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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진 정보(예를 들면,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예를 들면, 비디오 인코더/디코더에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기 위

한 다양한 기술 및 도구들이 기재된다. 일부 실시에에서, 이진 정보는 비트면에 배열되고, 비트면은 화면/프레임 레이

어에서 코딩된다. 인코더 및 디코더는 이진 정보를 처리하고, 일부 실시예에서는, 코딩 모드를 스위칭한다. 예를 들면,

인코더 및 디코더는 정상, 로우-스킵, 칼럼 스킵, 또는 차분 모드, 또는 다른 및/또는 추가 모드를 이용한다. 일부 실시

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그 모션이 무작위로 예측된 모션과 동일하고 제로 나머지 에러를 

가지는 예측된 매크로블록으로 정의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미처리 코딩 모드를 이용하여 낮은-

레이턴시 어플리케이션을 허용한다.

대표도

도 28

색인어

매크로블록 코딩, 스킵, 이진 정보, 인코딩, 디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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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관련출원>

본 출원은 2001년 12월 17일 출원된, 제목이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 기술 및 방법'인, 미국 가특허출원 제60/341,

674호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참조로 포함된다. 본 출원은 또한, 2002년 5월 3일 출원된, 제목이 '스킵 메크로

블록 코딩'인, 미국 가특허출원 제60/377,712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참조로 포함된다.

비디오 코딩/디코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디코딩하기 위한 기술 및 도구들이 기재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인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인코딩한다.

배경기술

디지털 비디오는 대량의 저장 및 송신 용량을 소비한다. 전형적인 미처리(raw)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는 초당 15개 또

는 30개의 프레임을 포함한다. 각 프레임은 수만 또는 수백 만개의 화소(또는 펠(pel)로도 지칭됨)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화소는 화면(picture)의 작은 요소를 표현한다. 미처리된 형태에서, 컴퓨터는 통상 24비트로 하나의 화소를 표현한

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미처리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의 초당 비트수 또는 비트 레이트는 5백만 비트/초 이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는 미처리된 디지털 비디오를 처리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엔지니어

들은 디지털 비디오의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키기 위해 압축(또는 코딩 또는 인코딩이라 지칭됨)을 이용한다. 압축은 

무손실형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비디오의 품질은 나빠지지 않지만 비트 레이트의 감소는 비디오의 복잡도에 의해 

제한된다. 또는, 압축은 손실형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디오의 품질은 나빠지지만 비트 레이트는 보다 극적으로 

감소한다. 압축 해제는 압축의 반대이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압축 기술은 프레임내 압축 및 프레임간 압축을 포함한다. 프레임내 압축 기술은 통상 I-프레임 

또는 키 프레임이라 불리는 개별적인 프레임들을 압축한다. 프레임간 압축 기술은 통상 에측된 프레임, P-프레임 또

는 B-프레임이라 불리는 이전 및/또는 이후 프레임을 참조하여 프레임을 압축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 버전 7['WMV7']은 비디오 인코더 및 비디오 디코더를 포함한다. WM

V7 인코더는 프레임내 및 프레임간 압축을 이용하고, WMV7 디코더는 프레임내 및 프레임간 압축해제를 이용한다.

A. WMV7에서의 프레임내 압축

도 1은 WMV7 인코더에서 키 프레임의 화소 블록(105)의 블록 기반 프레임내 압축(100)을 예시하고 있다. 블록은 화

소 세트로서, 예를 들면 8x8 화소 배열을 가지고 있다. WMV7 인코더는 키 비디오 프레임을 8x8 화소 블록으로 분할

하고, 블록(105)과 같은 개별적인 블록에 8x8 이산 코사인 변환['DCT'](110)을 적용한다. DCT는 8x8 화소 블록(공

간 정보)을 주파수 정보인 8x8 DCT 계수 블록(115)으로 변환하는 주파수 변환 타입이다. DCT 연산 자체는 무손실

형 또는 거의 무손실형이다. 그러나, 원래의 화소값들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저주파 계수(통상, 블록(1

15)의 상부 좌측)에 집중되고 다수의 고주파 계수들(통상, 블록(115)의 하부 우측)은 제로 또는 제로에 근접한 값을 

가지므로, 인코더가 압축하는데는 DCT 계수들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DCT 계수를 양자화하고(120), 결과적으로 8x8 양자화된 DCT 계수 블록(125)을 얻는다. 예를

들면, 인코더는 각 계수에 일정한 스칼라 양자화 스텝 크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각 계수를 동일한 값으로 나누고

라운딩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DCT 계수 값이 163이고 스텝 크기가 10이라면, 양자화된 DCT 계수 값은 16

이다. 양자화는 손실형이다. 재구성된 DCT 계수값은 163이 아니라 160이다. 저주파 DCT 계수가 더 높은 값을 가지

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자화는 정확도의 손실로 나타나지만 계수에 대한 정보의 완전한 손실은 아니다. 반면에, 고주

파 DCT 계수는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주파 계수의 양자화는 통상 제로 값의 연속

적인 영역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 고주파 DCT 계수는 저주파 DCT 계수보다 더 대략 양자화되어, 

고주파 DCT 계수에 대해 정확도/정보의 더 큰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무손실형 압축 형태인 엔트로피 인코딩을 위해 8x8 양자화된 DCT 계수 블록(125)을 준비한다

. 정확한 엔트로피 인코딩의 타입은 계수가 상부 로우 또는 좌측 칼럼에서 DC 계수(최저 주파수), AC 계수(다른 주파

수) 또는 또 하나의 AC 계수인지 여부에 따라 가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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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는 인코딩된 블록의 이전에 인코딩된 이웃(예를 들면, 상부 또는 좌측)인 인접하는 8x8 블록의 DC 계수(136)

로부터의 차분으로서 DC 계수(126)를 인코딩한다. (도 1은 프레임에서 인코딩되는 블록의 좌측에 위치한 인접 블록(

135)을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 엔트로피는 차분을 인코딩한다(140).

엔트로피 인코더는 인접하는 8x8 블록의 대응하는 칼럼 또는 로우로부터의 차분으로서 AC 계수의 좌측 칼럼 또는 

상부 로우를 인코딩할 수 있다. 도 1은 인접하는(좌측에) 블록(135)의 좌측 칼럼(137)으로부터의 차분(differential)(

147)으로서 인코딩된 AC 계수의 좌측 칼럼(127)을 도시하고 있다. 차분 코딩은 차분 계수가 제로값이 될 가능성을 

높여 준다. 잔여 AC 계수는 양자화된 DCT 계수의 블록(125)으로부터이다.

인코더는 예측되고 양자화된 AC DCT 계수의 8x8 블록(145)을 1차원 어레이(155)로 스캐닝한 후, 런 렝스 코딩(run

length coding, 160)의 변동을 이용하여 스캐닝된 AC 계수들을 엔트로피 인코딩한다. 인코더는 하나 이상의 런/레벨

/최종 테이블(165)에서 엔트로피 코드를 선택하고, 엔트로피 코드를 출력한다.

키 프레임은 예측된 프레임보다 비트 레이트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한다. 낮거나 중간 비트 레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키 프레임은 성능에 대한 결정적인 병목(bottleneck)이고, 그래서 키 프레임의 효율적인 압축이 중요하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프레임내 압축의 단점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키 프레임 블록들간의 리던던시의 활

용은 블록(210)의 좌측(220) 또는 상부(230)의 인접 블록으로부터 주파수 계수의 서브셋(예를 들면, DC 계수 및 AC 

계수의 좌측 칼럼(또는 상부 로우))의 예측으로 제한된다. DC 계수는 블록의 평균을 나타내고, AC 계수의 좌측 칼럼

은 블록의 로우의 평균을 나타내며, 상부 로우는 칼럼의 평균을 나타낸다. 실제로, WMV7에서와 같은 DC 및 AC 계

수의 예측은 좌측(또는 상부) 인접 블록의 로우별(또는 칼럼별) 평균 신호로 보외법(extrapolation)을 제한한다. 좌측 

블록(220)의 특정 로우(221)에 대해, 좌측 블록(220)에 대한 좌측 DCT 계수 칼럼의 AC 계수들은 블록(210)의 전체 

대응하는 로우(211)를 예측하는데 이용된다.

B. WMV7에서 프레임간 압축

WMV7 인코더에서 프레임간 압축은 블록 기반 모션 보상된 예측 코딩에 이어서 나머지 에러의 변환 코딩을 이용한다

. 도 3 및 도 4는 WMV7 인코더에서 예측된 프레임에 대한 블록 기반 프레임간 압축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도 3은 

예측된 프레임(310)에 대한 모션 추정을 예시하고 있고, 도 4는 예측된 프레임의 모션-추정된 블록에 대한 예측 나머

지의 압축을 예시하고 있다.

WMV7 인코더는 예측된 프레임을 8x8 화소 블록으로 분할한다. 4개의 8x8 블록의 그룹이 매크로블록을 형성한다. 

각 매크로블록에 대해, 모션 추정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모션 추정은 기준 프레임, 예를 들면 이전에 코딩된 앞선 프레

임에 대한 화소의 매크로블록의 모션을 근사한다. 도 3에서, WMV7 인코더는 예측된 프레임(310)에서 매크로블록(3

15)에 대한 모션 벡터를 계산한다. 모션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인코더는 기준 프레임(330)의 탐색 영역(335)을 탐색

한다. 탐색 영역(335) 내에서, 인코더는 예측된 프레임(310)으로부터의 매크로블록(315)과 다양한 후보 매크로블록

을 비교하여, 양호한 매칭이 되는 후보 매크로블록을 찾는다. 인코더는 인코더에 대한 원하는 모션 추정 해상도에 따

라, 탐색 영역(335)에서 매 화소마다 또는 매 1/2 화소마다 후보 매크로블록을 체크할 수 있다. 다른 비디오 인코더는

다른 증분, 예를 들면 매 1/4 화소마다 체크한다. 후보 매크로블록에 대해, 인코더는 예측된 프레임(310)의 매크로블

록(335)과 후보 매크로블록간의 차분, 및 그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벡터를 인코딩하는 비용을 체크한다. 인코더가 

양호한 매칭 매크로블록을 발견한 후, 블록 매칭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인코더는 디코더가 디코딩 동안에 매칭 매크

로블록을 찾을 수 있도록 매칭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벡터(엔트로피 코딩됨)를 출력한다. 예측된 프레임(310)을 디

코딩할 때, 디코더는 모션 벡터를 이용하고, 기준 프레임(330)으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매크로블록(315)에 대한 

예측 매크로블록을 계산한다. 매크로블록(315)에 대한 예측은 좀처럼 완벽하지 않으며, 그래서, 인코더는 통상 예측 

매크로블록과 매크로블록(315) 자체간의 8x8 화소 차분 블록(또한 에러 또는 나머지 블록이라 지칭됨)을 인코딩한다

.

도 4는 WMV 인코더에서 모션 추정 블록에 대한 에러 블록(435)의 계산 및 인코딩을 예시하고 있다. 에러 블록(435)

은 예측된 블록(415)과 원래의 현재 블록(425)간의 차이이다. 인코더는 에러 블록(435)에 DCT(440)를 적용하여, 결

과적으로 8x8 계수 블록(445)이 된다. 화소값의 DCT 계수의 경우에 적용된 것보다 더 심하게, 에러 블록(435)에 대

한 중요한 정보가 저주파 계수(통상, 블록(445)의 상부 좌측)에 집중되고, 다수의 고주파 계수는 제로 또는 제로에 가

까운 값을 가진다(통상, 블록(445)의 하부 우측).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DCT 계수를 양자화하고(450), 결과적으로 8x8 양자화된 DCT 계수 블록(455)이 된다. 양자화

스텝 크기는 조정가능하다. 또한, 저주파 DCT 계수는 더 높은 값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자화는 결국 정밀도

의 손실이지만 계수에 대한 정보의 완전한 손실은 아니다. 반면에, 고주파 DCT 계수는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주파 계수의 양자화는 제로 값의 연속적인 영역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 

고주파 DCT 계수는 저주파 DCT 계수보다 훨씬 대략 양자화되고, 따라서 고주파 DCT 계수에 대한 정밀도/정보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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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8x8 양자화된 DCT 계수 블록(455)을 엔트로피 인코딩을 위해 준비한다. 인코더는 8x8 블록(

455)을 64개의 요소를 가지는 1차원 어레이(465)로 스캐닝하여(460), 계수들이 일반적으로 최하위 주파수에서 최상

위 주파수로 순서화되고, 이것은 통상 제로 값의 롱 런(long run)을 생성한다.

인코더 엔트로피는 런 렝스 코딩(470)의 변동을 이용하여 스캐닝된 계수를 인코딩한다. 인코더는 하나 이상의 런/레

벨/최종 테이블(475)로부터 엔트로피 코드를 선택하여 엔트로피 코드를 출력한다.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벡터가 제로이고(즉, 모션이 없음) 매크로블록에 대해 어떠한 나머지 블록 정보도 송신되지 

않는 경우,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에 대해 1-비트 스킵 매크로블록 플래그를 이용한다. 다수 종류의 컨텐트(예를 들면, 

낮은 모션 및/또는 낮은 비트 레이트 비디오)에 대해, 이것은 모션 벡터 및 나머지 블록 정보의 송신을 회피함으로써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킨다.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다른 정보와 함께, 매크로블록에 대한 스킵 매크로블록을 출

력 비트 스트림에서 매크로블록 레이어에 놓는다.

도 5는 상호 코딩된 블록에 대한 디코딩 프로세스(500)를 도시하고 있다. DCT 계수의 양자화로 인해, 재구성된 블록

(575)은 대응하는 원래의 블록과 동일하지는 않는다. 압축은 손실형이다.

도 5를 요약하면, 디코더는 예측 나머지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코딩된 정보를 가변 길이 디코딩 및 하나 이상의 런/레

벨/최종 테이블(515)을 이용하여 디코딩한다(510, 520). 디코더는 엔트로피 디코딩된 정보를 저장한 1차원 어레이(5

25)를 2차원 블록(535)으로 역 스캐닝한다(530). 디코더는 데이터를 역 양자화하고 역 이산 코사인 변환을 수행하여

(함께, 540), 결과적으로 재구성된 에러 블록(545)이 나타나게 된다. 별도의 경로로, 디코더는 기준 프레임으로부터의

변위에 대한 모션 벡터 정보(555)를 이용하여 예측된 블록(565)을 계산한다. 디코더는 예측된 블록(555)과 재구성된

에러 블록(545)을 조합하여(570), 재구성된 블록(575)을 형성한다.

디코더가 매크로블록에 대한 스킵 매크로블록 플래그를 수신할 때, 디코더는 예측을 계산하고 매크로블록에 대한 나

머지 블록 정보를 디코딩하는 것을 스킵한다. 대신에, 디코더는 기준 프레임에서 매크로블록의 로케이션으로부터 대

응하는 화소 데이터를 이용한다.

원 프레임 및 재구성된 프레임 간의 변화량은 왜곡(distortion)이라 불리고, 프레임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는 

레이트로 불려진다. 왜곡량은 레이트에 대략 반비례한다. 환언하면, 더 적은 비트로(더 큰 압축으로) 프레임을 코딩하

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왜곡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비디오 압축 스킴의 목적들 중 하나는 레이트-

왜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환언하면 더 낮은 비트를 이용하여 동일한 왜곡(또는 동일한 비트 및 더 낮은 왜곡)

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WMV7에서 스킵 매크로블록 플래그의 이용이 통상 다수 종류의 비디오 컨텐트에 대한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키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소 최적이지는 못하다. 다수의 경우에, 예를 들면 스킵된 매크로블록이 화면에서 다발로 발생할 때, 

매크로블록에서 매크로블록으로의 스킵 매크로블록 플래그에서 리던던시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WMV7은 매크로

블록이 스킵될 때 예측된 프레임에서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예측을 무시하고, 이것은 일부 경우에 예측된 프레임의

압축 효율을 떨어뜨린다.

C.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의 표준

WMV7 이외에도, 수 개의 국제적 표준들이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에 관련된다. 이들 표준들은 동화상 전문가 그룹

['MPEG'] 1, 2, 및 4 표준, 및 국제 전기통신 협회['ITU']의 H.261, H.262, 및 H.263 표준을 포함한다. WMV7과 같

이, 이들 표준들은 WMV7과는 그 이용되는 압축 기술의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프레임내 및 프레임간 압축

의 조합을 이용한다.

일부 국제적 표준들은 매크로블록의 스킵핑 코딩을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에 이용되는 도구로서 인식한다. 표준에

서 스킵 매크로블록 코딩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표준들의 스펙을 보기 바란다.

상기 표준들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은 통상 다수 종류의 비디오 컨텐트에 대한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키지만, 일

부 경우에 최적이지는 못하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스킵된 매크로블록이 화면에서 다발로 발생할 때, 매크로블록

에서 매크로블록으로의 스킵 매크로블록 플래그에서 리던던시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WMV7은 매크로블록이 스킵

될 때 예측된 매크로블록/화면에서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예측을 무시하고, 이것은 일부 경우에 예측된 매크로블록

/화면의 압축 효율을 떨어뜨린다.

디지털 비디오에서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가 많이 개발되는 분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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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 비디오 압축 및 압축해제 기술의 장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은 이하의

기술과 도구의 장점을 가지지는 못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요약하면, 이 상세한 설명은 (예를 들면, 비디오 인코더/디코더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 및 디코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도구에 관한 것이다. 이진 정보는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가 비디오 프레임에서 특정 매크로블록을 스킵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를 포함한다. 또는, 이진 정보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벡터 해상도(예를 들면, 1-MV 

또는 4-MV), 인터레이스 모드(예를 들면, 필드 또는 프레임), 또는 일부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비트를 포함한다. 이진

정보는 프레임별 기반 또는 일부 다른 기반에서 인코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진 정보는 비트면에 배열된다. 예를 들면, 비트면은 화면/프레임 레이어에서 코딩된다. 다르게

는, 이진 정보는 일부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거나 다른 레이어에서 코딩된다. 인코더 및 디코더는 이진 정보를 처리한

다. 이진 정보는 매크로블록-레벨 정보를 포함한다. 다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블록-레벨, 서브-블록-레벨, 또는

화소-레벨 정보의 비트면을 처리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코딩 모드를 스위칭한다. 예를 들면, 인코더 및 디코더는 정상, 로우-스킵 또는 

칼럼-스킵 모드를 이용한다. 다른 모드로 인해 인코더 및 디코더는 이진 정보의 리던던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

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차분 모드와 같이, 다른 또는 추가 모드를 이용한다.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코더 및 

디코더는 일부 모드에서 비트면 반전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그 모션이 무작위로 예측된 모션과 동일하고 제로 나머지

에러를 가지는 예측 매크로블록으로 정의한다. 다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제로 모션 및 제로

나머지 에러를 가지는 예측된 매크로블록으로 정의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미처리 코딩 모드를 이용하여 낮은-레이턴시 어플리케이션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미처리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된 매크로블록은 프레임/화면의 모든 매크로블록이 인코딩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디 코더에 바로 송신될 수 있다. 인코더 및 디코더는 미처리 코딩 모드와 다른 모드 사이에서 스위칭할 수 있다.

다양한 기술 및 도구들이 조합되거나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은 대응하는 비트 스트림 구문과

함께 스킵된 매크로블록 인코딩 및 디코딩의 2가지 구현을 기재하고 있다. 다른 실시예들은 기재된 기술 및 도구의 

하나 이상을 구현한다.

추가의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제공되는 다른 실시예들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8x8 화소 블록의 블록 기반 프레임내 압축을 도시한 도이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주파수 계수의 예측을 도시한 도이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에서 모션 추정을 도시한 도이다.

도 4는 종래 기술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에서 8x8 예측 나머지 블록에 대한 블록 기반 프레임간 압축을 도시한 도이다

.

도 5는 종래 기술에 따른 8x8 예측 나머지 블록에 대한 블록 기반 프레임간 압축해제를 도시한 도이다.

도 6은 수개의 기재된 실시예들이 구현되는 적절한 컴퓨팅 환경의 블록도이다.

도 7은 수개의 기재된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일반적인 비디오 인코더 시스템 의 블록도이다.

도 8은 수개의 기재된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일반적인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9는 제1 구현에 따라 P 화면 레이어를 구성하는 비트 스트림 요소를 도시한 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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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복수의 스킵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를 가지는 비디오 인코더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11은 복수의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를 가지는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디

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12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프레임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13은 정상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14는 로우-예측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15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의 로우-예측 디코딩을 위한 의사-코드를 도시한 코드 리스팅이다.

도 16은 칼럼-예측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17은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의 칼럼-예측 디코딩을 위한 의사-코드를 도 시한 코드 리스팅이다.

도 18은 비디오 인코더에서 특정 매크로블록의 코딩을 스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

다.

도 19는 로우-스킵 코딩 모드에서 비트면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20은 칼럼-스킵 코딩 모드에서 비트면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21은 정상-2 코딩 모드에서 비트면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22, 23 및 24는 정상-6 모드로 타일링된 이진 정보의 프레임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25는 정상-6 코딩 모드에서 비트면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26은 차분 코딩 모드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27은 차분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된 이진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28은 낮은 레이턴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미처리 코딩 모드에서 이진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이다.

실시예

기재된 실시예들은 (예를 들면, 비디오 인코더/디코더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 및 디코딩하기 위한 기술 및 도구에 

관한 것이다. 이진 정보는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가 비디오 프레임에서 특정 매크로블록을 스킵하는지 여부를 나

타내는 비트를 포함한다. 또는, 이진 정보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벡터 해상도(예를 들면, 1-MV 또는 4-MV), 인

터레이스 모드(예를 들면, 필드 또는 프레임), 또는 일부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비트를 포함한다. 이진 정보는 프레임

별 기반 또는 일부 다른 기반에서 인코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진 정보는 비트면에 배열된다. 비트면은 화면/프레임 레이어에서 코딩된다. 다르게는, 이진 정

보는 일부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거나 다른 레이어에서 코딩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코딩 모드를 스위칭한다. 예를 들면, 인코더 및 디코더는 정상, 로우-스킵 또는 

칼럼-스킵 모드를 이용한다. 다른 모드로 인해 인코더 및 디코더는 이진 정보의 리던던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

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다른 또는 추가 모드를 이용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그 모션이 무작위로 예측된 모션과 동일하고 제로 나머지

에러를 가지는 예측 매크로블록으로 정의한다. 다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제로 모션 및 제로

나머지 에러를 가지는 예측된 매크로블록으로 정의한다.



공개특허 10-2004-0068257

- 7 -

일부 실시예에서, 효율적인 프레임/화면 레벨 코딩 대신에, 미처리 코딩 모드가 허용되어, 낮은-레이턴시 어플리케이

션을 허용한다. 미처리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된 매크로블록은 프레임/화면의 모든 매크로블록이 인코딩될 때까지 기

다릴 필요없이 디코더에 바로 송신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 및 디코더는 매크로블록 레벨 정보의 비트면을 처리한다. 다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블

록, 서브 블록의 비트면 또는 화소 레벨 정보를 처리한다.

다양한 기술 및 도구들이 조합되거나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은 대응하는 비트 스트림 구문과

함께 스킵된 매크로블록 인코딩 및 디코딩의 2가지 구현을 기재하고 있다. 다른 실시예들은 기재된 기술 및 도구의 

하나 이상을 구현한다.

기재된 실시예에서,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는 다양한 기술을 수행한다. 이들 기술에 대한 동작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통상 특별한 순차적 순서로 기재되어 있지만, 특별한 순서 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재 방식은 동작 

순서에 있어서의 사소한 재배열을 포함하는 것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기재된 동작들은 일부 경우에 재

배열되거나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더구나, 단순화를 위해, 플로우 차트들은 특정 기술이 다른 기술과 조합하여 이용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기재된 실시예에서,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는 비트 스트림의 다양한 플래그 및 신호를 이용한다. 특정 플래그 및 신

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재 방식은 플래그 및 신호에 대한 다른 관례(예를 들면, 1보다는 0)를 포함한다는 것

은 자명하다.

Ⅰ. 컴퓨팅 환경

도 6은 수개의 기재된 실시예들이 구현되는 적합한 컴퓨팅 환경(600)의 일반화된 예를 예시하고 있다. 기술 및 도구

들은 다양한 일반 목적 또는 특별 목적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컴퓨팅 환경(600)은 그 이용이나 기능의

범위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도 6을 참조하면, 컴퓨팅 환경(600)은 적어도 하나의 처리 유닛(610) 및 메모리(620)를 포함한다. 도 6에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630)은 점선 내에 포함된다. 처리 유닛(610)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을 실행하고 실제 또는 가

상 프로세서일 수 있다. 다중-처리 시스템에서, 다중 처리 유닛은 처리력을 향상시키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을 실

행한다. 메모리(620)는 휘발성 메모리(예를 들면, 레지스터, 캐시, RAM), 비휘발성 메모리(예를 들면, ROM, EEPRO

M, 플래시 메모리, 등), 또는 2가지 종류의 조합일 수 있다. 메모리(620)는 비디오 인코더 또는 디코더와 같은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680)를 저장한다.

컴퓨팅 환경은 추가의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팅 환경(600)은 저장장치(640), 하나 이상의 입력 디바

이스(650), 하나 이상의 출력 디바이스(660), 및 하나 이상의 통신 접속(670)을 포함한다. 버스, 컨트롤러 또는 네트

워크와 같은 상호접속 메커니즘(도시되지 않음)은 컴퓨팅 환경(600)의 컴포넌트를 상호 접속시킨다. 통상, 오퍼레이

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도시되지 않음)는 컴퓨팅 환경(600)에서 실행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오퍼레이팅 환경을 제공

하고, 컴퓨팅 환경(600)의 컴포넌트의 동작을 조정한다.

저장장치(640)는 제거가능 또는 제거불능이고,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또는 카세트, CD-ROM, DVD, 또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컴퓨팅 환경(600) 내에서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일 수 있다. 저장장치(640)

는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680)를 위한 명령을 저장한다.

입력 디바이스(들)(650)는 키보드, 마우스, 펜, 또는 트랙볼과 같은 터치 입력 디바이스, 음성 입력 디바이스, 스캐닝 

디바이스, 또는 컴퓨팅 환경(600)에 입력을 제공하는 다른 디바이스일 수 있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인코딩에 대해, 

입력 디바이스(들)(650)는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TV 튜너 카드, 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입력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수용하는 유사한 디바이스, 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샘플을 컴퓨팅 환경(600)으로 읽어 들이는 CD-R

OM 또는 CD-RW일 수 있다. 출력 디바이스(들)(660)는 디스플레이, 프린터, 스피커, CD-라이터(writer), 또는 컴퓨

팅 환경(600)으로부터 출력을 제공하는 다른 디바이스일 수 있다.

통신 접속(들)(670)은 통신 매체를 통해 다른 컴퓨팅 실체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통신 매체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입력 또는 출력,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변조된 데이터 신호로 운반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는 특징 세트 중 하나 이상을 가지거나 정보를 신호로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신호이다. 예를 들

면, 통신 매체는 전기적, 광학적, RF, 적외선, 음성 또는 다른 캐리어로 구현되는 유선 또는 무선 기술을 포함하고, 이

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기술 및 도구들은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의 일반적인 컨텍스트로 기재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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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내에서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한 매체이다. 예를 들어, 컴퓨팅 환경(600)에 있어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메모리(620), 저장장치(640), 통신 매체, 및 상기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기술 및 도구들은 목표 실제 또는 가상 프로세서 상에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의 일반적인 컨텍스트로 기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클래스,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모듈의 기능은 다양한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모듈 사이에서 원하는 대로 조합되거나 분

할될 수 있다. 프로그램 모듈에 대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로컬 또는 분산 컴퓨팅 환경 내에서 실행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상세한 설명은 '결정하다','선택하다','재구성하다', 및 '통지하다'의 용어를 이용하여 컴퓨팅 환

경에서의 컴퓨터 동작을 기술한다. 이들 용어들은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에 대한 하이-레벨의 추상화이고, 인

간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용어에 대응하는 실제 컴퓨터 동작은 구현에 따라 가변한

다.

Ⅱ. 일반적인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

도 7은 일반적인 비디오 인코더(700)의 블록도이고 도 8은 일반적인 비디오 디코더(800)의 블록도이다.

인코더 및 디코더 내의 모듈 간에 도시된 관계들은 인코더 및 디코더에서의 정보의 주된 플로우를 나타내고, 다른 관

계들은 단순화를 위해 도시되지 않는다. 특히, 도 7 및 도 8은 비디오 시퀀스, 프레임, 매크로블록, 블록 등에 대해 이

용되는 인코더 설정, 모드, 테이블, 등을 나타내는 부가(side) 정보를 도시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가 정보는 통상적으

로는 부가 정보의 엔트로피 인코딩 이후에 출력 비트 스트림에서 전송된다. 출력 비트 스트림의 포맷은 윈도우즈 미

디어 비디오 버전 8 포맷 또는 다른 포맷이 될 수 있다.

인코더(700) 및 디코더(800)는 블록 기반이고, 각 매크로블록이 4 휘도 8x8 휘도 블록(종종, 하나의 16x16 매크로블

록으로 다루어짐) 및 2개의 8x8 색차 블록을 포함하는 4:2:0 매크로블록을 이용한다. 다르게는, 인코더(700) 및 디코

더는 오브젝트 기반으로서, 다른 매크로블록 또는 블록 포맷을 이용하거나 8x8 블록 및 16x16 매크로블록과는 다른 

크기 또는 구성의 화소 세트에 대해 동작을 수행한다.

원하는 구현 및 압축 타입에 따라, 인코더 또는 디코더의 모듈들이 부가되고, 생략되며, 다중 모듈로 분할되고, 다른 

모듈과 조합되거나, 유사한 모듈로 대체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모듈 및/또는 다른 모듈 구성을 가지는 인

코더 및 디코더는 기재된 기술들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다.

A. 비디오 인코더

도 7은 일반적인 비디오 인코더 시스템(700)의 블록도이다. 인코더 시스템(700)은 현재 프레임(705)을 포함하는 비

디오 프레임 시퀀스를 수신하고, 출 력으로서 압축된 비디오 정보(795)를 생성한다. 특정 비디오 인코더의 실시예는 

통상 일반적인 인코더(700)의 변동 또는 추가된 버전을 이용한다.

인코더 시스템(700)은 예측 프레임 및 키 프레임을 압축한다.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도 7은 인코더 시스템(700)을 통

한 키 프레임에 대한 경로 및 포워드-예측된 프레임에 대한 경로를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 시스템(700)의 다수의 컴

포넌트들은 키 프레임 및 예측된 프레임 모두를 압축하는데 이용된다. 이들 컴포넌트에 의해 수행되는 정확한 동작은

압축되는 정보의 타입에 따라 가변될 수 있다.

예측된 프레임[또한 p-프레임, 양방향 예측에 대해 b-프레임, 또는 상호-코딩된 프레임]은 하나 이상의 다른 프레임

으로부터의 예측(또는 차분)의 측면에서 표현된다. 예측 나머지는 예측되었던 것과 원래 프레임간의 차분이다. 이에 

반해, 키 프레임[또한 i-프레임, 인트라-코딩된 프레임]은 다른 프레임을 참조하지 않고 압축된다.

현재 프레임(705)이 포워드-예측된 프레임이라면, 모션 추정기(710)는 프레임 저장소(720)에 버퍼링된 재구성된 이

전 프레임(725)인 기준 프레임에 대한,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블록 또는 다른 화소 세트의 모션을 추정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 기준 프레임은 나중 프레임이거나 현재 프레임은 양방향으로 예측된다. 모션 추정기(710)는 모션을 화소, 1/2

화소, 1/4 화소 또는 다른 증분만큼 추정할 수 있고, 프레임별 기반 또는 다른 기반으로 모션 추정의 해상도를 스위칭

할 수 있다. 모션 추정의 해상도는 동일하거나 수평 및 수직으로 상이할 수 있다. 모션 추정기(710)는 부가 정보로서 

모션 벡터와 같은 모션 정보(715)를 출력한다. 모션 보상기(730)는 모션 정보(715)를 재구성된 이전 프레임(725)에 

적용하여, 모션-보상된 현재 프레임(735)을 형성한다. 그러나, 예측은 거의 완전하지 않으며, 모션 보상된 현재 프레

임(735)과 원래의 현재 프레임(705) 간의 차분이 예측 나머지(745)이다. 다르게는, 모션 추정기 및 모션 보상기는 다

른 타입의 모션 추정/보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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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변환기(760)는 공간 도메인 비디오 정보를 주파수 도메인(예를 들면, 스펙트럼) 데이터로 변환한다. 블록 기반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 주파수 변환기(760)는 이산 코사인 변환['DCT'] 또는 DCT의 변동을 화소 데이터 또는 예측 

나머지 데이터의 블록에 적용하여, DCT 계수 블록을 생성한다. 다르게는, 주파수 변환기(760)는 푸리에 변환과 같은

또 하나의 관례적인 주파수 변환을 적용하거나 웨이브렛 또는 서브대역 분석을 이용한다. 키 프레임의 블록을 인코딩

하는데 공간 보외법(extrapolation)(도 7에는 도시되지 않음)을 이용하는 실시예에서, 주파수 변환기(760)는 스큐된 

DCT와 같은 재-오리엔팅된 주파수 변환을 키 프레임에 대한 예측 나머지의 블록에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 주파수 변환기(760)는 예측된 프레임에 대한 예측 나머지에 8x8, 8x4, 4x8 또는 다른 크기의 주파수 변환(예를 들

면, DCT)을 적용한다.

그리고나서, 양자화기(770)는 스펙트럼 데이터 계수의 블록을 양자화한다. 양자화기는 프레임별 기반 또는 다른 기반

으로 가변되는 스텝-크기로 스펙트럼 데이터에 일정한 스칼라 양자화를 적용한다. 다르게는, 양자화기는 다른 타입의

양자화, 예를 들면 비균일 벡터 또는 비적응형 양자화를 스펙트럼 데이터 계수에 적 용하거나, 주파수 변환을 이용하

지 않는 인코더 시스템에서 공간 도메인 데이터를 직접 양자화한다. 적응형 양자화뿐만 아니라, 인코더(700)는 프레

임 드롭핑(dropping), 적응형 필터링, 또는 레이트 제어를 위한 다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예측된 프레임에서 주어진 매크로블록이 특정 타입의 정보를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정보 및 나머지 정보를 전혀 가지지 않음), 인코더(700)는 매크로블록을 스킵된 매크로블록으로서 인코딩한다. 

그렇다면, 인코더는 압축된 비디오 정보(795)의 출력 비트 스트림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시그널링한다.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이 후속 모션 추정/보상에 필요한 경우, 역 양자화기(776)는 양자화된 스펙트럼 데이터 계수에 

대해 역 양자화를 수행한다. 그리고나서, 역 주파수 변환기(766)는 주파수 변환기(760)의 동작의 역을 수행하여, 재

구성된 예측 나머지(예측된 프레임에 대함) 또는 재구성된 키 프레임을 생성한다. 현재 프레임(705)이 키 프레임이었

다면, 재구성된 키 프레임은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도시되지 않음)으로서 취해진다. 현재 프레임(705)이 예측된 프레

임이었다면, 재구성된 예측 나머지는 모션 보상된 현재 프레임(735)에 부가되어,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을 형성한다. 

프레임 저장소(720)는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재구성된 현재 프레임을 버퍼링한다. 일부 실시예에

서, 인코더는 디블록킹(deblocking) 필터를 재구성된 프레임에 적용하여, 프레임 블록에서 불연속성을 적응하여 원활

하게 한다.

엔트로피 인코더(780)는 특정 부가 정보(예를 들면, 모션 정보(715), 공간 보외법 모드, 양자화 스텝 사이즈)뿐만 아

니라, 양자화기(77)의 출력을 압축한다. 전형적인 엔트로피 코딩 기술은 산술 코딩, 차분 코딩, 허프만(Huffman) 코딩

, 런 렝스 코딩, LZ 코딩, 사전 코딩, 및 상기 조합을 포함한다. 엔트로피 코더(780)는 통상 다른 종류의 정보(예를 들

면, DC 계수, AC 계수, 다른 종류의 부가 정보)에 대해 다른 코딩 기술을 이용하고, 특정 코딩 기술내의 다중 코드 테

이블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엔트로피 코더(780)는 압축된 비디오 정보(795)를 버퍼(790)에 넣는다. 버퍼 레벨 지시자는 비트 레이트 적응형 모

듈에 피드백된다.

압축된 비디오 정보(795)는 일정하거나 비교적 일정한 비트 레이트로 버퍼(790)로부터 삭제되어, 그 비트 레이트로 

후속 스트리밍을 위해 저장된다. 그러므로, 버퍼(790)의 레벨은 주로 필터링되고 양자화된 비디오 정보의 엔트로피의

함수이고, 이는 엔트로피 코딩의 효율에 영향을 준다. 다르게는, 인코더 시스템(700)은 압축에 바로 이어서 압축된 비

디오 정보를 스트리밍하고, 버퍼(790)의 레벨은 또한 정보가 송신을 위해 버퍼(790)로부터 삭제되는 레이트에 좌우

된다.

버퍼(79)의 이전 또는 이후에, 압축된 비디오 정보(795)는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을 위해 채널 코딩될 수 있다. 채널 

코딩은 에러 검출 및 정정 데이터를 압축된 비디오 정보(795)에 적용할 수 있다.

B. 비디오 디코더

도 8은 일반적인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800)의 블록도이다. 디코더 시스템(800)은 압축된 비디오 프레임 시퀀스에 

대한 정보(895)를 수신하고, 재구성된 프레임(805)을 포함하는 출력을 생성한다. 비디오 디코더의 특정 실시예는 통

상 일반적인 디코더(800)의 변동 또는 추가된 버전을 이용한다.

디코더 시스템(800)은 예측 프레임 및 키 프레임을 압축해제한다.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도 8은 디코더 시스템(800)

을 통한 키 프레임에 대한 경로 및 포워드 예측 프레임에 대한 경로를 도시하고 있다. 디코더 시스템(800)의 다수의 

컴포넌트들은 키 프레임 및 예측 프레임을 압축해제하는데 이용된다. 이들 컴포넌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정확한 동작

들은 압축해제되는 정보 타입에 따라 가변될 수 있다.

버퍼(890)는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정보(895)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가 엔트로피 디코더(880)에 가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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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버퍼(890)는 통상 시간에 걸쳐 거의 일정한 레이트로 정보를 수신하고, 대역폭 또는 송신에서 단기간(short

-term) 변동을 원활하게 하는 지터(jitter) 버퍼를 포함한다. 버퍼(890)는 재생 버퍼 및 다른 버퍼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버퍼(890)는 가변 레이트로 정보를 수신한다. 버퍼(890)의 이전 또는 이후에, 압축된 비디오 정보가 

채널 디코딩되어 에러 검출 및 정정을 위해 처리될 수 있다.

엔트로피 디코더(880)는 엔트로피 코딩된 부가 정보(예를 들면, 모션 정보(815), 공간 보외법 모드, 양자화 스텝 사이

즈)뿐만 아니라, 엔트로피-코딩된 양자화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통상 인코더에서 수행된 엔트로피 인코딩의 역을 

적용한다. 엔트로피 디코딩 기술은 산술 디코딩, 차분 디코딩, 허프만(Huffman) 디코딩, 런 렝스 디코딩, LZ 디코딩, 

사전 디코딩, 및 상기 조합을 포함한다. 엔 트로피 디코더(880)는 통상 다른 종류의 정보(예를 들면, DC 계수, AC 계

수, 다른 종류의 부가 정보)에 대해 다른 디코딩 기술을 자주 이용하고, 특정 디코딩 기술내의 다중 코드 테이블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재구성되는 프레임(805)이 포워드 예측 프레임이라면, 모션 보상기(830)는 모션 정보(815)를 기준 프레임(825)에 적

용하여 재구성되는 프레임(805)의 예측(835)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모션 보상기(830)는 매크로블록 모션 벡터를 이

용하여 기준 프레임(825)에서 매크로블록을 찾아낸다. 프레임 버퍼(820)는 기준 프레임으로의 이용을 위해 이전 재

구성된 프레임을 저장한다. 모션 보상기(830)는 모션을 화소, 1/2 화소, 1/4 화소, 또는 다른 증분으로 보상할 수 있고

, 모션 보상의 해상도를 프레임별 기반 또는 다른 기반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 모션 보상의 해상도는 동일하거나 수평

및 수직으로 상이할 수 있다. 다르게는, 모션 보상기는 다른 타입의 모션 보상을 적용한다. 모션 보상기에 의한 예측은

거의 완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디코더(800)는 예측 나머지를 재구성한다.

디코더가 후속 모션 보상에 대해 재구성된 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프레임 저장소(820)는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

는데 이용하기 위해 재구성된 프레임을 버퍼링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재구성된 프레임에 디블록킹 필터를 

적용하여, 프레임 블록 내의 불연속성을 적응적으로 원활하게 한다.

역 양자화기(870)는 엔트로피-디코딩된 데이터를 역 양자화한다. 일반적으로, 역 양자화기는 프레임별 기반 또는 다

른 기반으로 가변되는 스텝 크기로 엔트로피 디코딩된 데이터에 일정한 스칼라 역 양자화를 적용한다. 다르게는, 역 

양자 화기는 예를 들면 불균일 벡터 또는 비적응형 양자화와 같은 다른 타입의 역 양자화를 데이터에 적용하거나, 역 

주파수 변환을 이용하지 않는 디코더 시스템에서 공간 도메인 데이터를 바로 역 양자화한다.

역 주파수 변환기(860)는 양자화된 주파수 도메인 데이터를 공간 도메인 비디오 정보로 변환한다. 블록 기반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 역 주파수 변환기(860)는 역 DCT['IDCT'] 또는 IDCT의 변동을 적용하여, 키 프레임 또는 예측 프레

임에 대한 화소 데이터 또는 예측 나머지 데이터를 각각 생성한다. 다르게는, 주파수 변환기(860)는 푸리에 변환과 같

은 또 하나의 종래의 역 주파수 변환을 적용하거나, 웨이브렛 또는 서브대역 합성을 이용한다. 디코더가 공간 보외법(

도 8에는 도시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키 프레임 블록을 디코딩하는 실시예에서, 역 주파수 변환기(860)는 스큐된 ID

CT와 같은 재-오리엔팅된 역 주파수 변환을 키 프레임에 대한 예측 나머지 블록에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역 주파수 변환기(860)는 8x8, 8x4, 4x8, 또는 다른 크기의 역 주파수 변환(예를 들면, IDCT)을 예측 프레임에 대한 

예측 나머지에 적용한다.

스킵된 매크로블록이 압축된 비디오 프레임 시퀀스에 대한 정보(895)의 비트 스트림에서 시그널링되는 경우, 디코더

(800)는 스킵되지 않은 매크로블록에 대한 비트 스트림에 보통 포함되는 정보(예를 들면, 모션 정보 및/또는 나머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재구성한다.

Ⅲ. 제1 실시예

제1 실시예에서,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는 개선된 효율로 스킵된 매크로블 록 정보를 각각 인코딩 및 디코딩한다.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는 비디오 스트림의 화면 레이어에서 시그널링되고, 이는 인코더가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의

리던던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코더 및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인코딩 및 디코딩하기 위한 

다중 코딩 모드 사이에서 선택한다.

A.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의 화면 레이어 코딩

제1 실시예에서,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는 4개의 계층적 레이어로 구조화된 데이터로 구성된다. 상부로부터 하부로 레

이어는 1) 시퀀스 레이어, 2) 화면 레이어, 3) 매크로블록 레이어, 및 4) 블록 레이어이다. 화면 레이어에서, 각 화면에

대한 데이터는 화면 헤더에 이어서 매크로블록 레이어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매크로블록 레이어에

서, 각 매크로블록에 대한 데이터는 매크로블록 헤더에 이은 블록 레이어로 구성된다.) I 화면 및 P 화면에 대한 비트 

스트림 요소들 중 일부가 동일하지만, 다른 것들이 P 화면에서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도 9는 P-화면 레이어(900)를 구성하는 비트 스트림 요소를 도시하고 있다. 표 1은 P 화면 레이어(900)의 비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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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요소를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다.

[표 1]

필드 설명

PTYPE(910) 화면 타입

PQUANT(912) 화면 양자화 스케일

SMBC(920)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드

SMB(930) 스킵된 매크로블록 필드

CPBTAB(940) 코딩된 블록 패턴 테이블

MVRES(942) 모션 벡터 해상도

TTMBF(944) 매크로블록-레벨 반전 타입 플래그

TTFRM(946) 프레임-레벨 반전 타입

DCTACMBF(948) 매크로블록-레벨 DCT AC 코딩 세트 플래그

DCTACFRM(950) 프레임-레벨 DCT AC 코딩 세트 인덱스

DCTDCTAB(952) 인트라 DCT DC 테이블

MVTAB(954) 모션 벡터 테이블

MB LAYER(960) 매크로블록 레이어

특히, P-화면 레이어(900)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필드(930)에 대한 코딩 모드를 시그널링하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

드('SMBC') 필드(920)뿐만 아니라, P화면에서 매크로블록에 대한 스킵된 매크로블록 필드('SMB')(930)를 포함한다.

SMBC 필드(920)는 단지 P-화면 헤더에만 존재한다. SMBC(920)는 프레임내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나타내는데 

이용되는 4가지 모드들 중 하나를 시그널링하는 2비트 값이다. 제1 실시예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에 대한

고정 길이 코드('FLC')는 이하와 같다.

[표 2]

SMBC FLC 스킵된 비트 코딩 모드

00 스킵되지 않는 비트 코딩

01 정상 스킵된 비트 코딩

10 로우-예측(또는, '로우-스킵') 스킵된 비트 코딩

11 칼럼-예측(또는, '칼럼-스킵') 스킵된 비트 코딩

코딩 모드가 정상, 로우-예측 또는 칼럼-예측이라면, 비트 스트림의 다음 필 드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포함하

는 SMB 필드(930)이다. 그러므로, SMB 필드는 P-화면 헤더 내에서만, 그리고 SMBC가 정상, 로우-예측 또는 칼럼

-예측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을 시그널링한 경우에만 존재한다. SMBC가 정상 코딩을 시그널링한다면, SMB 필드

의 크기는 프레임내의 매크로블록의 개수와 동일하다. SMBC가 로우-예측 또는 칼럼-예측을 시그널링한다면, SMB

의 크기는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가변적이다.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는 프레임내의 어느 매크로블록이 매크로블록 레이어에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디코더에 통

지한다. 이들 매크로블록에 대해, 디코더는 그 매크로블록을 재구성할 때 기준 프레임으로부터 대응하는 매크로블록 

화소 데이터를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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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에 대한 코딩 모드의 스위칭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SMBC 필드(920)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필드(930)에 대한 코딩 모드를 시그널링한다. 더 일

반적으로, 도 10은 다중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를 가지는 비디오 인코더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인코딩

하기 위한 기술(1000)을 도시하고 있다. 도 11은 복수의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를 가지는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대응하는 기술(1100)을 도시하고 있다.

도 10을 참조하면, 인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코딩하기 위한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를 선택한다(단계 

1010). 예를 들면, 제1 실시예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는 어떠한 매크로블록도 스킵되지 않는 모드, 정상 

모드, 로우-예측(또는 '로우-스킵') 모드, 및 칼럼 예측(또는 '칼럼-스킵')모드를 포함한다. 코딩 모드가 선택된 후, 인

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인코딩한다(단계 1020). 인코더는 화면별 기반으로 코딩 모드를 선택한다. 다르게

는, 인코더는 일부 다른 기반(예를 들면, 시퀀스 레벨에서)으로 코딩 모드를 선택한다. 인코더가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을 완료하면(단계 1030), 인코딩이 종료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인코딩하는 인코더에 의해 이용되는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를 결정한다(단계 1110). 그리고나서,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디코딩한다(단계 1120). 디코더는 화

면별 기반으로 코딩 모드를 결정한다. 다르게는, 디코더는 일부 다른 기반(예를 들면, 시퀀스 레벨에서)으로 코딩 모

드를 결정한다. 디코더가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디코딩하는 것을 완료하면(단계 1130), 디코딩은 종료한다.

C. 코딩 모드

제1 실시예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는 어떠한 매크로블록도 스킵되지 않는 모드, 정상 모드, 로우-에측(또

는 '로우-스킵') 모드, 및 칼럼-예측(또는 '칼럼-스킵') 모드를 포함한다. 이하의 섹션은 각 모드에서 스킵된 매크로블

록 정보가 인코딩되는 방법을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12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프레임의 예(1200)를 도

시하고 있다.

1. 정상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

정상 모드에서, 각 매크로블록의 스킵되거나 스킵되지 않는 상태는 비트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비트에서 SMB 필드

의 크기는 프레임내의 매크로블록의 개수와 동일하다. SMB 필드 내의 비트 위치는 상부-좌측 매크로블록으로 시작

하는 프레임 내의 매크로블록의 라스터 스캔 순서에 대응한다. 비트 값 0은 대응하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되지 않은 것

을 나타내고, 비트 값 1은 대응하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된 것을 나타낸다.

도 13은 정상 스킵-매크로블록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1300)을 도시하고 있다. 우선, 인코더는 매크로

블록의 코딩이 스킵될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1310). 그렇다면, 인코더는 비트값 1을 SMB 필드에 가산하여 대응하

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단계 1320). 그렇지 않은 경우, 인코더는 비트값 0을 SMB 필드에 가산

하여 대응하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단계 1330). 인코더가 SMB 필드(1340)에 비트를 부가하

는 것을 완료한 경우에(단계 1340), 스킵 매크로블록 코딩이 종료한다.

하나의 예로서, 정상 모드 코딩을 이용하면, 도 12의 프레임 예(1200)에 대한 SMB 필드는 0100101111111111110

10010으로 인코딩될 것이다.

2. 로우-예측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

로우-예측 모드에서, 각 매크로블록 로우의 상태(상부에서 하부로)는 비트로 나타난다. 비트가 1이라면, 로우는 모든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포함하고, 다음 로우에 대한 상태가 뒤따른다. 비트가 0이라면, 그 로우에서 각 매크로블록에 대

한 스킵되거나 스킵되지 않은 상태가 하나의 비트로 시그널링된다. 그러므로, 로우에서 매크로블록의 개수와 길이가 

동일한 비트 필드가 뒤따른다. 비트 필드에서 비 트는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매크로블록을 나타낸다. 다시, 값 0은 

대응하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값 1은 대응하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된 것을 나타낸다.

도 14는 로우-예측(또는 '로우-스킵')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1400)을 도시하고 있다. 우선

, 인코더는 로우가 모든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포함하는지를 체크한다(단계 1410). 그렇다면, 인코더는 지시자 비트 1

을 SMB 필드(1420)에 가산하고, 다음 로우에 대한 상태가 뒤따른다. 로우가 모든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포함하지 않

는다면, 인코더는 지시자 비트 0을 SMB 필드에 가산하고, 그 로우에서 각 매크로블록에 대한 스킵되거나 스킵되지 

않은 상태가 하나의 비트로 시그널링된다(단계 1430). 인코더가 프레임내의 모든 로우로 완료된 경우(단계 1440), 로

우 예측 코딩이 종료한다.

디코딩에 대해서, 도 15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의 로우-예측 디코딩을 예시하는 의사-코드(1500)를 도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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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 코드(1500)에서, 함수 get_bits(n)은 비트 스트림에서 n개의 비트들을 판독하고 값을 리턴한다.

예로서, 로우-예측 모드 코딩을 이용하면, 도 12의 프레임 예(1200)에 대한 SMB 필드는 0010010110010010으로 

인코딩될 것이다.

3. 칼럼-예측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

칼럼-예측 모드에서, 각 매크로블록 칼럼의 상태(좌측에서 우측으로)는 하나의 비트로 나타난다. 비트가 1이라면, 칼

럼은 모든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포함하고, 다음 칼럼에 대한 상태가 뒤따른다. 비트가 0이라면, 그 칼럼에서 각 매크

로 블록에 대한 스킵되거나 스킵되지 않은 상태는 하나의 비트로 시그널링된다. 그러므로, 칼럼에서 매크로블록의 개

수와 길이가 동일한 비트 필드가 뒤따른다. 비트 필드의 비트들은 상부에서 하부의 순서로 매크로블록을 표현한다. 

다시, 값 0은 대응하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값 1은 대응하는 매크로블록이 스킵된 것을 나타

낸다.

도 16은 칼럼-예측(또는, '칼럼-스킵')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1600)을 도시하고 있다. 우

선, 인코더는 칼럼이 모든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1610). 그렇다면, 인코더는 지시자

비트 1을 SMB 필드에 가산하고(단계 1620), 다음 칼럼에 대한 상태가 뒤따른다. 칼럼이 모든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코더는 지시자 비트 0을 SMB 필드에 가산하고, 그 칼럼에서 각 매크로블록에 대한 스킵되거나

스킵되지 않은 상태가 하나의 비트로 시그널링된다(단계 1630). 인코더가 프레임내의 모든 칼럼으로 완료된 경우(단

계 1640), 칼럼 예측 코딩이 종료한다.

디코딩에 대해서는, 도 17은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의 칼럼-예측 디코딩을 예시하는 의사-코드(1700)를 도시하고 

있다.

예로서, 칼럼-예측 모드 코딩을 이용하면, 도 12의 프레임 예(1200)에 대한 SMB 필드는 00110100110001101001

10으로 인코딩될 것이다.

Ⅳ.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에서,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는 개선된 효율로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 및/또는 다른 2-D 이진 데이터를

각각 인코딩 및 디코딩한다. 인코더 및 디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디폴트 모션(반드시 제로 모션일 필요는 없음)

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는 인코더 및 디코더가 다수의 경우에 더 많은 매크로블록을 스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비트면의 효율적인 프레임-레벨 코딩은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 및/또는 다른 2-D 이진 데이터를 나타낸다. 또한

, 인코더 및 디코더는 낮은 레이턴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미처리(MB-레벨) 코딩 옵션을 이용

할 수도 있다.

A. 스킵 정의(스킵된 매크로블록의 정의)

제2 실시예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개념의 새로운 정의를 포함한다. '스킵'은 추가적인 정보가 그 정도의 세분성으로 

송신될 필요가 전혀 없는 비트 스트림의 조건을 지칭한다. 스킵된 매크로블록(블록)은 디폴트 타입, 디폴트 모션, 및 

디폴트 나머지 에러를 가지는 매크로블록(블록)이다. (비교하면, 다른 실시예 및 표준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은 제로

모션 및 제로 나머지를 가지는 예측 매크로블록이다.)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새로운 정의는 그 모션이 무작위로 예측된 모션과 동일하고 제로 나머지 에러를 가지는 예측 매

크로블록이다. (다른 정의와의 차이점은 디폴트 모션이 모션 예측기(predictor)와 동일하고 이것이 반드시 제로일 필

요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부 실시예에서,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측 모션 벡터는 현재 매크로블록의 바로 위 또는 바로 좌측의

매크로블록에서 취해진다. 또는, 예측기의 수평 및 수직 컴포넌트가 현재 매크로블록의 좌측, 상부 및 상부 우측의 매

크 로블록의 수평 및 수직 컴포넌트별 중앙값으로부터 생성된다.

4개의 모션 벡터(4MV)를 가지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모션 벡터는 자연적인 스캔 순서로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그 

예측에 의해 주어진다. 하나의 모션 벡터(1MV) 경우에서와 같이, 나머지 에러는 제로이다.

도 18은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비디오 인코더에서 특정 매크로블록의 코딩을 스킵할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기술(1800)을 도시하고 있다. 우선, 인코더는 현재 프레임이 I-프레임 또는 P-프레임인지 여부를 체크

한다(단계 1810). 현재 프레임이 I-프레임이라면, 현재 프레임의 어떤 매크로블록도 스킵되지 않고(단계 1820), 프레

임에 대한 스킵-매크로블록 코딩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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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프레임이 P-프레임이라면, 인코더는 현재 프레임에서 스킵될 수 있는 매크로블록을 체크한다. 주어진 매

크로블록에 대해,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 벡터가 매크로블록에 대한 무작위로 예측된 모션 벡터와 동일한 

지 여부(예를 들면, 매크로블록에 대한 차분 모션 벡터가 제로와 동일한 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1830). 매크로블록

에 대한 모션이 무작위로 예측된 모션과 동일하지 않는다면,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을 스킵하지 않는다(단계 1840). 그

렇지 않다면,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에 대해 인코딩될 임의의 나머지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1850). 코딩될 나

머지가 있다면,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을 스킵하지 않는다(단계 1860). 그러나, 매크로블록에 대한 나머지가 없다면,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을 스킵한다(단계 1870). 인코더는 인코딩이 완료될 때까지 매크로블록을 인코딩하거나 스킵하

는 것을 계속한다(단계 1880).

B.  비트면 코딩

제2 실시예에서, 일부 매크로블록 특정 정보(스킵된 매크로블록의 시그널링을 포함함)는 매크로블록당 하나의 비트

로 인코딩될 수 있다. 하나의 프레임에서 모든 매크로블록에 대한 상태는 비트면으로서 함께 코딩되어 프레임 헤더 

내에 송신될 수 있다.

제2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3가지 경우에 비트면 코딩을 이용하여 하나의 프레임의 매크로블록에 관한 정보를 시그널

링한다. 3가지 경우는 1)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시그널링하는 경우, 2) 필드 또는 프레임 매크로블록 모드를 시그널링

하는 경우, 및 3) 각 매크로블록에 대한 1-MV 또는 4-MV 모션 벡터 모드를 시그널링하는 경우이다. 본 섹션은 3가

지 경우 중 임의의 하나와 대응하는 디코딩에 대한 비트면 코딩을 설명한다.

프레임-레벨 비트면 코딩은 2차원 이진 어레이를 인코딩하는데 이용된다. 각 어레이의 크기는 rowMB x colMB이고,

rowMB 및 colMB는 각각 매크로블록 로우 및 칼럼의 개수이다. 비트 스트림 내에서, 각 어레이는 연속적인 비트의 

세트로서 코딩된다. 7가지 모드들 중 하나는 표 3에 표시되고 이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각 어레이를 인코딩하는데 이

용된다.

[표 3]

코딩 모드 설명

미처리 심볼당 하나의 비트로 코딩됨

정상-2 2개의 심볼이 연합하여 코딩됨

Diff-2 비트면의 차분 코딩, 이어서 2개의 나머지 심볼을 연합하여 코딩함

정상-6 6개의 심볼이 연합하여 코딩됨

Diff-6 비트면의 차분 코딩, 이어서 6개의 나머지 심볼을 연합하여 코딩함

로우-스킵 설정되지 않은 비트로 로우를 시그널링하는 하나의 비트 스킵

칼럼-스킵 설정되지 않은 비트로 칼럼을 시그널링하는 하나의 비트 스킵

제2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3가지 구문 요소, 즉 MODE, INVERT 및 DATABITS를 이용하여 정보를 비트면에 내장시

킨다.

MODE 필드는 비트면에 대한 코딩 모드를 인코딩하는 가변 길이 코드('VLC')이다. 예를 들면, MODE 필드의 VLC는 

표 3에 표시된 7개의 코딩 모드 중 임의의 것을 나타낸다. 비트를 절감하기 위해, 인코더는 더 짧은 코드를 더 가능성

있는 코딩 모드에 할당하고 더 긴 코드를 더 적은 가능성의 코딩 모드에 할당한다. 상기 지적된 바와 같이, MODE 필

드는 프레임 헤더에서 송신된다.

인코더 및 디코더는 프레임별 기반으로 코딩 모드 사이에서 스위칭한다. 인코더 및 디코더는 제1 실시예의 인코더 및

디코더가 각각 도 10 및 도 11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 사이에서 스위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딩 모드 사

이에서 스위칭한다. 다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일부 다른 기술을 이용하거나 일부 다른 기반으로 스위칭한다.

모드가 미처리 모드가 아니라면, 하나의 비트 INVERT 필드가 전송된다. 조건 반전이 수행되는 수 개의 코딩 모드에

서, INVERT 필드는 비트면의 비트들이 인코딩이 인코더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반전되어야 할지 여부 및 디코더에서 

디코딩의 출력이 반전되어야 할지 여부를 나타낸다. 비트면의 대부분의 비트들이 1인 경우에 INVERT 필드는 1이고,



공개특허 10-2004-0068257

- 15 -

비트면의 대부분의 비트들이 0인 경우에 0이다. 인코더는 더 많은 0이 존재하는 경우에 더 적은 비트를 소비하는 수 

개의 코딩 모드(예를 들면, 정상-2 및 정상-6)를 채용한다. 인코딩될 비트면이 0보다 1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인코더는 비트면을 반전하여 비트면에서 0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비트 절감을 위한 잠재력을 증가시킨다. 다른 모드들

(예를들면, diff-2 및 diff-6)은 INVERT의 값을 이용하여 예측기 비트면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일부 코딩 모드에서, 

디코더에서 재구성되는 최종 비트면은 INVERT에 좌우된다.

DATABITS 필드는 MODE 및 INVERT 필드가 주어진 경우에 비트면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VLC 

심볼의 엔트로피 코딩된 스트림이다.

C.  코딩 모드

제2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이진 정보(예를 들면,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임의의 수개의 다른 코딩 모드, 즉 로우-

스킵 모드, 칼럼-스킵 모드, 정상-2 모드, 정상-6 모드, diff-2 모드, diff-6 모드, 및 미처리 모드로 인코딩한다. 디코

더는 수 개의 코딩 모드의 임의의 것에 대해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각 모드는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된다.

다르게는, 인코더 및 디코더는 다른 또는 추가적인 코딩 모드를 이용한다.

1. 로우 스킵 및 칼럼-스킵 모드

로우 스킵 코딩 모드는 로우의 각 이진 심볼이 특정 값을 가지는 경우에 비트면의 로우를 단일 비트로 표현함으로써 

비트를 절감한다. 예를 들면, 인코더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비트면에서 0으로 표현하고, 모두 0의 로우를 단일 비트

로 표현하는 로우 스킵 코딩 모드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의 전체 로우가 스킵되는 경우에 비트를

절감한다. 디코더는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제2 실시예에서, 모두 제로인 로우는 0으로 설정된 1 비트를 이용하여 나타난다. 로우가 모두 제로가 아닌 경우, 1비

트 지시자는 1로 설정되고, 이것에 이어서 순서대로 비트면 로우를 포함하는 colMB 비트가 나타난다. 로우는 자연적

인 순서로 스캐닝된다.

마찬가지로, 칼럼 스킵 모드에 대해, 전체 로우가 제로라면, 0 비트가 전송된다. 그렇지 않다면, 1이 전송되고, 순서대

로 이어서 전체 칼럼을 포함하는 rowMB 비트가 이어진다. 칼럼은 자연적인 순서로 스캐닝된다.

diff-6 및 정상-6 모드에서 나머지 로우 및/또는 칼럼의 코딩(이하에 설명됨)에 대해, 동일한 로직이 적용된다. 1-비

트 플래그는 로우 또는 칼럼이 모두 제로인 지 여부를 나타낸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로우 또는 칼럼은 심볼 당 1 비

트를 이용하여 송신된다.

인코더가 주로 1로 구성되는 비트면을 인코딩하는 경우, 로우/칼럼이 전적으로 0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통

상 로우-스킵 및 칼럼-스킵 코딩이 덜 효율적이다. 그러나, 인코더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트면에 대한 반전을 수행하

여 0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잠재적으로는 비트 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조건 반전이 INVERT 비트를 통해

지시되는 경우, 비트면이 타일링되고 코딩되기 이전에, 인코더는 비트면을 미리-반전한다. 디코더 측에서, 조건 반전

은 최종 출력의 역을 취함으로써 구현된다(이것은 diff-2 및 diff-6 모드에 대해 수행되지 않는다).

도 19는 로우-스킵 코딩 모드에서 비트면의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1900)을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는 우

선 비트면의 반전이 적절한 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렇다면 반전을 수행한다(단계 1910).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비트

면의 로우를 체크하여, 로우의 각 비트가 0인지 여부를 알아본다(단계 1920). 그렇다면, 인코더는 로우에 대한 지시자

비트를 0으로 설정한다(단계 1930). 로우의 임의의 비트가 0이 아니라면, 인코더는 로우에 대한 지시자 비트를 1로 

설정하고 로우의 각 비트를 하나의 비트로 인코딩한다(단계 1940). 인코더가 비트면의 모든 로우를 인코딩하는 것을 

완료하면(단계 1950), 비트면의 인코딩이 종료한다.

디코더는 로우-스킵 코딩 모드에 대한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도 20은 칼럼-스킵 코딩 모드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을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는 우선 비트면의 반전

이 적절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렇다면 반전을 수행한다(단계 2010).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비트면의 칼럼을 체크하

여, 칼럼의 각 비트가 0인지를 알아본다(단계 2020). 그렇다면, 인코더는 칼럼에 대한 지시자 비트를 0으로 설정한다

(단계 2030). 칼럼내의 임의의 비트가 0이 아니라면, 인코더는 칼럼에 대한 지시자 비트를 1로 설정하고 칼럼의 각 비

트를 하나의 비트로 인코딩한다(단계 2040). 인코더가 비트면의 모든 칼럼을 인코딩하는 것을 완료하면(단계 2050), 

비트면의 인코딩이 종료한다.

디코더는 칼럼 스킵 코딩 모드에 대한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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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2 모드

인코더는 정상-2 모드를 이용하여 비트면의 복수의 이진 심볼들을 조합하여 인코딩한다(예를 들면, 벡터 허프만(Huf

fman) 또는 다른 가변 길이 인코딩 스킴을 이용함). 인코더는 가변 길이 코드로 이진 심볼 쌍을 인코딩한다. 디코더는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rowMB x colMB가 홀수라면, 제1 심볼은 단일 비트로서 인코딩된다. 후속 심볼들은 자연적인 스캔 순서로 쌍별로 

인코딩된다. VLC 테이블은 심볼 쌍을 인코딩하는데 이용되어 전체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

조건 반전이 INVERT 비트를 통해 지시되는 경우, 인코더는 비트면이 쌍별로 코딩되기 이전에 비트면을 선-반전시킨

다. 디코더 측에서, 조건 반전은 최종 출력의 역을 취함으로써 구현된다(diff-2 모드가 이용되는 경우, 조건 반전은 본

단계에서 수행되지 않는다.).

도 21은 정상-2 모드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2100)을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는 초기 체크를 수행하

여, 비트면의 반전이 코딩 효율을 개선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다면 반전을 수행한다(단계 2110). 그

리고나서, 인코더는 코딩된 비트면이 홀수 개수의 이진 심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2120). 그렇다면

, 인코더는 제1 심볼을 단일 비트로 인코딩한다(단계 2130).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쌍을 나타

내는 짧은 코드 및 더 낮은 가능성의 쌍을 나타내는 더 긴 코드를 이용하여, 가변 길이 코드로 심볼 쌍을 인코딩한다(

단계 2140). 심볼 쌍의 인코딩이 완료되면(단계 2150), 인코딩이 종료한다.

디코더는 정상-2 코딩 모드에 대한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3. 정상-6 모드

인코더는 또한 정상-7 모드를 이용하여 비트면의 복수의 이진 심볼을 조합하여 인코딩한다(예를 들면, 벡터 허프만 

또는 다른 가변 길이 인코딩 스킴을 이용함). 인코더는 6개의 이진 심볼의 그룹을 타일링하고 각 그룹을 가변 길이 코

드로 표현한다. 디코더는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정상-6 모드( 및 diff-6 모드)에서, 비트면은 6개 화소들의 그룹으로 인코딩된다. 이들 화소들은 2x3 또는 3x2 타일

로 그룹화된다. 비트면은 규칙 세트를 이용하여 최대로 타일링되고, 잔여 화소들은 로우-스킵 및 칼럼 스킵 모드의 변

동을 이용하여 인코딩된다.

제2 실시예에서, 3x2 '수직'타일은 rowMB가 3의 배수이고 colMB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만 이용된다. 그렇지 않

은 경우, 2x3 '수평'타일이 이용된다. 도 22, 23 및 24는 정상-6 코딩 모드에서 타일링된 프레임의 예들을 도시하고 

있다. 도 22는 칼럼-스킵 모드에서 코딩되는 3x2 수직 타일 및 1-심볼 폭 나머지(remainder)(음영으로 도시됨)를 가

지는 프레임(2200)을 도시하고 있다. 도 23은 로우-스킵 모드에서 코딩되는 2x3 수평 타일 및 1-심볼 폭 나머지를 

가지는 프레임(2300)을 도시하고 있다. 도 24는 로우 스킵 및 칼럼 스킵으로 코딩되는 2x3 수평 타일 및 1-심볼 폭 

나머지를 가지는 프레임(2400)을 도시하고 있다.

3x2 및 2x3 타일이 본 예에 이용되는데 대해,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타일 구성 및/또는 다른 타일링 규칙이 이용된

다.

6-요소 타일이 우선 인코딩된 후, 이어서 칼럼 스킵 및 로우 스킵 인코딩된 선형 타일로 이어진다. 어레이 크기가 3x2

또는 2x3의 배수이면, 후자의 선형 타일은 존재하지 않고 비트면이 완전하게 타일링된 것이다. 6-요수 직사각형 타

일은 VLC 테이블을 이용하여 인코딩된다.

조건 반전이 INVERT 비트를 통해 지시된다면, 인코더는 비트면이 타일링되어 코딩되기 전에 비트면을 미리-반전한

다. 디코더 측에서, 조건 반전은 최종 출력의 역을 취함으로써 구현된다. (diff-6 모드가 이용되는 경우, 조건적인 반

전이 본 단계에서 수행되지 않는다.

도 25는 정상-6 모드에서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2500)을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는 초기 체크를 수행하

여 코딩 효율을 개선하는데 비트면의 반전이 적절한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다면 반전을 수행한다(단계 2510). 그

리고나서, 인코더는 비트면의 로우의 개수가 3의 배수인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2520). 로우의 개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인코더는 비트면의 심볼들을 2x3 수평 타일로 그룹화한다(단계 2530).

로우의 개수가 3의 배수라면, 인코더는 비트면의 칼럼의 개수가 3의 배수인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2540). 칼럼의 

개수가 3의 배수라면, 인코더는 비트면의 심볼들을 2x3 수평 타일로 그룹화한다(단계 2530). 칼럼의 개수가 3의 배

수가 아니라면, 인코더는 심볼들을 3x2 수직 타일로 그룹화한다(단계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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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들을 3x2 또는 2x3 타일로 그룹화한 후, 인코더는 6-차원 벡터 허프만 코딩 기술 또는 일부 다른 코딩 기술과 같

은 기술을 이용하여 6개의 타일링된 심볼 그룹을 인코딩한다(단계 2560). 인코더는 상기 설명한 로우-스킵 및/또는 

칼럼-스킵 코딩 기술을 이용하여 임의의 남아있는 타일링되지 않은 심볼들을 인코딩한다(단계 2570).

디코더는 정상-6 코딩 모드에 대해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타일링 및 타일링되지 않은 심볼을 코딩하는데 다른 기술을 이용한다.

4. Diff-2 및 Diff-6 모드

diff-2 또는 diff-6와 같은 차분 코딩 모드는 코딩된 비트면에 대한 예측기에 기초하여, 코딩될 비트면에 대한 차분(

또는 나머지) 비트의 비트면을 우선 생성함으로써 비트면을 인코딩한다. 그리고나서, 나머지 비트면은 조건적 반전없

이 예를 들면 정상-2 또는 정상-6 코딩 모드를 이용하여 인코딩된다.

제2 실시예에서, diff-2 및 diff-6 모드는 연산 diff라 표시된 차분 코딩을 채용한다. 어느 하나의 차분 모드가 이용되

는 경우, 차분 비트의 비트면은 우선 비트면 b(i, j)의 예측기 (i, j)를 조사함으로써 생성된다. 여기서, 예측기는 무작

위 연산으로서 정의된다.

수학식 1

환언하면, 주어진 이진 심볼 b(i,j)의 예측기 (i,j)는 이하의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는 좌측 b(i-1,j)의 바로 옆의 이진

심볼이 될 것이다.

1) b(i,j)가 비트면의 최상부 좌측 코더에 있는 경우, 또는 위의 이진 심볼 b(i, j-1)이 좌측 b(i-1,j)의 이진 심볼과 동

일하지 않은 경우, 예측기 (i,j)는 INVERT의 값과 동일하다; 또는

2) 1)이 적용되지 않고 b(i,j)가 좌측 칼럼(i==0)에 존재하는 경우, 예측기 (i,j)는 위의 이진 심볼 b(i, j-1)이 될 것이

다.

인코더 측에서, diff 연산은 수학식 2에 따라 나머지 비트면 r을 계산한다.

수학식 2

여기에서, 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이다. 나머지 비트면은 조건적 반전없이 정상-2 또는 정상-6 모드를 이용하여 인

코딩된다.

디코더 측에서, 나머지 비트면은 적절한 정상 모드를 이용하여 재생된다. 이어서, 나머지 비트는 이진 2-D 차분으로

서 원래의 비트면을 재생하는데 이용된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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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이진 정보를 차분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하기 위한 기술(2600)을 도시하고 있다. 인코더는 예를 들면 수학식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트면에 대한 예측기를 계산한다(단계 2610).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예를 들면 비트면 및 그 

예 측기에 대해 XOR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나머지 비트면을 계산한다. 그리고나서, 인코더는 나머지 비트면을 인코딩

한다(예를 들면, 정상-2 또는 정상-6 모드에서)(단계 2630).

도 27은 차분 코딩 모드에서 인코딩된 이진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기술(2700)을 도시하고 있다. 디코더는 나머지 

비트면을 인코딩하는데 이용된 모드(예를 들면, 정상-2 또는 정상-6 모드)에 기초하여, 적절한 디코딩 기술을 이용하

여 나머지 비트면을 디코딩한다(단계 2710). 디코더는 또한 인코더에 이용된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비트면에 대한 

예측기를 계산한다(단계 2720). 그리고나서, 디코더는 예를 들면 디코딩된 나머지 비트면 및 예측기 비트면에 대해 X

OR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원래의 비트면을 재구성한다(단계 2730).

5. 미처리 모드(Raw Mode)

미처리 모드를 제외한 모든 모드들은 프레임 레벨에서 비트면을 인코딩하고, 이는 인코딩 동안에 프레임을 통한 제2 

통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낮은 레이턴시 상황에 대해, 제2 통과는 수용불가능한 지연을 부가할 수 있다(예를 들면, 프

레임의 최종 매크로블록이 도달될 때까지 프레임 헤더 및 매크로블록 레이어 정보의 송신이 지연되기 때문에, 비트면

을 인코딩하는데 소모되는 시간 때문에).

미처리 모드는 매크로블록 레벨 정보의 나머지와 동일한 비트 스트림내의 로케이션에서 이진 심볼당 하나의 비트씩 

비트면을 인코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심볼의 매크로블록 레벨 코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

만, 심볼의 코딩을 프레임 레벨에서 매크로블록 레벨로 스위칭하는 것은 프레임-레벨 코딩 에 낮은 레이턴시 대안을 

제공한다.

도 28은 낮은 레이턴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미처리 코딩 모드에서 매크로블록에 대한 이진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코

딩하기 위한 기술(2800)을 도시하고 있다. 우선, 인코더는 이진 정보를 인코딩하는데 미처리 모드를 이용할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2810). 그렇다면, 인코더는 매크로블록에 대해 매크로블록 레벨에서 하나의 비트를 인코딩하고(단계 

2820), 매크로블록이 프레임에서 최종 매크로블록인 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2830). 매크로블록이 프레임에서 최종

매크로블록이 아니라면, 인코더는 매크로블록 레벨에서 다음 매크로블록에 대한 하나의 비트를 인코딩함으로써 계속

된다(단계 2820).

인코더가 미처리 코딩 모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코더는 프레임에서 매크로블록에 대한 프레임 레벨에서 비트면

을 인코딩한다(단계 2840). 프레임에서 매크로블록의 인코딩이 완료되 경우(단계 2850), 프레임에 대한 인코딩이 종

료한다.

기술(2800)은 프레임별 기반의 스위칭 모드를 도시하고 있지만, 다르게는 인코더는 일부 다른 기반으로 스위칭한다.

다양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고 예시했지만, 그러한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서 다양한 실시예들

이 그 배열 및 세부사항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설명된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방법들은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임의의 특정 타입의 컴퓨팅 환경과 관련되거나 이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을 것이다. 다양한 타입의 일반 목적 또는 특정 컴 퓨팅 환경이 여기에 기재된 설명에 따른 동작과 함께 이용되거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 도시된 실시예의 요소들은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가능한 실시예를 감안하여, 이하의 청구의 범위 및 그 등가의 범주와 사상에

드는 모든 그러한 실시예들을 본 발명으로서 청구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에서 코딩 모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라 비트면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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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트면은 비디오 이미지의 복수 유닛에 대한 이진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이진 정보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상

기 복수 유닛의 특성을 표현하고, 상기 복수의 유닛 각각은 복수의 화소를 포함하며, 상기 이진 정보는 상기 비디오 이

미지의 상기 복수의 유닛의 각각에 대해 하나의 비트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단계는 화면 레벨(picture level)에서 수행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은 로우-예측 코딩 모드 및 칼럼-예측 코딩 모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은 하나 이상의 벡터 가변 길이 코딩 모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

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은 하나 이상의 차분 코딩 모드(differential coding mode)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유닛은 매크로블록들이고, 상기 비트면의 상기 이진 정보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유닛은 매크로블록들이고, 상기 비트면의 상기 이진 정보는 모션 벡터 카운트 정보를 포

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유닛은 매크로블록들이고, 상기 비트면의 상기 이진 정보는 필드/프레임 플래그들을 포

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9.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제1항에 따른 방법을 컴퓨터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른 엔트로피 디코딩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0.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제1항에 따른 방법을 컴퓨터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른 엔트로피 인코딩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복수의 비디오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에서 코딩 모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라 비트면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비트면은 예측된 비디오 이미지의 매크로블록들이 스킵되거나 스킵되지 않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예측된 비디오 이미지의 매크로블록은 상기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션이 상기 매크로블록의 예측된 모

션과 동일하고 상기 매크로블록이 나머지 에러(residual error)를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에 스킵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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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11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3.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시퀀스의 복수의 비디오 이미지 - 상기 복수의 비디오 이미지는 하나 이상의 예측된 비디

오 이미지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예측된 비디오 이미지 각각은 복수의 매크로블록을 포함함 - 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예측된 비디오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복수의 매크로블록 중에서 하나 이상의 스킵된 매크

로블록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예측된 비디오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의 각각은 단지 하나의 기준 비디오 이미지로부터 예측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스킵된 매크로블록 각각은 하나 이상의 다른 매크로블록의 모션에 기초하여 상기 스킵된 매크로블

록에 대한 예측된 모션을 이용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각각은 나머지 정보가 없는 비디오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14.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5.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6.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시퀀스의 복수의 비디오 이미지 - 상기 복수의 비디오 이미지는 복수의 예측된 매크로블

록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예측된 매크로블록의 각각은 단지 하나의 기준 비디오 이미지로부터 예측됨 - 를 처리하

는 방법으로서,

상기 복수의 예측된 매크로블록 중에서 하나 이상의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다른 예측된 매크로블록의 모션에 기초하여 상기 스킵된 

매크로블록에 대한 예측된 모션을 이용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스킵된 매크로블록의 각각은 나머지 정보가 없는 비디

오 이미지 처리 방법.

청구항 17.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16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8.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16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9.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비트 스트림 구문(bit stream sytax)은 복수의 계층적 레이어(layer)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계층적 레이어는 적어도 시퀀스 레이어, 화면 레이어, 및 매크로블록 레이어를 포함하며,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비트 스트림 구문에서 상기 매크로블록 레이어보다 더 높은 레이어에서 비트면을 

처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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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비트면은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하나의 이미지의 복수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이진 정보를 포함하며, 상

기 복수의 매크로블록 각각은 복수의 블록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블록 각각은 복수의 화소를 포함하며, 상기 이진 

정보는 상기 이미지의 복수의 매크로블록 각각에 대해 하나의 비트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 정보는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 정보는 모션 벡터 카운트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 정보는 인터레이스 모드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더 높은 레이어는 상기 화면 레이어인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더 높은 레이어에서 헤더는 송신 동안에 비트면을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5.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19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6.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19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7.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비트 스트림 구문은 복수의 계층적 레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계층적 레이

어는 적어도 화면 레이어 및 매크로블록 레이어를 포함하며,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상기 비트 스트림 구문에서 상기 매크로블록 레이어보다 더 높은 레이어에서 스킵

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하나의 이미지의 복수의 매크로블록에 대한 것이며, 

상기 복수의 매크로블록 각각은 복수의 블록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블록 각각은 복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더 높은 레이어는 상기 화면 레이어인 컴퓨터-구현된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더 높은 레이어의 헤더는 상기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30.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27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1.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27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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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복수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는 상기 복수의 이미지와 연관됨 - 에 있어서,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에서 코딩 모드를 선택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 중 적어도 2개는 

상기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와 연관된 비트 레이트의 감축과 관련됨 -; 및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라 상기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은 로우-예측 모드, 칼럼-예측 모드, 및 정상 모드를 포함하

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은 로우-스킵 모드, 칼럼-스킵 모드, 차분 모드, 엔트로피 코

딩 모드, 및 미처리 모드(raw mode)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는 낮은 레이턴시 처리이고,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는 원-패스(one-pass) 매크로블록 레

벨 코딩 모드인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비트 스트림 구문은 복수의 계층적 레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복

수의 계층적 레이어는 시퀀스 레이어, 화면 레이어 및 매크로블록 레이어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는 상기 화면 레이어

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37.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32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 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8.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32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9.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복수의 유닛을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이진 정보는 복수 유닛의 특성을 표현하고, 상기 복수 유닛의 각각은 복수의 화소를 포함하며, 상기 이진 정보는 상기

복수 유닛 각각에 대한 하나의 비트를 포함하고,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에서 코딩 모드를 선택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는 낮은 레이턴시 

코딩 모드를 포함함 - ; 및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가 상기 낮은 레이턴시 코딩 모드라면,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비트 스트림 구문의 

유닛 레이어에서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라 이진 정보를 처리하며, 그렇지 않다면 상기 비디오 이미지에 대한 상

기 비트 스트림 구문에서 상기 유닛 레이어보다 더 높은 레이어에서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라 상기 이진 정보를 

비트면으로서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40.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39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 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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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39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2.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서 복수의 유닛을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비트 스트림 구문은 복수의 계층적 레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계층적 레이

어는 시퀀스 레이어 및 유닛 레이어를 포함하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의 그룹에서 코딩 모드를 선택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가용한 코딩 모드는 낮은 레이턴시 

코딩 모드를 포함함 -; 및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가 상기 낮은 레이턴시 코딩 모드라면, 상기 유닛 레이어에서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라 이

진 정보를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유닛 레이어보다 높은 레이어에서 상기 선택된 코딩 모드에 따라 상기 이

진 정보를 비트면으로서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43.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42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4.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42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5.
컴퓨터 시스템에서, 로우 또는 칼럼으로 배열된 매트릭스에서 이진 심볼들을 포함하는 비트면을 압축하는 컴퓨터 구

현된 방법에 있어서,

각 로우의 각 이진 심볼이 제1 값과 동일한 비트면의 각 로우, 또는 칼럼의 각 이진 심볼이 제1 값과 동일한 비트면의 

각 칼럼에 대해,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의 단일 비트로 상기 로우 또는 칼럼을 인코딩하는 단계; 및

로우의 적어도 하나의 이진 심볼이 상기 제1 값과 동일하지 않은 비트면의 각 로우, 또는 칼럼의 적어도 하나의 이진 

심볼이 상기 제1 값과 동일하지 않은 비트면의 각 칼럼에 대해, 상기 로우 또는 칼럼에서 이진 심볼 당 하나의 비트로 

상기 로우 또는 칼럼을 인코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로 된 상기 이진 심볼들은 비디오 시퀀스에서 스킵된 매크로블록 정보를 표현하는 컴

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47.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45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8.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코딩 모드에 따라 비트면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비트면은 비디오 이미지의 상기 복수의 유닛에 대한 이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이진 정보는 상기 비디오 이미

지의 상기 복수의 유닛의 특성을 표현하며, 상기 복수의 유닛 각각은 복수의 화소를 포함하고, 상기 이진 정보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상기 복수의 유닛 각각에 대한 하나의 비트를 포함하며, 반전 플래그(invert flag)는 상기 비트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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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처리의 일부로서 반전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컴퓨터 구현된 방법.

청구항 49.
비디오 인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48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고,

상기 처리는 상기 코딩 모드에 따른 엔트로피 인코딩을 포함하며, 상기 비트면의 반전은 발생한다면 엔트로피 인코딩

이후에 발생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0.
비디오 디코딩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48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저장

하고,

상기 처리는 상기 코딩 모드에 따른 엔트로피 디코딩을 포함하며, 상기 비트면의 반전이 발생한다면 엔트로피 디코딩

이후에 발생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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