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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제 1 프레임과 제 2 프레임간에서 움직임 추정을 하기 위하여 일련의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을 포함하는 비디

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시간 필터링(16, 17)이 적어도 두 개의 입력 프레임들에 대하여 실행되

는 상기 움직임 추정기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두 개 프레임들 각각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적용되는 장치들은 텔레비젼 표준 규격에 따른 비디오 화상 압축이나 비디오 화상 변환 분야에서의 움직임 추정기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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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움직임 추정기를 위한 전처리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윤곽선 검출 회로를 도시한 도면.

도 3a, 도 3b, 도 3c는 전처리 체인에서 화상 프레임들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텔레비젼 화상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움직임 추정기를 위한 전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움직임 추정은 표준 규격 변환기나 "상향-변환기(up-converter)"라고 더욱 잘 알려진 고주파 변환기나 역-인터레이스기

(de-interlacer)나 코더(coder)와 같은 시스템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움직임 추

정을 위한 알고리즘들은 더욱 강력하게 되고 쉽게 통합되고 있다.

움직임 추정기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블록 매칭 형이나, 점 대 점(point-to-point)형, "순환-펠"

(recursive pel)형들이다. 이러한 움직임 추정기들의 동작을 향상하고, 성능을 늘리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움직임 추정기

들에 전송된 화상들은 전처리된다. 예를 들자면,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고 회로들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화상의 크기를 감소

시키기 위한, 필터링이 후속하는 서브샘플링(subsampling)과, 움직임 추정기의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의 고

주파수를 제거하는 저역 필터링과, 라인들이 일치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얻기 위하여 각 프레임을 라인 보간 하는 것(사실

상 이것은 역-인터레이스이다) 등과 같은 것들이 전처리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특허 번호 8812468에서 기술하고

있는 순환-펠형 추정기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동작하기 위하여 화상들에 대한 전처리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블록-

매칭형 추정기도 흔히 화상에 대한 전처리를 먼저 하게 된다.

움직임 추정기는 수평 윤곽선을 포함하는 인터레이스된 화상들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게 동작한다: 이 영역에는 스펙트럴

알리아싱(spectral aliasing)이 있고, 다른 라인들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프레임(successive frame)들은 그 영역에서 상관

(correlation) 되지 않는다. 게다가, 순환-펠형 움직임 추정기는 이러한 영역에서는 발산하게 된다.

예컨대 공간 필터링(spatial filtering)과 같은, 앞에서 서술한 전처리 동작들은, 움직임 추정기 성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

져오지만, 움직임-보상 또는 움직임-추정된 화상에서 특히 볼 수 있는, 움직임 추정의 결함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해결하

지는 못해서, 화상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이루는 실체는, 제 1 프레임과 제 2 프레임 사이에서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인터레이스된 프

레임들로 구성되는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시간 필터링(temporal filtering)이 최소한 두 개의 입력

프레임들에 기초하여 실행되어 움직임 추정기에 의해 사용될 두 개의 프레임들 각각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을 이루는 주체는 상기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장치는,

네 개의 연속적인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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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네 개의 저장된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을 네 개의 순차적인 프레임(progressive frame)으로 변환하는 수직 필터들

(9, 10, 11, 12)과,

두 개의 필터링된 프레임들을, 즉 네 개 중 앞에서부터 세 개의 저장된 프레임들에 해당되는 순차적인 프레임에 기초하는

제 1 프레임과, 마지막 세 개의 저장된 프레임들에 해당되는 순차적인 프레임에 기초하는 제 2 프레임을 산출하기 위한 시

간 필터(16, 17)들을 포함하며,

이들 두 개의 필터링된 프레임들에 기초하여 움직임 추정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특징과 장점은 실시예가 주어진 다음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와 첨부된 도면에 참조해서 더욱 잘 나타날 것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세 개 프레임에 대한 시공간 필터링을 수행하는데, 즉, 순차적인 프레임들을 얻기 위하여 인터레이

스된 프레임에 대하여 공간 필터링을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프레임에 대하여 시간 필터 링을

수행한다. 화상들에 대하여 이러한 전처리를 하는 덕분으로, 움직임 추정기의성능은 특히 수평 윤곽선을 갖는 영역, 일반

적으로 임계 영역(critical areas)에서 향상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처리 장치를 도시한다.

연속적인 인터레이스된 프레임의 형태의, 비디오 소스로부터 발생되는 화상 시퀀스에 대한 디지털 비디오 휘도 정보가 화

상 메모리에 먼저 저장된다. 이 메모리는 네 개의 프레임용 메모리인데, 일반적으로 본 장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상기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다. 이 메모리는 선행 프레임들(Yinn-2, Yinn-1, Yinn)을 Yinn+1이라고 불리는 인덱스 n+1

번째의 프레임과 함께 도 1에 도시된 전처리 장치의 네 개 입력단으로 전송한다.

네 개의 연속적인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은 네 개의 입력단으로 한 라인씩 동시에 전송된다. 이들 입력신호(Yinn-2, Yinn-

1, Yinn, Yinn+1)의 각각은, 유한 임펄스 응답(finite impulse response : FIR) 하프-밴드 수평 디지털 필터(half-band

horizontal digital filters)인, 디지털 필터(1, 2, 3, 4)에 제각기 전달된다. 이들 필터들의 출력은 수평 주파수들을 위한 2:1

샘플링 회로(sampler-by-2 circuit : 5, 6, 7, 8)의 입력단에 제각기 전달된다. 이들 샘플링 회로들의 출력들은 하프- 밴드

수직 FIR 필터(9, 10, 11, 12)의 입력단에 제각기 전달된다. 또한, 서브샘플러(6)의 출력신호는 윤곽선 검출기(14)의 입력

단에 전달되고, 서브샘플러(7)의 출력신호는 윤곽선 검출기(15)의 입력단에 전달된다. 필터(9, 10, 11, 12)의 출력신호들

은 예를 들어 분배 버스(distribution bus : 13)같은 것을 경유하여 시간 필터(16, 17)의 입력단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필

터들(9, 10, 11)로부터 출력되는 필터링된 프레임 신호들은 시간 필터(16)의 세 개의 입력단들에서 수신되고, 필터(10,

11, 12)로부터 출력되는 필터링된 프레임 신호들은 시간 필터(17)의 세 개의 입력단들에서 수신된다. 필터 (10, 12)의 제

2 출력단은 윤곽선 검출기들(14, 15)의 제 2 입력단들로 제각기 연결된다. 필터(16)의 출력단은 쿼터-밴드 수평 FIR 필터

(18)의 입력단에 연결되고, 그 후 쿼터-밴드 수직 FIR 필터(19)의 입력단에 연결된다. 필터(17)의 출력단은 쿼터-밴드 수

평 FIR 필터(20)의 입력단에 연결되고, 그 후 쿼터-밴드 수직 FIR 필터(21)의 입력단에 연결된다. 필터들(19, 21)의 출력

신호는 전처리 장치의 출력 신호이다.

따라서, 전처리 장치의 네 개의 입력단 각각에 도달하는 디지털 비디오 휘도 신호들은 8개의 계수를 갖는 수평 일-차원

FIR 필터들의 도움으로 신호들의 대역폭의 절반에서 수평 필터링된다. 이 필터들은 스펙트럴 알리아싱 방지 필터들이기

때문에 수평 서브샘플러의 업스트림(upstream)에 위치하고 그 필터들의 계수는, 본 예에서는, -22/1024; 43/1024; 135/

1024; 442/1024; 442/1024; 135/1024; -43/1024; -22/1024이다.

그 후, 각 필터의 출력 신호는 샘플링 장치에 의해 서브샘플링되고, 팩터 2에 의한 수평 데시메이션(decimation by factor

of two)이 그 신호들에 대하여 실행된다. 이러한 샘플링의 목적은 화상의 해상도가 움직임 추정 회로들의 현재 처리 능력

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논의에서, 시간 필터링을 위해 계산된 그리고 움직임 추정기 측으로 전송을 하기 위하여 계산된 순차적인 프레임들은

전처리 장치 측으로 입력되는 홀수 프레임들에 대해 정렬된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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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모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순간 시점에서 설명되는데, 하나는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처리 장치의 네 개 입력단에

서 Yinn-2에서부터 Yinn+1에 해당되는 프레임들이 있는 순간 시점 t1이며, 다른 순간 시점은 Yinn-1에서부터 Yinn+2에 해

당되는 프레임들이 있는 순간 시점 t2이다. 프레임의 인덱스(n)는 홀수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 순간 시점 t1

필터(1, 3)의 출력단에서 얻어지고 홀수 프레임들(n-2, n)에 해당되는 샘플링된 신호들은, 3개의 계수를 갖는 하프-밴드

수직 일-차원 FIR 필터(9, 11)의 도움으로 대역폭의 반에서 수직으로 필터링된다. 이들 필터들의 선택된 계수들은 다음과

같다 :

0.25; 0.50; 0.25.

따라서, Yvn-2 및 Yvn이라고 불리우게 될 이들 하프-밴드 수직 필터들의 출력단에서 얻게 되는 프레임들은, 자신의 라인들

을 입력 프레임들에 있는 라인들상에 위치하게 하며, 휘도값들은 현재 라인과, 선행 라인과, 선행 라인 이전(위)의 라인의

휘도값들을 가중 평균(weighted averaging)냄으로써 얻게 된다. 그 결과는 선행라인이 된다. 하프-밴드 수직 필터들의 출

력단에서 얻게 되는 프레임들은 홀수 프레임에 대해 정렬된 프레임들이다.

필터(2, 4)의 출력단에서 얻어지고 또한 짝수 프레임들(n-1, n+1)에 해당되는 샘플링된 신호들은, 0.50으로 선택된 계수

를 두 개 갖는 하프-밴드 수직 일-차원 FIR 필터(10, 12)의 도움으로 대역폭의 반으로 수직 필터링된다.

여기서, Yvn-1과 Yvn+1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얻은 프레임들은, 자신들의 라인들을 입력 프레임들(n-1, n+1)에서의 라인

들 사이에 위치하게 하여, 그 결과 이들 라인들이 프레임들(n-2, n)로부터 이루어진 순차적인 프레임들에 대응하게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생성된 라인 픽셀의 휘도값이 아래에 있는 라인(현재 라인)과 위에 있는(이전) 라인의 픽셀들의 휘도값

을 평균냄으로써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들도 역시 홀수 프레임에 대해 정렬된 프레임들이다.

- 순간 시점 t2

필터(9, 11)에 도달하는 신호들은 짝수 프레임들(n-1, n+1)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여기서 사용한 필터링은 0.50으로 선

택된 계수를 두 개 갖는 하프-밴드 수직 일-차원 필터링이다. 따라서, 달성된 프레임들(Yvn-1, Yvn+1) 자신의 라인들은 홀

수 프레임에 대해 정렬되어 있다.

필터(10, 12)에 도달하는 신호들은 홀수 프레임들(n, n+2)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이들 필터들에 의해 사용된 여기서

의 필터링은 0. 25, 0.50, 0.25인 세 개의 계수를 갖는 하프-밴드 수직 일-차원 필터링이다. 따라서, 달성된 프레임들(Yvn,

Yvn+2) 자신의 라인들이 홀수 프레임들에 대해 정렬되어 있다.

그 결과, 프레임들(Yvn-2, Yvn-1, Yvn, Yvn+1)은 순간 시점 t1에서의 출력이며, 프레임들(Yvn-1, Yvn, Yvn+1, Yvn+2)은 순

간 시점 t2에서 수직 하프-밴드 필터들(9, 10, 11, 12)로부터의 출력으로서, 상기 수직 하프-밴드 필터들은 수신된 프레임

들의 패리티(parity)에 따라 교대로 두 개 계수에 따른 필터링과 세 개 계수에 따른 필터링을 실행한다. 이들 프레임들은 모

두 홀수 프레임들에 대해 정렬된다(짝수 패리티의 프레임에 대해 정렬하는 것도 똑같이 가능하다). 시간 필터들에 의해 사

용되는 프레임들이 바로 이들 순차적인 프레임들이다.

또한, 시간 필터들은 윤곽선 검출 회로(14, 15)로부터 정보를 수신한다.

순간 시점 t1에서, 회로(14)는 샘플러(6)에서 생긴 짝수 프레임(n-1)에 있는 라인과, 필터(10)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 필터

에서 생긴 상기 프레임(n-1)의 선행 라인을 동시에 수신한다. 회로(15)는 홀수 프레임(n)으로부터의 라인과 필터(11)에 저

장되어 있는 상기 홀수 프레임의 선행 라인을 수신한다. 순간 시점 t2에서, 프레임들의 패리티는 반전되는데, 결과적으로

라인들의 패리티들도 반전된다. 회로(14, 15)가 시간 필터측으로 전송되는 이진 윤곽선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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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의 나머지는 순간 시점 t1에 대해서만 언급하는데, 이것은 동작하는 방식이 순간 시점 t2에서와

동일하며, 다운스트림쪽에 있는 회로들에 의해 처리된 화상들은 순차적이기 때문이다.

세 개 프레임들(Yvn-1, Yvn, Yvn+1)에서 행해지는 제 1의 시간 필터링은 시간 필터(17)에 의해 실행된다. 현재 라인에서의

현재 픽셀을 계산하기 위하여 현재 픽셀의 위치(동일 라인, 동일 컬럼)에 해당되는 프레임들(Yvn-1, Yvn, Yvn+1)의 픽셀들

의 각각에 대한 휘도값을 고려하는데, 즉 13/64; 38/64; 13/64로 선택된 필터의 계수값들을 사용하여 이들 값들을 각각 가

중(weighting)함으로써 고려한다.

이들 값들은 파라미터화(parametized)될 수 있고, 한 예로서 주어졌을 뿐이다. 상기 값들은 l/3, l/3, l/3으로 선택되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출력신호는 이 세 개의 짝(trio)에서 중간에 있는 요소에 시간적으로(temporally) 중심을 두게 된다.

이러한 시간 필터(17)는 화상의 수직 고주파수들에 대해서만 인에이블된다.그렇게 하기 위하여, 수평 서브샘플링된 중앙

프레임(Yinn)은 한번에 두 개의 라인들씩, 즉 현재 라인과 선행 라인이, 이하에 설명되는 수평 윤곽선 검출기(15)측으로 전

송되는데, 수평 윤곽선 검출기의 임무는 이러한 수직 고주파수들에 해당되는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검출된 영역에 대한 필터링된 신호나 또는 관계가 없는 영역에 대한 프레임 (Yvn)에 해당되는, 시간 필터(17)의 출력 신호

(ytn)는, 그 후 계속해서 각각 5개의 계수를 갖는 두 개의 쿼터-밴드 필터들(20, 21)로 전송되는데, 그 필터들은 5개의 계

수를 갖는 제 1 쿼터-밴드 수평 필터와 5개의 계수를 갖는 제 2 쿼터-밴드 수직 필터이다. 이들 필터들의 역할은, 움직임

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상을 약간 불선명하게(blurred) 하는 것이다. 대상물(object)의 윤곽선에서의 경사도는 정

정되어, 경사도 알고리즘(gradient algorithm)을 이용하는 움직임 추정기가 수렴(convergence)할 수 있게 한다. 이들 필

터링 회로들의 출력 신호는 전처리 장치의 출력 신호(Yen)이며, 이 출력 신호는 움직임 추정기의 제 1 입력단측으로 전송

되는데, 그 제 1 입력단은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다.

세 개의 프레임들(Yvn-2, Yvn-1, Yvn)에 대하여 행해지는 제 2의 시간 필터링은 동시에 실행된다.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

이, 상기 프레임들(Yvn-2, Yvn-1, Yvn)과 현재 픽셀에 해당되는 세 개 픽셀의 휘도값을 고려하는데, 13/64; 38/64; 13/64로

선택된 필터의 계수들을 사용하여 이들 휘도값들을 각각 가중(weighting)하여 고려한다.

이 시간 필터(16)는 화상의 수직 고주파수들에 대해서만 인에이블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수평 서브샘플링된 프레임

(Yinn-1)은 전송되는데, 한번에 두 개의 라인씩, 현재 라인과 선행라인이 나중에 설명되는 수평 윤곽선 검출기(14)측으로

전송되고, 수평 윤곽선 검출기의 임무는 그 영역이 이러한 수직 고주파수들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출된 영역에 대한 필터링된 신호나 또는 이 밖에 관계가 없는 영역에 대한 프레임 (Yvn-1)에 해당되는, 시간 필터(16)의

출력 신호는, 그 후 연속적으로 각각 5개의 계수를 갖는 두 개의 쿼터-밴드 필터들(18, 19)로 전송되는데, 상기 두 개의 필

터는 5개의 계수를 갖는 제 1 쿼터-밴드 수평 필터와 5개의 계수를 갖는 제 2 쿼터-밴드 수직 필터이다. 이들 필터들의 역

할은, 움직임 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상을 약간 불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필터링 회로들의 출력신호는 전처

리 장치의 출력 신호(Yen-1)이며, 이 신호는 움직임 추정기의 제 2 입력단측으로 전송되는데, 그 제 2 입력단은 도면에 도

시되어 있지 않다.

윤곽선 검출 회로(14, 15)의 기능은 화상의 수평 윤곽선을 검출하는 것이다. 이 회로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에지(edge) 검출 회로의 앞에서 언급한 두 개 입력은 수직 경사도(gradient)검출 회로(22)의 두 개 입력이다. 이 회로(22)

는 침식 회로(erosion circuit : 23)에 연결되고, 그리고 나서 확장 회로(dilation circuit : 24)에 연결 되어 있는데,그 확장

회로의 출력은 시간 필터 측으로 전송된다.

화상의 각 픽셀에 대하여, 수직 경사도 검출 회로는 다섯 개의 수평 픽셀과두 개의 수직 픽셀이 이루는 면적을 갖는 슬라이

딩 윈도우(sliding window)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측정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각 입력단은, 즉 제 1 입력단에 대한 샘플

러(6 또는 7)의 출력인, 그 프레임의 라인(i+l)이 전달되고, 제 2 입력단에대한 필터(10 또는 11)에 저장되어 있던 선행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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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i)이 전달되는데, 이들 두 개의라인들은 소정의 순간 시점에서 조사되는 윤곽선 검출기에 따라 혹은 소정의 윤곽선 검출

기에 있어서 고찰되는 순간 시점에 따라 짝수 또는 홀수 프레임의 라인들일 수 있다. i라인과 j컬럼으로 된 각 픽셀에 대하

여, 그 합계는 라인(i)에 있는 픽셀과 아래에 있는 즉 라인(i+1)에 있는(또는, 만약에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의 라인 번호

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라인은 i+2임)픽셀간의 휘도 차이로 계산되는데, 그 합계를 구하는 것은 현재 픽셀

및 동일한 라인에 있는 네 개의 서로 인접해 있는 픽셀들에 대하여 실행된다. 그 총계는 임계값(Thr)과 비교된다.

Y(i,j)는 현재 프레임의 라인(i)과 컬럼(j)에 있는 픽셀의 휘도값을 나타내며, Thr은 192로 선택된 임계값을 나타낼 때, 만

약 다음에 나오는 기준이 아래의 식에 따른다면:

예컨대 이진수 1은 이 총계에 해당되는 현재 픽셀에 할당된다. 반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0 이 할당된다.

그 결과로서, 획득한 수평 윤곽선 정보의 이진수 화상은 그 후 수학적인 형상 연산자(mathematical morphology)에 의해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침식 회로(23)측으로 전송된 이진수 화상은 비교적 잡음이 있는 편이어서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수평 방향으로의 침식은 9 개의 수평 픽셀과 한 개의 수직 픽셀이 이루는 면적의 신축 윈도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임계값

은 예컨대 3의 값으로 고정된다. 1의 값을 갖는 현재 픽셀(윈도우의 중간에 위치에 있음)의 각각에 대하여, 윈도우에서 1

의 값을 갖는 픽셀들이 몇 개 있는지 계산되고, 만약 계산한 수가 임계값보다 적거나 동일하면 현재 픽셀은 0의 값으로 셋

팅된다. 이러한 처리는 비순환이며, 이것은 초기 화상의 픽셀들 값이며 그 다음의 현재 픽셀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현재 픽

셀의 계산된 새로운 값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확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단계에 의해 실행되는데:

수평 방향으로의 확장은 9 개의 수평 픽셀과 한 개의 수직 픽셀로 이루어지는 면적의 윈도우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임계값

은 3과 동일하게 선택된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의 확장은 한 개의 수평 픽셀과 두 개의 수직 픽셀로 이루어지는 면적의 윈도우에 기초하여 실행된

다. 임계값은 예컨대 1의 값으로 결정된다.

이들 확장들의 각각에 있어서, 현재 픽셀이 0의 값을 갖고 있을 때 , 그 윈도우에서 1의 값을 갖는 픽셀의 숫자가 계산되고,

만약 그 숫자가 임계값보다 크거나 동일하다면 현재 픽셀은 1의 값으로 셋팅 된다.

수직 확장에 사용되는 윈도우는 인과형(causal)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현재 픽셀 및 위의 픽셀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

다. 결과적으로, 상기 방법에서는 처리에 관계된 어떠한 부가적인 딜레이가 없다.

마크(mark)되었거나 마크되지 않은, 다시 말해 시간 필터링에 관계되었거나 관계되지 않은 픽셀들에 해당되는 이진수 형

태의 정보 아이템은, 각각의 현재 라인에 대하여 윤곽선 검출 회로들의 출력단에서 얻을 수 있다. 시간 필터들로 전송되는

것은 바로 상기의 정보 아이템이다.

이러한 윤곽선 검출에 사용되는 프레임은 검출기(15)에서는 프레임(Yinn)이며, 검출기(14)에서는 프레임(Yinn-1)이다.

도 3은 본 전처리 방법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다양한 프레임들(n-2부터 n+1)의 라인에 있는 픽셀을 도시한다.

시간은 횡좌표를 따라 도시되어 있고, 축은 좌측을 향하여 오리엔테이션되어서 n-2부터 n+1 프레임에 관하여 눈금이 매

겨져 있으며, 프레임에 있는 라인들은 세로좌표 축을 따라 표시되어 있다.

도 3a는 입력 프레임(Yin)으로부터 순차적인 프레임(Yv)(또한 화상이라고 불리기도 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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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은 홀수 라인이며, 프레임(n-2, n)에 있어서, 라인들(l-2, 1, l+2)의 픽셀들은 프레임(yvn-2, yvn)에 있는 라인(l)의 픽셀

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홀수 프레임(n-1 및 n+1)들에 있어서, 라인(l-1 및 l+1)의 픽셀들은 프레임들(Yvn-1, Yvn+1)에

서의 라인(l) 픽셀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 3b는 시간 필터링에 대하여 설명한다. 프레임(Yvn-2, Yvn-1, Yvn)에서의 라인(l)에 있는 픽셀들은 필터링된 프레임(Ytn-

1)의 라인(l)에 있는 픽셀을 산출하기 위하여 처리된다. 프레임(Yvn-1, Yvn, Yvn+1)에 있어서 라인(l)의 픽셀들은 필터링된

프레임(Ytn)의 라인(l)에 있는 픽셀을 산출하기 위하여 처리된다.

도 3c는 시간 필터들(18, 20)의 출력 프레임(Yt)으로부터 출력 프레임(픽셀)(Ye)을 달성하는 것을 도시한다.

프레임(Ytn-1)의 라인(l, l+2, l+4, l+6 및 l+8)에 있는 픽셀들은 본 장치의 출력단에서 프레임(Yen-1)에서의 라인(l+4)

에 있는 픽셀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터링된다.

프레임(Ytn)의 라인(l, l+2, l+4, l+6 및 l+8)에 있는 픽셀들은 본 장치의 출력단에서 프레임(Yen)에 대한 라인(l+4)에서

의 픽셀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터링된다.

움직임 추정기는, 여기 보기를 든 실시예에서, 움직임 벡터를 계산하기 위하여 서로 비교가 될 홀수 라인들과 정렬된 프레

임들에 해당되는 순차적인 프레임들(Yen-1, Yen)을 수신한다.

프레임들의 라인들에 대하여 실행되는 처리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 1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다. 본 장치의 입력단에서 동

일한 순간 시점에서 수신되는 라인들(100 및 101)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하는데, 라인(100)은 짝수 프레임들(Yn-1, Yn+1)에

해당되고 라인(101)은 홀수 프레임들(Yn-2, Yn)에 해당된다. 이들 라인들은 수평 필터링과 샘플링이 실행된 후에 하프-밴

드 수직 필터들로 전송된다.

필터들(9, 11)은 필터링되고 샘플링된 라인(101)을 수신한 다음에 필터링된 라인(99)을 산출하는데, 이때 상기 필터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라인들(97, 99, 101)을 사용한다. 이와 동시에, 필터들(10, 12)은 필터링되고 샘플링된 라인

(100)을 수신한 다음에 라인들(98, 100)에 기초하여 계산된 라인(99)을 출력한다.

네 개 순차적인 프레임들에 있는 구(old) 라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필터들의 출력단에서 얻어진다. 세 개 프레임(n-2, n-

1, n)의 라인(99)은 필터링된 상기 동일한 라인(99)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기 필터링을 수행하는 제 1 시간 필터측

으로 전송된다. 이와 동시에, 제 2 시간 필터는 필터링된 상기 동일한 라인(99)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순간 시

점에서 입수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세 개에 해당되는 순차적인 프레임들(n-1, n, n+1)의 라인(99)을 사용한다.

쿼터-밴드 수직 필터는, 쿼터-밴드 수평 필터링을 실행한 후에 본 전처리 장치의 출력이기도 한 메디안 라인(median

line : 95)을 출력하기 위하여 필터링된 선행 라인들(91, 93, 95, 97)과 필터링된 라인(99)을 사용한다.

화상의 소위 "수평" 윤곽선들은 좀처럼 완벽한 수평이 아니며, 이들 윤곽선들은 프레임들에 대하여 계단처럼 나타난다. 이

러한 처리 동작의 목적은, 특히 계산된 순차적인 프레임이 그 라인들과 순차적인 프레임에 상응하는 입력 프레임에 대하여

시프트(shift)될 때(여기서의 예에서는 순차 프레임들이 짝수 프레임들로부터 계산될 때), 순차적인 프레임에서 인터레이

스된 프레임들에 포함된 정보를 가능한 한 가장 잘 복구하기 위함이다. 움직임 추정은 더 나은 품질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서 움직임 추정기에 관계되는 두 개의 순차적인 프레임들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도 더욱 강해지게 된다. 따라

서, 형상 연산자(morphological operator)들도 또한 화상 재생 기능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시간 필터링은 또한 에코도 발생시키는데 움직임 추정은 자연적으로 그 에코에 관계하여 실행되고 그럼으로써 상기 움직

임 추정이 향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움직임 추정기에 전송된 모든 화상들이 동일한 처리과정을 겪고 에코(echo)의 경사

도는 원래 화상의 경사도와 동일한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대상물(complex object)이 교차할 때, 시간 필터링 알고리즘은 덜 강력해 지는데, 이것은 시간 필터링이 수평 윤곽

선을 갖는 영역에 대하여 예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링 때문에, 예를 들어 영역들이 나타나거나 사라지

는 경우나 대상물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화상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손상되는 위험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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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간 필터링은 완성된 화상에 대해서도 실행될 수 있고, 필터링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도 후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

다. 상기의 필터링되는 영역에 대한 선택은 선택항목이다.

두 개의 시간 필터들과 두 개의 윤곽선 검출기들로의 분리는 물론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공통의 필터링 회로 및/또는 공통

의 윤곽선 검출 회로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이 가능한데, 이들 공통 회로들은 도 1에서 설명된 각 회로들에서 수신한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조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화상 시퀀스(image sequence)의 연속적인 프레임들을 저장하고 상기 연속적인 프레임들을 한 라인씩 필터

들측으로 배당하는 화상 메모리는 또한 전처리 장치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텔레비젼 화상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움직임 추정기를 위한 전처리 방법을 제공한

다. 화상들에 대하여 이러한 전처리를하는 덕분으로, 움직임 추정기의 성능은 특히 수평 윤곽선을 갖는 영역, 일반적으로

임계 영역(critical areas)에서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프레임과 제 2 프레임간의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ng)을 위하여 일련의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로 구성된 비디

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간 필터링(temporal filtering)(16, 17)이 적어도 두 개의 입력 프레임들에 기초하여 실행되어, 움직임 추정기에 의해 사

용되는 두 개의 프레임 각각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필터링(16, 17)은 수직 필터링(9, 10, 11, 12)에 의해 얻어진 순차적인(progressive) 프레임

들에 대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제 1의 수직 필터링(10, 12)이 짝수 입력 프레임들에 대하여 실행되고, 제 2의 수직 필터링(9, 11)은 홀

수 입력 프레임들에 대하여 실행되어 순차적인 프레임들을 얻게 되고, 상기 모든 순차적인 프레임들은 미리 결정된 패리티

(parity)를 갖는 입력 프레임에 대해 정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 필터링을 하기 전에, 하프-밴드(half-band) 수평 필터링(1, 2, 3, 4)이 상기 입력 프레임들에

대하여 실행되고, 그 후에 필터링된 상기 화상들에 대하여 수평 데시메이션(horizontal decimation)(5, 6, 7, 8)이 실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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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네 개의 연속적(successive) 프레임들을 저장하고, 제 1의 시간 필터링(16)은 앞으로부터 세 개의 저장

된 프레임들을 기초로 실행되어 상기 제 1 프레임을 상기 움직임 추정기 측으로 전송하고, 제 2의 시간 필터링(17)은 뒤로

부터 세 개의 프레임들을 기초로 실행되어 상기 제 2 프레임을 상기 움직임 추정 기 측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들에 대한 상기 시간 필터링(16, 17)은 한 라인씩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필터링된 프레임들은 그 다음으로 쿼터-밴드 필터(18, 20)에 의해 수평

으로 필터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필터링된 프레임들은 그 다음으로 쿼터-밴드 필터(19, 21)에 의해 수직

으로 필터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 윤곽선의 검출(14, 15)은 상기 입력 프레임들에 대하여 실행되고, 상기

시간 필터링은 이러한 상기 윤곽선을 포함하는 영역에 대하여만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윤곽선 검출은 경사도 연산자(gradient operator)들에 기초하여 실행되며, 그 다음에 침식

(erosion)과 확장(dilation)형태의 형상 연산(morphological operation)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

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따른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 추정기를 위한 전처리 장치로서,

네 개의 연속적이고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네 개의 저장된 인터레이스된 프레임들을 네 개의 순차적인 프레임들로 변환시키는 수직 필터들(9, 10, 11, 12)과;

두 개의 필터링된 프레임들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 필터(16, 17)로서, 제 1 필터링되는 프레임은 앞에서부터 세 개의 저장

된 프레임들에 해당하는 상기 순차적인 프레임을 기초로 하며, 제 2 필터링되는 프레임은 마지막 세 개의 저장된 프레임들

에 해당되는 상기 순차적인 프레임을 기초로 하는, 시간 필터(16, 17)를 포함하며;

상기 두 개의 필터링된 프레임들에 기초하여 움직임 추정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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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시간 필터들(16, 17)에 의해 출력되는 프레임을 필터링하기 위하여 직렬로 쿼터-밴

드 수직 필터(18, 20)와 쿼터-밴드 수평 필터(19, 2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을 위해 비디오 화상 시

퀀스를 전처리하는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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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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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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