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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미지 시퀀스를 인코딩하는 장치 및 이미지 신호를 양자화하기 위해서 양자화 스케일을 생성하는

방법

요약

코딩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100,300)에 관한 것이다.

양자화 스케일이 각 프레임에 대하여 선택되어, 전체 프레임들의 시퀀스에 걸쳐 일정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상기 프레임에

대한 목표 비트 속도가 달성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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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1997년 2월 12일에 미국 가출원된 제 60/037,056호의 우선권을 청구하며, 상기 미국 가출원은 여기서 참조문

헌으로서 포함된다.

본 발명은 움직임 영상의 코딩을 최적화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코딩 속도를 최적화

하면서 움직임 영상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반복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동화상 표준화 그룹(moving picture experts group;MPEG)은 코딩/디코딩 방법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하여 ISO/IEC

국제 표준 11172 및 13818(일반적으로 MPEG-1 및 MPEG-2 포맷으로 각각 칭해짐)을 제정하였다. 상기 MPEG 표준들

이 MPEG 순응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코딩 방법론(methodology) 및 문장론(syntax)을 특별히 정하고 있

지만, 데스크 탑 영상 출판, 화상 회의, 디지털 저장 매체 및 텔레비젼 방송등과 같은 다수의 서로 다른 적용예들 및 서비스

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화가 허용된다.

현재 MPEG 코딩 방법(예를 들면, 다양한 MPEG 시험 모델들)에 있어서, 한 화상 그룹 내의 동일한 유형의 모든 화상들은

동일한 복잡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이 선택된다. 그러나, 각 화상의 복잡도는 시

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상기 기준(criterion)에 의해 선택된 양자화 스케일은 최적의 코딩 성능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더욱이, 예를 들면 웨이브렛 변환(계층적 부대역 분해(hierarchical subband decomposition)로도 공지되어 있는)과 같은

글로벌 유형의 변환을 이용하는 인코더도 유사한 문제들을 갖는다. 예를 들면, 웨이브렛 변환들은 낮은 비트 속도 이미지

코딩(변환 계수들의 중요한 맵으로도 알려져 있는 0 이 아닌 값들의 위치를 지시하는 이진 맵(웨이브렛 트리)의 코딩)이라

는 중요한 측면에 적용된다. 양자화 및 엔트로피 코딩은 그후에 매우 낮은 비트 속도들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중요

한 맵(웨이브렛 트리)을 인코딩하기 위해 양자화 스케일의 적절한 선택의 상당한 개선에 의해 압축 효율 및 코딩 속도가 현

저하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업계에 있어서, 상기 코딩 속도를 최적화하면서 영상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프레임에

대해 양자화 스케일을 반복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삭제

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상기 코딩 속도를 최적화하면서 영상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

일을 선택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양자화 스케일은, 각 프레임(화상)에 대해, 전체 화상 시퀀스에 걸쳐 균일

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상기 화상에 대한 목표 비트 속도(target bit rate)가 달성되도록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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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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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한 설명을 고려함으로써 더욱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2 는 상기 장치의 비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복잡도 측정식에 따라 최적의 양자화 스케일을 유도하기 위한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장치의 제 2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4 는 웨이브렛 트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 는 본 발명의 인코딩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도면들에 공통되는 동일한 구성 요소들을 지정하는데 있어 동일한 참조 번호들을 사용

하였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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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코딩 속도를 제어하면서 영상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유도

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1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MPEG 순응 인코더에 관해 기술되지만 당

업자는 본 발명이 다른 코딩/디코딩 표준들을 따르는 다른 인코더들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장치(100)는 인코더이거나 더욱 복잡한 블록-기반의 움직임 보상 코딩 시스템의 일부분

이다. 장치(100)는 움직임 추정 모듈(140), 움직임 보상 모듈(150), 속도 제어 모듈(130), DCT 모듈(160), 양자화(Q) 모

듈(170), 가변 길이 코딩(VLC) 모듈(180), 버퍼(190), 역 양자화(Q-1) 모듈(175), 역 DCT(DCT-1) 변환 모듈(165), 감산

기(115) 및 합산기(155)를 포함한다. 상기 장치(100)가 다수의 모듈들을 포함하지만, 당업자는 다양한 모듈들에 의해 수

행되는 기능들이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개별 모듈들로 분리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움직임 보

상 모듈(150), 역 양자화 모듈(175) 및 역 DCT 모듈(165)을 포함하는 모듈들의 세트는 일반적으로 "내장형 디코더

(embedded decoder)"로 공지되어 있다.

도 1 은, MPEG 표준들에 따라 휘도(luminance) 및 2색 차이 신호들(Y, Cr, Cb)로 표현되고 디지털화되는 신호 경로(110)

상의 입력 영상 이미지(이미지 시퀀스)를 도시한다. 상기 신호들은 그후 다수의 층들(시퀀스, 화상들의 그룹, 화상, 슬라이

스, 매크로블록 및 블록)로 분해되어 각 화상(프레임)은 다수의 매크로블록들로 표현된다. 각 매크로블록은 4 개의 휘도 블

록들, 한개의 Cr 블록 및 한개의 Cb 블록을 포함하며, 한 블록은 8×8 샘플 어레이로 정의된다. 블록 유닛들로 한 화상을 분

할함으로써, 2 개의 연속적인 화상들사이의 변화들을 식별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작은 진폭 변환 계수들(하기에서 논의됨)

의 제거를 통해 이미지 압축을 개선한다. 상기 디지털화된 신호에 대해 적절한 윈도우, 분해능, 및 입력 포맷을 선택하기

위한 포맷 변환과 같은 사전처리(preprocessing)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로(110)상의 입력 영상 이미지는 움직임 벡터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움직임 추정 모듈(140)로 수신된다. 움직임 벡터는,

현재 화상의 한 블록의 좌표 위치로부터 기준 프레임내의 좌표들까지의 오프셋을 제공하기 위하여 움직임 보상에 의해 사

용되는 2 차원 벡터들이다. 상기 기준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P-프레임) 또는, 이전 및/또는 장래 프레임(B-프레임)일 수

있다. 현재 및 기준 프레임들 사이의 변화들만이 코딩되고 전송되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들의 사용은 채널을 통해 전송되

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미지 압축을 크게 강화시킨다.

움직임 추정 모듈(140)로부터의 움직임 벡터들은 샘플 값들의 예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움직임 보상 모듈(150)에 의

해 수신된다. 움직임 보상은, 예상 에러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이전에 디코딩된 샘플 값들을 포함하는 과거 및/또는 장래

기준 프레임들로 오프셋을 제공하기 위하여 움직임 벡터들을 사용하는 예상을 수반한다. 즉, 움직임 보상 모듈(150)은 현

재 프레임의 추정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전에 디코딩된 프레임 및 움직임 벡터들을 사용한다. 더욱이, 당업자는 움직임 추

정 모듈 및 움직임 보상 모듈에 의해 수행된 기능이 예를 들면 단일 블록 움직임 보상기와 같은 조합된 모듈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해진 매크로블록들에 대한 움직임 보상 예상을 수행하기에 앞서, 코딩 모드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 코딩 모

드 결정 영역에서, MPEG은 다수의 서로 다른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들을 제공한다. 특히, MPEG-2 는 인트라 모드, 움직

임 없음 보상 모드(No MC), 프레임/필드/듀얼-프라임 움직임 보상 인터 모드, 포워드/백워드/평균 인터 모드 및 필드/프

레임 DCT 모드를 포함하는 매크로블록 코딩 모드들을 제공한다.

일단 하나의 코딩 모드가 선택되면, 움직임 보상 모듈(150)은 과거 및/또는 장래 기준 화상들에 기초하여 블록 내용들의

움직임 보상된 예상(예상된 이미지)을 경로(152) 상에서 생성한다. 경로(152)상의 움직임 보상된 예상은 감산기(115)에

의해 현재 매크로블록내의 경로(110)상의 영상 이미지에서 감산되어 경로(153)상에 예상 오차 신호 또는 에러 신호를 형

성한다. 상기 예상 오차 신호의 형성은 입력 영상 이미지내의 중복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현재 프레임이 I 프레임으

로 인코딩된다면, 경로(153)상의 신호는 단순히 원래 화상이고 예상 오차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DCT 모듈(160)은 그후 포워드 이산 코사인 변환 프로세스를 상기 예상 오차 신호의 각 블록에 적용하여 DCT 계수의

8×8 블록 세트를 생성한다. 상기 DCT 기본 기능 또는 부대역 분해는 그 다음의 양자화 단계에 중요한 사이코비쥬얼

(psychovisual) 기준의 효과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로인한 DCT 계수들의 8×8 블록은 상기 DCT 계수들이 양자화되는 양자화 모듈(170)에 의해 수신된다. 양자화 프로세

스는, DCT 계수들을 한 세트의 양자화 값들로 나누고 적절한 간략화(반올림, 올림등)로 정수 값들을 형성함으로써 DCT

계수들이 표현되는 정확도를 감소시킨다. 양자화 값들은 기본 기능들의 가시도(visibility)에 따른 기준(가시적으로 가중된

(weighted) 양자화로 공지된)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각 DCT 계수에 대해 세팅될 수 있다. 즉, 상기 양자화 값은 주어진

기본 기능의 가시도에 대한 임계치, 즉 인간의 눈에 의해 단지 탐지될 수 있는 계수 크기에 상응한다. 상기 값으로 DCT 계

수들을 양자화함으로써, 많은 상기 DCT 계수들은 값 "0"으로 변환되고 그로 인해 이미지 압축 효율이 개선된다. 양자화 프

로세스는 중요한 동작이며 화질을 달성하고 정해진 비트 속도에 자신의 출력을 매칭하도록 인코더를 제어하기(속도 제어)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다른 양자화 값이 각 DCT 계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화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기준 표,

예를 들면 휘도 양자화 표 또는 채색 양자화 표로서 정해진다. 따라서 상기 인코더는 변환된 블록내의 각 주파수 계수가 양

자화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양자화 매트릭스를 선택한다.

그러나, 양자화 에러의 주관적인 지각은 주파수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더욱 높은 주파수들에 대해서는 더욱 대략적인

(coarse) 양자화 값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간의 양자화 에러들에 대한 인지 민감도는 공간 주파수들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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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짐에 따라 더욱 낮아진다. 따라서, 높은 주파수들은 낮은 주파수들에 비해 더욱 작게 허용된 값들로 더욱 대략적으로 양

자화된다. 더욱이, 정확한 양자화 매트릭스는 계획된 디스플레이의 특성들, 시청 거리 및 소스내의 잡음의 양 등과 같은 많

은 외부적인 파라미터들에 좌우된다. 따라서, 적용예 또는 심지어 개별적인 프레임들의 시퀀스에 대한 특정한 양자화 매트

릭스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커스토마이징된(customized) 양자화 매트릭스는 압축된 영상 이미지들과

함께 내용으로서 저장될 수 있다. 양자화 스케일의 적절한 선택은 속도 제어 모듈(13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자화된 DCT 계수들의 최종적인 8×8 블록은 신호 접속부(171)를 통해 가변 길이 코딩(VLC) 모듈(180)에 의

해 수신된다. 상기 모듈에서 양자화된 계수들의 2 차원 블록은 양자화된 DCT 계수들의 1 차원 스트링으로 변환하기 위하

여 "지그재그" 순서로 스캐닝된다. 상기 지그재그 스캐닝 순서는 가장 낮은 공간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로 DCT 계

수들을 대략 순차적으로 순서화하는 것이다. 가변 길이 코딩(VLC) 모듈(180)은 그후 양자화된 DCT 계수들의 스트링 및

매크로블록에 대한 모든 주변 정보를 가변 길이 코딩 및 런 렝스(run-length) 코딩을 사용하여 인코딩한다.

데이터 스트림은 선입선출(FIFO) 버퍼(190)로 수신된다. 다른 화상 형태들 및 가변 길이 코딩을 사용한 결과로, 상기

FIFO 버퍼 내로의 전체 비트 속도는 가변이 된다. 즉, 각 프레임을 코딩하는데 사용된 비트들의 수는 다를 수 있다. 고정 속

도 채널을 포함하는 적용예들에서는, FIFO 버퍼는 비트 속도를 평활화하는 채널에 인코더 출력을 매칭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경로(195)상의 FIFO 버퍼(190)의 출력 신호는 경로(110)상의 입력 영상 이미지의 압축된 표현(또는 입력 이미지

및 예상 이미지 사이의 압축된 차이 신호)이다. 이 출력신호는 경로(195)를 통해 저장 매체 또는 원격 통신 채널로 전달된

다.

속도 제어 모듈(130)은,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후 디코더 쪽(수신기 또는 목표 저장 장치, 도시되지 않음)의 오버플로우

(overflow) 및 언더플로우(underflow)를 방지하기 위하여 FIFO 버퍼(190)로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림의 비트 속도를 감시

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속도 제어 모듈(130)의 역할은 인코더에 의해 생성된 비트들의 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버퍼(190)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속도 제어 모듈(130)은 코딩 속도를 제어하면서 영상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

기 위하여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한다. 즉, 전체 화상 시퀀스에 걸쳐 일정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화상에 대

한 목표 비트 속도가 달성되도록 양자화 스케일이 각 프레임에 대해 선택된다. 본 발명은 시간적(움직임 추정/보상) 및 공

간적 인코딩(예를 들면, 이산 코사인 변환)을 구현하는 인코더로 기술되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른 시

간적 및 공간적인 인코딩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적 및 공간적 인코딩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속도 제어 모듈(130)은 이전에 인코딩된 화상들에서 특정한 형태의 화상(I,P,B)의 복잡도의 대략적인 추정을 초기에

얻거나 다양한 MPEG 시험 모델들을 구현함으로써 대략적인 추정을 얻는다. 상기 추정된 복잡도는 각 프레임을 코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상 비트들 수를 유도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복잡도를 통해, 양자화 스케일이 다항식 형태를 가지는 복잡

도 측정식에 따라 프레임에 대해서 계산된다. 상기 복잡도 측정식은 프레임에 대해 선택된 양자화 스케일이 화상에 대한

목표 비트 속도와 거의 같아야 한다는 제한을 만족하도록 유도된다. 상기 프레임이 일단 인코딩되면, 속도 제어 모듈은 다

항식 회귀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상기 복잡도 측정식을 반복적으로 조절한다. 즉, 매크로블록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비트들

의 실제적인 수는 다음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의 예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잡도 측정식을 정제 (refine)하는데 사

용된다. 양자화 스케일 선택 방법의 자세한 설명은 도 2 를 참조하여 하기에서 기술된다.

도 1 로 돌아가서, 양자화 모듈(170)로부터의 양자화된 DCT 계수들 8×8 블록은 또한 신호 접속부(172)를 통해 역 양자

화 모듈(175)에 의해 수신된다. 상기 단계에서, 인코더는 데이터를 디코딩함으로써 입력 영상 이미지의 I 프레임 및 P 프레

임을 재생성하고 상기 I 및 P 프레임은 후속의 인코딩을 위한 기준 프레임들로서 사용된다.

DCT 계수들의 최종적인 역양자화된 8×8 블록은, 역 DCT가 각 매크로블록으로 적용되어 디코딩된 에러 신호를 생성하는

역 DCT 모듈(165)로 전달된다. 상기 에러 신호는 합산기(155)에 의해 움직임 보상 모듈로부터의 예상 신호에 다시 가산

되어 디코딩된 참조 화상(재구성된 이미지)을 생성한다.

도 2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장치의 비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복잡도 측정식에 따라 최적의 양자화 스케일을

유도하기 위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200)은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유

도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상기 해결책은 하나의 화상에서 다른 화상으로 비교적 일정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목표 비트 속도

를 만족시켜야 한다.

도 2 를 참조하면, 상기 방법은 단계(205)에서 시작하고, 상기 방법이 하기의 관계식을 가지는 초기 측정치를 채용하는 단

계(210)로 진행한다.

T=X1EQ-1+X2EQ-2 (1)

T 는 특정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목표 비트들 수(인코딩 비트 카운트)를 나타낸다. Q 는 상기 프레임을

위해 선택된 양자화 레벨 또는 비율을 나타낸다. E 는 왜곡 측정치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E 는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 후의 현재 프레임에 대한 평균 절대값 차이를 나타낸다. 즉, 측정치 E 는 시퀀스의 연속적인 프레임들 사이의 차이

의 원인이 되는 프레임 비트 묶음(budget)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E 는 블록마다의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

의 차이들을 합산하고 평균 절대값 차이 측정치를 계산함으로써 계산된다. 다른 말로,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차이

가 클수록, 현재 프레임을 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들의 수도 커진다. 더욱이, 다른 왜곡 측정치들이 사용될 수 있음으로

써, E는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또는 감지 가능차(just-noticeable difference;jnd)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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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식 (1) 의 파라미터들 및 다른 관련된 파라미터들은 하기에서 간략하게 기술되며 하기와 같이 첨자로서 정의된다.

Rs: 시퀀스(또는 세그먼트)에 대한 비트 속도(예를 들면, 24000 비트/초)

Rf: 첫번째 프레임을 위해 사용된 비트들(예를 들면, 10000비트)

Rc: 현재 프레임을 위해 사용된 비트들, 인코딩후 얻어지는 비트 카운트이다.

Rp: 화상당 버퍼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비트들

Ts: 시퀀스를 위한 초의 갯수(예를 들면, 10 초)

Ec: 움직임 보상후 현재 프레임에 대한 평균 절대값 차이

Qc: 현재 프레임을 위해 사용된 양자화 레벨

Nr: 인코딩을 위해 남아있는 P 프레임의 갯수

Ns: 인코딩된 프레임들 사이의 거리(예를 들면, 7.5 fps 에 대해 4)

Rr: 상기 시퀀스(또는 세그먼트)를 인코딩하기 위해 남아있는 비트들의 갯수

T: 현재 프레임을 위해 사용될 목표 비트

Sp: 이전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들의 갯수

Hc: 현재 프레임에 사용된 움직임 벡터 및 헤더(header)

Hp: 이전 프레임에 사용된 움직임 벡터 및 헤더

Qp: 이전 프레임에 사용된 양자화 레벨

Bs: 버퍼 크기, 예를 들면 Rs/2

B : 현재 버퍼 레벨, 예를 들면 Rs/4- 상기 버퍼의 중간에서 시작

특히, 단계(210)에서 파라미터 X1 및 X2 는 하기와 같이 초기화된다.

X1 = (Rs*Ns)/2

X2 = 0 (2)

Rs 는 시퀀스(또는 세그먼트)에 대한 비트 속도, 예를 들면 24000 bps 의 속도를 나타낸다. Ns 는 인코딩된 프레임들 사이

의 거리를 나타낸다. 즉, 낮은 비트 속도 적용예들로 인하여, 시퀀스내의 일부 프레임들은 인코딩되지 않을 수 있다(스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코더는 매 4 번째 프레임만 인코딩할 수 있다. 스킵되는 프레임들의 수는 특정한 적용예의 요구 조

건에 맞추어진다.

본 발명이 예를 들면 한 시퀀스당 300 프레임들과 같이 프레임 시퀀스에 관하여 기술되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이 여기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이해할 것이다. 사실, 본 발명은 연속적인 시퀀스(실시간) 또는 모든 길이의 시퀀스들에 적용될 수 있

고, 여기서 방법은 주기적으로 또는 사전 지정된 간격들로 재초기화된다.

파라미터 X1 및 X2 에 대한 값들과 함께, 상기 방법(200)은 그 후 하기와 같이 다른 파라미터들을 초기화한다.

Rr = Ts*Rs-Rf (3)

Rp = Rr/Nr (4)

Rr 는 시퀀스(또는 세그먼트)를 인코딩하기 위한 잔류 비트들의 갯수를 나타낸다. Ts 는 상기 시퀀스(또는 세그먼트)에 대

한 시간(초의 수), 예를 들면 초당 30 프레임의 프레임 속도로 300 프레임을 포함하는 시퀀스에 있어서 Ts 는 300/30 =10

초를 나타낸다.

Rf 는 첫번째 프레임에 대해 사용된 비트들의 수를 나타낸다. 상기에 있어서, 프레임은 전형적으로 "I" 프레임으로 인코딩

된다. 방법(200)은 Rf 를 특정한 값, 예를 들면 10000 비트들로 할당한다.

Rr 를 가지고, 방법(200)은 프레임당 버퍼에서 제거될 비트들의 갯수를 나타내는 Rp 를 계산한다. Nr 은 인코딩을 위해 나

머지 프레임들의 갯수(P)를 나타낸다.

일단 초기화가 완성되면, 방법(200)은 상기 측정치에 대한 파라미터 X1 및 X2 가 갱신되는 단계(220)로 진행한다. 그러나

상기 측정치를 정제(예를 들면 첫번째 프레임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상기 포인트에서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상기 측정치는

초기화후 일반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측정치를 갱신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선행 정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situation)들 예를 들면, 사전 지정된 시퀀스의 끝에서의 재초기화 또는 중단후에는 재초기화가 존재하게 된

다. 단계(220) 및 (225)는 하기에서 기술된다. 이와 같이, 방법(200)은 단계(230)로 바로 진행한다(도 2 의 점선으로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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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230)에서, 방법(200)은 하기와 같이 현재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전에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목표 비트 속도를 계산한다.

T = Max(Rs/30,Rr/Nt*a+Sp*b) (5)

T 는 현재 프레임에 대해 사용될 목표 비트를 나타낸다. Sp 는 이전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들의 수를 나타

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값 0.95 및 0.05 가 등식 (5)에서 상수 a 및 b 로 각각 선택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여기에 한

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값들이 선택될 수도 있다. 사실, 상기 값들은 시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등식 (5)는 T 가 2 개의 가능한 값들중 큰 값(최대값)을 취할수 있게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목표 비트 속도가 이

용가능한 비트들 및 마지막 인코딩된 프레임 비트들에 따라 계산된다. 상기 마지막 프레임이 복잡하며 많은 비트들을 사용

한다면, 더욱 많은 비트들이 현재 프레임으로 할당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증가된 할당은 나머지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비트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상기 프레임의 증가된 할당을 제한한다. 가중

된 평균은 등식 (5)내의 두번째 항에 도시된 바와 같이 2 개의 요소들의 절충물을 반영한다.

두번째로, 목표 속도의 하한선(Rs/30)은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800 비트/프레임이

최소치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최소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없다면, 인코더는 현재 프레임을 한꺼번에 스킵할수 있는 선택

권을 가진다.

등식 (5)의 목표 비트 속도는 하기와 같이 오버플로우 및 언더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퍼 상태에 따라 그후 조절된다.

T' = T*(B+c*(Bs-B))/(c*B+(Bs-B)) (6)

T' 는 조절된 목표 비트 속도이고, Bs 는 총 버퍼 크기이고, c 는 2(다른 값 사용 가능)의 값이 되도록 선택된 상수, 그리고

B 는 디코더로 보내질 비트들을 포함하는 버퍼의 일부이다. 이와 같이, Bs-B 는 상기 버퍼내의 잔류 공간이다. 등식(6)은

상기 버퍼가 반이상 찬다면 목표 비트 속도 T 는 감소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역으로, 상기 버퍼가 반이하로 찬다면 목표 비

트 속도 T 는 증가한다. 상기 버퍼가 정확하게 반이면 등식 (6)이 T'=T로 감소하므로 어떤 조절도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목표 비트 속도의 조절은 하기와 같이 표현되는 등식(7a∼b)에 따른 조절이 더 필요하다.

(B+T'>0.9*Bs) 이면, T"=Max(Rs/30,0.9*Bs-B) (7a)

(B-Rp+T'<0.1*Bs) 이면, T"=Rp-B+0.1*Bs (7b)

T" 는 제 2 조절된 목표 비트 속도이다. 등식 (7a)는 목표 비트 속도의 조절을 제한함(클램핑(clamping))으로써 상기 오버

플로우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즉, 현재 프레임 및 현재 버퍼 충만(fullness)에 대한 계산된 목표 비트 속도

T'의 합은 버퍼 용량의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버퍼 용량에 매우 가깝게 동작하는 것은 인코더를 임박한 오버플로우

조건을 생성할 위험에 놓이게 한다. 즉, 그 다음 프레임의 복잡도에서, 예를 들면, 장면 절단(scene cut) 또는 과도한 움직

임과 같은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는 경우이다. T" 가 하한선(Rs/30) 이하이면, 인코더는 상기 프레임을 스킵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대조적으로 등식 (7b)는 목표 비트 속도의 조절을 수정함으로써 언더플로우 상황을 피하도록 설계된다. 즉, 계산된 목표

비트 속도 T'의 합 및 현재 버퍼 충만은 버퍼 용량의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거의 빈 버퍼와 가깝게 동작하는

것은 인코더를 임박한 언더플로우 상황을 생성할 위험에 놓이게 한다. 즉, 다음 프레임의 복잡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경

우, 예를 들면 다음 프레임내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경우이다. 일단 목표 비트 속도가 계산되면, 방법(200)은 단계(240)로

진행한다.

단계(240)에서 방법(200)은 하기와 같이 현재 프레임의 양자화 스케일 또는 레벨을 계산한다.

T'''=Max(Rp/3+Hp,T'') (8a)

(X2=0)이면, Qc=X1*Ec/(T'''-Hp) (8b)

아닐 경우, Qc=(2*X2*Ec)/(sqrt((X1*Ec)
2+4*X2*Ec*(T'''-Hp))-X1*Ec) (8c)

Qc 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계산된 양자화 스케일이고, Hp 는 이전 프레임의 헤더 및 움직임 벡터들을 인코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트들의 갯수이고, 그리고 Ec 는 움직임 보상후 현재 프레임에 대한 평균 절대값 차이이다. 즉, 등식 (8b) 및 (8c)

는 각각 제 1 , 제 2 차 등식이고, Qc 는 용이하게 계산될 수 있다. 등식(8a)는, 목표 비트 속도가 헤더에 대해 할당된 비트

속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 다른 목표 비트 속도 조절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2 차 등식을 사용하는 복잡도 측정식을 사용하지만, 예를 들면 3 차 및 그 이상의 다른 차수

의 등식들도 사용가능하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일련의 목표 비트 속도 조절을 사용하지만, 상기 목표 비

트 속도 조절들은 계산상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킵될 수 있다. 그러나, 목표 비트 속도 조절이 없으면, 언더플로우

또는 오버플로우 조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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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목표 비트 속도는, 현재 프레임과 관련된 헤더, 움직임 벡터들, 및 다른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

해 필요한 비트들의 양에 의해 조절된다. 상기 헤더 및 다른 정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프레임마다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

로, 이전 프레임의 헤더 및 움직임 벡터들을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들의 갯수 Hp 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헤더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들의 적절한 근사치(approximation)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등식 (1)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은

T-Hp=X1EQ-1+X2EQ-2 (9)

양자화 레벨의 선택은 헤더 및 움직임 벡터들의 코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산된 양자화 스케일, Qc 는 하기와 같이 프레임마다 일정한 화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Qc'=Min(ceil(Qp*1.25),Qc,31) (10a)

Qc'=Max(ceil(Qp*0.75),Qc,1) (10a)

Qc' 는 조절된 양자화 스케일이고 Qp 는 이전 프레임내에 사용된 양자화 레벨이다. 상기 계산된 Qc 는 등식 (10a) 및 (10b)

에 따라 제한되거나 절단(clip)되어야 한다. 즉, 계산된 Qc , 이전 프레임내에서 사용된 이전 양자화 레벨의 125%, Qp, 또

는 최고 양자화 레벨 31(MPEG 표준에 의해 셋팅)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함으로써 Qc' 가 등식(10a)에 따라 계산될 수 있

다. 유사하게, 계산된 Qc, 이전 프레임내에서 사용된 이전 양자화 레벨의 75%, Qp, 또는 최저 양자화 레벨 1(MPEG 표준에

의해 셋팅)중에서 큰 값을 선택함으로써 Qc' 가 등식(10b)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화 레벨들은 정수로 간

략화된다. 등식(10a)은 Qc>Qp 인 조건하에서 Qc'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그 외의 경우 등식(10b)이 사용된다.

등식 10a∼10b 는 디코딩된 화상들의 화질에 있어 현저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프레임들 사이의 양자화 레벨들의 갑

작스런 변화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방법에 있어서, 양자화 레벨은 코딩 속도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움직임 영상

의 전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프레임에 대해 계산된다. 일단 양자화 레벨이 현재 레벨에 대해 계산되고 방법(200)은

단계(250)으로 진행한다.

단계(250)에서, 현재 프레임을 인코딩하는데 따른 비트들의 실제적인 갯수를 나타내는 Rc 를 생성하기 위하여 단계(240)

에서 계산된 양자화 레벨을 사용하여 본 방법은 현재 프레임을 인코딩한다. Rc 와 함께, 복잡도 측정식의 소정 파라미터들

은 하기와 같이 갱신된다.

B=B+Rc-Rp (11)

Rr=Rr-Rc (12)

*Sp=Rc (13)

Hp=Hc (14)

Qp=Qc (15)

Nr=Nr-1 (16)

먼저, 버퍼 충만 B 는 비트들 Rc 의 부가 및 비트들 Rp 의 제거(전송)에 의해 갱신된다. 두번째로, 시퀀스에 대해 사용가능

한 나머지 총 비트 수인 Rr은 Rc 양에 의해 갱신된다. 세번째로, Sp 는 Rc 로 교체된다. 네번째로, Hp 가 Hc 로 교체된다. 다

섯번째로 Qp는 Qc로 교체된다. 마지막으로, Nr은 하나만큼 감소된다.

단계(260)에서, 본 방법(200)은 현 시퀀스에서 코딩되기 위하여 잔류하는 부가적인 프레임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다. 상기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이 얻어지면, 방법(200)은 등식 (1) 또는 (9)의 복잡도 측정식을 정제하기 위하여 다항식

회귀 모델 또는 2차 회귀 모델내의 갱신된 Qc,Rc,Hp 및 Ec 을 적용하는 단계(220)로 되돌아 간다. 즉, 특정한 양자화 레벨

에 대해 프레임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비트들의 실제 갯수와 프레임에 할당된 비트들 사이의 불일치를 처리하기 위해 상수

X1 및 X2 는 갱신된다. 회귀 모델들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다양한 회귀 모델의 자세한 설명은 Bowerman and

O'Connell의 "Forecasting and Time Series" 3판, Duxbury 출판사(1993년, 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복잡도 측정식을

갱신하기 위한 두번째 실시예가 하기에 제공된다. 방법(200)은 그 후 단계(225)로 진행한다.

단계(225)에서, 방법(200)은 시퀀스내의 다음 프레임이 반드시 스킵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상기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이 얻어지면, 방법(200)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230)로 진행한다. 상기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이 얻어지면, 방법

(200)은 B 및 Rp 가 갱신되는 단계(220)로 복귀한다. 스킵된 프레임에 대한 결정은 하기에 따라 결정된다.

(B>0.8*Bs)이면, 다음 프레임을 스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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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버퍼의 용량, 예를 들면 80% 용량 이상으로 매우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버퍼 충만은 다시 한번 점검된다.

상기 버퍼 충만의 상기 확인은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목표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인코더가 신속하게 결정하

도록 한다. 버퍼가 상기 용량에 매우 근접해 있으면, 오버플로우 상황이 급박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전송 채

널이 다운되거나 인코더가 매우 복잡한 몇몇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것이다. 실시간 조건에 따라, 계산 사이클을 소비하지

않고서 프레임을 폐기하고 나중에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코더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 80% 가 상기 실시예

에서 선택되었지만, 특정한 적용예들에 있어서 다른 버퍼 용량 제한이 선택될 수 있다.

프레임이 폐기되면, 방법(200)은 하기와 같이 파라미터 Nr 및 B가 갱신되는 단계(220)로 복귀한다.

B=B-Rp (18)

Nr=Nr-1 (19)

방법(200)은 그 후 단계(225)로 복귀하고 다시 한번 시퀀스내의 다음 프레임이 스킵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상기 질문

에 부정적인 대답이 얻어지면, 방법(200)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230)로 진행한다. 상기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이 얻어

지면, 방법(200)은 또 다른 프레임등을 스킵한다. 방법(270)은 모든 프레임들이 한 시퀀스에 대해 인코딩되었을 때 단계

(270)에서 종료한다.

본 발명은 복잡도 측정식을 갱신하기 위한 제 2 실시예를 제공한다. 상기 설명은 하기의 정의를 사용한다.

Qp(w): 과거 프레임들에 대한 양자화 레벨들

Rp(w): 과거 프레임들에 대해 사용된, 스케일링된 인코딩 복잡도들

w: 인코딩된 과거 프레임들의 갯수

x: Qp 를 포함하는 매트릭스

y: Qp*(Rc-Hc)/Ec 를 포함하는 매트릭스

Ep: 이전 프레임에 대한 평균 절대차. 이것은 오직 Y 성분에 대한 움직임 보상후 계산된다. 상기 측정치는 Ep 의 선형 함수

이므로 표준화(normalization)가 불필요하다.

상기 방법은 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특히, 이전 프레임들에 대해 사용된 양자화 레벨

및 스케일링된 인코딩 복잡도는 2 개의 매트릭스들로 집합된다. 즉, Rp(n)

(Rc-Hc)/Ec 및 Qp(n) Qc 이다.

w의 선택은 하기에 따라 선택된다.

w = Min(전체 데이터 갯수, 20) (20)

즉, 윈도우 크기는 최고 측정치 20으로 제한된다. 상기 이유는 "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들에 관련된 정보는 현재 프레임

의 복잡도에 관해 정보를 적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기 윈도우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계산에 필요한 소비가 최소화된

다.

그러나, w에 대한 값은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w' 를 생성하기 위하여 하기에 따라 적응적으로 조절될 수 있

다.

(Ep>Ec)이면, w'=ceil(Ec/Ep*w)이고, 그렇지 않으면 w'=ceil(Ep/Ec*w)이다.

데이터 포인트들은 복잡도의 변화에 따라 크기가 좌우되는 윈도우를 사용하여 선택된다. 상기 복잡도가 현저하게 변화하

면, 더욱 현재의 데이터 포인터(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들을 가진 더욱 작은 윈도우가 사용된다. 즉, 이전 및 현재 프레임

들에 대한 평균 절대차들이 w의 사전 지정된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Ep 는 각 프레임후 Ec 로 갱신된다.

상기 방법은 그후 X1 및 X2 를 하기에 따라 결정하기 위하여 추정(추정기)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Q[i]가 동일) 일 경우면 X1=y[i]/w 및 X2=0,

그렇지 않으면 b=(x_Transpose*x)-1*x_Transpose*y; (22)

2x1=(2xw*wx2)-1*(2xw)*(w*1)

X1=b(1,1) 및 X2=b(2,1)

여기서 x=[1,Qp(i)
-1(i=1,2,...,w)](차원 wx2) 및 y=[Qp(i)(i=1,2,...,w)](차원 wx1) 이다.

X1 및 X2 가 일단 결정되면, 방법은 "제거 아웃라이어(remove outlier)" 연산을 하기에 따라 수행한다.

std+=((X1*EcQp[i]-1+X2*Ec*Qp[i]-2-Rp[i]*Ec))
2;

에러[i]=X1*Ec*Qp[i]-1+X2*Ec*Qp[i]-2-Rp[i]*Ec; (23)

임계치=sqrt(std/w) 로 셋팅;

(에러[i]의 절대값>임계치)이면, 상기 추정기에 대한 매트릭스 x 및 y로부터 데이터 포인트 I 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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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식(23)의 연산은 상기 등식(23)의 추정 연산에 영향을 주는 소정의 임계치 이상의 데이터 포인터들을 제거하는 역할

을 한다. 일단 "제거 아웃라이어" 동작이 완료되면, 상기 방법은 등식 (22)의 추정 기능으로 복귀하고 다시 상기 아웃라이

어 데이터 포인트들 없이 X1 및 X2 를 결정한다. 따라서, 복잡도 측정식은 상기 아웃라이어 데이터 포인트들을 거절함으로

써 다시 보정(calibrate)된다. 상기 거절 기준은 예상 에러가 1 표준 편차 이상일때 데이터 포인트가 폐기되는 것이다.

도 3 은 본 발명을 포함하는 웨이브렛 인코더(300)를 도시한다. 상기 인코더는 블록 이동 보상기(BMC) 및 움직임 벡터 코

더(304), 감산기(302), 이산 웨이브렛 변환(DWT) 코더(306), 비트 속도 제어기(310), DWT 디코더(312), 및 출력 버퍼

(314)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 신호는 영상 이미지(영상 시퀀스내의 한 프레임을 정의하는 픽셀들(펠(pel)들)의 2 차

원 배열)이다. 낮은 비트 속도 채널을 통한 이미지의 정확한 전송을 위하여, 영상 프레임 시퀀스내의 공간적 및 시간적 중

복이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프레임들 사이의 차이들만을 코딩하고 전송함으로써 달성된

다. 인코더는 3 가지 기능들을 가진다. 첫째, BMC 및 코더(304)를 사용하여 프레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을 표현하

는 다수의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한다; 두번째, 상기 움직임 벡터들과 조합된 이전 프레임의 재구성된 버젼(version)을 사

용하여 현재 프레임을 도시한다; 그리고, 세번째, 수신기로의 상기 움직임 벡터와 함께 코딩되고 전송되는 나머지 프레임

을 생성하기 위하여 예상된 프레임은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감산된다.

상기 이산 웨이브렛 변환은 입력 이미지의 통상적인 웨이브렛 트리 표현을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계층적 부대역 분해

를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이미지 분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이미지는 2 번의 부샘플링을 사용하여, 고수평-고수직

(HH), 고수평-저수직(HL), 저수평-고수직(LH), 및 저수평-저수직(LL) 주파수 부대역들로 분해된다. 상기 LL 부대역은

그후 2 번 더 부샘플링되어 HH, HL, LH, 및 LL 부대역들의 세트를 생성한다. 상기 부샘플링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3 번

의 부샘플링이 사용된 도 4 와 같은 부대역들의 배열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 6 번의 부샘플링들이 실제로 사용된다. 상기 부대역들 사이의 부모-자식 의존 관계는, 부모 노드들의 부대역

에서 자식 노드의 부대역들로 향하는 화살표로 도시된다. 가장 낮은 주파수 부대역은 상부 좌측 LL1 이고, 가장 높은 주파

수 부대역은 하부 우측 HH3 이다. 상기 예에서, 모든 자식 노드들은 한 부모를 가진다. 부대역 분해의 자세한 설명은 J.M.

Shapiro의 "Embedded Image Coding Using Zerotrees of Wavelet Coefficients" 1993년 12월 신호 처리에 관한 논문

Vol.41, No.12, pp. 3445∼62 에서 제공된다.

도 3 의 DWT 코더는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들을 "폭 우선(breadth first)" 또는 "깊이 우선(depth first)" 패턴중 하나로 코

딩한다. 폭 우선 패턴은 비트 평면 단위 패턴으로 웨이브렛 트리를 횡단한다. 즉, 모든 부모 노드들, 그 후 모든 자식 노드

들, 그리고 모든 손자 노드들등으로 양자화한다. 반대로, 깊이 우선 패턴은 각 트리를 LL 부대역의 뿌리에서 자식(하강 패

턴) 또는 LL 부대역을 통해 자식(상승 패턴)으로 횡단한다. 한 시퀀스내의 각 프레임에 대한 비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속도 제어기(310)에 의한 적절한 양자화 레벨의 선택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다른 변환을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코더들에 적응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한 프레임에 대

한 양자화 레벨의 적절한 선택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매크로블록(macroblock), 슬라이스, 또는 예를 들면, 전경,

배경, 또는 사람 얼굴의 일부분과 같은 대상(object)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속도 제어 방법은 매크로블록들, 슬라이스들,

또는 대상들의 시퀀스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전에 인코딩된 매크로블록, 슬라이스 또는 대상 및

그들의 윈도우와 같은 상기 이미지 시퀀스의 이전에 인코딩된 부분들을 사용하여 인코더를 위한 최적의 속도 제어 설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현재의 매크로블록, 슬라이스 또는 대상에 대한 목표 비트 속도를 결정하는데 복잡성 측정치가 적용된

다. 예를 들면, 비디오폰과 같은 특별한 적용예에서 예를 들면 통화자의 머리 및 어깨와 같은 전경 대상은 배경 대상들 보

다 더욱 정확하게 양자화되도록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이 P 프레임에 관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또한 B 프레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5 는 본 발명의 인코딩 시스템(500)을 도시한다. 상기 인코딩 시스템은 범용 컴퓨터(510) 및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

(520)을 포함한다. 상기 범용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CPU)(512), 메모리(514), 및 이미지의 시퀀스를 수신하고 인코딩

하기 위한 인코더(516)를 포함한다.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코더(516)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코더(100) 및/또는 인코더(300)이다. 인코더(516)은 통신

채널을 통해 CPU(512)에 연결된 물리적 장치일수 있다. 별법으로, 상기 인코더(516)는 저장 장치로부터 로딩되고 컴퓨터

의 메모리(512)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응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본 발명의 인코더(100) 및 (300)는 컴

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될수 있다.

컴퓨터(510)는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캠코더, 비디오 모니터, 수많은 이미지 장치들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

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콤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등과 같은(상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저장 장치들과 같은 다수

의 입력 및 출력 장치들(520)과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입력 장치들은 인코딩된 영상 비트 스트림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컴퓨

터에 입력을 제공하거나 이미지 장치 또는 저장 장치에서 영상 이미지의 시퀀스를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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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속도를 최적화하면서 영상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반복적으

로 조절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하여 지금까지 기술하였다. 당업자들이 실시예들을 기술하는 본 명세서 및 도면을 참조함으

로써 본 발명의 많은 변화, 수정, 변동, 및 다른 사용들 및 적용예들이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기

모든 변화, 수정, 변동, 및 다른 사용들 및 적용예들은 본 발명으로 간주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입력 프레임을 갖는 이미지 시퀀스를 인코딩하는 장치(100, 300)로서,

현재 입력 프레임의 예상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기(140, 150, 304);

상기 움직임 보상기에 연결되고, 상기 입력 프레임과 상기 예상된 이미지 사이의 차이 신호에 변환을 적용하는 변환 모듈

(160, 306) - 상기 변환 모듈은 다수의 계수들을 생성함 -;

바로 이전에 인코딩된 부분으로부터의 코딩 정보에 따라 현재 입력 프레임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적

으로 조절하는 제어기(130, 310) - 상기 코딩 정보는 왜곡 측정치(distrotion measure)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 및

상기 변환 모듈 및 상기 제어기에 연결되고, 다항식의 형태를 갖는 복잡도 측정식에 따라 목표 비트 수 및 왜곡 측정치로부

터, 상기 현재 프레임에 대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양자화 스케일로 상기 다수의 계수들을 양자화하는 양자화기(170, 306)

- 상기 다항식 형태는 적어도 두 개의 왜곡 측정치 항들을 가지며, 상기 각각의 왜곡 측정치 항들은 상이한 가중치를 가짐

- 를 포함하고,

상기 복잡도 측정식은,

T=X1EQ-1+X2EQ-2 (T는 상기 입력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한 목표 비트 수를 나타내고, 상기 Q는 상기 양자화 스케일을

나타내며, 상기 E는 상기 왜곡 측정치를 나타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시퀀스 인코딩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로 이전에 인코딩된 부분은 바로 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시퀀스

인코딩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로 이전에 인코딩된 부분은 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들의 윈도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시퀀스 인코딩 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을 갖는 이미지 신호를 양자화하기 위해서 양자화 스케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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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로 이전에 인코딩된 부분으로부터의 코딩 정보에 따라서 현재 프레임에 대한 왜곡 측정치를 계산하는 단계;

(b) 상기 현재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한 목표 비트 수를 계산하는 단계;

(c) 다항식의 형태를 갖는 복잡도 측정식에 따라 목표 비트 수 및 왜곡 측정치로부터, 상기 현재 프레임에 대해 상기 적어

도 하나의 양자화 스케일을 계산하는 단계 - 상기 다항식 형태는 적어도 두 개의 왜곡 측정치 항들을 가지며, 상기 각각의

왜곡 측정치 항들은 상이한 가중치를 가짐 -; 및

(d) 상기 현재 프레임을 양자화하기 위해 상기 계산된 양자화 스케일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잡도 측정식은,

T=X1EQ-1+X2EQ-2 (T는 상기 현재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한 목표 비트 수를 나타내고, 상기 Q는 상기 양자화 스케일을

나타내며, 상기 E는 상기 왜곡 측정치를 나타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자화 스케일 생성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 측정치 E 는, 상기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의 평균 절대값 차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자화 스케일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 측정치 E 는, 상기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의 감지 가능차(just noticeable

difference;jn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자화 스케일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e) Rc 가 상기 계산된 양자화 스케일 Q 를 사용하여 상기 현재 프레임을 인코딩하여 발생하는 비트들의 실제 갯수를 나타

낼 때, Rc 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X1 및 X2 를 갱신하는 단계; 및

(f) 상기 이미지 신호의 다음 프레임에 대해 상기 (a)∼(e)의 단계들을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

자화 스케일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e) 다수의 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들에 관련된 정보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X1 및 X2 를 갱신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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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상기 이미지 신호의 다음 프레임에 대해 상기 (a)∼(e)의 단계들을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

자화 스케일 생성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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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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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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