
향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g11) 상기 (g9)단계에서 상기 Ch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v의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상기 제2소정 임
계값보다 크지 않으면, 상기 Cv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h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상기 제2소정 임계값보
다 큰가를 결정하는 단계;

(g12) 상기 (g11)단계 또는 상기 (g7)단계에서 상기 Cv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h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상기 제2소정 임계값보다 크면, 해당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이 상기 제4소정 각도 방향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g11)단계에서 상기 Cv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Ch 절대값을 감산한 결과가 상기 제2소정 임계값보다 
크지 않으면, 해당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이 상기 제2소정각도 방향에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는 단
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는 MPEG 1에 의해 블럭 기반으로 압축된 동영상 신호를 재
생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는 MPEG 2에 의해 블럭 기반으로 압축된 동영상 신호를 재
생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는 JPEG에 의해 블럭 기반으로 압축된 정지 영상 신호를 재
생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는 영상 처리 시스템의 콘트라스트를  확장하기 위한 비중
첩 공간 적응적 히스토그램 등화시, MPEG에 의해 압축되고 복원된 데이타가 콘트라스트 확장에 의해 양
자화 잡음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증폭된 양자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역 통과 필터에 
입력되는 휘도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8 

영상을 소정 블럭 단위로 처리하므로서 나타나는 블럭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장
치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의 각 블럭별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윤곽 방향 검출 수단;

상기 영상 처리된 신호를  S(여기서, S는 상기 윤곽 방향의 종류)개의 서로 다른 대역들로 필터링하는 
제1∼S대역 통과 필터들;

상기 제1∼S대역 통과 필터들 각각에서 대역 통과 필터링된 상기 각 블럭의 영상 신호들중 하나를 상기 
검출된 윤곽 방향들에 응답하여 선택하는 신호 선택 수단; 및

상기 신호 선택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각 블럭의 선택된 영상 신호들을 합성하고, 합성된 신호를 
상기 블럭화 현상이 제거된 원래의 영상 신호로서 출력하는 신호 합성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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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윤곽 방향 검출 수단은

상기 영상 처리된 영상 신호를 수평/수직 동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 블럭 단위로 분할하는 영상 
분할 수단;

상기 분할된 영상의 각 블럭에 대해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계산하는 이산 코사
인 변환 계수 계산 수단; 및

계산된 상기 적어도 두개 이상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을 소정 임계값들과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따라 상기 각 블럭의 영상에 대한 윤곽 방향을 검출하는 비교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S대역 통과 필터들 각각은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
럭 기반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소정 임계값과 상기 제2 소정 임계값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 기반 
영상 처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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