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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텔레비젼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인코딩 스테이션과 디코딩 스테이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변환  코딩을  이용하는  텔레비젼  시스템에  제공된  비디오  녹화기의  일반적  구조를 도식적으
로 보인 도면.

제2도는 제1도의 텔레비젼 시스템에 이용되는 변환 회로를 도시.

제3도는 픽셀로부터 구성되며 부화상으로 나누어지는 화상을 도시.

제4도는 하나의 곱행렬과 이것이 부분 곱행렬(sub-product matrix)들로 분할된 것을 보인 도면.

제5도는 제2도의 변환 회로에 이용되는 이동 검출기를 보인 도면.

제6도는 제5도에 보인 이동 검출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몇몇 부화상들을 보인 도면.

제7도는 제2도의 변환 회로안에 있는 중간 필터의 사용을 보이는 도면.

제8도는 제1도에 보인 시스템의 인코딩 회로에 이용되는 적응 인코더를 보이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화상 신호원                         3 : 기록 헤드

4 : 자기테이프                         5 : 판독 헤드

7 : 모니터                                8 : 인코딩 회로

9 : 변조 회로                            10 : 디코딩 회로

84 : 적응 인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A. 발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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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디지탈화된  텔레비젼  신호가  인코딩  스테이션으로부터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송되는  텔레비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화상  신호  샘플들의  그룹이  디코딩 스테
이션으로  전달될  계수  그룹으로  각각  변환되는  변환  코딩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인코딩  회로가 인
코딩 스테이션에 제공되는 텔레비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원래의  텔레비젼  신호  샘플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은  각  계수그룹을 역변환시
키는데에 적합한 디코딩 회로를 포함한다.

이런  유형의  시스템은  텔레비젼  방송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인코딩 스테이
션은  텔레비젼  방송  전송기내에  포함되고  각  TV  수상기에는  디코딩  스테이션이  제공된다.  그러한 경
우에는 디지탈 텔레비젼 신호를 전송하는데 TV 채널이 사용된다.

대안적으로,  상기  시스템은  비디오  녹화기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인코딩 스테이
션으로부터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디지탈화된 텔레비젼 신호를 전송하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사용된다.

A(2) 종래 기술의 설명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같이,  디지탈  텔레비젼  신호를  인코딩하는  여러  기본  방법  예를  들어  a) 예
측 코딩(줄여서 PC) b)변환 코딩(줄여서 TC)과 같은 방법들이 당업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

상기  각  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신호는  신호가  가진  최고  주파수의  두배  주파수로  먼저 
샘플링된다.  대략  5MHZ의  대역폭을  가진  텔레비젼  신호에  대  상기  샘플링  주파수는  대략  10MHZ이다. 
샘플링으로  얻어진  각  샘플이  펄스  코드  변조  수단에  의해  8비트  PCM  워드로  변환될  경우,  이것은 
대략  80M  비트/초의  비트율을  발생시킨다.  실제적으로  상기  비트율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다.  이런  비트율은  사실상  대략  40MHZ의  대역폭을  가진  전송  채널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대
역폭은 비디오 테이프뿐 아니라 TV 방송 채널에도 제공되지 않는다.

PCM  워드를  예측  코팅시킴으로써  상기  비트율의  상당한  감소가  성취된다.  공지된  바와 같이(참고문
헌 1의 페이지 378  내지 390를 참조),  예측 워드가 각 PCM  워드로부터 감산되고, 그 차이가 다시 펄
스  코드  변조된다.  4비트  코드  워드면  대개  상기  차이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므로,  상기  비트율은 50%
가 감소된다.

상기 예측 코딩에 대한 대안으로서,  PCM  워드는 변환 코딩(예를 들어 참고문헌 1의  페이지 390  내지 
396를  참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텔레비젼  화상은  N×N  픽셀로된 부화상
(sub-picture)들로  나눠진다.  각  부화상은  이하  다수의  상호  직교  기본  화상  B(i,k)의  합으로 간주
되는데,  여기서  i와  K=1,2,…N이며  각  B(i,k)는  자신의  가중인자  y(i,k)를  갖는다.  관례적으로  상기 
가중인자는 계수(coefficient)로 불린다. 상기 계수들은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송된다.

가능한  가장  낮은  비트율로  상기  계수를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계수는  먼저 
적응코딩된다(예를  들어  참고문헌  2를  참조).  계수를  코딩함에  있어서  더  많은  비트가  최상위 계수
에  할당되고  더욱  적은  비트가  하위  계수로  할당되며,  최하위  계수에는  아무런  비트도  할당되지 않
는다. 즉 상기 최하위 계수는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신호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한가지  양  즉  명도만을  나타내는  단색  TV의  경우에,  기본화상 
B(1,1)은  보조  화상의  평균  명도를  나타내고,  y(1,1)는  그  크기를  나타낸다.  상기  계수  y(1,1)는 통
상적으로  최상위  계수가  되므로  가장  높은  정밀도를  갖도록  인코드된다.  실제로  상기  목적을 위해서
는 8 또는 9비트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계수는 통상적으로 5개 이하의 비트로 
인코드된다.

변환  코딩에서  변환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예측  코딩으로  성취된  비트율보다  낮은  비트율이 실현
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이용되는  변환으로는  호텔링(Hotelling),  푸리에(Fourier),  하(Harr)  및 
이산 코사인 변환이 있다.

하나의 부화상은 TV  화상의 홀수 및  짝수 필드 양자의 픽셀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런  부화상의  변환은  때때로  인트라프레임  변환(intraframe  transform)이라  칭한다.  대안적으로는 
TV  화상의 짝수 또는 홀수 필드의 부화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부화상의 변환은 인트라필드 변
환(intrafield transform)이라 칭한다.

항상  관심의  대상인  비트율  감소는  약간의  화질  손실을  동반하는  인트라프레임  변환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상기와  같은  상당한  감소는  화상이  정지화상일  경우에만  큰 
의미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동화상(moving  picture)의  경우에는  인트라필드  변환이  인트라프레임 변
환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B. 발명의 목적 및 개요

본 발명의 목적은,  변환 코딩이 이용되고 또한 항상 관심의 대상인 비트율 감소가 동  화상의 경우에 
대해 실현되는 텔레비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텔레비젼  시스템은  그  인코딩  스테이션내의  인코딩  회로에,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  및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  양자를  가진  변환  회로(transform  circuit)와,  상기  화상  신호가 
인가되어,  화상의  연속된  두  필드들  사이의  기간동안  화상내의  물체가  변환될  화상  신호  샘플 그룹
내에서  인지가능하게  이동되었는지(undergone  a  displacement)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
는  이동  검출기(motion  detector)와,  상기  표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디코
딩  스테이션으로  전송될  계수로서  인트라  필드  변환에  의하여  얻어진  계수를  선택하고,  상기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송될  계수로서  인트라프레임  변환에  의해  얻어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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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며  ;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에는  상기  계수가  인가되어  역 인트라
필드 변환 모드 및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를 이용하는 역변환 회로와,  상기 표시 신호를 재발생
시키고  이에  응답하여  역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에  따라  얻어진  비디오  신호  샘플이나  역 인트라프레
임  변환  모드에  따라  얻어진  비디오  신호  샘플을  디스플레이를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아래의 인식에 근거한다.  한  화상에 있는 물체가 한  수직선에 의해 경계가 한정되는 것을 
가정해보자.  상기  선이  수평방향으로  이동될  경우에,  어떤  주어진  필드내에서  표시되는  상기  선의 
일부분은  바로  앞  필드내에서  표시되는  상기  선의  일부분에  대해서  약간  쉬프트된다.  상기  화상이 
단지  인트라프레임  변환만  될  경우는  움직임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높은  자리의  계수들이  고려될 것
이다.  사실상,  직선  대신에  상기  이동으로  발생된  굽은형의  선은  더  높은  자리의  계수들이  전송될 
경우에만 디코딩 스테이션내에서 정확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상기  이동의  영향을  한  필드내에서는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경우  인트라필드  변환이 이용
될  경우에는  상기  이동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  만약  화상이  정지  화상이고 인트라프
레임  변환된다면  필요로  했을  높은  자리의  계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인트라프레임  변환만이 
이용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만족할만한 비트율 감소가 성취된다.

정지  화상의  인트라프레임  변환은  최하위  비트율을  낳는다.  사실  인트라프레임  변환의  경우는  동일 
필드와  관련된  픽셀간의  상관(correlation)(2차원  상관)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필드와  관련된 
픽셀간의 상관(3차원 상관) 또한 고려된다.

전술된  텔레비젼  시스템에  있어서,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송될  계수  선택은  상기  이동  검출기에 의
해  이루어진다.  상기  검출기는  화상에  조금의  움직임만  있어도  인트라필드  변환에  의해  얻어지는 계
수를  선택하도록  조정된다.  이것은  전송될  계수들의  갯수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비트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인트라필드  변환으로  얻어진  계수가  선택되기  전에  화상내에 
주어진  어떤  양의  움직임이  허용될  경우,  계수들의  갯수가  약간만  증가된다.  전송될  계수들의 갯수
를  어느정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실시예의  텔레비젼  시스템이  갖는  인코딩  회로는  화상의 텔레
비젼  신호  샘플상에  중간  필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필터링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필터링 디바이
스 출력 샘플만이 인트라프레임 변환된다.

그러한  필터링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참고문헌  3의  페이지  330  내지  333에  공지되어  있다.  상기 디
바이스는 이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두 관련된 필드로부터 하나의 화상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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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원 명세서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 몇몇 실시예에 대한 설명

E(1) 텔레비젼 시스템의 일반적 구조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젼  시스템이  제공된  비디오  녹화기를  도식적으로  보인다.  상기 시스
템은  인코딩  스테이션  I  및  디코딩  스테이션  Ⅱ을  구비하는데,  인코딩  스테이션은  입력(1)을  통해 
화상  신호원(2)에  의해  공급되는  아날로그  화상  신호  x(t)를  수신한다.  또한  상기  인코딩 스테이션
은  기록  헤드(3)에  의해  자기테이프(4)에  연결된다.  디코딩  스테이션  Ⅱ도  판독  헤드(5)에  의해 자
기테이프(4)에  연결된다.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은  출력(6)으로부터  모니터(7)에  인가되는  아날로그 
화상 신호 x'(t)를 공급한다.

인코딩  스테이션에는  인코딩  회로(8)가  제공되는데,  이  회로는  아날로그  신호가  인가되어  기록 헤드
(3)와 변조 회로(9)를 통해 자기테이프상에 기록되는 펄스열 z(j)를 공급한다.

이에  대응하여,  디코딩  스테이션에는  디코딩  회로(10)가  제공되는데,  이  회로에는  자기테이프로부터 
판독 헤드(5)에 의해 판독되는 신호를 복조기(11)에서 복조하여 얻어지는 z'(j)가 제공된다.

인코딩  회로(8)에  있어서,  아날로그  화상  신호  x(t)는  일련의  화상  신호  샘플이나  픽셀이  얻어지는 
대략  10MHz의  적절히  선택된  샘플링  주파수를  가진  샘플링  회로(81)내에  샘플링된다.  상기  픽셀들은 
아날로그대  디지탈  변환기(82)안에서  8비트  PCM  워드  x(n)으로  인코드되고  아래에  기술되는  구조를 
가지는 변환회로(83)에 인가된다. 이것에 관하여, 상기 변환기는 매번 화상의 N×N 픽셀 블럭 
x(i,k)를  동일한  크기의  N×N  계수  y(i,k)  블럭  및  표시  비트(indication  bit)  MD로  변환시킴을 알
아야  한다.  특히,  픽셀  x(i,k)의  블럭은  인트라필드  변환이나  인트라프레임  변환된다.  표시  비트 MD
는  어떠한 변환 모드에 의해 계수 블럭이 얻어지는가를 표시한다.  그후 상기 계수들 및  표시 비트는 
다수의  기준중의  어느  기준이  상기  계수  블럭에  의해  만족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적응 인코더
(adaptive  encoder)(84)에  인가된다.  그런  다음,  소정  갯수  비트들이  각  계수에  할당된다.  상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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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갯수는  만족되는  기준에  의존된다.  최종적으로,  각  계수는  자신에  할당된  비트수에  따라 인코드
된다.  적응 인코딩 회로(84)  또는 계수 그룹에 의해 만족되는 기준을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분류 비
트(classification  bit)  k1를  공급한다.  상기  적응  인코딩  회로에  대한  많은  구현예가  문헌에 기술
되어 있다. 특별한 한 실시예는 예를 들어 참고문헌 2에 광범위하게 기술된다.

인코드된 계수,  분류 비트 K1  및,  전술한 실시예의 표시 비트 MD는  각각 또는 시분할 다중화 포맷으
로  자기테이프에  인가된다.  후자의  경우에,  시분할  다중화  회로(85)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회로의 출력으로부터 펄스 열 z(j)를 공급한다.

디코딩  회로(10)에서,  복조기(11)에  의해  공급된  펄스  열  z'(j)는  인코드된  계수의  블럭을  그와 관
련된  표시  비트  MD  및  분류  비트  K1으로부터  분리하는  디멀티플렉서(101)에  인가된다.  상기 인코드
된 계수의 블럭,  분류 비트 및 상기 실시예의 표시 비트 MD는  적응 디코딩 회로(102)에  인가되며 이 
회로는  변환  회로(83)에  의해  공급된  계수  y(i,k)의  블럭에  대응하는  계수  y'(i,k)의  블럭을  각 수
신된 계수 블럭마다 공급한다.  관련된 표시 비트 MD와  함께,  상기 계수는 표시 비트에 따라 역 인트
라필드는  변환  또는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으로  계수  y'(i,k)  블럭이  영향받게  하는  역  변환 회로
(inverse  transform  circuit)(103)에  인가된다.  그러면  이  회로는  화상  신호  샘플  x'(n)을  공급하며 
이  신호  샘플들은  디지탈  대  아날로그  변환기(104)  및  저역  통과  필터(105)의  직렬  배열에  인가되어 
모니터(7)에 의해 디스플레이될 아날로그 화상 신호 x'(t)를 얻는다.

E(2) 변환 회로

앞서의  E(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변환  회로(83)는  N×N  픽셀들의  블럭을  인트라필드  변환  또는 
인트라프레임  변환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변환  회로의  한  실시예는  제2도에  도식적으로 보여진
다.

상기  실시예는  N×N  픽셀  x(i,k)들의  블럭이  행렬  x로서  간주되고,  각  기본  화상(basic  picture)은 
아래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공지된 개념에 따른다.

B(i,k)=AlAk
T
                                        (1)

상기  관계식에서,  A는  변환  행렬을  나타내고, Al 는  변환  행렬  A의  제i열과  동일한  행렬을  나타내고, 

Ak
T
는  행렬  A의  제k행과  동일한  행렬을  나타낸다.  또한,  계수  y(i,k)가  행렬  Y를  형성하도록  배열될 

경우, 아래의 식과 같다 :

Y=A
T
XA                                            (2)

상기 식에서, A
T
는 A의 전치 행렬을 나타낸다.

식(2)에  따라  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원래의  변환  행렬  A  및  A가  전치된  형태인 A
T
가  모두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식(2)은 아래와 동일하다:

Y
T
=(XA)

T
A                                         (3)

상기  행렬  곱셈에서는  단지  변환  행렬  A만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  특히,  곱행렬  P=XA가  먼저 계산

된다. 그후 P는 전치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Y
T
=P

T
A가 결정된다.

제2도에  도시된  실시예는  픽셀들  x(n)이  인가되는  입력(8301)과,  계수  y(i,k)가  발생하는 출력
(8302)을  갖는다.  두개의  화상  메모리[8303(1)  및  8303(2)]가  입력(8301)에  연결된다.  상기 메모리
는  어드레스  지정  가능한  메모리  위치가  제공되어,  예를  들어,  한  화상의  두  연속  필드의  가시선의 
가시  픽셀은  상기  메모리중의  하나에  기록되는  반면에,  동시에  선행  화상의  두  필드  라인의  픽셀은 
다른  화상  메모리내에서  판독되는  방식으로  기록/판독  명령  WR1,  WR2에  의해  제어된다.  관련  화상 
메모리의  어드레스  입력에  인가되는  어드레스  ADD1,  ADD2는  메모리내의  어떤  위치에  픽셀이 저장되
거나 판독되는지를 결정한다.

특히,  화상의  가시  화상  라인의  수신된  가시  픽셀은  한  라인씩  화상  메모리내로  기록된다.  먼저 홀
수  라인의  픽셀이  저장된  후에,  짝수  라인의  픽셀이  저장된다.  화상의  가시선에  있는  모든  가시 픽
셀이  수신된  후에,  화상  메모리는  예를  들어  제3도으  점들로  표시된  픽셀을  구비한다.  제3도에서, 
화상  라인의  가시  픽셀이  기록되는  화상  메모리의  행번호  LN은  수직방향으로  나타나고,  서로  다른 
화상  라인의  가시  픽셀이  기록되는  화상  메모리의  열번호  PN은  수평방향으로  나타난다.  화상 메모리
의  내용을  판독할시에,  각  화상은  N×N  픽셀  x(i,x)의  블럭들  X로  분할(split  up)된다.  그런  분할은 
제3도에서 N=8에 대해 도식적으로 보여진다.

상기  블럭의  픽셀들은  변환기(8304)에  행단위로  인가된다.  이  블럭  X에,  바람직하기로는  이산 코사
인  변환(줄여서  DCT)이  8×8  행렬인  고정  변환  행렬  A가  곱해진다.  그에  의해  행렬  엘리멘트 p(i,
k)로 이루어진 곱행렬 P=XA가 얻어진다.

두  메모리[(8305(1)  및  8305(2)]는  변환기(8304)의  출력에  연결된다.  화상  메모리(8303(.))와  같이, 
상기  두  메모리에는  주소지정  가능한  메모리  위치가  제공되어,  곱행렬  P의  엘리멘트는  두 메모리중
의  하나에  기록되는  반면에,  선행  곱행렬  P는  행렬  엘리멘트는  다른  메모리내에서  판독되는 방식으
로 기록/판독 명령 RW3  및  RW4에  의해 제어된다.  특히,  행렬 엘리멘트 p(i,k)는  상기 메모리내에 행 
단위로  기록된다.  화상  메모리(8303(.))와  같이,  행렬  엘리멘트  p(i,k)가  저장되는  위치는  어드레스 
ADD3,  ADD4에  의해  결정되는데,  상기  어드레스는  관련  메모리의  어드레스  입력에  인가된다.  상기 어
드레스는 또한 메모리내에 저장된 행렬 엘리멘트 p(i,k)가 어떤 순서로 판독되는가를 결정한다.

메모리(8305(.))의  출력은  단지  기호로만  도시된  스위칭  디바이스(8306)의  입력에  접속된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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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는  메모리(8305(.))로부터  판독된  곱행렬의  모든  행렬  엘리멘트를  변환기(8307)  혹은 변환
기(8308)에  인가한다.  전자의  경우에  상기  변화  회로는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이며  인트라프레임 
변환이  수행되고,  후자의  경우는  변환  회로가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이고  인트라필드  변환이 수행된
다.  두  변환기(8307  및  8308)의  출력은  기호로만  도시된  추가적  스위칭  디바이스(8309)의  각  입력에 
접속되는데,  상기  디바이스의  출력은  원하는  변환계수  y(i.k)가  발생하는  변환  회로(83)의 출력
(8302)에 접속된다.

스위칭  디바이스(8306  및  8309)는  이동  검출기(8310)에  의해  공급되는  스위칭  신호  MD에  의해 제어
되는데,  이  경우  상기  검출기의  입력은  변환기(8304)의  입력에  연결된다.  상기  이동  검출기는 화상
물이  두  연속  필드간의  기간동안  이동되었는지  여부와,  상기  이동중  어떤  것이  8×8  픽셀의 블럭내
에서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인지되는  움직임이  없을  경우  MD는  0으로  되고  변환 회로
는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를  갖게  된다.  상기  모드에서,  메모리(8305(.))내에  행단위로  기록된  곱 
엘리멘트  p(i,k)는  곱  행렬  P가  전치되도록  열단위로  판독된다.  위와  같이  판독된  곱  엘리멘트 
p(i,k)는  변환기(8307)에  인가되는데  이  변환기(8307)는  변환기(8304)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8×8 

DCT  행렬인 행렬 A와  메모리(8305(.))에  의해  공급된 8×8  행렬 P
T
를  곱한다.  따라서 곱  행렬 Y

T
=P

T
A

가  얻어짐  이  행렬의  엘리멘트  y(i,k)는  요구되는  계수  나타낸다.  상기  모드는  변환기(8307)에 인가
되는  곱  엘리멘트의  8×8  행렬이  화상의  두  필드의  픽셀로부터  발생되는  사실  때문에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라 불린다.

MD=1인  경우  즉  대상물이  두  연속  필드간의  시간에  대해  이동되었음이  8×8  픽셀의  블럭내에 인지가
능한  경우,  상기  변환  회로는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가  된다.  상기  모드에서,  곱  엘리멘트  p(i,k)는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와는  완전히  다른  순서로  판독된다.  8×8  픽셀의  블럭내에서  움직임이 검출
될 경우,  곱  행렬 P는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할된다.  특히,  변환기(8304)에  의해 공급되며 메
모리(8305(.))내에  저장되는 곱  행렬 P는  제4도의 I로  표시된다.  상기 곱  행렬 P는  제4도의 Ⅱ로 표
시되는  바와  같이  홀수라인의  곱  엘리멘트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4×8  행렬로  분할되고,  제4도의 Ⅲ
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짝수  라인의  곱  엘리멘트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4×8  행렬로  분할된다.  상기 
4×8  행렬은 그후 4×4  DCT  행렬  A'  가  관련되는 변환기(8308)에  차례로 열마다 인가된다.  4×4  DCT 
행렬  A'를  두개의  4×8  서브  곱  행렬  각각에  곱함으로써,  스위칭  디바이스(8309)를  통해 출력(830
2)에  인가되는  32개의  계수들의  두  그룹이  얻어진다.  전술한  바로부터  명백해지듯이,  한  블럭의  두 
필드는  이제  각각  변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얻어진 
계수  값은  화상의  이동효과에  영향받지  않는다.  따라서,  8×8  픽셀의  블럭이  변환되는  전체  64개 계
수중에서,  상기  곱  행렬  P가  인트라프레임  변환될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전달될  필요가  있는  계수들의 
갯수가 더 적다.

제어  회로(8311)는  제2도에  도시된  변환  회로(83)를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다.  상기  회로는  클럭 펄
스  S(rT)를  펄스율 fs 로  공급하는  클럭  펄스  발생기(8312)를  구비하는데,  이  클럭  펄스는 한편으로

는  샘플링  디바이스(81)(제1도)에  샘플링  펄스로서  인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픽셀  계수기(8313)에 
인가되며,  상기  계수기의  계수  위치는  0에서  전체  화상을  구성하는  픽셀수와  같은  수의  범위이다. 
각  새로운  화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상기  계수기는  비디오  소스(2)(제1도)에  의해  공급되는  프레임 
리세트  펄스  FRS에  의해  리세트된다.  상기  픽셀  계수기(8313)의  계수  위치는  ROM으로  형성될  수 있
는  각각의  두  메모리(8314(.))의  어드레스  입력에  어드레스로서  인가된다.  특히,  ROM(8314(1))은 픽
셀이  판독되어야  하는  순서로  화상  메모리(8303(.))에  대한  어드레스,  소위  판독  어드레스를 공급하
는 반면에, ROM(8314(2))은 픽셀이 상기 화상 메모리로 기록되어야 하는 순서로 화상 메모리
(8303(.))에 대한 어드레스, 소위 기록 어드레스를 공급한다.

상기 ROM(8314(.))에 의해 공급된 어드레스는 AND 게이트 회로(8315(.)) 및 OR 게이트 회로
(8316(.))을  통해  화상  메모리(8303(.))의  어드레스  입력에  인가된다.  화상  메모리(8303(.))에 인가
된 판독 및  기록 어드레스를 각  새로운 화상마다 교번시키기 위하여,  화상 리세트 펄스 FRS가 T플립
플롭(8317)에  인가된다.  상기  플립플롭의  Q출력은  판독/기록  명령  RW1을  공급하며,  Q출력은 판독/기
록 명령 RW2를 공급한다. 상기 기록/판독 명령은 또한 AND 게이트 회로(8315(.))에도 인가된다.

메모리(8305(.))에  판독  및  기록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클럭  펄스  S(rT)는  계수 회로
(8318), 예를 들어 모듈로-64-계수기에도 인가된다.

상기  회로의  계수  위치는  역시  ROM  형태일  수  있는  메모리(8319(.))의  어드레스  입력에  인가된다. 
ROM(8319(1))의  또다른  어드레스  입력은  또한  이동  검출기(8310)에  의해  공급되는  신호  MD를 수신한
다.  ROM(8319(.))은  메모리  (8305(.))에  판독  어드레스를  공급하고,  ROM(8319(2))은  기록 어드레스
를  공급한다.  만약  MD=0(움직임이  검출되지  않음)일  경우,  상기  ROM(8319(1))에  의해  공급되는 일련
의 어드레스는 MD=1(움직임이 검출됨)일 경우에 공급되는 일련의 어드레스와 다르다.

상기  판독  및  기록  어드레스는  AND  게이트  회로(8320(.))  및  OR  게이트  회로(8321(.))를  통해 메모
리(8305(.))의  어드레스  입력에  인가된다.  메모리(8305(.))에  인가된  판독  및  기록  어드레스를 64개
의  곱  엘리멘트가  메모리로부터  판독되거나  메모리내에  기록될  때마다  교번시키기  위하여, 계수기
(8318)의  계수  위치는  계수  회로가  계수  위치를  0으로  추정할  때마다  펄스를  공급하는  인코딩 네트
워크(8322)에  인가된다.  상기  펄스는  T플립플롭(8323)에  인가된다.  상기  플립플롭의  Q출력은 판독/
기록 명령 RW3을 공급하고, Q출력은 판독/기록 명령 RW4를 공급한다.

상기  변환기(8304,8307  및  8308)들은  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구현되지만,  양호하게는 
본  출원인  명의의  선행  네델란드  특허원  제8,601,183호(PHN  11745)에  광범위하게  기술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완성된  설명을  위하여,  이동  검출기의  한  실시예가  제5도에  도시되고,  이는  수직  방향의 주파
수 측정에 기초한다.

이것이  움직임의  존재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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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줄기와  같이  수직방향으로  배향된  물체에  비디오  카메라가  향할  경우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공급
된  화상이  제6도의  Ⅰ로  표시된다.  카메라가  수평방향으로  상당히  이동할  때,  제6도의  Ⅱ로  도시된 
라인 구조를 가진 화상이 발생된다.  상기 구조는 화상의 홀수 라인이 먼저 주사된 후에 짝수 라인이 
주사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한  라인  구조는  또한  비디오  화상의  국부적인  세부에서도 인지가능하
며 따라서 8×8 픽셀의 부화상내에서도 인지될 수 있다.

이러한  라인구조에  의해  얻어지는  높은  수직  주파수는  부화상을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시
킴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화상은  하다마드  변환(Hadamard  transform)을  시키는 것
이  더  간단한데,  이  경우  최고  수직  주파수의  존재는  계수  y(1,8)의  값에  의해  표현되며  이 y(1,8)
은  제6도의  Ⅲ으로  도시된  기본  화상  B(1,8)의  공헌도를  표시한다.  식(2)  및  (3)에서  쉽게  유도되는 
바와 같이, 상기 계수 y(1,8)은 아래식을 따른다 :

y(1,8)= (-1)
i+1
X(i,k)

상기  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화상  메모리(8303(.))로부터  판독된  픽셀은  누산기(8310.3)에  직접 
인가되거나,  단지  기호로만  보여진  스위칭  디바이스(8310.2)를  통해  인버터  단(8310.1)내에서  극성 
반전된  후  상기  누산기에  인가된다.  상기  누산기는  상기  계수  y(1,8)를  공급하고,  가산 디바이스
(8310.4)  및  지연  소자(8310.5)로부터  공지된  방식으로  형성된다.  상기  이동  검출기는  또한 메모리
(8314(1))로부터의  판독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인코딩  에트워크(8310.6)를  포함한다(제2도  참조). 상
기  인코딩  네트워크는  스위칭  소자(8310.2)  및  지연  소자(8310.5)에  각각  인가되는  두  신호  sign  및 
Res를  공급한다.  신호  Res는  수신된  어드레스가  신규한  부화상의  픽셀  판독을  개시하는  시기 이외에
는 대개 0의  값을 갖는다.  Res=1인  경우에,  지연 소자(8310.5)는  리세트된다.  신호 sign은  0  및  1의 
값을  교대로  갖는다.  sign=1인  경우는,  극성이  반전된  픽셀이  누산기에  인가된다.  한편,  sign=0인 
경우는  픽셀이  누산기에  직접  인가된다.  특히,  부화상의  홀수  행의  픽셀이  판독  어드레스에 대해서
는 sign=0인 반면에, 부화상의 짝수 행의 픽셀의 판독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sign=1이다.

이렇게  얻어진  계수  y(1,8)는  임계  디바이스(threshold  device)(8310.8)에  의해  공급되는  소정의 임
계치와  비교  회로(8310.7)에서  비교된다.  상기  비교  회로(8310.7)는  상기  계수가  임계치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가지며, 임계치보다 클때는 1의 값을 갖는 이동 검출 신호 MD를 공급한다.

제2도에  도시된  변환  회로(83)에서,  이동  검출기(8310)는  픽셀들의  블럭이  처리되어야  하는  방법을 
지시한다.  즉  픽셀들의  블럭이  인트라프레임  변화되어야  하는지  인트라필드  변환되어야  하는지를 지
시한다.

이동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검출기는  매우  높은  감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제5도에  도시된  이동  검출기에서  임계  디바이스(8310.8)의  임계치  Thr이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인트라  필드  변환을  수행한다는  결정이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  경우보다  더  빨리  취해질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  메모리(8303(.))로부터  판독되는  픽셀은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위  중간  필터(median  filter)(8324)  및  스위칭  디바이스(8325)(제7도에서  단지  기호로만 표
시되는)나,  지연선(8326)  및  스위칭  디바이스(8325)를  통해  변환기에  인가된다.  상기 지연선(8326)
의 지연 시간은 중간 필터에 의해 도입되는 지연 시간과 동일하다.

스위칭  디바이스(8325)는  이동  검출기(8310)의  출력  신호  MD에  의해  제어되는  바,  이동이  전혀 없거
나  약간  있을  경우에는  중간  필터(8324)의  출력  신호가  변환기(8304)에  인가되고,  상당한  이동이 있
을 경우는 지연선(8326)의 출력 신호가 변환기에 인가되는 방식으로 제어된다.

중간  필터는  상기  기술  분야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참고문헌  3의  페이지  330 
내지  333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구현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4에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다.  보다 완
전한  설명을  위하여,  보조화상내에서  중복된  3개의  픽셀에  대해  상기  중간  필터는  자신의  출력중 출
력값이 3개의 픽셀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출력에 상기 픽셀을 인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중간  필터는  한  화상의  두  연속  필드상에서  중간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것은  보통 사진(stil
l)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상을 공급한다.

따라서 상기 필터에 의해 공급된 픽셀은 단지 인트라프레임 변환만 된다.

비디오  신호원(2)이  필름의  화상을  주사함으로써  얻어진  비디오  신호를  공급할  경우는  특정한 상황
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두 연속 필드의 그룹은 어떠한 이동 효과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것은  이동  검출기(8310)가  두  연속  필드중의  하나에서만  이동을  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특정한  경우에는,  변환  회로가  사용자에  의해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로  세트되거나,  상기 모
드로 자동적으로 세트될 수 있다.

E(3) 적응 인코더

제1도에  도시된  적응  인코더(84)는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매우  양호한  실시예가  참고문헌  5에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보다  완전한  설명의  위해  이것에  관해서  제8도를  참조하여  기술될 것
이다.  상기  인코더는  차례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한  블럭의  계수들  y(i,k)을  수신하는 입력
(8401)을  갖는다.  상기  계수는  각  계수를  적당한  워드길이의  코드  워드로  변환하는  가변  워드  길이 
인코더(8402)에  인가된다.  상기  워드  길이는  제어  입력(8403)을  통해  상기  인코더(8402)에  인가되는 
비트  할당  엘리멘트 bj (i,k)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가변  워드  길이  인코더는  길이가  변하는  코드 

워드를 인코딩 회로의 출력(8404)으로 인가한다.

계수  y(i,k)는  상기  가변  워드  길이  인코더(8402)에  인가될  뿐만  아니라  비교  및  분류 회로(8405)에
도  인가된다.  다수의  메모리(8406(.))가  상기  회로에  접속된다.  분류  그룹은  각  메모리내에 저장된
다.  더  특정하자면,  서수  j의  메모리(8406(j))는  분류  엘리멘트 Cj (j,k)를  가진  분류 그룹 Cj 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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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모리는  두  그룹으로  분할(split-up)된다.  제1그룹은  메모리(8406(1)  내지  8406(R))를 포함하
고,  제2그룹은  메모리(8406(R+1)  내지  (R+M))를  포함한다.  메모리(8406(1))  내지  8406(R))의  내용은 
이동이  부화상내에서  검출될  경우  즉  MD=1일  경우에서만  판독될  수  있고,  메모리(8406(R+1)  내지 
8406(R+M))의  내용은  이동이  부화상내에서  검출되지  않을  경우  즉  MD=1일  경우에만  판독된다.  상기 
목적을  위해  상기  표시  비트  MD는  입력(8407)에서  수신되며,  메모리(8406(1)  내지  8406(R+1))의 판
독  인에이블  입력에  직접  인가되거나  인버터(8408)를  경유하여  메모리(8406(R+1)  내지  8406(R+M))의 
판독 인에이블 입력에 인가된다.

분류 그룹 C 1  내지 C R  각각은 (N×N)2=(32)개의 분류 엘리멘트를 가지고,  각각의 분류 그룹 C R+1  내지 

CR+M 은  N×N=64  분류  엘리멘트를  갖는다.  바람직하기로서는,  분류  그룹 Cj 의  분류  엘리멘트 Cj (i,k)가 

분류 그룹 Cj+1의 대응 분류 엘리멘트 Cj+1(i,k)보다 작다.

분류  그룹이  결정되는  비교  및  분류회로(8405)에서,  각  분류  엘리멘트 Cj (i,k)는  계수  그룹의  대응 

계수  y(i,k)보다  크다.  여기에서  대응이란  계수  y(i,k)는  좌표  i,k가,  계수들이  비교되는  j번째 분
류  그룹내의  분류  엘리멘트 Cj (i,k)의  좌표  i,k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로(8405)는  분류 워

드 K1(j)로서 관련 분류 그룹의 서수 j를 공급한다.

상기  분류  워드는  한편으로는  인코딩  회로(84)의  출력(8409)에  인가되고,  다른  한편으로  논리 회로
(8410)에  인가된다.  다수의  메모리(8412(.))  또한  상기  논리  회로에  접속된다.  하나의  비트  할당 그
룹이  각  메모리에  저장된다.  특히,  서수  j를  가진  메모리(8412(j))는  비트  할당  엘리멘트 Dj (i,k)를 

가진  비트  할당  그룹을  갖는다.  상기  메모리는  두  그룹으로  분할된다.  제1그룹은  메모리(8412(1) 내
지  8412(R))를  가지고,  제2그룹은  메모리(8412(R+1)  내지  8412(R+M))를  갖는다.  상기 메모리들
(8412(1)  내지  8412(R))의  내용은  MD=1일  경우에만  판독되고,  메모리(8412(R+1)  내지  8412(R+M))의 
내용은 MD=1일 경우에만 판독될 수 있다.

각각의  비트  할당  그룹 B 1  내지 BR 은  (N×N)/2(=32)개  비트  할당  엘리멘트를  가지며,  각  비트  할당 

그룹 BR+1 내지 BR+M은 N×N(=64)개 비트 할당 엘리멘트를 갖는다.

논리  회로(8410)에서는,  논리  회로에  인가된  분류  워드  K1(j)가  분류  그룹 Cj 와  관련된  비트  할당 

그룹 Bj 의  선택을  보장하며,  상기  그룹의  엘리멘트 bj (i,k)는  차례로  가변  워드  길이  인코더(8402)에 

인가된다.

전술한  바로부터  명백해지듯이,  분류  워드  K1(j)는  이동  검출기에  의해  공급된  스위칭  신호  MD가  1 
또는  0과  같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스위칭  신호  차체가  반드시  디코딩 스테이션으
로 전송될 필요는 없다.

E(4) 역변환 회로

원래의  비디오  신호  샘플을  복원하기  위하여,  디코딩  회로(10)(제1도  참조)에는  역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  및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를  이용한  역변환  회로가  제공된다.  상기  역변환  회로는  인코딩 
회로(8)에  의해  공급된  계수의  각  그룹을  수신하고  이들로  하여금  역  인트라필드  변환  및/또는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되게  한다.  또한  수신되는  스위칭  신호  MD에  의존하여,  역  인트라필드  변환이나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에 따라 얻어진 비디오 신호 샘플이 디스플레이되기 위해 선택된다.

상기  역변환  회로의  한  실시예는  제2도에  도시된  변환  회로(83)내의  신호  방향을  반전시키고,  이동 
검출기(8310)를  제거하며,  서로  다른  메모리에  대한  기록  명령과  판독  명령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얻
을 수 있다.

만약 스위칭 신호 MD  자체는 전송되지 않을 경우라면,  분류 워드 K1 (j)가 분류 그룹 C 1  내지 CR중 하

나에 대응할 때마다 신호 MD=1를  공급하고 분류 워드가 분류 그룹 C R+1  내지 CR+M 중  하나에 대응할 때

마다  신호  MD=0을  공급하는  비교  회로에  의해  디코딩  스테이션내에서  생성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탈화된  텔레비젼  신호가  인코딩  스테이션으로부터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송되며,  상기  인코딩 
스테이션에는  화상  신호의  인터레이스된  필드들을  포함하는  프레임이  인가되고  화상  신호  샘플의 그
룹을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달되는  각  계수  그룹으로  전환시키는  변환  코딩(transform  coding)을 
수행하는데에  적합한  인코딩  회로가  제공되고,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에는  상기  계수  그룹을  원래의 
화상  신호  샘플  그룹에  대응하는  화상  신호  샘플  그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각  수신된  계수  그룹을 
역변환  시키는데에  적합한  디코딩  회로가  제공되는  텔레비젼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회로에
는  각  필드의  화상  신호  샘플  그룹이  각각  계수  그룹으로  전환되는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  및  상기 
프레임이  화상  신호  샘플  그룹이  집합적으로  계수  그룹으로  전환되는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를 가
진  변환  회로와,  상기  화상  신호가  인가되어,  화상의  연속된  두  필드들  사이의  기간동안  상기 화상
내의 물체가 변환될 화상 신호 샘플 그룹내에서 인지가능하게 이동되었는지(undergone a 
displacement)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이동  검출기(motion  detector)와,  상기  표시 
신호에  응답하여,  그와  같은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에  의하여  얻어진  계수를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에  전송하기  위해  선택하고,  그와  같은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트라
프레임  변환  모드에  의해  얻어진  계수를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에  전송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 제
공되며 ;  상기 디코딩 회로에는 상기 계수가 인가되고 역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 및  역  인트라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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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모드를  이용하는  역변환  회로와,  상기  표시  신호를  재발생시키고,  이에  응답하여,  역 인트라필
드  변환  모드에  따라  얻어진  비디오  신호  샘플이나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에  따라  얻어진 비디
오 신호 샘플을 디스플레이를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시스템.

청구항 2 

화상  신호가  인가되고  화상  신호  샘플  그룹을  디코딩  스테이션으로  전달하기  위한  각  계수  그룹으로 
전환시키는  변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코딩  회로가  제공되며,  제1항에서  청구된  텔레비젼 시스템
내에서  이용되는  인코딩  스테이션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스테이션에는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  및 인
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를  가진  변환  회로와,  상기  화상  신호가  인가되고,  화상의  연속된  두  필드들 
사이의  기간동안  화상내의  물체가  변환될  화상  신호  샘플  그룹내에서  인지가능하게  이동되었는지 여
부를  나타내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이동  검출기와,  상기  표시  신호에  응답하여,  그와  같은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인트라필드  변환에  의해  얻어진  계수를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에  전송하기 위
해  선택하고,  그와  같은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인트라프레임  변환에  의해  얻어진 계
수를  상기  디코딩  스테이션에  전송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코딩 
스테이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회로에는 화상의 두 연속된 필드들에 대해 중간 필터링(median 
filtering)을  수행하기  위한  필터링  장치가  더  제공되며,  상기  필터링  장치의  출력  샘플은  단지 인
트라프레임 변환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코딩 스테이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청구된  텔레비젼  시스템내에서  이용되거나  혹은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청구된 인코
딩  스테이션에  의해  공급되는  계수의  그룹들을  수신하는  디코딩  스테이션에  있어서,  수신된  각 계수
들의  그룹을  원래의  화상  신호  샘플들  그룹에  대응하는  화상  신호  샘플들의  그룹으로  변환시키기 위
해  역변환시키기에  적합한  디코딩  회로가  제공되며,  상기  디코딩  회로에는  상기  수신된  계수들의 그
룹이 인가되고 역  인트라필드 변환 모드 및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 모드를 이용하는 역  변환 회로와, 
상기  표시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에  응답하여,  역  인트라필드  변환에  따라  얻어진  비디오  신호  샘플 
또는  역  인트라프레임  변환에  따라  얻어진  비디오  신호  샘플을  디스플레이를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딩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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