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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MPEG 규격에 기초하여 생성된 부호화 스트림에 대하여 재부호화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GOP(Group of

Picture) 구조나 다른 비트 레이트를 가진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한 트랜스코더에 관한 발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코더의 복호화 장치는 소스 부호화 스트림을 디코드하여 복호화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함과 동시에,

부호화 스트림중에 중첩되어 있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부호화 장치는 복호화 비디오 데이터와 과거의 부

호화 파라미터를 수취하고,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부호화 처리를 행한다. 또한, 부호화 장치는 과거의 부호

화 파라미터 중에서 후단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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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4

색인어

부호화 스트림, 비트 레이트, 재부호화 스트림, 트랜스코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효율 부호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화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픽처 타입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화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픽처 타입를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동화상 신호를 부호화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동화상 신호를 부호화하여, 복호하는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화상 데이터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7은 도 5의 인코더(18)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8은 도 7의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도 7의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도 7의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도 7의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12는 도 5의 디코더(31)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3은 픽처 타입에 대응한 SNR 제어를 설명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을 적용한 트랜스코더(101)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5는 도 14의 트랜스코더(101)의 보다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6은 도 14의 복호 장치(102)에 내장되는 복호화 장치(102)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7은 매크로 블록의 화소를 설명하는 도면.

도 18은 부호화 파라미터가 기록되는 영역을 설명하는 도면.

도 19는 도 14의 부호화 장치(106)에 내장되는 부호화 장치(106)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0은 도 15의 히스토리 VLC(211)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1은 도 15의 히스토리 VLD(203)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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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도 15의 컨버터(212)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3은 도 22의 스터프 회로(323)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4는 도 22의 컨버터(212)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25는 도 15의 컨버터(202)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6은 도 25의 딜리트 회로(343)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7는 도 15의 컨버터(212)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8은 도 15의 컨버터(202)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9는 도 15의 유저 데이터 포매터(213)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0은 도 14의 트랜스코더(101)가 실제로 사용되는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1은 부호화 파라미터가 기록되는 영역을 설명하는 도면.

도 32는 도 14의 부호화 장치(106)의 변경 가능 픽처 타입 판정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

도 33은 픽처 타입이 변경되는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4는 픽처 타입이 변경되는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5는 도 14의 부호화 장치(106)의 양자화 제어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36은 도 14의 부호화 장치(106)의 양자화 제어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

도 37은 조밀 결합된 트랜스코더(101)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38은 비디오 시퀀스의 스트림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39는 도 38의 신택스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40은 고정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1은 고정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2는 고정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3은 고정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4는 고정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5는 고정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6은 고정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7은 가변 길이의 이력 정보를 기록하는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48은 sequence_header()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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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는 sequence_extension()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0은 extension_and_user_data()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1은 user_data()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2는 group_of_pictures_header()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3은 picture_header()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4는 picture_coding_extension()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5는 extension_data()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6은 quant_matrix_extension()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7은 copyright_extension()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8은 picture_display_extension()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59는 picture_data()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60은 slice()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61은 macroblock()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62는 macroblock_modes()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63은 motion_vectors(s)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64는 motion_vector(r, s)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65는 I 픽처에 대한 macroblock_type의 가변 길이 부호를 설명하는 도면.

도 66은 P 픽처에 대한 macroblock_type의 가변 길이 부호를 설명하는 도면.

도 67은 B 픽처에 대한 macroblock_type의 가변 길이 부호를 설명하는 도면.

도 68은 re_coding_stream_info()의 신택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69는 red_bw_flag, red_bw_indicator를 설명하는 도면.

도 70은 이력 정보의 인코딩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를 설명하는 도면.

도 71은 Re_Coding Information Bus macroblock formation을 설명하는 도면.

도 72는 Picture rate elements를 설명하는 도면.

도 73은 Picture rate elements를 설명하는 도면.

도 74는 Picture rate elements를 설명하는 도면.

도 75는 Re_Coding Information Bus가 기록되는 영역을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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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6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기록계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77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재생계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78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기록계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79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재생계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80은 비디오 스트림과 history_stream의 기록 위치를 설명하는 도면.

* 도면의 부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106: 부호화 장치 2, 102: 복호 장치

3: 기록 매체 14, 33: 프레임 메모리

17, 32: 포맷 변환 회로 18: 인코더

19: 기록 회로 30: 재생 회로

31: 디코더 50: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

57: 양자화 회로 58: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

59: 송신 버퍼 64, 87: 이동 보상 회로

70: 컨트롤러 81: 수신 버퍼

82: 가변 길이 복호 회로 83: 역양자화 회로

84: IDCT 회로 100: 컴퓨터

101: 트랜스코더 103: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

104: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 105: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

107: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 201: 유저 데이터 디코더

202, 212: 컨버터 203, 211: 히스토리 VLC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딩 시스템 및 방법, 부호화 장치 및 방법, 복호화 장치 및 방법, 기록 장치 및 방법, 및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으로, 특히, MPEG 규격에 기초하여 과거에 부호화 처리가 실시된 적이 있는 부호화 스트림에 대하여 재부호화 처리

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GOP(Group of Pictures) 구조나 다른 비트 레이트를 가지는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한 트랜스코더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코딩 시스템 및 방법, 부호화 장치 및 방법, 복호화 장치 및 방법, 기록 장치 및 방법,

및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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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방송국에서는,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부호화 처리하기 위해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비디오 데이터를 테이프 등의 랜덤 액세스 가능한 기록

매체 소재에 기록하는 경우, 및 비디오 데이터를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상기 MPEG 기술이 사실

상 표준으로 되어 있다.

방송국에서 제작된 비디오 프로그램이 각 가정에 전송되기까지의 방송국에서의 처리의 일 예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우선,

비디오 카메라와 VTR(Video Tape Recorder)이 일체로 된 캠코더에 설치된 인코더에 의해서, 소스 비디오 데이터를 인

코드 처리하여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한다. 이 때, 캠코더의 인코더는, VTR의 테이프의 기록 포맷에 적합하도록, 소스 비디

오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예를 들면, 상기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GOP 구조는, 2 프레임으로부

터 1GOP가 구성되는 구조(예를 들면, I, B, I, B, I, B, ······)로 된다. 또한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되어 있는 MPEG 비트 스트

림의 비트 레이트는, 18 Mbps이다.

다음에, 메인 방송국에 있어서, 상기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편집하는 편집처리를 행한다. 그 때문

에,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의 GOP 구조를, 편집처리에 적합한 GOP 구조로 변환한다. 편집처리에 적

합한 GOP 구조란, 1 GOP가 1 프레임으로 구성되고, 모든 픽처가 I 픽처인 GOP 구조이다. 왜냐하면, 프레임 단위로 편집

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픽처와 상관이 없는 I 픽처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의 오퍼레이션으로서는, 자기 테이프

상에 기록된 비디오 스트림을 일단 디코드하여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로 되돌린다. 그리고, 그 베이스 밴드의 비디

오 신호를, 모든 픽처가 I 픽처로 되도록 재인코드한다. 상기와 같이 디코드 처리 및 재인코드 처리를 행하는 것에 의해서,

편집처리에 적합한 GOP 구조를 가지는 비트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에, 상술한 편집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편집 비디오 프로그램을, 메인국으로부터 지방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편집 비

디오 프로그램의 비트 스트림을, 전송처리에 적합한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로 변환한다. 방송국간의 전송에 적합한

GOP 구조란, 예를 들면, 1 GOP가 15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GOP 구조(예를 들면, I, B, B, P, B, B, P…)이다. 또한,

방송국간의 전송에 적합한 비트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방송국간에 있어서는, 광파이버 등의 고전송 용량을 가진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50Mbps 이상의 하이비트 레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편집 처리된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트 스트림을 일단 디코드하여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로 되돌린다. 그리고, 그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를 상

술한 방송국간의 전송에 적합한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를 가지도록 재인코드 한다.

지방국에 있어서는, 메인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비디오 프로그램 중에, 지방 특유의 광고 방송을 삽입하기 위해서 편집처

리가 행해진다. 결국, 상술한 편집처리와 같이, 메인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비디오 스트림을 일단 디코드하여 베이스 밴

드의 비디오 데이터로 되돌린다. 그리고, 그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신호를, 모든 픽처가 I 픽처가 되도록 재인코드함으로

써, 편집처리에 적합한 GOP 구조를 가지는 비트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계속해서, 상기 지방국에 있어서 편집처리가 행해진 비디오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하여 전송하기 위

해서, 상기 전송처리에 적합한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각 가정에 전송하기 위한 전송처리에 적

합한 GOP 구조란, 1 GOP가 15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GOP 구조(예를 들면, I, B, B, P, B, B, P…)로서, 각 가정에 전송하

기 위한 전송처리에 적합한 비트 레이트는, 5 Mbps 정도의 저 비트 레이트이다. 구체적으로는, 편집처리된 비디오 프로그

램의 비트 스트림을 일단 디코드하여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로 되돌린다. 그리고, 그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

를 상술한 전송처리에 적합한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를 가지도록 재인코드한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도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송국으로부터 각 가정에 비디오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동안에, 복수회

의 복호 처리 및 부호화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는, 방송국에 있어서의 처리는 상술한 신호처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호처리가 필요하고, 그 때마다 복호 처리 및 부호화 처리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MPEG 규격에 기초하는 부호화 처리 및 복호 처리는, 100% 가역의 처리가 아닌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인코드

되기전의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와, 디코드된 후의 비디오 데이터는 100% 같지는 않으며, 상기 부호화 처리 및 복

호 처리에 의해서 화질이 열화하고 있다. 결국, 상술한 바와 같이, 디코드 처리 및 인코드 처리를 반복하면, 그 처리마다, 화

질이 열화하여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코드/인코드 처리를 반복할 때마다, 화질의 열화가 축적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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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MPEG 규격에 기초하여 부호화된 부호화 비트 스트림의 GOP(Group

of Pictures)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복호 및 부호화 처리를 반복하였다고 하여도 화질 열화의 발생하지 않는 트랜스

코딩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MPEG 규격에 기초하여 생성된 부호화 스트림에 대하여 재부호화 처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GOP

(Group of Pictures) 구조나 다른 비트 레이트를 가지는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한 트랜스코더에 관한 발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코더(106)의 복호화 장치는, 소스 부호화 스트림을 디코드하여 복호화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함과 동

시에, 부호화 스트림중에 history_stream()으로서 중첩되어 있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이 때, 복호화 장치

는 부호화 스트림중에 re_coding_stream_info()로서 중첩되어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한

다.

부호화 장치는 복호화 비디오 데이터와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수취하고,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재부호

화 처리에 의해서 화질이 열화하지않도록, 부호화 처리를 행하며,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한다. 또한, 부호화 장치는, 과거

의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상기 부호화 장치의 후단에 접속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선

택한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만을 history_stream()으로서 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한다. 부호화 장치는, 후단의 애플리케

이션에 있어서 재부호화 스트림으로부터 history_stream()에 관한 부호화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선택한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정보를, re_coding_stream_info()로서 중첩한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후단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응한 최소한의 부호화 파라미터이며, 비디오 데이터의 재부호

화 처리를 반복하였다고 해도, 화질 열화를 최소한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코딩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는, 소스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함과 동시에, 소스 부호화 스트림으로부터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복호 수단과, 비디오 데이터를 재부호화하여, 재부

호화 비디오 스트림을 생성하는 부호화 수단과,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수취하고,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부호화 수단의 재부호화 처리를 제어함과 동시에,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부호화 스트림중에 선택적으로 기술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있어서의 부호화 장치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부호화 수단의 후단에 접속되는 애플리

케이션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해당 선택된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부호화 스트림내

에 기술한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있어서의 부호화 장치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함과

동시에,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되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플래그 또는/및 인디케이터를,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한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있어서의 부호화 장치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에 관한 정보를, 부호화 스트림중에 history_

stream()으로서 기술함과 동시에, 재부호화 스트림에 관한 정보를, re_coding_stream_info()로서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한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있어서의 부호화 장치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재부호화 스트림중에 history_

stream()으로서 기술함과 동시에,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되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에 관한 정보를,

re_coding_stream_info()으로서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한다.

본 발명의 부호화 장치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실시된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관한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수취하고,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함과 동시에,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되는 과거의 부호

화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정보를, 재부호화 스트림내에 기술한다.

본 발명의 복호화 장치는 부호화 스트림으로부터, 부호화 스트림중에 중첩되어 있는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

트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데이터 세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부호화 스트림으로부터,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

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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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복호화 장치는 부호화 스트림으로부터, 부호화 스트림중에 re_coding_stream_info()로서 기술되어 있는 플래

그 또는/및 인디케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플래그 또는/및 인디케이터에 기초하여, 부호화 스트림으로부터,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실시예]

이하에, 본 발명을 적용한 트랜스코더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그 전에, 동화상 신호의 압축 부호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본 명세서에 있어서 시스템의 용어는, 복수의 장치, 수단 등에 의해 구성되는 전체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회의 시트템, 텔레비전 전화 시스템 등과 같이, 동화상 신호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전송로를 효율 좋게 이용하기 위해서, 영상 신호의 라인 상관이나 프레임간 상관을 이용하여, 화상 신호를 압축 부호화 하

도록 이루어져 있다.

라인 상관을 이용하면, 화상 신호를, 예를 들면 DCT(이산 코사인 변환) 처리하는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간 상관을 이용하면, 화상 신호를 더 압축하여 부호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각(t1 내지 t3)에 있어서, 프레임 화상(PC1 내지 PC3)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경우, 프레임 화상(PC1 및 PC2)의

화상 신호의 차를 연산하고, PC(12)를 생성하며, 또한, 프레임 화상(PC2 및 PC3)의 차를 연산하여, PC(23)를 생성한다.

통상, 시간적으로 인접하는 프레임의 화상은, 그 만큼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차를 연산하면, 그 차분

신호는 작은 값으로 된다. 그래서, 상기 차분 신호를 부호화하면, 부호량을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차분 신호만을 전송하였다면, 원래의 화상을 복원할 수 없다. 그래서, 각 프레임의 화상을, I 픽처, P 픽처 또는 B

픽처의 3종류의 픽처 타입의 어느 하나로 하여, 화상 신호를 압축 부호화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레임(F1 내지 F17)까지의 17 프레임의 화상 신호를 그룹 오브 픽처(GOP)로

하여, 처리의 1단위로 한다. 그리고, 그 선두의 프레임(F1)의 화상 신호는 I 픽처로서 부호화하고, 제 2 번째의 프레임(F2)

은 B 픽처로서, 또한 제 3 번째의 프레임(F3)은 P 픽처로서, 각각 처리한다. 이하, 제 4 번째 이후의 프레임(F4 내지 F17)

은, B 픽처 또는 P 픽처로서 교대로 처리한다.

I 픽처의 화상 신호로서는, 그 1 프레임분의 화상 신호를 그대로 전송한다. 이것에 대하여, P 픽처의 화상 신호로서는, 기본

적으로는,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그것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I 픽처 또는 P 픽처의 화상 신호로부터의 차분을 전

송한다. 더욱이 B 픽처의 화상 신호로서는, 기본적으로는,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프레임 또는

후행하는 프레임의 양쪽의 평균치로부터의 차분을 구하여, 그 차분을 부호화한다.

도 4는 상기와 같이 하여, 동화상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의 원리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면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최초

의 프레임(F1)은, I 픽처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송 데이터(F1X)로서 전송로에 전송된다(화상내 부호화). 이것에

대하여, 제 2 프레임(F2)은, B 픽처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프레임(F1)과,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프레

임(F3)의 평균치와의 차분이 연산되어, 그 차분이 전송 데이터(F2X)로서 전송된다.

단, 상기 B 픽처로서의 처리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4종류 존재한다. 그 제 1 처리는, 원래의 프레임(F2)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 데이터(F2X)로서 전송하는 것이며(SP1; 인트라 부호화), I 픽처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은 처리로 된다. 제 2

처리는, 시간적으로 뒤의 프레임(F3)으로부터의 차분을 연산하고, 그 차분(SP2)을 전송하는 것이다(후방 예측 부호화). 제

3 처리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프레임(F1)과의 차분(SP3)을 전송하는 것이다(전방 예측 부호화). 또한 제 4 처리는, 시간

적으로 선행하는 프레임(F1)과 후행하는 프레임(F3)의 평균치와의 차분(SP4)을 생성하고, 이것을 전송 데이터(F2X)로서

전송하는 것이다(양방향 예측 부호화).

실제로는, 상술한 4개의 방법중의 전송 데이터가 가장 적어지는 방법이 채용된다.

또, 차분 데이터를 전송할 때, 차분을 연산하는 대상으로 되는 프레임의 화상(참조 화상)과의 사이의 움직임(=이동) 벡터

x1(프레임(F1과 F2)의 사이의 움직임 벡터; 전방 예측의 경우), 또는 x2(프레임(F3과 F2) 사이의 움직임 벡터; 후방 예측

의 경우), 또는 x1과 x2의 양쪽(양방향 예측의 경우)이, 차분 데이터와 동시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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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 픽처의 프레임(F3)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프레임(F1)을 참조 화상으로서, 상기 프레임과의 차분신호(SP3)와, 움

직임 벡터(x3)가 연산되며, 이것이 전송 데이터(F3X)로서 전송된다(전방 예측 부호화). 또는, 원래의 프레임(F3)의 데이터

가, 그대로 데이터(F3X)로서 전송된다(SP1; 인트라 부호화). 이들의 방법중, B 픽처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이, 전송 데이터

가 보다 적어지는 방법이 선택된다.

도 5는 상술한 원리에 기초하여, 동화상 신호를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이것을 복호하는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부호화 장치(1)는, 입력된 영상 신호를 부호화하여, 전송로로서의 기록 매체(3)에 전송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복호

장치(2)는 기록 매체(3)에 기록된 신호를 재생하고, 이것을 복호하여 출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부호화 장치(1)에 있어서는, 입력된 영상 신호가 전처리 회로(11)에 입력되고, 휘도 신호와 색 신호(본 실시예의 경우, 색

차 신호)가 분리되며, 각각의 A/D 변환기(12, 13)에서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A/D 변환기(12, 13)

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영상 신호는, 프레임 메모리(14)에 공급되어, 기억된다. 프레임 메모리(14)는 휘도 신호를

휘도 신호 프레임 메모리(15)에, 또한, 색차 신호를 색차 신호 프레임 메모리(16)에, 각각 기억시킨다.

포맷 변환 회로(17)는 프레임 메모리(14)에 기억된 프레임 포맷의 신호를, 블록 포맷의 신호로 변환한다. 즉, 도 6에 도시

하는 바와 같이, 프레임 메모리(14)에 기억된 영상 신호는, 1 라인당 H 도트의 라인이 V 라인 모여진, 도 6a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은 프레임 포맷의 데이터로 되어 있다. 포맷 변환 회로(17)는, 상기 1 프레임의 신호를, 도 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6 라인을 단위로서 M 개의 슬라이스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슬라이스는 M 개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된다. 매크로 블록

은, 도 6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6×16개의 화소(도트)에 대응하는 휘도 신호에 의해 구성되고, 상기 휘도 신호는 또한

8×8 도트를 단위로 하는 블록(Y[1] 내지 Y[4])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상기 16×16 도트의 휘도 신호에는, 8×8 도트의

Cb 신호와, 8×8 도트의 Cr 신호가 대응된다.

상기와 같이, 블록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포맷 변환 회로(17)로부터 인코더(18)에 공급되고, 여기서 인코드(부호화)

가 행해진다. 그 상세에 대해서는, 도 7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인코더(18)에 의해 인코드된 신호는, 비트 스트림으로서 전송로에 출력된다. 예를 들면 기록회로(19)에 공급되어, 디지털

신호로서 기록 매체(3)에 기록된다.

복호장치(2)의 재생회로(30)에 의해 기록 매체(3)로부터 재생된 데이터는, 디코더(31)에 공급되어, 디코드된다. 디코더

(31)의 상세에 관해서는, 도 12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디코더(31)에 의해 디코드된 데이터는, 포맷 변환 회로(32)에 입력되어, 블록 포맷으로부터 프레임 포맷으로 변환된다. 그

리고, 프레임 포맷의 휘도 신호는, 프레임 메모리(33)의 휘도 신호 프레임 메모리(34)에 공급되어 기억되고, 색차 신호는

색차 신호 프레임 메모리(35)에 공급되어 기억된다. 휘도 신호 프레임 메모리(34)와 색차 신호 프레임 메모리(35)로부터

판독된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는, 각각 D/A 변환기(36, 37)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에 변환되어, 후처리 회로(38)에 공급된

다. 후처리 회로(38)는,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를 합성하여 출력한다.

다음에 도 7을 참조하여, 인코더(18)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호화되는 화상 데이터는, 매크로 블록 단위로 움직임 벡

터 검출 회로(50)에 입력된다.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퀀스에 따라서, 각 프레임의 화

상 데이터를, I 픽처, P 픽처, 또는 B 픽처로서 처리한다.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각 프레임의 화상을, I, P, 또는 B의 어느 쪽

의 픽처로서 처리할지는, 미리 정해져 있다(예를 들면, 도 2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임(F1 내지 F17)에 의해 구성

되는 그룹 오브 픽처가 I, B, P, B, P, ···B, P로서 처리된다).

I 픽처로서 처리되는 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F1))의 화상 데이터는,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로부터 프레임 메모리

(51)의 전방 원화상부(51a)에 전송, 기억되고, B 픽처로서 처리되는 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F2))의 화상 데이터는, 원화

상부(51b)에 전송, 기억되며, P 픽처로서 처리되는 프레임(예를 들면, 프레임(F3))의 화상 데이터는, 후방 원화상부(51c)

에 전송, 기억된다.

또한, 다음의 타이밍에 있어서, 더욱이 B 픽처(프레임(F4)) 또는 P 픽처(프레임(F5))로서 처리해야 할 프레임의 화상이 입

력되었을 때, 그때까지 후방 원화상부(51c)에 기억되어 있던 최초의 P 픽처(프레임(F3))의 화상 데이터가, 전방 원화상부

(51a)에 전송되고, 다음의 B 픽처(프레임(F4)의 화상 데이터가, 참조 원화상부(51b)에 기억(오버라이트)되며, 다음의 P 픽

처(프레임(F5)의 화상 데이터가, 후방 원화상부(51c)에 기억(오버라이트)된다. 이러한 동작이 순차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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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메모리(51)에 기억된 각 픽처의 신호는, 거기에서 판독되고,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있어서, 프레임 예측 모드

처리, 또는 필드 예측 모드 처리가 행해진다.

그리고 또한, 예측 판정 회로(54)의 제어하에, 연산기(53)에 있어서, 화상내 예측, 전방 예측, 후방 예측, 또는 양방향 예측

의 연산이 행해진다. 이들의 처리중, 어느 쪽의 처리를 할지는, 예측 오차 신호(처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참조화상과, 이

것에 대한 예측 화상과의 차분)에 대응하여 결정된다. 이 때문에,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상기 판정에 사용되는 예측

오차 신호의 절대치합(제곱합이라도 좋다)을 생성한다.

여기서,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있어서의 프레임 예측 모드와 필드 예측 모드에 대하여 설명한다.

프레임 예측 모드가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는,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로부터 공급되는 4개

의 휘도 블록(Y[1] 내지 Y[4])을, 그대로 후단의 연산기(53)에 출력한다. 즉, 상기 경우에 있어서는, 도 8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각 휘도 블록에 홀수 필드의 라인의 데이터와, 짝수 필드의 라인의 데이터가 혼재된 상태로 되어 있다. 상기 프레

임 예측 모드에 있어서는, 4개의 휘도 블록(매크로 블록)을 단위로서 예측이 행해지고, 4개의 휘도 블록에 대하여 1개의

움직임 벡터가 대응된다.

이것에 대하여,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는, 필드 예측 모드에 있어서는, 도 8에 도시하는 구성으로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

(50)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4개의 휘도 블록중, 휘도 블록(Y[1]과 Y[2])을, 예를 들면 홀수

필드의 라인의 도트만으로 구성시키고, 다른 2개의 휘도 블록(Y[3]과 Y[4])을, 짝수 필드의 라인의 도트만으로 구성시켜,

연산기(53)에 출력한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2개의 휘도 블록(Y[1]과 Y[2])에 대하여, 1개의 움직임 벡터가 대응되

며, 다른 2개의 휘도 블록(Y[3]과 Y[4])에 대하여, 다른 1개의 움직임 벡터가 대응된다.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프레임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 및 필드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

차의 절대치합을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출력한다.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는 프레임 예측 모드와 필드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을 비교하여, 그 값이 작은 예측 모드에 대응하는 처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연산기(53)에

출력한다.

단, 이러한 처리는 실제로는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에서 행해진다. 즉,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결정된 모드에 대

응하는 구성의 신호를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출력하고,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는, 그 신호를, 그대로 후단의 연산기

(53)에 출력한다.

또, 색차 신호는 프레임 예측 모드의 경우,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홀수 필드의 라인의 데이터와 짝수 필드의 라인의

데이터가 혼재하는 상태로, 연산기(53)에 공급된다. 또한, 필드 예측 모드의 경우,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 색차 블

록(Cb, Cr)의 상반분(4 라인)이, 휘도 블록(Y[1], Y[2])에 대응하는 홀수 필드의 색차 신호로 되며, 하반분(4 라인)이, 휘

도 블록(Y[3], Y[4])에 대응하는 짝수 필드의 색차 신호로 된다.

또한,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이하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예측 판정 회로(54)에 있어서, 화상내 예측, 전방 예

측, 후방 예측, 또는 양방향 예측의 어느 쪽의 예측을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을 생성한다.

즉, 화상내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으로서, 참조 화상의 매크로 블록의 신호(Aij)의 총합(ΣAij)의 절대치(｜ΣAij｜)

와, 매크로 블록의 신호(Aij)의 절대치(｜Aij｜)의 총합(Σ｜Aij｜)의 차를 구한다. 또한, 전방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

으로서, 참조 화상의 매크로 블록의 신호(Aij)와, 예측 화상의 매크로 블록의 신호(Bij)의 차(Aij-Bij)의 절대치(｜Aij-Bij

｜)의 총합(Σ｜Aij-Bij｜)을 구한다. 또한, 후방 예측과 양방향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도, 전방 예측에 있어서의 경

우와 같이(그 예측 화상을 전방 예측에 있어서의 경우와 다른 예측 화상으로 변경하여) 구한다.

이들의 절대치합은, 예측 판정 회로(54)에 공급된다. 예측 판정 회로(54)는, 전방 예측, 후방 예측 및 양방향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중의 가장 작은 것을, 인터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으로서 선택한다. 또한, 상기 인터 예측의 예측 오

차의 절대치합과, 화상내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을 비교하여, 그 작은 쪽을 선택하여, 선택한 절대치합에 대응하는

모드를 예측 모드로서 선택한다. 즉, 화상내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쪽이 작으면, 화상내 예측 모드가 설정된다. 인터

예측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쪽이 작으면, 전방 예측, 후방 예측 또는 양방향 예측 모드중의 대응하는 절대치합이 가장 작

은 모드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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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참조 화상의 매크로 블록의 신호를, 프레임 또는 필드 예측 모드중,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의해 선택된 모드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를 통하여 연산기(53)에 공급함과 동시

에, 4개의 예측 모드중의 예측 판정 회로(54)에 의해 선택된 예측 모드에 대응하는 예측 화상과 참조 화상 사이의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와 이동 보상 회로(64)에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움직임 벡터에서

는, 대응하는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이 최소로 되는 것이 선택된다.

예측 판정 회로(54)는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가 전방 원화상부(51a)로부터 I 픽처의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고 있을 때,

예측 모드로서, 프레임 또는 필드(화상)내 예측 모드(이동 보상을 행하지 않는 모드)를 설정하여, 연산기(53)의 스위치

(53d)를 접점(a)측으로 바꾼다. 이로써, I 픽처의 화상 데이터가 DCT 모드 전환 회로(55)에 입력된다.

DCT 모드 전환 회로(55)는 도 10 또는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4개의 휘도 블록의 데이터를, 홀수 필드의 라인과 짝

수 필드의 라인이 혼재하는 상태(프레임 DCT 모드), 또는, 분리된 상태(필드 DCT 모드)의 어느 한 상태로 하고, DCT 회

로(56)에 출력한다.

즉, DCT 모드 전환 회로(55)는,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데이터를 혼재하여 DCT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호화 효율과,

분리한 상태에 있어서 DCT 처리한 경우의 부호화 효율을 비교하여, 부호화 효율이 양호한 모드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입력된 신호를,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라인이 혼재하는 구성으로 하여, 상하에

인접하는 홀수 필드의 라인의 신호와 짝수 필드의 라인의 신호의 차를 연산하고, 또한 그 절대치의 합(또는 제곱합)을 구한

다.

또한, 입력된 신호를,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라인이 분리된 구성으로 하여, 상하에 인접하

는 홀수 필드의 라인끼리의 신호의 차와, 짝수 필드의 라인끼리의 신호의 차를 연산하여, 각각의 절대치의 합(또는 제곱합)

을 구한다.

또한, 양자(절대치합)를 비교하여, 작은 값에 대응하는 DCT 모드를 설정한다. 즉, 전자쪽이 작으면, 프레임 DCT 모드를

설정하고, 후자쪽이 작으면, 필드 DCT 모드를 설정한다.

그리고, 선택한 DCT 모드에 대응하는 구성의 데이터를 DCT 회로(56)에 출력함과 동시에, 선택한 DCT 모드를 나타내는

DCT 플래그를,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 및 이동 보상 회로(64)에 출력한다.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있어서의 예측 모드(도 8과 도 9)와, 상기 DCT 모드 전환 회로(55)에 있어서의 DCT 모드(도

10과 도 11)를 비교하여 분명한 바와 같이, 휘도 블록에 관해서는, 상자의 각 모드에 있어서의 데이터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있어서, 프레임 예측 모드(홀수 라인과 짝수 라인이 혼재하는 모드)가 선택된 경우, DCT 모드

전환 회로(55)에 있어서도, 프레임 DCT 모드(홀수 라인과 짝수 라인이 혼재하는 모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있어서, 필드 예측 모드(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데이터가 분리된 모드)가 선택된 경우, DCT 모드

전환 회로(55)에 있어서, 필드 DCT 모드(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데이터가 분리된 모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항상 상기와 같이 모드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고,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있어서는, 예측 오차의 절대치

합이 작아지도록 모드가 결정되며, DCT 모드 전환 회로(55)에 있어서는, 부호화 효율이 양호하게 되도록 모드가 결정된

다.

DCT 모드 전환 회로(55)로부터 출력된 I 픽처의 화상 데이터는, DCT 회로(56)에 입력되어 DCT 처리되어, DCT 계수로

변환된다. 상기 DCT 계수는 양자화 회로(57)에 입력되고, 송신 버퍼(59)의 데이터 축적량(버퍼 축적량)에 대응한 양자화

스케일로 양자화 된 후,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에 입력된다.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는 양자화 회로(57)로부터 공급되는 양자화 스케일(스케일)에 대응하여, 양자화 회로(57)로부

터 공급되는 화상 데이터(현재의 경우, I 픽처의 데이터)를, 예를 들면 하프만 부호 등의 가변 길이 부호로 변환하고, 송신

버퍼(59)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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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에는 또, 양자화 회로(57)로부터 양자화 스케일(스케일), 예측 판정 회로(54)로부터 예측 모드

(화상내 예측, 전방 예측, 후방 예측, 또는 양방향 예측의 어떠한 것이 설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모드),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로부터 움직임 벡터,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로부터 예측 플래그(프레임 예측 모드 또는 필드 예측 모드의 어떠

한 것이 설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플래그), 및 DCT 모드 전환 회로(55)가 출력하는 DCT 플래그(프레임 DCT 모드 또는

필드 DCT 모드의 어떠한 것이 설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입력되어 있고, 이들도 가변 길이 부호화된다.

송신 버퍼(59)는 입력된 데이터를 일시 축적하여, 축적량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양자화 회로(57)에 출력한다. 송신 버퍼

(59)는 그 데이터 잔여량이 허용 상한치까지 증량하면, 양자화 제어 신호에 의해서 양자화 회로(57)의 양자화 스케일을 크

게 하는 것에 의해, 양자화 데이터의 데이터량을 저하시킨다. 또한, 이것과는 반대로, 데이터 잔여량이 허용 하한치까지 감

소하면, 송신 버퍼(59)는, 양자화 제어 신호에 의해서 양자화 회로(57)의 양자화 스케일을 작게 하는 것에 의해, 양자화 데

이터의 데이터량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하여, 송신 버퍼(59)의 오버플로 또는 언더플로가 방지된다.

그리고, 송신 버퍼(59)에 축적된 데이터는, 소정의 타이밍으로 판독되고, 전송로에 출력되며, 예를 들면 기록회로(19)를 통

하여 기록 매체(3)에 기록된다.

한편, 양자화 회로(57)로부터 출력된 I 픽처의 데이터는, 역양자화 회로(60)에 입력되고, 양자화 회로(57)로부터 공급되는

양자화 스케일에 대응하여 역양자화된다. 역양자화 회로(60)의 출력은, IDCT(역이산 코사인 변환) 회로(61)에 입력되며,

역이산 코사인 변환 처리된 후, 연산기(62)를 통하여 프레임 메모리(63)의 전방 예측 화상부(63a) 공급되어 기억된다.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각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예를 들면, I, B, P, B, P, B···의 픽처로서

각각 처리하는 경우, 최초에 입력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I 픽처로서 처리한 후, 다음에 입력된 프레임의 화상을 B 픽처

로서 처리하기 전에, 또한 그 다음에 입력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P 픽처로서 처리한다. B 픽처는 후방 예측을 따르기

때문에, 후방 예측 화상으로서의 P 픽처가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I 픽처의 처리의 다음에, 후방 원화상부(51c)에 기억되어 있는 P 픽처의 화상 데이터

의 처리를 개시한다. 그리고, 상술한 경우와 같이, 매크로 블록 단위에서의 프레임간 차분(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이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로부터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와 예측 판정 회로(54)에 공급된다.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와 예측 판

정 회로(54)는, 상기 P 픽처의 매크로 블록의 예측 오차의 절대치합에 대응하여, 프레임/필드 예측 모드, 또는 화상내 예측,

전방 예측, 후방 예측, 또는 양방향 예측의 예측 모드를 설정한다.

연산기(53)는 화상내 예측 모드가 설정되었을 때, 스위치(53d)를 상술한 바와 같이 접점(a)측으로 바꾼다. 따라서, 상기 데

이터는, I 픽처의 데이터와 같이 DCT 모드 전환 회로(55), DCT 회로(56), 양자화 회로(57),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 및

송신 버퍼(59)를 통하여 전송로에 전송된다. 또한, 상기 데이터는 역양자화 회로(60), IDCT 회로(61), 및 연산기(62)를 통

하여 프레임 메모리(63)의 후방 예측 화상부(63b)에 공급되어 기억된다.

또한, 전방 예측 모드가 설정된 경우, 스위치(53d)가 접점(b)로 전환됨과 동시에, 프레임 메모리(63)의 전방 예측 화상부

(63a)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현재의 경우, I 픽처의 화상) 데이터가 판독되고, 이동 보상 회로(64)에 의해, 움직임 벡터 검

출 회로(50)가 출력하는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여 이동 보상된다. 즉, 이동 보상 회로(64)는, 예측 판정 회로(54)로부터 전

방 예측 모드의 설정이 지령되었을 때, 전방 예측 화상부(63a)의 판독 어드레스를,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가, 현재, 출

력하고 있는 매크로 블록의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로부터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는 분만 물려 놓고 데이터를 판독하여, 예측

화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동 보상 회로(64)로부터 출력된 예측 화상 데이터는, 연산기(53a)에 공급된다. 연산기(53a)는,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

로부터 공급된 참조 화상의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로부터, 이동 보상 회로(64)로부터 공급된, 상기 매크로 블록에 대응하는

예측 화상 데이터를 감산하여, 그 차분(예측 오차)을 출력한다. 상기 차분 데이터는, DCT 모드 전환 회로(55), DCT 회로

(56), 양자화 회로(57),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 및 송신 버퍼(59)를 통하여 전송로에 전송된다. 또, 상기 차분 데이터

는, 역양자화 회로(60), 및 IDCT 회로(61)에 의해 국소적으로 복호되어, 연산기(62)에 입력된다.

상기 연산기(62)에는 또한, 연산기(53a)에 공급되어 있는 예측 화상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공급되어 있다. 연산기(62)

는 IDCT 회로(61)가 출력하는 차분 데이터에, 이동 보상 회로(64)가 출력하는 예측 화상 데이터를 가산한다. 이로써, 원래

의(복호한) P 픽처의 화상 데이터가 얻어진다. 상기 P 픽처의 화상 데이터는, 프레임 메모리(63)의 후방 예측 화상부(63b)

에 공급되어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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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상기와 같이, I 픽처와 P 픽처의 데이터가 전방 예측 화상부(63a)와 후방 예측 화상부(63b)에

각각 기억된 후, 다음에 B 픽처의 처리를 실행한다.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와 예측 판정 회로(54)는, 매크로 블록 단위에

서의 프레임간 차분의 절대치합의 크기에 대응하여, 프레임/필드 모드를 설정하고, 또한, 예측 모드를 화상내 예측 모드,

전방 예측 모드, 후방 예측 모드, 또는 양방향 예측 모드의 어느 하나에 설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화상내 예측 모드 또는 전방 예측 모드일 때, 스위치(53d)는 접점(a 또는 b)으로 바뀌어진다. 이 때, P

픽처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은 처리가 행해지고,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것에 대하여, 후방 예측 모드 또는 양방향 예측 모드가 설정되었을 때, 스위치(53d)는, 접점(c 또는 d)으로 각각 바뀌어

진다.

스위치(53d)가 접점(c)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후방 예측 모드일 때, 후방 예측 화상부(63b)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현재의

경우, P 픽처의 화상) 데이터가 판독되고, 이동 보상 회로(64)에 의해,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가 출력하는 움직임 벡터

에 대응하여 이동 보상된다. 즉, 이동 보상 회로(64)는, 예측 판정 회로(54)로부터 후방 예측 모드의 설정이 지령되었을 때,

후방 예측 화상부(63b)의 판독 어드레스를,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가, 현재, 출력되고 있는 매크로 블록의 위치에 대응

하는 위치로부터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는 분만 물려놓고 데이터를 판독하여, 예측 화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동 보상 회로(64)로부터 출력된 예측 화상 데이터는, 연산기(53b)에 공급된다. 연산기(53b)는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

로부터 공급된 참조 화상의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로부터, 이동 보상 회로(64)로부터 공급된 예측 화상 데이터를 감산하여,

그 차분을 출력한다. 상기 차분 데이터는 DCT 모드 전환 회로(55), DCT 회로(56), 양자화 회로(57), 가변 길이 부호화 회

로(58), 및 송신 버퍼(59)를 통하여 전송로에 전송된다.

스위치(53d)가 접점(d)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양방향 예측 모드일 때, 전방 예측 화상부(63a)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현재의

경우, I 픽처의 화상) 데이터와, 후방 예측 화상부(63b)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현재의 경우, P 픽처의 화상) 데이터가 판독

되고, 이동 보상 회로(64)에 의해,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가 출력하는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여 이동 보상된다.

즉, 이동 보상 회로(64)는 예측 판정 회로(54)로부터 양방향 예측 모드의 설정이 지령되었을 때, 전방 예측 화상부(63a)와

후방 예측 화상부(63b)의 판독 어드레스를,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가 지금 출력하고 있는 매크로 블록의 위치에 대응

하는 위치로부터 움직임 벡터(상기의 경우의 움직임 벡터는, 전방 예측 화상용과 후방 예측 화상용의 2개로 된다)에 대응

하는 분만 물려놓고 데이터를 판독하여, 예측 화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동 보상 회로(64)로부터 출력된 예측 화상 데이터는, 연산기(53c)에 공급된다. 연산기(53c)는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

(50)로부터 공급된 참조 화상의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로부터, 이동 보상 회로(64)로부터 공급된 예측 화상 데이터의 평균

치를 생산하여, 염색하여 차분을 출력한다. 상기 차분 데이터는 DCT 모드 전환 회로(55), DCT 회로(56), 양자화 회로(57)

,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 및 송신 버퍼(59)를 통하여 전송로에 전송된다.

B 픽처의 화상은, 다른 화상의 예측 화상으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프레임 메모리(63)에는 기억되지 않는다.

또, 프레임 메모리(63)에 있어서, 전방 예측 화상부(63a)와 후방 예측 화상부(63b)는, 필요에 따라서 뱅크 전환이 행해지

고, 소정의 참조 화상에 대하여, 한쪽 또는 다른 쪽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전방 예측 화상 또는 후방 예측 화상으로서 바꿔

출력할 수 있다.

상술한 설명에 있어서는, 휘도 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하였지만, 색차 블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도 8 내지 도 11

에 도시하는 매크로 블록을 단위로서 처리되어 전송된다. 또, 색차 블록을 처리하는 경우의 움직임 벡터는, 대응하는 휘도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에, 각각 1/2로 한 것이 사용된다.

도 12는 도 5의 디코더(31)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전송로(기록 매체(3))를 통하여 전송된 부호화된 화상 데이터

는, 도시하지 않는 수신회로에서 수신되거나, 재생장치에서 재생되며, 수신 버퍼(81)에 일시 기억된 후, 복호회로(90)의 가

변 길이 복호 회로(82)에 공급된다. 가변 길이 복호 회로(82)는 수신 버퍼(81)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가변 길이 복호하고,

움직임 벡터, 예측 모드, 예측 플래그, 및 DCT 플래그를 이동 보상 회로(87)에 출력하여, 양자화 스케일을 역양자화 회로

(83)에 출력함과 동시에, 복호된 화상 데이터를 역양자화 회로(83)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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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양자화 회로(83)는 가변 길이 복호 회로(82)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를, 동일하게 가변 길이 복호 회로(82)로부터 공

급된 양자화 스케일에 따라서 역양자화하여, IDCT 회로(84)에 출력한다. 역양자화 회로(83)로부터 출력된 데이터(DCT

계수)는, IDCT 회로(84)에 의해, 역이산 코사인 변환 처리가 실시되고, 연산기(85)에 공급된다.

IDCT 회로(84)로부터 연산기(85)에 공급된 화상 데이터가, I 픽처의 데이터인 경우, 그 데이터는 연산기(85)로부터 출력

되어, 연산기(85)에 뒤에 입력되는 화상 데이터(P 또는 B 픽처의 데이터)의 예측 화상 데이터 생성을 위해, 프레임 메모리

(86)의 전방 예측 화상부(86a)에 공급되어 기억된다. 또한, 상기 데이터는 포맷 변환 회로(32; 도 5)에 출력된다.

IDCT 회로(84)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가, 그 1 프레임앞의 화상 데이터를 예측 화상 데이터로 하는 P 픽처의 데이터이

고, 전방 예측 모드의 데이터인 경우, 프레임 메모리(86)의 전방 예측 화상부(86a)에 기억되어 있는, 1 프레임앞의 화상 데

이터(I 픽처의 데이터)가 판독되며, 이동 보상 회로(87)에서 가변 길이 복호 회로(82)로부터 출력된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

는 이동 보상이 실시된다. 그리고, 연산기(85)에 있어서, IDCT 회로(84)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차분의 데이터)와 가산

되어, 출력된다. 상기 가산된 데이터, 즉, 복호된 P 픽처의 데이터는, 연산기(85)에 나중에 입력되는 화상 데이터(B 픽처 또

는 P 픽처의 데이터)의 예측 화상 데이터 생성을 위해, 프레임 메모리(86)의 후방 예측 화상부(86b)에 공급되어 기억된다.

P 픽처의 데이터이더라도, 화상내 예측 모드의 데이터는, I 픽처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연산기(85)에 있어서 처리는 행해

지지 않고, 그대로 후방 예측 화상부(86b)에 기억된다.

상기 P 픽처는 다음의 B 픽처의 다음에 표시되어야 할 화상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아직 포맷 변환 회로(32)로 출력되

지 않는다(상술한 바와 같이, B 픽처의 뒤에 입력된 P 픽처가, B 픽처보다 먼저 처리되어, 전송되고 있다).

IDCT 회로(84)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가, B 픽처의 데이터인 경우, 가변 길이 복호 회로(82)로부터 공급된 예측 모드

에 대응하여, 프레임 메모리(86)의 전방 예측 화상부(86a)에 기억되어 있는 I 픽처의 화상 데이터(전방 예측 모드의 경우),

후방 예측 화상부(86b)에 기억되어 있는 P 픽처의 화상 데이터(후방 예측 모드의 경우), 또는, 그 양쪽의 화상 데이터(양방

향 예측 모드의 경우)가 판독되고, 이동 보상 회로(87)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 회로(82)로부터 출력된 움직임 벡터에 대

응하는 이동 보상이 실시되며, 예측 화상이 생성된다. 단, 이동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화상내 예측 모드의 경우),

예측 화상은 생성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하여, 이동 보상 회로(87)에서 이동 보상이 실시된 데이터는, 연산기(85)에 있어서, IDCT 회로(84)의 출력과

가산된다. 상기 가산 출력은 포맷 변환 회로(32)에 출력된다.

단, 상기 가산출력은 B 픽처의 데이터이고, 다른 화상의 예측 화상 생성을 위해서 이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프레임 메모

리(86)에는 기억되지 않는다.

B 픽처의 화상이 출력된 후, 후방 예측 화상부(86b)에 기억되어 있는 P 픽처의 화상 데이터가 판독되고, 이동 보상 회로

(87)를 통하여 연산기(85)에 공급된다. 단, 이 때, 이동 보상은 행해지지 않는다.

또, 상기 디코더(31)에는, 도 5의 인코더(18)에 있어서의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와 DCT 모드 전환 회로(55)에 대응하는

회로가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회로에 대응하는 처리, 즉,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라인의 신호가 분리된 구성을

원래의 구성에 필요에 따라서 되돌리는 처리는, 이동 보상 회로(87)에 의해 실행된다.

또한, 상술한 설명에 있어서는, 휘도 신호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색차 신호의 처리도 마찬가지로 행해진다. 단,

상기 경우의 움직임 벡터는, 휘도 신호용의 움직임 벡터를,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에 1/2로 한 것이 사용된다.

도 13은 부호화된 화상의 품질을 도시하고 있다. 화상의 품질(SNR: Signal to Noise Ratio)은, 픽처 타입에 대응하여 제어

되고, I 픽처, 및 P 픽처는 고품질로 되며, B 픽처는, I, P 픽처와 비교하여 뒤떨어지는 품질로 되어 전송된다. 이것은, 인간

의 시각 특성을 이용한 수법이고, 모든 화상 품질을 평균화하는 것보다도, 품질을 진동시키는 편이 시각상의 화질이 좋아

지기 때문이다. 상기 픽처 타입에 대응한 화질의 제어는, 도 7의 양자화 회로(57)에 의해 실행된다.

도 14 및 도 15는 본 발명을 적용한 트랜스코더(101)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15는, 도 14의 더욱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트랜스코더(101)는 복호 장치(102)에 입력된 부호화 비디오 비트 스트림(encoded video bit stream)의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를, 오퍼레이터가 원하는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로 변환한다. 상기 트랜스코더(101)의 기능을 설명

하기 위해서, 도 15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트랜스코더(101)의 전단에, 상기 트랜스코더(101)와 거의 같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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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3개의 트랜스코더가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결국, 비트 스트림의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를 여러 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제 1 트랜스코더, 제 2 트랜스코더, 및 제 3 트랜스코더가 순차로 직렬로 접속되고, 그 제 3 트랜스코더

의 뒤에, 상기 도 15에 도시한 제 4 트랜스코더가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상기 제 1 트랜스코더에 있어서 행해진 부호화 처리를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라고 정의

하고, 제 1 트랜스코더의 뒤에 접속된 제 2 트랜스코더에 있어서 행해진 부호화 처리를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라고 정의

하며, 제 2 트랜스코더의 뒤에 접속된 제 3 트랜스코더에 있어서 행해진 부호화 처리를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라고 정의

하고, 제 3 트랜스코더의 뒤에 접속된 제 4 트랜스코더(도 15에 도시된 트랜스코더(101)에 있어서 행해지는 부호화 처리

를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 또는 현재의 부호화 처리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또한,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제 1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라고 부르며,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

어서 생성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

화 파라미터를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또는 현재의 부호화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로 한다.

우선, 상기 도 15에 도시된 트랜스코더(101)에 공급되는 부호화 비디오 스트림(ST; 3rd)에 대하여 설명한다. ST(3rd)는

상기 트랜스코더(101)의 전단에 설치되어 있는 제 3 트랜스코더에 있어서의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비디오 스트림(ST;

3rd)에는, 제 3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상기 부호화 비디오 스트림(ST; 3rd)의 시

퀀스층, GOP층, 픽처층, 슬라이스층, 및 매크로 블록층에, sequence_header() 함수, sequence_extension() 함수,

group_of_pictures_header() 함수, picture_header() 함수,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 picture_data() 함수,

slice() 함수, 및 macroblock() 함수로서 기술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제 3 부호화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제 3 부호화 스트

림에, 제 3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제 3 부호화 파라미터를 기술하는 것은 MPEG2 규격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서, 조금도 신규성은 없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101)에 있어서의 독특한 점은, 상기 제 3 부호화 스트림(ST; 3rd)중에, 제 3 부호화 파라미터를 기

술할 뿐만 아니라,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도 기

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디오 스트림(ST: 3rd)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영역에, 히스토리 스트림 history_stream()로서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

디오 스트림(ST: 3rd)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영역에 기술되어 있는 비트 스트림을, 「히스토리 정보」, 또는「이력 정

보」라고 부르고, 상기 비트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부호화 파라미터를「히스토리 파라미터」, 또는 「이력 파라미

터」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달리 부르는 방법으로서,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 3rd)에 기술되어 있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현

재의 부호화 파라미터」라고 부른 경우에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로부터 보아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

는, 과거에 행해진 부호화 처리이기 때문에,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 3rd)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영역에 기술되

어 있는 비트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라고도 부르고 있다.

상기와 같이, 상기 제 3 부호화 스트림(ST; 3rd)중에, 제 3 부호화 파라미터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

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기술하는 이유는, 트랜스 코딩 처리에 의해

서 부호화 스트림의 GOP 구조나 비트 레이트의 변경을 반복하였다고 해도, 화질 열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픽처를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P 픽처로서 부호화하고, 제 1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의 GOP 구

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그 픽처를 B 픽처로서 부호화하여, 제 2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의

GOP 구조를 더 변경하기 위해서,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재차 그 픽처를 P 픽처로서 부호화하는 것이 생각된

다. MPEG 규격에 기초하는 부호화 처리 및 복호 처리는 100% 가역의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호화 및 복호 처리를 반복

할 때마다 화질이 열화되어 가는 것은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양자화 스케일, 움직임 벡터, 예측 모드 등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양자화 스케일, 움직임 벡터, 예측 모드 등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한다.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된 양자화 스케일, 움직임 벡터, 예측 모드 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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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파라미터보다도,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된 양자화 스케일, 움직임 벡터, 예측 모드 등의 부호

화 파라미터쪽이, 분명히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 상기 제 1 세대의 파라미터를 재이용함으로써, 부호화 및 복호 처리를 반

복하였다고 해도 화질 열화를 적게 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 15에 도시된 제 4 세대의 트랜스코더(101)의 처리를 예에 들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복호 장치(10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에 포함되어 있는 부호화 비디오를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

미터를 사용하여 복호하고, 복호된 베이스 밴드의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장치이다. 더욱이, 복호 장치

(10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영역에 비트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디코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도 1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복호 장치(102)는, 도 5의 복호장치(2)의 디코더(31; 도 12)와 기본적으

로 같은 구성으로 되고, 공급된 비트 스트림을 버퍼링하기 위한 수신 버퍼(81), 부호화 비트 스트림을 가변 길이 복호하기

위한 가변 길이 복호 회로(112), 가변 길이 복호된 데이터를 가변 길이 복호 회로(112)로부터 공급된 양자화 스케일에 따

라서 역양자화하는 역양자화 회로(83), 역양자화된 DCT 계수를 역이산 코사인 변환하는 IDCT 회로(84), 및 이동 보상 처

리를 행하기 위한 연산기(85), 프레임 메모리(86) 및 이동 보상 회로(87)를 구비하고 있다.

가변 길이 복호 회로(11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을 복호 처리하기 위해서, 상기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의 픽처층, 슬라이스층 및 매크로 블록층에 기술되어 있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예를 들면, 상기 가변 길이 복호 회로(112)에 있어서 추출되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는, 픽처 타입을 나타내는

picture_coding_type, 양자화 스케일 스텝 사이즈를 나타내는 quantiser_scale_code, 예측 모드를 나타내는

macroblock_type, 움직임 벡터를 나타내는 motion_vector, Frame 예측 모드가 Field 예측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frame/

field_motion_type, 및 Frame DCT 모드인지 Field DCT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dct_type 등이다. 상기 가변 길이 복호 회

로(112)에 있어서 추출된 quatntiser_scale_code는, 역양자화 회로(83)에 공급되고, picture_coding_type, quatntiser_

scale_code, macroblock_type, motion_vector, frame/field_motion_type, dct_type 등의 파라미터는, 이동 보상 회로

(87)에 공급된다.

가변 길이 복호 회로(11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을 복호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들의 부호화 파

라미터뿐만 아니라, 후단의 제 5 세대의 트랜스코더에 제 3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로서 전송되어야 할 부호화 파라미터를,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의 시퀀스층, GOP층, 픽처층, 슬라이스층, 및 매크로 블록층으로부터 추출한다.

물론, 제 3 세대의 복호 처리에 사용된 picture_coding_type, quatntiser_scale_code, macroblock_type, motion_

vector, frame/field_motion_type, dct_type 등의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는, 상기 제 3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에 포

함되어 있다. 히스토리 정보로서 어떠한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할지에 대해서는, 전송 용량 등에 따라서 오퍼레이터나 호

스트 컴퓨터측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가변 길이복호 회로(11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영역에 기술되어

있는 유저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유저 데이터를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에 공급한다.

상기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비트 스트림(ST; 3rd)의 픽처층에 기술되어 있던 유저 데이터로

부터, 히스토리 정보로서 기술되어 있는 제 1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직전의 세대보다

더 앞의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한 회로이다. 구체적으로는,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받아들인 유저

데이터의 신택스를 해석함으로써, 유저 데이터 내에 기술되어 있는 고유의 History_Data_Id를 검출하고, 이로써,

converted_history_stream()을 추출할 수 있다. 더욱이,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converted_history_stream()중

에 있는 소정 간격으로 삽입되어 있는 1 비트의 마커 비트(marker_bit)를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history_stream()을 얻

고, 그리고, 그 history_stream()의 신택스를 해석함으로써, history_stream()내에 기술되어 있는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

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다. 상기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의 자세한 동작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는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를 행

하는 부호화 장치(106)에 공급하기 위해서 복호 장치(102)에 있어서 디코드되어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에, 이들의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다중화하기 위한 회로이다. 구체적으로는,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는, 복호 장치(102)의 연산기(85)로부터 출력되어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 복호 장치(102)의 가변 길이

복호 장치(112)로부터 출력된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및,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로부터 출력된 제 1 세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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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파라미터와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수취하고, 상기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에, 이들의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다중화한다.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다중화되어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전송 케이블을 통하여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에 공급된다.

다음에, 이들의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의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의 다중화 방법에 관해

서, 도 17 및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7은 MPEG 규격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는, 16 픽셀×16 픽셀로 이루어지는 1

개의 매크로 블록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16 픽셀×16 픽셀의 매크로 블록은, 휘도 신호에 관해서는 4개의 8 픽셀×8 픽셀

로 이루어지는 서브 블록(Y[0], [1], [2] 및 Y[3])과, 색차 신호에 관해서는 4개의 8 픽셀×8 픽셀로 이루어지는 서브 블

록(Cr[0], r[1], b[0] 및 Cb[1])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18은 비디오 데이터가 있는 포맷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포맷은 ITU 권고-RDT 601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는 포맷으로

서, 방송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위 「D1 포맷」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D1 포맷은, 10 비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한 포맷으로서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비디오 데이터의 1 픽셀을 10 비트로 표현할 수 있도록으로 되어 있다.

MPEG 규격에 의해서 디코드되어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8 비트이기 때문에,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있어서는,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D1 포맷의 10 비트중 상위 8 비트(D9 내지 D2)를 사용하여, MPEG 규격에 기초하여 디코드되

어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복호된 8 비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D1 포맷에 기록

하면 , 하위 2 비트(D1과 D0)는, 공 비트(unallocated bits)로 된다.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서는 상기 공 영역

(unallocated area)를 이용하여, 히스토리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도 18에 기재된 데이터 블록은, 각 서브 블록(Y[0], Y[1], Y[2], Y[3], Cr[0], Cr[1], Cb[0], Cb[1])에 있어서의

1 픽셀을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블록이기 때문에, 1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상기 도 18에 도시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64개 전송된다. 하위 2 비트(D1과 DO)를 사용하면, 1 매크로 블록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합계로

1024(=16×64) 비트의 히스토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1세대분의 히스토리 정보는, 256 비트가 되도록 생성되

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4(=1024/256) 세대분의 히스토리 정보를 1 매크로 블록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중첩할 수 있

다. 도 18에 도시된 예에서는,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 제 2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 및, 제 3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가 중

첩되어 있다.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D1 포맷으로서 전송된 데이터의 상위 8 비트로부터,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를 추출

하고, 하위 2 비트로부터 히스토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회로이다. 도 15에 도시된 예로서는,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

(105)는, 전송 데이터로부터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 비디오 데이터를 부호화 장치(106)에 공급함과

동시에, 전송 데이터로부터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를 추출하여, 부호화 장치(106)와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에 각각 공급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로부터 공급되어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를, 오퍼레이터 또는 호

스트 컴퓨터로부터 지정된 GOP 구조 및 비트 레이트를 가지는 비트 스트림이 되도록 부호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 GOP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GOP에 포함되는 픽처의 수, I 픽처와 I 픽처 사이에 존재하는 P 픽처의 수, 및 I 픽처와

P 픽처(또는 I 픽처) 사이에 존재하는 B 픽처의 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 15에 도시된 예에서는, 공급된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에는,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부호화 장치(106)는, 재부호화 처리에 의한 화질 열화가 적어지도록, 이들의 히스토리 정보를

선택적으로 재이용하여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를 행한다.

도 19는 상기 부호화 장치(106)에 설치되어 있는 부호화 장치(106)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부

호화 장치(106)는 기본적으로는, 도 7에 도시된 인코더(18)와 동일하게 구성되고,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 프레임/필

드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 연산기(53), DCT 모드 전환 회로(55), DCT 회로(56),양자화 회로(57), 가변 길이 부호화 회

로(58), 전송 버퍼(59), 역양자화 회로(60),역DCT 회로(61), 연산기(62), 프레임 메모리(63), 및 이동 보상 회로(64)를 구

비하고 있다. 이들의, 각 회로의 기능은, 도 7에 있어서 설명한 인코더(18)에 있어서의 경우의 기능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에, 상기 부호화 장치(106)와, 도 7에 있어서 설명한 인코더(18)와의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상기 부호화 장치(106)는 상술한 각 회로의 동작 및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70)를 가지고 있다. 상기 컨트롤러

(70)는 오퍼레이터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GOP 구조에 관한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이며, 그 GOP 구조에 대응하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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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처의 픽처 타입를 결정한다. 또한, 상기 컨트롤러(70)는 오퍼레이터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타깃 비트 레이트의 정보

를 수취하고, 상기 부호화 장치(106)로부터 출력되는 비트 레이트가 지정된 타깃 비트 레이트가 되도록, 양자화 회로(57)

를 제어한다.

더욱이, 상기 컨트롤러(70)는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로부터 출력된 복수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를 수취하고, 이들의

히스토리 정보를 재이용하여 참조 픽처의 부호화 처리를 행한다.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상기 컨트롤러(70)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지정된 GOP 구조로부터 결정된 참조 픽처의 픽처 타입과, 히스토리 정보

에 포함되는 픽처 타입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지정된 픽처 타입과 같은 픽처 타입으로 상기 참조 픽처가

과거에 있어서 부호화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도 15에 도시된 예를 들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상기 컨트롤러(70)는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로서 상기 참조 픽처

에 어사인 된 픽처 타입이,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상기 참조 픽처의 픽처 타입,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상기 참조 픽처의 픽처 타입, 또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상기 참조 픽처의 픽처 타입의 어느 하나

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로서 상기 참조 픽처에 지정된 픽처 타입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어떤 픽처 타입

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기 컨트롤러(70)는 「통상 부호화 처리」를 행한다. 결국, 상기의 경우에는, 제 1 세대, 제 2 세

대 또는 제 3 세대의 어떠한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도,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로서 어사인 된 픽처 타입이며, 상기

참조 픽처가 부호화 처리된 경우가 없게 된다. 한편, 만약,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로서 상기 참조 픽처에 지정된 픽처 타

입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어느 하나의 픽처 타입와 일치한다면, 상기 컨트롤러(70)는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

화 처리」를 행한다. 결국, 상기의 경우에는, 제 1 세대, 제 2 세대 또는 제 3 세대의 어느 하나의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

어서,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로서 어사인된 픽처 타입이며, 상기 참조 픽처가 부호화 처리된 경우가 있게 된다.

우선, 최초에 컨트롤러(70)의 통상부호화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프레임 예측 모드 또는 필드 예측 모드의 어느 쪽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레임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와 필드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를 각각 검출하고, 그 예측 오차의 값을 컨

트롤러(70)에 공급한다. 컨트롤러(70)는 그 예측 오차의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오차의 값이 작은 쪽의 예측 모드를 선택

한다.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는 컨트롤러(70)에 의해서 선택된 예측 모드에 대응하도록 신호 처리를 행하고 그것을 연산

기(53)에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는, 프레임 예측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는,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휘도

신호에 대해서는, 입력된 상태대로 연산기(53)에 출력하도록 신호처리를 행하고, 색차 신호에 대해서는, 홀수 필드 라인과

짝수 필드 라인이 혼재하도록 신호처리하는 한편, 필드 예측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는,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휘도 신호에 관해서는, 휘도 블록(Y[1]과 Y[2])을 홀수 필드 라인으로 구성하고, 휘도 블록(Y[3]과 Y[4])을 짝수 필드

라인으로 구성하도록 신호처리하며, 색차 신호에 관해서는, 상부 4 라인을 홀수 필드 라인으로 구성하여, 하부 4 라인을 짝

수 필드 라인으로 구성하도록 신호처리한다.

더욱이,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화상내 예측 모드, 전방 예측 모드, 후방 예측 모드, 또는 양방향 예측 모드중 어느 쪽

의 예측 모드를 선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를 생성하고, 각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를 컨트롤러(70)에 각각 공급한다. 컨트롤러(70)는 전방 예측, 후방 예측 및 양방향 예측의 예측 오차중의 가장

작은 것을, 인터 예측의 예측 오차로서 선택한다. 더욱이, 상기 인터 예측의 예측 오차와, 화상내 예측의 예측 오차를 비교

하여, 작은 쪽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한 예측 오차에 대응하는 모드를 예측 모드로서 선택한다. 즉, 화상내 예측의 예측 오

차쪽이 작으면, 화상내 예측 모드가 설정된다. 인터 예측의 예측 오차쪽이 작으면 전방 예측, 후방 예측 또는 양방향 예측

모드중의 대응하는 예측 오차가 가장 작은 모드가 설정된다. 컨트롤러(70)는 선택한 예측 모드에 대응하도록, 연산기(53)

및 이동 보상 회로(64)를 제어한다.

DCT 모드 전환 회로(55)는 프레임 DCT 모드 또는 필드 DCT 모드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4개의 휘도 블록의 데

이터를, 홀수 필드 라인과 짝수 필드 라인이 혼재하는 신호 형태(프레임 DCT 모드)로 변환함과 동시에, 홀수 필드 라인과

짝수 필드 라인이 분리된 신호 형태(필드 DCT 모드)로 변환하여, 각각의 신호를 DCT 회로(56)에 공급한다. DCT 회로

(56)는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를 혼재하여 DCT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호화 효율과,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를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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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어서 DCT 처리한 경우의 부호화 효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컨트롤러(70)에 공급한다. 컨트롤러(70)는 DCT 회

로(56)로부터 공급된 각각의 부호화 효율을 비교하여, 부호화 효율이 좋은 쪽의 DCT 모드를 선택하며, 그 선택한 DCT 모

드로 되도록 DCT 모드 전환 회로(55)를 제어한다.

컨트롤러(70)는 오퍼레이터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공급된 목표 비트 레이트를 나타내는 타깃 비트 레이트와, 송신 버

퍼(59)에 버퍼링되어 있는 비트량을 나타내는 신호, 결국, 버퍼 잔여량을 나타내는 신호를 수취하고, 상기 타깃 비트 레이

트와 버퍼 잔여량에 기초하여, 양자화 회로(57)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컨트롤하기 위한 feedback_q_scale_code를 생

성한다. 상기 feedback_q_scale_code는, 상기 송신 버퍼(59)가 오버플로 또는 언더플로하지 않도록, 상기 송신 버퍼(59)

의 버퍼 잔여량에 따라서 생성되는 제어신호이며, 또한, 송신 버퍼(59)로부터 출력되는 비트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가, 타

깃 비트 레이트가 되도록 제어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송신 버퍼(59)에 버퍼링 되어 있는 비트량이 적어져 버린 경우에는, 다음에 부호화하는 픽처의

발생 비트량이 증가하도록,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고, 한편, 송신 버퍼(59)에 버퍼링되어 있는 비트량이 많아져 버

린 경우에는, 다음에 부호화하는 픽처의 발생 비트량이 적어지도록,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한다. 또, feedback_q_

scale_code와 양자화 스텝 사이즈는 비례하여, feedback_q_scale_code를 크게 하면, 양자화 스텝 사이즈는 커지고,

feedback_q_scale_code를 작게 하면, 양자화 스텝 사이즈는 작아진다.

다음에, 상기 트랜스코더(101)의 특징의 하나이기도 한, 파라미터 재이용부호화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처리를 보

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조 픽처는,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P 픽처로서 부호화되고, 제 2 세대의 부호

화 처리에 있어서 I 픽처로서 부호화 처리되며,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B 픽처로서 부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하

여, 이번의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상기 참조 픽처를 P 픽처로서 부호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상기의 경우에는, 제 4 세대의 픽처 타입로서 어사인 된 픽처 타입와 동일한 픽처 타입(I 픽처)이며, 상기 참조 픽처는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부호화되어 있으므로, 컨트롤러(70)는 공급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부호화 파라미터를 새롭

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제 1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부호화 처리를 행한다. 상기 제 4 부호화 처리에서 재

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는, 대표적인 파라미터로서는, 양자화 스케일 스텝 사이즈를 나타내는 quantiser_scale_code,

예측 방향 모드를 나타내는 macroblock_type, 움직임 벡터를 나타내는 motion_vector, Frame 예측 모드가 Field 예측

타입을 나타내는 frame/field_motion_type, 및 Frame DCT 모드가 Field DCT 타입을 나타내는 dct_type 등이다.

컨트롤러(70)는 히스토리 정보로서 전송된 모든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이용한 쪽이 바람직하다고

상정되는 상술한 바와 같은 부호화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재이용하고, 재이용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호

화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성한다.

다음에,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화 처리에 대하여, 상술한 통상 부호화 처리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상술한 통상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는, 참조 픽처의 움직임 벡터의 검출을 행하였지만, 상기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는, 움직임 벡터 motion_vector의 검출처리는 행하지 않고서, 제 1 세대의 히스토

리 정보로서 공급된 움직임 벡터 motion_vector를 재이용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하여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적어도 3회의 복호 및 부호화 처리가 행해지고 있

기 때문에, 오리지널 비디오 데이터에 비교하면, 분명히 화질이 열화하고 있다. 화질이 열화하고 있는 비디오 데이터로부

터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였다고 해도, 정확한 움직임 벡터는 검출할 수 없다. 결국,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검출

된 움직임 벡터보다도,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로서 공급되어 있는 움직임 벡터쪽이, 분명히, 정밀도가 높은 움직임 벡

터이다. 결국, 제 1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로서 전송된 움직임 벡터를 재이용함으로써,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를 행하였

다고 해도 화질이 열화하지 않는다. 컨트롤러(70)는 상기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로서 공급된 움직임 벡터 motion_

vector를,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부호화되는 상기 참조 픽처의 움직임 벡터 정보로서, 이동 보상 회로(64) 및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에 공급한다.

또한,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프레임 예측 모드와 필드 예측 모드의 어느 쪽이 선택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레

임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와 필드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를 각각 검출하였지만, 상기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는, 상기 프레임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와 필드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를 검출하

는 처리는 행하지 않고서,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로서 공급되어 있는 Frame 예측 타입 Field 예측 모드인지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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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rame/field_motion_type를 재이용한다. 왜냐하면,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각 예측 모드에 있어서

의 예측 오차보다도, 제 1 세대에서 검출된 각 예측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쪽이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예측 오차에 의해서 결정된 예측 모드를 선택한 쪽이 보다 적합한 부호화 처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러(70)는 상기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로서 공급되고 있는 frame/field_motion_type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에 공급하고, 예측 모드 전환 회로(52)는, 상기 재이용된 frame/field_motion_type에

대응한 신호처리를 행한다.

더욱이, 움직임 벡터 검출 회로(50)는 통상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는, 화상내 예측 모드, 전방 예측 모드, 후방 예측 모드, 또

는 양방향 예측 모드중 어느 쪽의 예측 모드(이하, 상기 예측 모드를, 예측 방향 모드라고도 칭한다)를 선택하는지를 결정

하기 위해서, 각 예측방향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를 계산하고 있었지만, 상기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는, 각 예측 방향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의 계산은 행하지 않고,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로서 공급된 macroblock_

type에 기초하여 예측 방향 모드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각 예측 방향 모드에 있어서

의 예측 오차보다도,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각 예측 방향 모드에 있어서의 예측 오차쪽이 보다 정밀도가 높

기 때문에, 보다 정밀도가 높은 예측 오차에 의해서 결정된 예측 방향 모드를 선택한 쪽이, 보다 효율이 좋은 부호화 처리

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러(70)는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macroblock_type

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측 방향 모드를 선택하여, 그 선택한 예측 방향 모드에 대응하도록, 연산기(53) 및 이동 보상 회로

(64)를 컨트롤한다.

DCT 모드 전환 회로(55)는 통상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는, 프레임 DCT 모드의 부호화 효율과, 필드 DCT 모드의 부호화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프레임 DCT 모드의 신호형태로 변환한 신호와, 필드 DCT 모드의 신호형태로 변환한 신호의 양

쪽을 DCT 회로(56)에 공급하고 있었지만, 상기 파라미터 재이용부호화 처리로서는, 프레임 DCT 모드의 신호형태로 변환

한 신호와, 필드 DCT 모드의 신호형태로 변환한 신호의 양쪽을 생성하는 처리는 행하지 않고,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

에 포함되어 있는 dct_type에 의해서 나타난 DCT 모드에 대응하는 처리만을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러(70)는

제 1 세대의 히스토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dct_type를 재이용하여, DCT 모드 전환 회로(55)가 상기 dct_type에 의해서

나타나는 DCT 모드에 대응한 신호처리를 행하도록, DCT 모드 전환 회로(55)를 컨트롤한다.

컨트롤러(70)는 통상 부호화 처리에서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지정된 타깃 비트 레이트와 송신 버퍼 잔여량에 기초하여,

양자화 회로(57)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컨트롤하고 있었지만, 상기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화 처리에서는, 타깃 비트 레이

트, 송신 버퍼 잔여량 및 히스토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에 기초하여, 양자화 회로(57)의 양자화 스

텝 사이즈를 컨트롤한다. 또,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을 history_q_

scale_code라고 기술하기로 한다. 또한, 후술하는 비트 스트림에 있어서는, 상기 양자화 스케일을, quantiser_scale_

code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선, 컨트롤러(70)는 통상 부호화 처리와 같이, 현재의 양자화 스케일 feedback_q_scale_code를 생성한다. 상기

feedback_q_scale_code는, 상기 송신 버퍼(59)가 오버플로 및 언더플로하지 않도록, 상기 송신 버퍼(59)의 버퍼 잔여량

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다. 계속해서, 제 1 세대의 비트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 history_q_scale_

code의 값과, 상기 현재의 양자화 스케일 feedback_q_scale_code의 값을 비교하여, 어느 쪽의 양자화 스케일쪽이 큰지

를 판단한다. 양자화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양자화 스텝이 큰 것을 의미한다. 만약, 현재의 양자화 스케일 feedback_q_

scale_code가,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 history_q_scale_code보다도 큰 것이면, 컨트롤러(70)는 상기 현재의 양자화 스케

일 feedback_q_scale_code를 양자화 회로(57)에 공급한다. 한편,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 history_q_scale_code가, 현재

의 양자화 스케일 feedback_q_scale_code보다도 크다면, 컨트롤러(70)는 상기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 history_q_scale_

code를 양자화 회로(57)에 공급한다.

결국, 컨트롤러(70)는 히스토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의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과, 송신 버퍼의 잔여량으로부터 계산

된 현재의 양자화 스케일 중에서, 가장 큰 양자화 스케일 코드를 선택한다. 또한,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컨트롤러(70)는 과

거(제 1, 제 2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양자화 스텝 또는 현재(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된 양자

화 스텝 중에서, 가장 큰 양자화 스텝을 사용하여 양자화를 행하도록 양자화 회로(57)를 제어한다. 그 이유를 이하에 설명

한다.

예를 들면,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가 4[Mbps]이고, 상기 제 4 세대의 부호화 처

리를 행하는 부호화 장치(106)에 대하여 설정된 타깃 비트 레이트가 15[Mbps]이었다고 한다. 이 때에, 타깃 비트 레이트

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자화 스텝을 작게 하면 좋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큰 양자화 스텝에서 부호화 처리된 픽처를, 현재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양자화 스텝을 작게 하여 부호화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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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고 해도, 상기 픽처의 화질은 향상되지 않는다. 결국,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양자화 스텝보다도 작은 양

자화 스텝으로 부호화하는 것은, 단지 비트량이 증가할 뿐이며,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제

1, 제 2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양자화 스텝 또는 현재(제 4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된 양자화 스텝

중에서, 가장 큰 양자화 스텝을 사용하여 양자화를 행하여, 가장 효율이 좋은 부호화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5에 있어서의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와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에 대하여 더 설명한다. 한편, 도 15에

있어서는, 상기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가, 복호화 장치(102)는 다른 회로 또는 장치와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의 기능 및 구성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호화 장치(102)와는 다른 블록과 같이

표현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의 처리는, 복호화 장치(102)의 가변 길이 복호화 회로 및 복호

화 제어 회로(복호화 컨트롤러)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처리이다. 마찬가지로, 도 15에 있어서는, 상기 히스토리 인코딩 장

치(107)가, 부호화 장치(106)와는, 다른 회로 또는 장치와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의 기

능 및 구성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호화 장치(106)와는 별도의 블록과 같이 표현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의 처리는, 부호화 장치(102)의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 및 부호화 제어회로(부호화 컨트롤러)

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처리이다.

도 1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복호 장치(102)로부터 공급되는 유저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유저 데이터 디코더(201), 유저 데이터 디코더(201)의 출력을 변환하는 컨버터(202), 및 컨버터(202)의 출력으로부터 이

력 정보를 재생하는 히스토리 VLD(203)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는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로부터 공급되는 3세대분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포맷화하

는 히스토리 VLC(211), 히스토리 VLC(211)의 출력을 변환하는 컨버터(212), 컨버터(212)의 출력을 유저 데이터의 포맷

으로 포맷하는 유저 데이터 타입(213)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유저 데이터 디코더(201)는 복호 장치(102)로부터 공급되는 유저 데이터를 디코드하여, 컨버터(202)에 출력한다. 상세한

것은 도 51을 참조하여 후술하지만, 유저 데이터(user_data())는, user_data_start_code와 user_data로 이루어져, MPEG

규격에 있어서는 user_data 중에, 연속하는 23 비트의 "0"(start_code와 동일한 코드)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데이터가, start_code로서 에러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력 정보(history_stream())는 유저 데

이터 영역에(MPEG 규격의 user_data의 일종으로서) 기술되고, 그 중에는, 이러한 연속하는 23 비트 이상의 "0"이 존재하

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하는 23 비트 이상의 "0"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정의 타이밍으로 "1"을 삽입 처

리하며, converted_history_stream()(후술하는 도 38)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 변환을 행하는 것은,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의 컨버터(212)이다.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의 컨버터(202)는, 상기 컨버터(212)와 반대의 변환처리를 행

하는 (연속하는 23 비트 이상의"O"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삽입된 "1"을 제거한다) 것이다.

히스토리 VLD(203)는 컨버터(202)의 출력으로부터 이력 정보(현재의 경우, 제 1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와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생성하여,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에 출력한다.

한편,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에 있어서는, 히스토리 VLC(211)가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로부터 공급되는 3세

대분의(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이력 정보의 포맷으로 변환한다. 상기 포맷에는, 고정 길

이인 것(후술하는 도 40 내지 도 46)과, 가변길이인 것(후술하는 도 47 이후)이 있다. 이들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히스토리 VLC(211)에 의해, 포맷화된 이력 정보는, 컨버터(212)에 있어서, converted_history_stream()으로 변환된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user_data()의 start_code가 에러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리이다. 즉, 이력 정보내에는

연속하는 23 비트 이상의 "0"이 존재하지만, user_data 중에는 연속하는 23 비트 이상의 "0"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상

기 금지 항목에 언급하지 않도록 컨버터(212)에 의해 데이터를 변환하는("1"을 소정의 타이밍으로 삽입한다) 것이다.

유저 데이터 포매터(213)는 컨버터(212)로부터 공급되는 converted_history_stream()에, 후술하는 도 38에 기초하여,

History_Data_ID를 부가하고, 더욱이, user_data_stream_code를 부가하여, video stream 중에 삽입할 수 있는 MPEG

규격의 user_data를 생성하여, 부호화 장치(106)에 출력한다.

도 20은 히스토리 VLC(211)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그 부호어 변환기(301)와 부호길이 변환기(305)에는, 부호화 파

라미터(이번, 이력 정보로서 전송하는 부호화 파라미터)(항목 데이터)와,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를 배치하는 스트림을 특정

하는 정보(예를 들면, 신택스의 명칭(예를 들면, 후술하는 sequence_header의 명칭))(항목 No.)가,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로부터 공급되어 있다. 부호어 변환기(301)는, 입력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지시된 신택스에 대응하는 부호어로

변환하여, 배럴 시프터(302)에 출력한다. 배럴 시프터(302)는, 부호어 변환기(301)로부터 입력된 부호어를, 어드레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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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회로(306)로부터 공급되는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분만 시프트하여, 바이트 단위의 부호어로서, 스위치(303)에 출력한

다. 어드레스 발생 회로(306)가 출력하는 비트 실렉트 신호에 의해 바뀌어지는 스위치(303)는, 비트분 설치되어 있고, 배

럴 시프터(302)로부터 공급되는 부호어를, RAM(304)에 공급하여 기억시킨다. 이 때의 기록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발생

회로(306)로부터 지정된다. 또한, 어드레스 발생 회로(306)로부터 판독하여 어드레스가 지정되었을 때, RAM(304)에 기

억되어 있는 데이터(부호어)가 판독되고, 후단의 컨버터(212)에 공급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303)를 통하여

RAM(304)에 다시 공급되어, 기억된다.

부호 길이 변환기(305)는, 입력되는 신택스와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그 부호화 파라미터의 부호 길이를 결정하여, 어드

레스 발생 회로(306)에 출력한다. 어드레스 발생 회로(306)는, 입력된 부호길이에 대응하여, 상술한 시프트량, 비트 실렉

트 신호, 기록 어드레스, 또는 판독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그것들을, 각각 배럴 시프터(302), 스위치(303), 또는 RAM(304)

에 공급한다.

이상과 같이, 히스토리 VLC(211)는, 소위 가변 길이 부호화기로서 구성되고, 입력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가변 길이 부호화

하여 출력한다.

도 21은, 이상과 같이 하여 히스토리 포맷화된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히스토리 VLD(203)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히스토리 VLD(203)에는, 컨버터(202)로부터 공급된 부호화 파라미터의 데이터가 RAM(311)에 공급되며, 기억된다. 이

때의 기록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발생 회로(315)로부터 공급된다. 어드레스 발생 회로(315)는 또한, 소정의 타이밍으로 판

독하여 어드레스를 발생하고, RAM(311)에 공급한다. 이 때, RAM(311)은, 판독 어드레스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판독

하여, 배럴 시프터(312)에 출력한다. 배럴 시프터(312)는 어드레스 발생 회로(315)가 출력하는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분

만, 입력되는 데이터를 시프트하여, 역부호 길이 변환기(313)와 역부호어 변환기(314)에 출력한다.

역부호 길이 변환기(313)에는 또, 컨버터(202)로부터, 부호화 파라미터가 배치되어 있는 스트림의 신택스의 명칭(항목

NO.)이 공급되어 있는 역 부호 길이 변환기(313)는 그 신텍스에 기초하여, 입력된 데이터(부호어)로부터 부호 길이를 구

하여, 구한 부호 길이를 어드레스 발생 회로(315)에 출력한다.

또, 역 부호어 변환기(314)는 배럴 시프터(312)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신텍스에 기초하여 복호하여(역 부호어화하여) 히

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에 출력한다.

또, 역 부호어 변환기(314)는 어떠한 부호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부호어의 단락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어드레스 발생 회로(315)에 출력한다. 어드레스 발생 회로(315)는 이 정보와 역 부호 길이 변환

기(313)로부터 입력된 부호 길이에 기초하여, 기록 어드레스 및 판독 어드레스를 발생하여 RAM(311)에 출력함과 동시에,

시프트량을 발생하여, 배럴 시프터(312)로 출력한다.

도 22는 컨버터(212)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에 있어서는, 히스토리 VLC(211)와 컨버터(212)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버퍼 메모리(320)의 컨트롤러(326)가 출력하는 판독 어드레스로부터 8비트 데이터가 판독되고, D형 플립 플롭(D-

FF)(321)에 공급되어 보존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D형 플립 플롭(321)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는 스터프 회로

(323)에 공급됨과 동시에, 8비트의 D형 플립 플롭(322)에도 공급되어 보존된다. D형 플립 플롭(322)으로부터 판독된 8비

트 데이터는 D형 플립 플롭(321)으로부터 판독된 8비트 데이터와 합성되며, 16비트의 패럴렐 데이터로서 스터프 회로

(323)에 공급된다.

스터프 회로(323)는 컨트롤러(326)로부터 공급되는 스터프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stuff position)의 위치에 부호 "1"을 삽

입하여(스터핑하여), 합계 17비트 데이터로서 배럴 시프터(324)로 출력한다.

배럴 시프터(324)는 컨트롤러(326)로부터 공급되는 시프트량을 나타내는 신호(shift)에 기초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시프트

하고, 8비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8비트의 D형 플립 플롭(325)으로 출력한다. D형 플립 플롭(325)에 보존된 데이터는 그곳

으로부터 판독되고, 버퍼 메모리(327)를 개재시켜, 후단의 유저 데이터 포매터(213)에 공급된다. 이 때, 컨트롤러(326)는

출력하는 데이터와 함께, 기록 어드레스를 발생하여, 컨버터(212)와 유저 데이터 포매터(213) 사이에 개재하는 버퍼 메모

리(327)에 공급한다.

도 23은 스터프 회로(323)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D형 플립 플롭(322, 321)으로부터 입력된 16비트 데이터는 각각 스

위치(331-16 내지 331-1)의 접점(a)에 입력되어 있다. 스위치(331-i)(i=0 내지 15)의 접점(c)에는 MSB 측(도면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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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인접하는 스위치의 데이터가 공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위치(331-12)의 접점(c)에는, MSB 측에 인접하는 스위

치(331-13)의 접점(a)에 공급되어 있는 LSB로부터 13번째의 데이터가 공급되어 있으며, 스위치(331-13)의 접점(c)에는,

MSB 측에 인접하는 스위치(331-14)의 접점(a)에 공급되어 있는 LSB 측으로부터 14번째의 데이터가 공급되어 있다.

단, LSB에 대응하는 스위치(331-1)보다 더욱 아래쪽의 스위치(331-0)의 접점(a)은 개방되어 있다. 또, MSB에 대응하는

스위치(331-16)의 접점(c)은 그것보다 상위의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다.

각 스위치(331-0 내지 331-16)의 접점(b)에는 데이터 "1"이 공급되어 있다.

디코더(332)는 컨트롤러(326)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 "1"을 삽입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 stuff position에 대응하여,

스위치(331-0 내지 331-16) 중, 1개의 스위치를 접점(b) 측으로 전환하여, 그것보다 LSB 측 스위치는 접점(c) 측에 각각

전환시키고, 그것보다 MSB 측 스위치는 접점(a) 측으로 전환시킨다.

도 23은 LSB 측으로부터 13번째로 데이터 "1"을 삽입하는 경우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스위치(331-0 내

지 331-12)는 어느 것도 접점(c) 측으로 전환되고, 스위치(331-13)는 접점(b) 측으로 전환되며, 스위치(331-14 내지

331-16)는 접점(a) 측으로 전환되고 있다.

도 22의 컨버터(212)는 이상과 같은 구성에 의해, 22비트의 부호를 23비트로 변환하여 출력하게 된다.

도 24는 도 22의 컨버터(212)의 각 부의 출력 데이터의 타이밍을 도시하고 있다. 컨버터(212)의 컨트롤러(326)가 바이트

단위의 클록에 동기하여, 판독 어드레스(도 24a)를 발생하면, 버퍼 메모리(320)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바이트 단

위로 판독되어, D형 플립 플롭(321)에 일단 보존된다. 그리고, D형 플립 플롭(321)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도 24b)는 스

터프 회로(323)에 공급됨과 동시에, D형 플립 플롭(322)에 공급되어 보존된다. D형 플립 플롭(322)에 보존된 데이터는 그

곳으로부터 더욱 판독되어(도 24c), 스터프 회로(323)에 공급된다.

따라서, 스태프 회로(323)의 입력(도 24d)은 판독 어드레스(A1)의 타이밍에 있어서, 처음의 1바이트 데이터(D0)가 되고,

다음 판독 어드레스(A2)의 타이밍에 있어서, 1바이트 데이터(D0)와 1바이트 데이터(D1)로 구성되는 2바이트 데이터가

되며, 더욱이 판독 어드레스(A3)의 타이밍에 있어서는, 데이터(D1)와 데이터(D2)로 구성되는 2바이트 데이터가 된다.

스터프 회로(323)에는 데이터 "1"을 삽입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 stuff position(도 24e)이 컨트롤러(326)로부터 공급

된다. 스터프 회로(323)의 디코더(332)는 스위치(331-16 내지 331-0) 중, 이 신호 stuff position에 대응하는 스위치를

접점(b)으로 전환, 그것보다 LSB 측 스위치를 접점(c) 측으로 전환, 더욱이 그것보다 MSB 측 스위치를 접점(a) 측으로 전

환한다. 이로써, 데이터 "1"이 삽입되기 때문에, 스터프 회로(323)로부터는, 신호 stuff position에서 나타내는 위치에 데이

터 "1"이 삽입된 데이터(도 24f)가 출력된다.

배럴 시프터(324)는 입력된 데이터를 컨트롤러(326)로부터 공급되는 신호 shift(도 24g)로 나타나는 배럴 시프트하여, 출

력한다(도 24h). 이 출력이 더욱이 D형 플립 플롭(325)에서 일단 보존된 후, 후단에 출력된다(도 24i).

D형 플립 플롭(325)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22비트 데이터 다음에, 데이터 "1"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

"1"과, 다음 데이터 "1" 사이에는 그 사이의 비트가 모두 0이었다 해도, O인 데이터가 연속하는 수는 22가 된다.

도 25는 컨버터(202)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컨버터(202)의 D형 플립 플롭(341) 내지 컨트롤러(346)로 이루어지

는 구성은 도 22에 도시한 컨버터(212)의 D형 플립 플롭(321) 내지 컨트롤러(326)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이지만, 컨버

터(212)에 있어서의 스터프 회로(323) 대신, 딜리트 회로(343)가 삽입되어 있는 점이 컨버터(212)에 있어서의 경우와 다

르다. 그 밖의 구성은 도 22의 컨버터(212)에 있어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이 컨버터(202)에 있어서는, 컨트롤러(346)가 출력하는 삭제하는 비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 delete position에 따

라서, 딜리트 회로(343)가 그 비트(도 22의 스터프 회로(323)에서 삽입된 데이터 "1")가 삭제된다.

그 밖의 동작은 도 22의 컨버터(212)에 있어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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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딜리트 회로(343)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구성예에 있어서는, D형 플립 플롭(342, 341)으로부터 입력된

16비트 데이터 중, LSB 측 15비트가 각각 대응하는 스위치(351-0 내지 351-14)의 접점(a)에 공급되어 있다. 각 스위치

의 접점(b)에는, 1비트만 MSB 측 데이터가 공급되어 있다. 디코더(352)는 컨트롤러(346)로부터 공급되는 신호 delete

position에 의해 지정되는 비트를 삭제하여, 15비트의 데이터로서 출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도 26은 LSB로부터 제 13번째의 비트가 딜리트되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스위치(351-0 내지 351-

11)가 접점(a) 측으로 전환되고, LSB로부터 제 12번째까지의 12비트가 그대로 선택, 출력되어 있다. 또, 스위치(351-12

내지 351-14)는 각각 접점(b) 측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제 14번째 내지 제 16번째의 데이터가 제 13번째 내지 제 15

번째 비트의 데이터로서 선택, 출력된다.

도 23의 스터프 회로(323) 및 도 26의 딜리트 회로(343)의 입력이 16비트로 되어 있는 것은 각각 도 22의 컨버터(212)의

스터프 회로(323)의 입력이 D형 플립 플롭(322, 321)으로부터 공급되는 16비트로 되어 있으며, 또, 도 25의 컨버터(202)

에 있어서도, 딜리트 회로(343)의 입력이 D형 플립 플롭(342, 341)에 의해 16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 22에 있어서,

스터프 회로(323)가 출력하는 17비트를 배럴 시프터(324)에서 배럴 시프트함으로써, 예를 들면 8비트를 최종적으로 선

택, 출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 25의 컨버터(202)에 있어서도, 딜리트 회로(343)가 출력하는 15비트 데이터를 배

럴 시프터(344)에서 소정량만큼 배럴 시트함으로써, 8비트 데이터로 하고 있다.

도 27은 컨버터(212)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구성예에 있어서는, 카운터(361)가 입력 데이터 중, 연속하는 0

의 비트 수를 카운트하여, 그 카운트 결과를 컨트롤러(326)에 출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컨트롤러(326)는 예를 들면 카운

터(361)가 연속하는 0의 비트를 22개 카운트했을 때, 신호 stuff position을 스터프 회로(323)에 출력한다. 또, 이 때, 컨트

롤러(326)는 카운터(361)를 리셋하여, 다시 연속하는 0의 비트 수를 카운터(361)에 카운트시킨다.

그 밖의 구성과 동작은 도 22에 있어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도 28은 컨버터(202)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구성예에 있어서는 입력 데이터 중, 연속하는 O의 수를 카운터

(371)가 카운트하여, 그 카운트 결과를 컨트롤러(346)에 출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카운터(371)의 카운트치가 22에 이르

렀을 때, 컨트롤러(346)는 신호 delete position을 딜리트 회로(343)에 출력함과 동시에, 카운터(371)를 리셋하여, 다시

새로운 연속하는 0의 비트 수를 카운터(371)에 카운트시킨다. 그 밖의 구성은 도 25에 있어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 구성예에 있어서는, 소정 패턴(데이터 "0"이 연속하는 수)에 기초하여, 마커 비트로서의 데이터 "1"이 삽입되고,

또, 삭제되게 된다.

도 27과 도 28에 도시하는 구성은 도 22와 도 25에 도시하는 구성보다도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단, 변환 후의 길이

가 원래의 이력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도 29는 유저 데이터 포매터(213)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에 있어서는, 컨트롤러(383)가 컨버터(212)와 유저 데

이터 포매터(213)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버퍼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판독 어드레스를 출력하면, 그곳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유저 데이터 포매터(213)의 스위치(382)의 접점(a) 측에 공급된다. R0M(381)에는 유저 데이터 스타트 코드, 데

이터 ID 등의 user_data()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다. 컨트롤러(313)는 소정 타이밍에 있어서, 스위치

(382)를 접점(a) 측 또는 접점(b) 측으로 전환, R0M(381)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컨버터(212)로부터 공급되는 데

이터를 적당히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로써, user_data()의 포맷의 데이터가 부호화 장치(106)로 출력된다.

또한, 도시는 생략하지만, 유저 데이터 디코더(201)는 도 29의 R0M(381)으로부터 판독되고, 삽입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스위치를 개재시켜, 입력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도 30은 예를 들면 영상 편집 스튜디오에 있어서, 복수의 트랜스코더(101-1 내지 101-N)가 직렬로 접속되어 사용되는 상

태를 도시하고 있다. 각 트랜스코더(101-i)(i=1 내지 N)의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i)는 상술한 부호화 파라미터

용 영역의 가장 오래된 부호화 파라미터가 기록되어 있는 구획에, 자기가 사용한 최신 부호화 파라미터를 오버라이트한다.

이로써, 베이스 밴드의 화상 데이터에는, 동일 매크로 블록에 대응하는 바로 근처의 4세대분의 부호화 파라미터(세대 이력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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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호화 장치(106-i)의 부호화 장치(106-i)(도 19)는 그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

(105-i)로부터 공급되는 이번 사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양자화 회로(57)로부터 공급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이렇게 하여 생성되는 비트 스트림(예를 들면, picture_header()) 중에, 그 현 부호화 파라미터는 다중화된다.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는 또한,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i)로부터 공급되는 유저 데이터(세대 이력 정보를 포함한

다)를 출력하는 비트 스트림 중에 다중화한다(도 1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매입 처리가 아니라, 비트 스트림 중에 다중화

한다). 그리고, 부호화 장치(106-i)가 출력하는 비트 스트림은 SDTI(Serial Data Transfer Interface)(108-i)를 개재시

켜, 후단의 트랜스코더(101-(i+1))에 입력된다.

트랜스코더(101-i)와 트랜스코더(101-(i+1))는 각각 도 1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처리는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한 경우와 동일해진다.

실제의 부호화 파라미터 이력을 이용한 부호화로서, 현재 1픽처로서 부호화되어 있던 것을 P 혹은 B 픽처로 변경하고 싶

은 경우,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 이력을 보아, 과거에 P 혹은 B 픽처인 경우를 찾아, 이들 이력이 존재한 경우는, 그 동작

벡터 등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픽처 타입을 변경한다. 반대로 과거에 이력이 없을 경우는, 동작 검출을 행하지 않는 픽처

타입 변경을 단념한다. 물론 이력이 없는 경우라도, 동작 검출을 행하면 픽처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

도 18에 도시하는 포맷의 경우, 4세대분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매입하도록 했지만, I, P, B의 각 픽처 타입의 파라미터를 매

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31은 이 경우의 포맷 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예에서는, 동일 매크로 블록이 과거에 픽처 타입

변경을 따라 부호화되었을 때에 있어서의, 픽처 타입마다 1세대분의 부호화 파라미터(픽처 이력 정보)가 기록된다. 따라

서, 도 16에 도시한 복호화 장치(102) 및 도 19에 도시한 부호화 장치(106)는 현재(최신), 제 3 세대, 제 2 세대 및 제 1 세

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대신에, I 픽처, P 픽처 및 B 픽처에 대응하는 1세대분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입출력하게 된다.

또, 이 예의 경우, Cb[1][x]와 Cr[1][x]의 빈 영역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Cb[1][x]와 Cr[1][x] 영역을 갖지 않는

4:2:0 포맷의 화상 데이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예의 경우, 복호 장치(102)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복호와 동시에 추출, 픽처 타입을 판정하여, 화상 신호의 픽처 타입

에 대응한 장소에 부호화 파라미터를 기록하여(다중화하여)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로 출력한다. 히스토리 정보 분

리 장치(105)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분리하여, 이제부터 부호화하고 싶은 픽처 타입와, 입력된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고려하여, 픽처 타입을 변경하면서 재부호화을 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트랜스코더(101)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 픽처 타입을 판정하는 처리에 대해서, 도 32의 플로 챠트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또한, 트랜스코더(101)에 있어서의 픽처 타입 변경은 과거의 동작 벡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처리는 동작

검출을 행하지 않고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이하에 설명하는 처리는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에 의해

실행된다.

스텝(S1)에 있어서, 픽처 타입마다 1세대분의 부호화 파라미터(픽처 이력 정보)가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에 입력

된다.

스텝(S2)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픽처 이력 정보 중에, B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픽처 이력 정보에 B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3)으로 진행한다.

스텝(S3)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픽처 이력 정보 중에, P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픽처 이력 정보에 P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4)으로 진행한다.

스텝(S4)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변경 가능한 픽처 타입이 I 픽처, P 픽처 및 B 픽처라 판단한다.

스텝(S3)에 있어서, 픽처 이력 정보에 P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5)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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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5)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변경 가능한 픽처 타입이 I 픽처 및 B 픽처라 판단한다. 더욱이, 히스

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특수 처리(B 픽처의 이력 정보에 포함되는 후방 예측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방 예측 벡터

만을 사용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유사적으로 P 픽처로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스텝(S2)에 있어서, 픽처 이력 정보에 B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6)으로 진행한다.

스텝(S6)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O5)는 픽처 이력 정보에 P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픽처 이력 정보에 P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7)으로 진행한다.

스텝(S7)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변경 가능한 픽처 타입이 I 픽처 및 P 픽처라 판단한다. 더욱이, 히스

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특수 처리(P 픽처에 이력 정보에 포함되는 전방 예측 벡터만을 사용한다)를 실시함으로써, B

픽처로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스텝(S6)에 있어서, 픽처 이력 정보에 P 픽처로 변경했을 때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8)으로 진행한다. 스텝(S8)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동작 벡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픽처 타입이 I 픽처뿐이다(I 픽처이기 때문에 I 픽처 이외로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

스텝(S4, S5, S7, S8) 처리 다음으로 스텝(S9)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변경 가능한 픽처 타입을 표시

장치(도시되지 않음)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도 33은 픽처 타입 변경 예를 도시하고 있다. 픽처 타입을 변경할 경우, G0P를 구성하는 프레임 수가 변경된다. 즉, 이 예

의 경우, N=15(G0P의 프레임 수 N=15), M=3(G0P 내의 I 또는 P 픽처의 출현 주기 M=3)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4Mbps

의 Long G0P(제 1 세대)로부터, N=1, M=1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50Mbps의 Short G0P(제 2 세대)로 변환되며, 다시

N=15, M=3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4Mbps의 Long G0P(제 3 세대)로 변환되어 있다. 또한, 도면 중에 있어 파선은 G0P

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 1 세대로부터 제 2 세대로 픽처 타입이 변경될 경우에 있어서, 상술한 변경 가능 픽처 타입 판정 처리 설명으로부터 분

명한 바와 같이, 모든 프레임은 픽처 타입을 I 픽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픽처 타입 변경 시, 동화상(제 0 세대)이

제 1 세대로 변환되었을 때에 연산된 모든 동작 벡터는 픽처 이력 정보에 보존된(남은) 상태가 된다. 다음으로, 다시 Long

G0P로 변환될(제 2 세대로부터 제 3 세대로 픽처 타입이 변경될) 경우, 제 0 세대로부터 제 1 세대로 변환되었을 때의 픽

처 타입마다의 동작 벡터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이용함으로써, 화질 열화를 억제하고, 다시 Long G0P로 변환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34는 픽처 타입 변경의 다른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의 경우, N=14, M=2인 4Mbps의 Long G0P(제 1 세대)로부터,

N=2, M=2인 18Mbps의 Short G0P(제 2 세대)로 변환되며, 더욱이, N=1, M=1인 프레임 수가 1인 50Mbps의 Short G0P

(제 3 세대)로 변환되며, 1Mbps의 프레임 수(N)가 랜덤한 G0P(제 4 세대)로 변환된다.

이 예에 있어서도, 제 0 세대로부터 제 1 세대로 변환되었을 때의 픽처 타입마다의 동작 벡터가 제 3 세대로부터 제 4 세대

로의 변환 시까지 보존된다. 그래서, 도 3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복잡하게 픽처 타입을 변경해도, 보존되어 있는 부호화

파라미터가 재이용됨으로써, 화질 열화를 작게 억제할 수 있다. 더욱이, 보존되어 있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양자화 스케일

을 유효하게 이용하면 화질 열화가 적은 부호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양자화 스케일의 재이용에 대해서, 도 3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5는 소정 프레임이 제 1 세대로부터 제 4 세대까지

항상 I 픽처로 변환되어 있으며, 비트 레이트만이 4Mbps, 18Mbps 또는 50Mbps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제 1 세대(4Mbps)로부터 제 2 세대(18Mbps)로의 변환 시에, 비트 레이트의 고속화에 따라, 세밀한 양자화 스

케일로 재부호화해도 화질은 향상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과거에 있어서 조잡한 양자화 스텝에서 양자화된 데이터는 복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3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도중에서 비트 레이트가 고속화해도, 그에 따라 상세한 양자화

스텝에서 양자화하는 것은 정보량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화질 향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의 가장 대략적인

(큰) 양자화 스케일을 유지하도록 제어하면, 가장 낭비 없이 효율적인 부호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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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3 세대로부터 제 4 세대로의 변경 시에는, 비트 레이트는 50Mbps로부터 4Mbps로 저하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

도, 과거의 가장 대략적인(큰) 양자화 스케일이 유지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트 레이트가 변경될 때는, 과거의 양자화 스케일의 이력을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것은 대단히 유효하

다.

이 양자화 제어 처리에 대해서, 도 36의 플로 챠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스텝(S11)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

(105)는 입력된 픽처 이력 정보에, 지금부터 변환하는 픽처 타입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변

환하는 픽처 타입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S12)으로 진행한다.

스텝(S12)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픽처 이력 정보 대상이 되는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history_q_

scale_code를 추출한다.

스텝(S13)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송신 버퍼(59)로부터 양자화 회로(57)에 피드백되는 버퍼 잔량에

기초하여, feedback_q_scale_code를 연산한다.

스텝(S14)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history_q_scale_code가 feedback_q_scale_code보다도 큰(대략

적인)지를 판정한다. history_q_scale_code가 feedback_q_scale_code보다도 크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S15)으로 진행

한다.

스텝(S15)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양자화 스케일로서 history_q_scale_code를 양자화 회로(57)에 출

력한다. 양자화 회로(57)는 history_q_scale_code를 사용하여 양자화를 실행한다.

스텝(S16)에 있어서, 프레임에 포함되는 모든 매크로 블록이 양자화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모든 매크로 블록이 아

직 양자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S12)으로 돌아가, 스텝(S12 내지 S16) 처리가 모든 매크로 블록이 양자화되

기까지 반복된다.

스텝(S14)에 있어서, history_q_scale_code가 feedback_q_scale_code보다도 크지 않다(세밀하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7)으로 진행한다.

스텝(S17)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양자화 스케일로서 feedback_q_scale_code를 양자화 회로(57)에

출력한다. 양자화 회로(57)는 feedback_q_scale_code를 사용하여 양자화를 실행한다.

스텝(S11)에 있어서, 변환하는 픽처 타입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히스토리 정보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

(S18)으로 진행한다.

스텝(S18)에 있어서,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송신 버퍼(59)로부터 양자화 회로(57)에 피드백되는 버퍼 잔량에

기초하여, feedback_q_scale_code를 연산한다.

스텝(S19)에 있어서, 양자화 회로(57)는 Feedback_q_scale_code를 사용하여 양자화를 실행한다.

스텝(S20)에 있어서, 프레임에 포함되는 모든 매크로 블록이 양자화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모든 매크로 블록이 아

직 양자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스텝(S18)으로 돌아가, 스텝(S18 내지 S20) 처리가 모든 매크로 블록이 양자화되

기까지 반복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트랜스코더(101)의 내부에 있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복호 측과 부호 측이 듬성하게 결합되

어 있으며, 부호화 파라미터를 화상 데이터로 다중화시켜 전송시켰지만, 도 3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복호 장치(102)와

부호화 장치(106)를 직접 접속(밀접 결합)하도록 해도 된다.

도 15에 있어서 설명한 트랜스코더(101)는 제 1 세대로부터 제 3 세대의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부호화 장치(106)에

공급하기 때문에,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에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도록 했었다. 그렇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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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있어서는,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에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다중화하는 기술은 필수가 아니라, 도 37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와는 다른 전송로(예를 들면 데이터 전송 버스)를 사용하여, 과거의 부호화 파

라미터를 전송하도록 해도 된다.

즉, 도 37에 도시한 복호 장치(102),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 부호화 장치(106) 및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는 도

15에 있어서 설명한 복호 장치(102),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 부호화 장치(106) 및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와 완

전히 동일한 기능 및 구성을 갖고 있다.

복호 장치(102)의 가변 길이 복호 회로(11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3rd)의 시퀀스층, G0P층, 픽처층, 슬라이

스층 및 매크로 블록층으로부터,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그것을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O7) 및 부호화

장치(106)의 컨트롤러(70)에 각각 공급한다.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는 받아들인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픽처

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 기술할 수 있도록 converted_history_stream()으로 변환하여, converted_history_stream

()을 유저 데이터로서 부호화 장치(106)의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에 공급한다.

더욱이 가변 길이 복호 회로(11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로부터, 제 1 세대의 부

호화 파라미터 및 제 2 부호화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유저 데이터(user_data)를 추출하여,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

(104) 및 부호화 장치(106)의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에 공급한다. 히스토리 디코더 장치(104)는 유저 데이터 에이리

어에 converted_history_stream()으로서 기술된 히스토리 스트림으로부터, 제 1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그것을 부호화 장치(106)의 컨트롤러에 공급한다.

부호화 장치(106)의 컨트롤러(70)는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로부터 받아들인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

터와, 부호화 장치(102)로부터 받아들인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부호화 장치(106)의 부호화 처리를 컨

트롤한다.

부호화 장치(106)의 가변 길이 부호화 회로(58)는 복호 장치(102)로부터 제 1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및 제 2 부호화 파

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유저 데이터(user_data)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로부터 제 3 세대의 부

호화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유저 데이터(user_data)를 받아들여, 그들 유저 데이터를 히스토리 정보로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 기술한다.

도 38은 MPEG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드하기 위한 신택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디코더는 이 신텍스에 따라서 MPEG 비트

스트림을 디코드함으로써,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의미 있는 복수의 데이터 항목(데이터 엘리먼트)을 추출한다. 이하에 설명

하는 신텍스는 도면에 있어서, 그 함수나 조건문은 가는 활자로 나타나며, 그 데이터 엘리먼트는 굵은 활자로 나타나 있다.

데이터 항목은 그 명칭, 비트 길이 및 그 타입와 전송 순서를 나타내는 니모닉(Mnemonic)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선, 이 도 38에 도시되어 있는 신텍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next_start_code() 함수는 비트 스트림 내에 기술되어 있는 스타트 코드를 찾기 위한 함수이다. 이 도 38에 도시된 신텍스

에 있어서, 이 next_start_code() 함수 다음에,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extension() 함수가 순서대로 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 스트림에는 이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비트 스트림의 디코드 시에는, next_start_code() 함수에 의해,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extension() 함수의 선두에 기술되어 있는 스타트 코드(데이터 엘리먼트의 일종)를 비트 스트림 중에서

발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extension() 함수를 부가로 발견, 그것들에 의해 정

의된 각 데이터 엘리먼트를 디코드한다.

더구나, sequence_header() 함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층의 헤더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로, sequence_

extension() 함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층의 확장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이다.

sequence_extension() 함수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do{} while 구문은 while문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

do문의 {} 내의 함수에 기초하여 기술된 데이터 엘리먼트를 데이터 스트림 중에서 추출하기 위한 구문이다. 즉,

do{} while 구문에 의해, while문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 비트 스트림 중에서, do문 내의 함수에 기초하

여 기술된 데이터 엘리먼트를 추출하는 디코드 처리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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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while문에 사용되고 있는 nextbits() 함수는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 또는 비트열과, 다음에 디코드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이다. 이 도 38의 신택스 예에서는, nextbits() 함수는 비트 스트림 중의 비트열과 비디오

시퀀스의 끝을 나타내는 sequence_end_code를 비교하여, 비트 스트림 중의 비트열과 sequence_end_code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상기 while문의 조건이 참이 된다. 따라서, sequence_extension() 함수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do{} while 구

문은 비트 스트림 중에, 비디오 시퀀스의 끝을 나타내는 sequence_end_code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do 구문 중의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비트 스트림 내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 스트림 중에는, sequence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각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extension_and_user_

data(0)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상기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는 MPEG 비트 스

트림의 시퀀스층의 확장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이다.

이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do{} while 구문은 while문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조건이 참

인 동안, do문의 {} 내의 함수에 기초하여 기술된 데이터 엘리먼트를 비트 스트림 중에서 추출하기 위한 함수이다. 이

while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nextbits() 함수는 비트 스트림 중에 비트 또는 비트열과, picture_start_code 또는 group_

start_code와의 일치를 판단하기 위한 함수로,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 또는 비트열과, picture_start_code 또는

group_start_code가 일치할 경우에는, while문에 의해 정의된 조건이 참이 된다. 따라서, 이 do{} while 구문은 비트 스

트림 중에 있어서, picture_start_code 또는 group_start_code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 스타트 코드 다음에, do 구문 중의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코드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picture_start_code 또는 group_start_code에 의

해 나타나는 스타트 코드를 찾기 시작함으로써, 비트 스트림 중에서 do 구문 중에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를 추출할 수 있

다.

상기 do문의 처음에 기술되어 있는 if문은 비트 스트림 중에 group_start_code가 나타난 경우라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if문에 의한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비트 스트림 중에는, 상기 group_start_code 다음에 group-of_picture_header

(1) 함수 및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다.

상기 group_of_picture_header(1) 함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G0P층의 헤더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로,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G0P층의 확장 데이터(extension_data) 및 유저 데이터

(user_data)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이다.

더욱이, 상기 비트 스트림 중에는, group_of_picture_header(1) 함수 및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에 의해 정의

되어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 picture_header() 함수와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

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if문의 조건이 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roup_of_picture_header(1) 함수 및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기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

picture_header() 함수와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이 picture_header() 함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헤더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로,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제 1 확장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이다.

다음의 while문은 이 while문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 다음 if문의 조건 판단을 행하기 위한 함수이다. 이

while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nextbits() 함수는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extension_start_code 또는 user_

data_start_code와의 일치를 판단하기 위한 함수로,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extension_start_code 또는 user_data_start_code가 일치할 경우에는, 이 while문에 의해 정의된 조건이 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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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의 if문은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extension_start_code와의 일치를 판단하기 위한 함수이다. 비트 스트

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32비트의 extension_start_code가 일치할 경우에는, 비트 스트림 중에 있어서, extension_

start_code 다음에 extension_data(2)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제 2의 if문은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user_data_start_code와의 일치를 판단하기 위한 구문으로, 비트 스트

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32비트의 user_data_start_code가 일치할 경우에는, 제 3의 if문의 조건 판단이 행해진다. 이

user_data_start_code는 MPEG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 개시를 나타내기 위한 스타트 코드이다.

제 3의 if문은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History_Data_ID와의 일치를 판단하기 위한 구문이다. 비트 스트림 중

에 나타나는 비트열과 이 32비트의 History_Data_ID가 일치할 경우에는, 이 MPEG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 있어서, 이 32비트의 History_Data_ID에 의해 나타나는 코드 다음에, converted_history_stream()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converted_history_stream() 함수는 MPEG 부호화 시에 사용한 모든 부호화 파라미터를 전송하기 위한 이력 정보 및 이

력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이 converted_history_stream() 함수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의 상

세함은 도 40 내지 도 47을 참조하여 history_stream()으로서 후술한다. 또, 이 History_Data_ID는 MPEG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 기술된 이 이력 정보 및 이력 데이터가 기술되어 있는 선두를 나타내기 위한 스타트 코

드이다.

else문은 제 3의 if문에 있어서, 조건이 거짓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구문이다. 따라서, 이 MPEG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 있어서, converted_history_stream()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지 않

을 경우에는, user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도 38에 있어서, 이력 정보는 converted_history_stream()에 기술되며, user_data()에 기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converted_history_stream()은 MPEG 규격의 user_data의 일종으로서 기술된다. 그래서, 본 명세서 중에 있어서는, 경

우에 따라서, 이력 정보가 user_data에 기술된다고도 설명하지만, 그것은 MPEG 규격의 user_data의 일종으로서 기술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picture_data() 함수는 MPEG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다음에, 슬라이스층 및 매크로 블록층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를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통상은 이 picture_data() 함수에 의해 나타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 기술된 converted_history_stream()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 또는

user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 기술되어 있지만, 픽처층의 데이터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비트 스

트림 중에, extension_start_code 또는 user_data_start_code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picture_data() 함수에 의

해 나타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picture_data() 함수에 의해 나타나는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extension

()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이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extension

() 함수에 의해 기술된 데이터 엘리먼트는 비디오 스트림의 시퀀스 선두에 기술된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

extension() 함수에 의해 기술된 데이터 엘리먼트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스트림 내에 기술하는 이유

는 비트 스트림 수신 장치 측에서 데이터 스트림의 도중(예를 들면 픽처층에 대응하는 비트 스트림 부분)으로부터 수신이

개시된 경우에, 시퀀스층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게 되어, 스트림을 디코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기 마지막의 sequence_header() 함수와 sequence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 즉, 데이터

스트림의 마지막에는, 시퀀스의 끝을 나타내는 32비트의 sequence_end_code가 기술되어 있다.

이상의 신텍스의 기본적인 구성의 개략을 나타내면, 도 39에 도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converted_history_stream() 함수에 의해 정의된 히스토리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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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onverted_history_stream()은 MPEG의 픽처층의 사용자 데이터 에이리어에 이력 정보를 나타내는 히스토리 스트

림을 삽입하기 위한 함수이다. 더구나, 「converted」의 의미는 스타트 에뮬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에이리어에

삽입해야 할 이력 데이터로 구성되는 이력 스트림 중 적어도 22비트마다 마커 비트(1비트)를 삽입하는 변환 처리를 행한

스트림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상기 converted_history_stream()은 이하에 설명하는 고정 길이의 이력 스트림(도 40 내지 도 46) 또는 가변 길이의 이력

스트림(도 47) 중 어느 한 형식으로 기술된다. 인코더 측에 있어서 고정 길이의 이력 스트림을 선택한 경우에는, 디코더 측

에 있어서 이력 스트림으로부터 각 데이터 엘리먼트를 디코드하기 위한 회로 및 소프트웨어가 간단해진다는 메리트가 있

다. 한편, 인코더 측에 있어서 가변 길이의 이력 스트림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코더에 있어서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

기술되는 이력 정보(데이터 엘리먼트)를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력 스트림의 데이터량을 적게 할

수 있어, 그 결과,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 전체의 데이터 레이트를 저감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설명하는 「이력 스트림」, 「히스토리 스트림」, 「이력 정보」, 「히스토리 정보」, 「이력 데이터,

「히스토리 데이터」, 「이력 파라미터」, 「히스토리 파라미터」란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부호화 파라미터(또

는 데이터 엘리먼트)를 의미하며, 현재의(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부호화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면, 제 1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어느 픽처를 I 픽처로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다음이 되는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상기 픽처를 이번은 P 픽처로서 부호화하여 전송하며, 더욱이,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이 픽처

를 B 픽처로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부호화 파라미터가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층, G0P층, 픽처층, 슬라이스층 및 매크로 블록층의 소정 위치에 기술되어 있다. 한편, 과거의 부호화 처리인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부호화 파라미터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부호화 파라미터가

기술되는 시퀀스층이나 G0P층에 기술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설명한 신텍스에 따라서,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 정보로서,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 기술된다.

우선, 고정 길이의 이력 스트림 신텍스에 대해서 도 40 내지 도 4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최종단(예를 들면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는, 우선 처

음에, 과거(예를 들면 제 1 세대 및 제 2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되었던 스퀀스층의 시퀀스 헤더에 포함되는 부호화

파라미터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삽입된다. 더구나,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층의 시퀀스

헤더 등의 이력 정보는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층의 시퀀스 헤더에 삽입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시퀀스 헤더(sequence_header)에 포함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sequence_header_

code,

sequence_header_present_flag, horizontal_size_value, marker_bit,

vertical_size_value, aspect_ratio_information, frame_rate_code,

bit_rate_value, VBV_buffer_size_value, constrained_parameter_flag,

load_intra_quantiser_matrix,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

intra_quantiser_matrix 및 non_intra_quantiser_matrix 등으로 구성된다.

sequence_header_code는 시퀀스층의 스타트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sequence_header_present_flag는

sequence_header 내의 데이터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horizontal_size_value는 화상의 수평 방향

의 화소수의 하위 12비트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이다. marker_bit는 스타트 코드 에뮬리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되는 비

트 데이터이다. vertical_size_value는 화상의 세로 라인 수의 하위 12비트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이다. aspect_ratio_

information은 화소의 애스펙트비(종횡비) 또는 표시 화면 애스펙트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rate_code는 화상

의 표시 주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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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_rate_value는 발생 비트량에 대한 제한을 위한 비트·레이트의 하위 18비트(400bsp 단위로 반올림한다) 데이터이다.

VBV_buffer_size_value는 발생 부호량 제어용 가상 버퍼(비디오 버퍼 베리파이어)의 크기를 정하는 값의 하위 10비트 데

이터이다. constrained_parameter_flag는 각 파라미터가 제한 이내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intra_quantiser_

matrix는 인트라 MB용 양자화 매트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

인트라 MB용 양자화 매트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quantiser_matrix는 인트라 MB용 양자화 매

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인트라 MB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

터이다.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유저 데이터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

된 시퀀스층의 시퀀스 익스텐션을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된다.

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한 시퀀스 익스텐션(sequence_extension)을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sequence_extension_present_flag, profile_and_level_indication,

progressive_sequence, chroma_format, horizontal_size_extension,

vertical_size_extension, bit_rate_extension, vbv_buffer_size_extension,

low_delay, frame_rate_extension_n 및 frame_rate_extension_d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이다.

extension_start_code는 익스텐션 데이터의 스타트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sequence_extension_present_flag는 시퀀스 익스텐션 내의

데이터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profile_and_level_idication은 비디오 데이터의 프로필과 레벨을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progressive_sequence는 비디오 데이터가 순차 주사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hroma_

format은 비디오 데이터의 색차 포맷을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horizontal_size_extension은 시퀀스 헤더의 horizntal_size_value에 더하는 상위 2비트 데이터이다. vertical_size_

extension은 시퀀스 헤더의 vertical_size_value에 더하는 상위 2비트의 데이터이다. bit_rate_extension은 시퀀스 헤더

의 bit_rate_value에 더하는 상위 12비트 데이터이다. vbv_buffer_size_extension은 시퀀스 헤더의 vbv_buffer_size_

value에 더하는 상위 8비트 데이터이다. low_delay는 B 픽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rate_

extension_n은 시퀀스 헤더의 frame_rate_code와 조합시켜 프레임 레이트를 얻기 위한 데이터이다. frame_rate_

extension_d는 시퀀스 헤더의 frame_rate_code와 조합시켜 프레임 레이트를 얻기 위한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된 시퀀스층의 시퀀스 디스플레이

익스텐션을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된다.

이 시퀀스 디스플레이 익스텐션(sequence_display_extension)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sequence_display_extension_present_flag, video_format,

colour_description, colour_primaries, transfer_characteristics,

matrix_coeffients, display_horizontal_size 및 display_vertical_size로 구성된다.

extension_start_code는 익스텐션 데이터의 스타트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sequence_display_extension_present_flag는 시퀀스 디스플

레이 익스텐션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video_format은 원신호의 영상 포맷

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lor_description은 색 공간의 상세 데이터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lo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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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ies는 원신호의 색 특성의 상세함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transfer_characteristics는 광전 변환이 어떻게 행해진

것인지의 상세함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matrix_coeffients는 원신호가 광의 삼원색으로부터 어떻게 변환되었는지의 상

세함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display_horizontal_size는 의도하는 디스플레이의 활성 영역(수평 사이즈)을 나타내는 데

이터이다. display_vertical_size는 의도하는 디스플레이의 활성 영역(수직 사이즈)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

어서 생성된 매크로 블록의 위상 정보를 나타내는 매크로 블록 어사인먼트 데이터(macroblock_assignment_in_user_

data)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된다

상기 매크로 블록의 위상 정보를 나타내는 macroblock_assignment_in_user_data는 macroblock_assignment_

present_flag, v_phase, h_phase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로 구성된다.

상기 maceroblock_assignment_present_flag는,

macroblock_assignment_in_user_data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v_phase는

화상 데이터로부터 매크로 블록을 꺼낼 때의 수직 방향의 위상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h_phase는 화상 데이터로부

터 매크로 블록을 꺼낼 때의 수평 방향의 위상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

용된 G0P층의 G0P 헤더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이 G0P 헤더(group_of_picture_header)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group_start_code, group_of_picture_

header_present_flag, time_code, closed_gop 및 broken_link로 구성된다.

group_start_code는 G0P층의 개시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group_of_picture_header_present_flag는,

group_of_picture_header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time_code는 G0P의 선

두 픽처의 시퀀스 선두로부터의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코드이다. closed_gop는 G0P 내의 화상이 다른 G0P로부터 독립

재생 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데이터이다. broken_link는 편집 등을 위한 G0P 내의 선두인 B 픽처가 정확하게 재생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

용된 픽처층의 픽처 헤더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이 픽처 헤더(picture_header)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는,

picture_start_code, temporal_reference, picture_coding_type, vbv_delay, full_pel_forward_vector, forward_f_

code, full_pel_backward_vector 및 backward_f_code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picture_start_code는 픽처층의 개시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temporal_reference는 픽처의

표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 G0P의 선두에서 리셋되는 데이터이다. picture_coding_type는 픽처 타입을 나타내는 데이

터이다. vbv_delay는 렌덤 액세스 시의 가상 버퍼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ull_pel_forward_vector는 순방

향 동작 벡터의 정밀도가 정수 단위인지 반화소 단위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orward_f_code는 순방향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ull_pel_backward_vector는 역방향 동작 벡터의 정밀도가 정수 단위인지 반화소 단

위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backward_f_code는 역방향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

용된 픽처층의 픽처층의 픽처 코딩 익스텐션이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이 픽처 디코딩 익스텐션(picture_coding_extension)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는 extension_start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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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f_code[0][0], f_code[0][1], f_code[1][0], f_code[1][1], intra_dc_precision,

picture_structure, top_field_first, frame_predictive_frame_dct, concealment_motion_vectors, q_scale_type,

intra_vlc_format, alternate_scan, repeat_firt_field, chroma_420_type, progressive_frame, composite_display_

flag, v_axis, field_sequence, sub_carrier, burst_amplitude 및 sub_carrier_phase로 구성된다.

extension_start_code는 픽처층의 익스텐션 데이터의 스타트를 나타내는 개시 코드이다. extension_start_code_

identifier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f_code[0][0]은 포워드 방향의 수평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_code[0][1]은 포워드 방향의 수직 방향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_code

[1][0]은 백워드 방향의 수평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_code[1][1]은 백워드 방향의 수직 동작 벡

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dc_precision은 DC 계수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picture_structure는 프레임 스트럭처인지 필드 스트럭처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필드 스트럭처의 경우는 상위 필드

인지 하위 필드인지도 합쳐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top_field_first는 프레임 스트럭처의 경우, 처음의 필드가 상위인지 하

위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predictive_frame_dct는 프레임·스트럭처의 경우, 프레임·모드 DCT의 예측이 프

레임·모드뿐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ncealment_motion_vectors는 인트라 매크로 블록에 전송 에러를 은폐하기 위한 동작 벡터가 붙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q_scale_type는 선형 양자화 스케일을 이용할지, 비선형 양자화 스케일을 이용할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vlc_

format은 인트라 매크로 블록에 별도의 2차원 VLC를 사용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alternate_scan은 지그재

그 스캔을 사용할지, 얼터네이트·스캔을 사용할지의 선택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repeat_firt_field는 2:3 풀 다운 시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chroma_420_type는 신호 포맷이 4:2:0인 경우, 다음 progressive_frame과 동일한 값, 그렇지 않

은 경우는 0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progressive_frame은 이 픽처가 순차 주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

다. composite_display_flag는 소스 신호가 컴포짓트 신호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v_axis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field_sequence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

터이다. sub_carrier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burst_amplitude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sub_carrier_phase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

용된 양자화 매트릭스 익스텐션이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상기 양자화 매트릭스 익스텐션(quant_matrix_extension)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는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quant_matrix_extension_present_flag,

load_intra_quantiser_matrix, intra_quantiser_matrix[64],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 non_intra_quantiser_matrix[64],

load_chroma_intra_quantiser_matrix, chroma_intra_quantiser_matrix[64],

load_chroma_non_intra_quantiser_matrix 및

chroma_non_intra_quantiser_matrix[64]로 구성된다.

extension_start_code는 이 양자화 매트릭스 익스텐션의 스타트를 나타내는 개시 코드이다. extension_start_code_

identifier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quant_matrix_extension_present_flag는 이 양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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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익스텐션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이다. load_intra_quantiser_

matrix는 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quantiser_matrix는 인트

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chroma_

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hroma_

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chroma_non_

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hroma_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

용된 카피라이트 익스텐션이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상기 카피라이트 익스텐션(copyright_extension)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는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

code_itentifier, copyright_extension_present_flag, copyright_flag, copyright_identifier, original_or_copy,

copyright_number_1, copyright_number_2 및 copyright_number_3으로 구성된다.

extension_start_code는 카피라이트 익스텐션의 스타트를 나타내는 개시 코드이다. extension_start_code_itentifier의

어느 익스텐션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copyright_extension_present_flag는 이 카피라이트 익스텐

션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이다. copyright_flag는 다음의 카피라이트 익스텐

션 또는 시퀀스 엔드까지 부호화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카피권이 주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copyright_identifier는 IS0/IEC JTC/SC29에 의해 지정된 카피권의 등록 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original_or_

copy는 비트 스트림 중의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인지 카피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pyright_number_1

은 카피라이트 넘버의 비트 44에서 63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pyright_number_2는 카피라이트 넘버의 비트 22에서

43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pyright_number_3은 카피라이트 넘버의 비트 0에서 21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계속해서,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

용된 픽처 디스플레이 익스텐션(picture_display_extension)이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상기 픽처 디스플레이 익스텐션을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picture_display_extension_present_flag, frame_center_horizontal_offset_1,

frame_center_vertical_offset_1, frame_center_horizontal_offset_2,

frame_center_vertical_offset_2, frame_center_horizontal_offset_3 및

frame_center_vertical_offset_3으로 구성된다.

extension_start_code는 픽처 디스플레이 익스텐션의 스타트를 나타내기 위한 개시 코드이다. extension_start_code_

identifier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picture_display_extension_present_flag는 픽처 디

스플레이 익스텐션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center_horizontal_offset

은 표시 에이리어의 수평 방향의 오프셋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3개의 오프셋 값까지 정의할 수 있다.

frame_center_vertical_offset은 표시 에이리어를 수직 방향의 오프셋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3개의 오프셋 값까지 정의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적인 점으로서, 이 픽처 디스플레이 익스텐션을 나타내는 이력 정보 다음에, re_coding_stream_

information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re_coding_stream_information은

등록특허 10-0571307

- 35 -



re_coding_stream_information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는,

user_data_start_code, re_coding_stream_info_ID, red_bw_flag,

red_bw_indicator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로 구성된다.

user_data_start_code는 user_data가 개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스타트 코드이다. re_coding_stream_info_ID는 16비트

의 정수로,

re_coding_stream_info() 함수의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그 값은 구체적으로는, "1001 0001 1110 1100"(0x91ec)이 된

다.

red_bw_flag는 1비트의 플래그로, 모든 이력 정보에 관한 코딩 파라미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0이 되고, 이력 정보에 관한

코딩 파라미터가 선택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1이 된다. red_bw_indicator는 2비트의 정수이고, 코딩 파라미터의 데이터

셋을 정의하기 위한 인디케이터이다.

이 re_coding_stream_information, red_bw_flag, red_bw_indicato 및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후술한다.

최종단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픽처층의 사용자 에이리어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된 유

저 데이터(user_data)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이 유저 데이터 다음에는,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된 매크로 블록층에 관한 정보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

다.

상기 매크로 블록층에 관한 정보는 macroblock_address_h, macroblock_address_v, slice_header_present_flag,

skipped_macroblock_flag 등의 매크로 블록(macrpblock) 위치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와,

macroblock_quant, macroblock_motion_forwrard, macroblock_motion_backward, macroblock_pattern,

macroblock_intra, spatial_temporal_weight_code_flag, frame_motion_type 및 dct_type 등의 매크로 블록 모드

(macroblock_modes[])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와, quantiser_scale_code 등의 양자화 스텝 제어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

트와,

PMV[0][0][0], PMV[0][0][1], motion_vertical_field_select[0][0],

PMV[0][1][0], PMV[0][1][1], motion_vertical_field_select[0][1],

PMV[1][0][0], PMV[1][0][1], motion_vertical_field_select[1][0],

PMV[1][1][0], PMV[1][1][1], motion_vertical_field_select[1][1] 등의 동작 보상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와,

coded_block_pattern 등의 매크로 블록 패턴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와, num_mv_bits, num_coef_bits, 및 num_other_

bits 등의 발생 부호량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 매크로 블록층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macroblock_address_h는 현재의 매크로 블록의 수평 방향의 절대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macroblock_

address_v는 현재의 매크로 블록의 수직 방향의 절대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slice_header_present_flag는

이 매크로 블록이 슬라이스층의 선두이고, 슬라이스 헤더를 동반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skipped_

macroblock_flag는 복호 처리에 있어서 이 매크로 블록을 스킵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macroblock_quant는 후술하는 도 63과 도 64에 도시된 마이크로 블록 타입(macroblock_type)로부터 유도되는 데이터

로, quantiser_scale_code가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mnacroblock_motiom_

forward는 도 63과 도 64에 도시된 매크로 블록 타입로부터 유도되는 데이터로, 복호 처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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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block_motion_backward는 도 63과 도 64에 도시된 매크로 블록 타입로부터 유도되는 데이터로, 복호 처리에서 사

용되는 데이터이다. macroblock_pattern은 도 63과 도 64에 도시된 매크로 블록 타입로부터 유도되는 데이터로, coded_

block_pattern이 비트 스트림 중에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macroblock_intra는 도 63과 도 64에 도시된 매크로 블록 타입로부터 유도되는 데이터로, 복호 처리에서 사용되는 데이

터이다.

spatial_temporal_weight_code_flag는 도 63과 도 64에 도시된 매크로 블록 타입로부터 유도되는 데이터로, 시간 스케일

러빌리티로 하위 레이어 화상의 업 샘플링 방법을 나타내는 spatial_temporal_weight_code는 비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motion_type는 프레임의 매크로 블록의 예측 타입을 나타내는 2비트 코드이다. 예측 벡터가 2개로 필드 베이스의

예측 타입이면 「00」이고, 예측 벡터가 1개로 필드 베이스의 예측 타입이면 「01」이며, 예측 벡터가 1개로 프레임 베이

스의 예측 타입이면 「10」이며, 예측 벡터가 1개로 디얼 프라임의 예측 타입이면 「11」이다. field_motion_type는 필드

의 매크로 블록의 동작 예측을 나타내는 2비트 코드이다. 예측 벡터가 1개로 필드 베이스의 예측 타입이면 「01」이고, 예

측 벡터가 2개로 18×8 매크로 블록 베이스의 예측 타입이면 「10」이며, 예측 벡터가 1개로 디얼 프라임의 예측 타입이

면 「11」이다. dct_type는 DCT이 프레임 DCT 모드인지, 필드 DCT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quantiser_scale_code는 매크로 블록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다음으로 동작 벡터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한다. 동작 벡터는 복호 시에 필요한 동작 벡터를 감소시키기

위해, 앞서 부호화된 벡터에 관해 차분으로서 부호화된다. 동작 벡터의 복호를 행하기 때문에 복호기는 4개의 동작 벡터

예측치(각각 수평 및 수직 성분을 따른다)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 예측 동작 벡터를 PMV[r][s][v]로 나타내는 것으로 하

고 있다. [r]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동작 벡터가 제 1 벡터인 것인지, 제 2 벡터인 것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 매크

로 블록에 있어서의 벡터가 제 1 벡터일 경우에는 「0」이 되고,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벡터가 제 2 벡터일 경우에는

「1」이 된다. [s]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동작 벡터 방향이 전방향인 것인지 후방향인 것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

전방향 동작 벡터의 경우에는 「0」이 되고, 후방향 동작 벡터의 경우에는 「1」이 된다. [v]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벡터 성분이 수평 방향인 것인지 수직 방향인 것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 수평 방향 성분의 경우에는 「0」이 되고, 수

직 방향 성분의 경우에는 「1」이 된다.

따라서, PMV[0][0][0]은 제 1 벡터의 전방향 동작 벡터의 수평 방향 성분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PMV[0][0][1]은 제

1 벡터의 전방향 동작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 데이터를 나타내며, PMV[0][1][0]은 제 1 벡터의 후방향 동작 벡터의 수

평 방향 성분의 데이터를 나타내며, PMV[0][1][1]은 제 1 벡터의 후방향 동작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의 데이터를 나타

내며,

PMV[1][0][0]은 제 2 벡터의 전방향 동작 벡터의 수평 방향 성분 데이터를 나타내고, PMV[1][0][1]은 제 2 벡터의

전방향 동작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 데이터를 나타내며,

PMV[1][1][0]은 제 2 벡터의 후방향 동작 벡터의 수평 방향 성분 데이터를 나타내고, PMV[1][1][1]은 제 2 벡터의

후방향 동작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motion_vertical_field_select[r][s]는 예측 형식에 어느 쪽의 참조 필드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이

motion_vertical_field_select[r][s]가 「0」인 경우에는, 톱 참조 필드를 사용하고, 「1」인 경우에는, 바텀 참조 필드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motion_vertical_field_select[0][0]은 제 1 벡터의 전방향 동작 벡터를 생성할 때의 참조 필드를 나타내며,

motion_vertical_field_select[0][1]은 제 1 벡터의 후방향 동작 벡터를 생성할 때의 참조 필드를 나타내며, motion_

vertical_field_select[1][0]은 제 2 벡터의 전방향 동작 벡터를 생성할 때의 참조 필드를 나타내며, motion_vertical_

field_select[1][1]은 제 2 벡터의 후방향 동작 벡터를 생성할 때의 참조 필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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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d_block_pattern은 DCT 계수를 격납하는 복수의 DCT 블록 중, 어느 DCT 블록에 유의 계수(비 0계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변 길이의 데이터이다. num_mv_bits는 매크로 블록 중의 동작 벡터의 부호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num_

coef_bits는 매크로 블록 중의 DCT 계수의 부호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num_other_bits는 매크로 블록의 부호량으

로, 동작 벡터 및 DCT 계수 이외의 부호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다음으로, 가변 길이의 이력 스트림으로부터 각 데이터 엘리먼트를 디코드하기 위한 신텍스에 대해서, 도 47 내지 도 6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가변 길이의 이력 스트림은 next_start_code() 함수, sequence_header() 함수, sequence_extension() 함수,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 group_of_picture_header() 함수,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

picture_header() 함수,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

re_coding_stream_info() 함수, extension_and_user_data(2) 함수 및

picture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에 의해 구성된다.

next_start_code() 함수는 비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스타트 코드를 찾기 위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력 스트림의 가장 선

두에는, 도 4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된 데이터 엘리먼트로 sequenc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sequenc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는,

sequence_header_code, sequence_header_present_flag,

horizontal_size_value, vertical_size_value, aspect_ratio_information,

frame_rate_code, bit_rate_value, marker_bit, VBV_buffer_size_value,

constrained_parameter_flag, load_intra_quantiser_matrix,

intra_quantiser_matrix,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 및

non_intra_quantiser_matrix 등이다.

sequence_header_code는 시퀀스층의 스타트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sequence_header_present_flag는

sequence_header 내의 데이터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horizontal_size_value는 화상의 수평 방향

화소수의 하위 12비트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이다. vertical_size_value는 화상의 세로 라인 수의 하위 12비트로 이루어지

는 데이터이다.

aspect_ratio_information은 화소의 애스팩트비(종횡비) 또는 표시 화면 애스팩트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

rate_code는 화상의 표시 주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bit_rate_value는 발생 비트량에 대한 제한을 위한 비트·레이트의

하위 18비트(400bsp 단위로 끝맺는다) 데이터이다.

marker_bit는 스타트 코드 에뮬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되는 비트 데이터이다. VBV_buffer_size_value는 발생 부호

량 제어용 가상 버퍼(비디오 버퍼 베리파이어)의 크기를 정하는 값의 하위 10비트 데이터이다. constrained_parameter_

flag는 각 파라미터가 제한 이내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intra_quantiser_matrix는 인트라 MB용 양자화 매트

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quantiser_matrix는 인트라 MB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

이터이다.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인트라 MB용 양자화 매트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인트라 MB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sequenc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도 49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은 sequence_extension

()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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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란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sequence_extension_present_flag, profile_and_level_indication,

progressive_sequence, chroma_format, horizontal_size_extension,

vertical_size_extension, bit_rate_extension, vbv_buffer_size_extension,

low_delay, frame_rate_extension_n 및 frame_rate_extension_d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이다.

extension_start_code는 익스텐션 데이터의 스타트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sequence_extension_present_flag는 시퀀스 익스텐션 내의

데이터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profile_and_level_indication은 비디오 데이터의 프로파일과 레벨

을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progressive_sequence는 비디오 데이터가 순차 주사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hroma_format은 비디오 데이터의 색차 포맷을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horizontal_size_extension은 시퀀스 헤더의

horizontal_size_value에 더하는 상위 2비트 데이터이다. vertical_size_extension은 시퀀스 헤더의 vertical_size_value

더하는 상위 2비트의 데이터이다. bit_rate_extension은 시퀀스 헤더의 bit_rate_value에 더하는 상위 12비트 데이터이

다.

vbv_buffer_size_extension은 시퀀스 헤더의 vbv_buffer_size_value에 더하는 상위 8비트 데이터이다.

low_delay는 B 픽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rate_extension_n은 시퀀스 헤더의 frame_rate_code와 조합시켜 프레임 레이트를 얻기 위한 데이터이다.

frame_rate_extension_d는 시퀀스 헤더의 frame_rate_code와 조합시켜 프레임 레이트를 얻기 위한 데이터이다.

sequence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도 5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extension_and_

user_data(0)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extension_and_user_data(i) 함

수는 「i」가 1 이외일 때는, extension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기술하지 않고서, user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만을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한다. 따라서,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는,

user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만을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한다.

user_data() 함수는 도 5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신텍스에 기초하여, 유저 데이터를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한다.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도 5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group_of_

pictur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및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

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단, 이력 스트림 중에, G0P층의 스타트 코드를 나타내는 group_start_code

가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만,

group_of_pictur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및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에 의해 정의되

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group_of_pictur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는 group_start_code, group_of_picture_header_

present_flag, time_code, closed_gop 및 broken_link로 구성된다.

group_start_code는 G0P층의 개시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group_of_picture_header_present_fla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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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_of_picture_header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time_code는 G0P의 선

두 픽처의 시퀀스 선두로부터의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코드이다. closed_gop는 G0P 내의 화상이 다른 G0P로부터 독립

재생 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데이터이다. broken_link는 편집 등을 위해 G0P 내의 선두 B 픽처를 정확하게 재생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데이터이다.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는,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와 동일하게, user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만을 이력 스트림으

로서 기술한다.

혹시, 이력 스트림 중에, G0P층의 스타트 코드를 나타내는 group_start-code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group_

of_picture_header() 함수 및 extension_and_user_data(1)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이력 스트림 중에

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 경우에는,

extension_and_user_data(0)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 pictur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pictur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는 도 5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picture_start_code, temporal_

reference, picture_coding_type, vbv_delay, full_pel_forward_vector, forward_f_code, full_pel_backward_vector,

backward_f_code, extra_bit_picture 및 extra_information_picture이다.

구체적으로는, picture_start_code는 픽처층의 개시 동기 코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temporal_reference는 픽처의

표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 G0P의 선두에서 리셋되는 데이터이다. picture_coding_type는 픽처 타입을 나타내는 데이

터이다. vbv_delay는 렌덤 액세스 시의 가상 버퍼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ull_pel_forward_vector는 순방

향 동작 벡터의 정밀도가 정수 단위인지 반화소 단위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orward_f_code는 순방향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ull_pel_backward_vector는 역방향 동작 벡터의 정밀도가 정수 단위인지 반화소 단

위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backward_f_code는 역방향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extra_bit_picture는 후속하는 추가 정보 존재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이 extra_bit_picture가 「1」인 경우에는, 다음으

로 extra_information_picture가 존재하고, extra_bit_picture가 「0」인 경우에는, 이에 계속되는 데이터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tra_information_picture는 규격에 있어서 예약된 정보이다.

picture_header()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도 5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picture_coding_

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이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란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code_

identifier,

f_code[0][0], f_code[0][1], f_code[1][0], f_code[1][1], intra_dc_precision,

picture_structure, top_field_first, frame_predictive_frame_dct,

concealment_motion_vectors, q_scale_type, intra_vlc_format, alternate_scan,

repeat_firt_field, chroma_420_type, progressive_frame,

composite_display_flag, v_axis, field_sequence, sub_carrier, burst_amplitude 및 sub_carrier_phase로 구성된다.

extension_start_code는 픽처층의 익스텐션 데이터의 스타트를 나타내는 개시 코드이다. extension_start_code_

identifier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f_code[0][0]은 포워드 방향의 수평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_code[0][1]은 포워드 방향의 수직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_code

[1][0]은 백워드 방향의 수평 동작 벡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_code[1][1]은 백워드 방향의 수직 동작 벡

터 탐색 범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dc_precision은 DC 계수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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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_structure는 프레임 스트럭처인지 필드 스트럭처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필드 스트럭처의 경우는, 상위 필

드인지 하위 필드인지도 합쳐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top_field_first는 프레임 스트럭처의 경우, 처음의 필드가 상위인지

하위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frame_predictive_frame_dct는 프레임·스트럭처의 경우, 프레임·모드 DCT의 예측이

프레임·모드뿐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ncealment_motion_vectors는 인트라 매크로 블록에 전송 에러를 은폐하

기 위한 동작 벡터가 붙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q_scale_type는 선형 양자화 스케일을 이용할지, 비선형 양자

화 스케일을 이용할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vlc_format은 인트라 매크로 블록에 다른 2차원 VLC를 사용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alternate_scan은 지그재그 스캔을 사용할지, 얼터네이트·스캔을 사용할지의 선택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repeat_firt_

field는 2:3 풀 다운 시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chroma_420_type는 신호 포맷이 4:2:O인 경우, 다음 progressive_

frame과 동일한 값,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progressive_frame은 이 픽처가 순차 주사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mposite_display_flag는 소스 신호가 콤포짓트 신호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

이다. v_axis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field_sequence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sub_carrier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burst_amplitude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

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sub_carrier_phase는 소스 신호가 PAL인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picture_coding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re_coding_stream_info() 함수에 의해 정의

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상기 re_coding_stream_info() 함수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함수

로, 주로 이력 정보의 조합을 기술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상세함에 대해서는, 도 68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re_coding_stream_info()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extensions_and_user_data(2)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이 extension_and_user_data(2) 함수는 도 50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비트 스트림 중에 익스텐션 스타트 코드(extension_start_code)가 존재할 경우에는, extension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이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비트 스트림 중에 유저 데이터 스타트 코드

(user_data_start_code)가 존재할 경우에는, user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단, 비

트 스트림 중에 익스텐션 스타트 코드 및 유저 데이터 스타트 코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extension_data() 함수 및

user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비트 스트림 중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extension_data() 함수는 도 5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extension_start_code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레먼트와, quant_

matrix_extension() 함수, copyright_extension() 함수 및 picture_display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

레먼트를 비트 스트림 중에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quant_matrix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도 5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extension_start_

code,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

quant_matrix_extension_present_flag, load_intra_quantiser_matrix,

intra_quantiser_matrix[64],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

non_intra_quantiser_matrix[64], load_chroma_intra_quantiser_matrix,

chroma_intra_quantiser_matrix[64], load_chroma_non_intra_quantiser_matrix 및 chroma_non_intra_quantiser_

matrix[64]이다.

extension_start_code는 이 양자화 매트릭스 익스텐션의 스타트를 나타내는 개시 코드이다. extension_start_code_

identifier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quant_matrix_extension_present_flag는 이 양자화

매트릭스 익스텐션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이다. load_intra_quantiser_

matrix는 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ntra_quantiser_matrix는 인트

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chroma_

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hrom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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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load_chroma_non_

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데이터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hroma_non_intra_quantiser_matrix는 색차 비인트라 매크로 블록용 양자화 매트릭스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pyright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도 5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extension_start_code, extension_start_code_itentifier,

copyright_extension_present_flag, copyright_flag, copyright_identifier,

original_or_copy, copyright_number_1, copyright_number_2 및

copyright_number_3으로 구성된다.

extension_start_code는 카피라이트 익스텐션의 스타트를 나타내는 개시 코드이다. extension_start_code_itentifier 어

느 익스텐션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copyright_extension_present_flag는 이 카피라이트 익스텐션

내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이다.

copyright_flag는 다음의 카피라이트 익스텐션 또는 시퀀스 엔드까지, 부호화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카피권이 주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copyright_identifier는 IS0/IEC JTC/SC29에 의해 지정된 카피권의 등록 기관을 식별하기 위

한 데이터이다. original_or_copy는 비트 스트림 중의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인지 카피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이다. copyright_number_1은 카피라이트 넘버의 비트 44로부터 63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pyright_number_2는 카

피라이트 넘버의 비트 22로부터 43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copyright_number_3은 카피라이트 넘버의 비트 0으로부터

21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picture_display_extension()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도 5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extension_start_

code_identifier,

frame_center_horizontal_offset, frame_center_vertical_offset 등이다.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는 어느 확장 데이터가 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frame_center_horizontal_

offset은 표시 에이리어의 수평 방향 오프셋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number_of_frame_center_offsets에 의해 정의되는

수의 오프셋 값을 정의할 수 있다. frame_center_vertical_offset은 표시 에이리어를 수직 방향의 오프셋을 나타내는 데

이터로,

number_of_frame_center_offsets에 의해 정의되는 수의 오프셋 값을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도 47로 돌아가, extension_and_user_data(2)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picture_data() 함

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단, 이 picture_data() 함수는 red_bw_flag가 1

이 아닐지 또는 red_bw_indicator가 2 이하인 경우에 존재한다. 이 red_bw_flag와 red_bw_indicator는 re_coding_

stream_info() 함수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도 68과 도 69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picture_data()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도 5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slice()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

터 엘리먼트이다. 이 slice()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는 비트 스트림 중에 적어도 1개 기술되어 있다.

slice() 함수는 도 60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slice_start_code, slice_quantiser_scale_code, intra_slice_flag, intra_

slice, reserved_bits, extra_bit_slice, extra_information_slice 및 extra_bit_slice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와,

macroblock()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를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slice_start_code는 slice()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의 스타트를 나타내는 스타트 코드이다. slice_

quantiser_scale_code는 이 슬라이스층에 존재하는 매크로 블록에 대해 설정된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나타내는 데이터이

다. 그러나, 각 매크로 블록마다 quantiser_scale_code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매크로 블록에 대해 설정된

macroblock_quantiser_scale_code의 데이터가 우선하여 사용된다.

등록특허 10-0571307

- 42 -



intra_slice_flag는 비트 스트림 중에 intra_slice 및 reserved_bits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intra_

slice는 슬라이스층 중에 논 인트라 매크로 블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슬라이스층에 있어서의 매

크로 블록 중 어느 하난가 논 인트라 매크로 블록인 경우에는, intra_slice는「0」이 되며, 슬라이스층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모두가 논 인트라 매크로 블록인 경우에는, intra_slice는 「1」이 된다. reserved_bits는 7비트 데이터로 「0」에

설정된다. extra_bit_slice는 이력 스트림으로서 추가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로, 다음에 extra_

information_slice가 존재할 경우에는 「1」에 설정된다. 추가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0」에 설정된다.

이들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는, macroblock()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가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macroblock() 함수는 도 6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macroblock_escape, macroblock_address_increment 및

macroblock_quantiser_scale_code 및 marker_bit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와, macroblock_modes() 함수, motion_

vectors(s) 함수 및 code_block_pattern() 함수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엘리먼트를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macroblock_escape는 참조 매크로 블록과 이전 매크로 블록과의 수평 방향 차가 34이상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고정 비

트열이다. 참조 매크로 블록과 이전 매크로 블록과의 수평 방향 차가 34이상일 경우에는, macroblock_address_

increment 값에 33을 플러스한다.

macroblock_address_increment는 참조 매크로 블록과 이전 매크로 블록과의 수평 방향 차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혹

시, 이 macroblock_address_increment 전에 macroblock_escape가 1개 존재하는 것이면, 이 macroblock_address_

increment 값에 33을 플러스한 값이 실제의 참조 매크로 블록과 이전 매크로 블록과의 수평 방향의 차분을 나타내는 데이

터가 된다.

macroblock_quantiser_scale_code는 각 매크로 블록마다 설정된 양자화 스텝 사이즈이고, macroblock_quant가 "1"인

때만 존재한다. 각 슬라이스층에는 슬라이스층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나타내는 slice_quantiser_scale_code가 설정되

어 있지만, 참조 매크로 블록에 대해 macroblock_quantiser_scale_code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양자화 스텝 사

이즈를 선택한다.

macroblock_address_increment 다음에는, macroblock_modes()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macroblock_modes() 함수는 도 6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macroblock_type, frame_motion_type, field_motion_

type, dct_type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를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macroblock_type는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타입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그 상세함은 도 65 내지 도 67을 참조하여 후술

한다.

혹시, macroblock_motion_forward 또는 macroblock_motion_backward가 「1」이고, 픽처 구조가 프레임이며, 더욱이

frame_pred_frame_dct가 「0」인 경우에는, macroblock_type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 frame_motion_

type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더구나, 이 frame_pred_frame_dct는,

frame_motion_type가 비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frame_motion_type는 프레임의 매크로 블록의 예측 형태를 나타내는 2 비트의 코드이다. 예측 벡터가 2개로 필드 베이스

의 예측 형태이면 「00」이고, 예측 벡터가 1개로 필드 베이스의 예측 형태이면 「01」이고, 예측 벡터가 1개로 프레임 베

이스의 예측 형태이면 「10」이고, 예측 벡터가 1개로 디얼프라임의 예측 형태이면 「11」이다.

frame_motion_type를 기술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macroblock_type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 다음에 field_motion_type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field_motion_type는 필드의 매크로 블록의 이동 예측을 나타내는 2 비트의 코드이다. 예측 벡터가 1개로 필드 베이스의

예측 형태이면 「01」이고, 예측 벡터가 2개로 18×8 매크로 블록 베이스의 예측 형태이면 「10」이고, 예측 벡터가 1개

로 디얼프라임의 예측 형태이면 「11」이다.

만약, 픽처 구조가 프레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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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_pred_frame_dct가 frame_motion_type가 비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frame_pred_frame_

dct가 dct_type가 비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macroblock_type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

트 다음에 dct_type를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한편, dct_type는 DCT가 프레임 DCT 모드인지, 필드

DCT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다시 도 61로 돌아가서, 만약, 참조 매크로 블록이 전방 예측 매크로 블록이거나, 또는 참조 매크로 블록이 인트라 매크로

블록이며 동시에 콘실 처리의 매크로 블록 중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motion_vectors(0)함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데이터 엘

리먼트가 기술된다. 또한, 참조 매크로 블록이 후방 예측 매크로 블록인 경우에는 motion_vectors(1)함수에 의해서 정의

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된다. 한편,

motion_vectors(0)함수는 제 1 번째의 움직임 벡터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를 기술하기 위한 함수로서, motion_vectors

(1) 함수는 제 2 번째의 움직임 벡터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를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motion_vectors(s)함수는 도 6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움직임 벡터에 관한 데이터 엘리먼트를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만약, 움직임 벡터가 1개로 디얼프라임 예측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motion_vertical_fie1d_select[0][s]와

motion_vector(0, s)에 의해서 정의되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된다.

상기 motion_vertical_fie1d_select[r][s]는 제 1 번째의 움직임 벡터(전방 또는 후방 중 어느 벡터이든 무방함)가, 보텀

필드를 참조하여 작성된 벡터인지 톱 필드를 참조하여 작성된 벡터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상기 지표 "r"은 제 1 번째

의 벡터 또는 제 2 번째 중 어느 벡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s"는 예측 방향이 전방 또는 후방 예측 중 어느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motion_vector(r, s) 함수는 도 64에 도시한 바와 같이, motion_code[r][s][t]에 관한 데이터열과, motion_residual[r]

[s][t]에 관한 데이터열과, dmvector[t]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함수이다.

motion_code[r][s][t]는, 움직임 벡터의 크기를 -16 내지 +16의 범위로 나타내는 가변 길이의 데이터이다. motion_

residual[r][s][t]는, 움직임 벡터의 잔차를 나타내는 가변 길이의 데이터이다. 따라서, 상기 motion_code[r][s][t]와

motion_residual[r][s][t]의 값에 의해 상세한 움직임 벡터를 기술할 수 있다. dmvector[t]는 디얼프라임 예측 모드일때

에, 한쪽의 필드(예를 들면 보텀 필드에 대하여 톱 필드를 한쪽의 필드로 한다)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서, 시간거리에 따라서 기존의 움직임 벡터가 스케일됨과 동시에, 톱 필드와 보텀 필드의라인간의 수직방향의 어긋남을 반

영시키기 위해서 수직방향에 대하여 보정을 행하는 데이터이다. 상기 지표 "r"는 제 1 번째의 벡터 또는 제 2 번째의 벡터

중 어느 벡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s"는 예측 방향이 전방 또는 후방 예측 중 어느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s"

는 움직임 벡터가 수직방향의 성분인지 수평 방향의 성분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도 64에 도시된 motion_vector(r, s)함수에 의해서, 우선, 수평방향의 motion_coder[r][s][0]를 나타내는 데이터열이,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된다. motion_residual[0][s][t] 및 motion_residual[1][s][t]의 쌍방의 비트수는 f_code[s]

[t]로 나타내기 때문에,

f_code[s][t]가 1이 아닐 경우에는,

motion_residual[r][s][t]가 비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된다. 수평 방향 성분의 motion_residual

[r][s][0]가 「1」이 아니고, 수평 방향 성분의 motion_code[r][s][0]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비트 스트림 중에

motion_residual[r][s][0]을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존재하며, 움직임 벡터의 수평 방향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수평 방향 성분의 motion_residual[r][s][0]을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

다.

계속해서, 수직방향의 motion_coder[r][s][1]를 나타내는 데이터열이, 이력 스트림으로서 기술된다. 마찬가지로

motion_residual[0][s][t] 및 motion _residual[l][s][t]의 쌍방의 비트수는 f_code[s][t]로 나타내기 때문에,

f_code[s][t]가 1이 아닐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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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_residual[r][s][t]가 비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된다. motion_residual[r][s][1]가

「1」이 아니고, motion_code[r][s][1]이 「0」이 아니라는 것은, 비트 스트림 중에 motion_residual[r][s][1]을 나

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존재하고, 움직임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이 존재하는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수직 방향 성분의 motion_residual[r][s][1]을 나타내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기술되어 있다.

다음에, 도 65 내지 도 67을 참조하여, macroblock_type에 관해서 설명한다. macroblock_type는 macroblock_quant,

dct_type_flag, macroblock_motion_forward, 및 macroblock_motion_backward 등의 플래그로부터 생성된 가변 길이

데이터이다. macroblock_quant는 매크로 블록에 대하여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설정하기 위한 macroblock_quantiser_

scale_code가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서, 비트 스트림 중에 macroblock_quantiser_scale_code가

존재할 경우에는 macroblock_quant는 「1」의 값을 갖는다.

dct_type_flag는 참조 매크로 블록이 프레임 DCT 또는 필드 DCT로 부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dct_type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다시 말하면, DCT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서, 비트 스트림

중에 dct_type가 존재할 경우에는 상기 dct_type_flag는 「1」의 값을 갖는다.

macroblock_motion_forwrard는 참조 매크로 블록이 전방 예측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서, 전방 예측되

어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다.

macroblock_motion_backward는 참조 매크로 블록이 후방 예측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로서, 후방 예측

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다.

또한, 가변 길이 포맷에 있어서는 전송하는 비트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력 정보를 삭감할 수 있다.

즉, macroblock_type와 motion_vectors()은 전송하지만,

quantiser_scale_code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slice_quantiser_scale_code를 "00000"로 함으로써, 비트율을 감소시

킬 수 있다.

또한, macroblock_type만 전송하고, motion_vectors(),

quantiser_scale_code, 및 dct_type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macroblock_type로서, "not coded"를 사용함으로써, 비트율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picture_coding _type만 전송하고, slice() 이하의 정보는 모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slice_start_code를 갖지

않은 picture_data()를 사용함으로써, 비트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에 있어서는 user_data 내의 23 비트의 연속하는 "0"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22 비트마다 "1"을 삽입하도록 하

였지만, 22 비트마다가 아니어도 된다. 또한, 연속하는 "0"의 개수를 세어 "1"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Byte_allign을 조사

하여 삽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MPEG에 있어서는 23 비트의 연속하는 "0"의 발생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이트의 선두로부터 23 비트 연속

하는 경우만이 문제가 되고, 바이트의 선두가 아니라, 도중에서 0이 23 비트 연속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24 비트마다, LSB 이외의 위치에 "1"을 삽입하도록 하여도 된다.

또한, 이상에 있어서는 이력 정보를, 비디오 엘러멘트리 스트림(video elementary stream)에 가까운 형식으로 하였지만,

패킷화된 엘러멘트리 스트림(packetized elementary stream)이나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에 가까운 형식

으로 하여도 된다. 또한, 엘러멘트리 스트림(Elementary stream)의 user_data의 장소를, picture_data의 앞으로 하였지

만, 다른 장소로 할 수도 있다.

도 15에 있어서 설명한 트랜스코더(101)는 복수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이력 정보로서 후단의 프로세스에 제공하도록

하였지만, 실제로는 상술한 이력 정보의 모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기억 용량에 제한이 없는

대용량의 기록 매체를 구비한 기록 재생 시스템이, 상기 트랜스코더의 후단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호화 파라미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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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술한 모든 이력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비교적 기억 용량이 작은 기록 매체를 구비한 기록 재생장치

가, 상기 트랜스코더의 후단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호화 스트림의 데이터 율을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서,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 상술한 모든 이력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력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예로서, 비교적 전송 용량에 제한이 없는 대용량의 전송 용량을 갖는 전송로가, 상기 트랜스코더의 후단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 상술한 모든 이력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비교적 전송 용량이 적은 전송

로가, 상기 트랜스코더의 후단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호화 스트림의 데이터 율을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서, 부호

화 파라미터 중에 상술한 모든 이력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력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특징적인 점은, 트랜스코딩 장치의 후단에 접속되는 여러 가지인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에 필요한 이력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또한 선택적으로,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실시예에서는 부호화 스트림 중에, re_coding _stream_info라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이하에, 도 68을 참조하여, re_coding _stream_info의 신택스 및 데이터 엘리먼트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68에 도시한 바와 같이, re_coding _stream_info의 함수는

user_data_start_code, re_coding _stream_info_ID, red_bw_flag,

red_bw_indicator, marker_bit, num_other_bits, num_mv_bits, num_coef_bits 등의 데이터 엘리먼트로 구성된다.

user_data_start_code는 user_data가 개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스타트 코드이다. re_coding _stream_info_ID는 16 비트

의 정수이고,

re_coding _stream_info() 함수의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그 값은, 구체적으로는 "1001 0001 1110 1100"(0 x 91ec)으

로 된다.

red_bw_flag는 1 비트의 플래그이며, 모든 이력 정보에 관한 코딩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으로 되고, 이력 정보

에 관한 코딩 파라미터가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1로 된다. 구체적으로는 도 69에 도시한 바와 같이, red_bw_flag

가 1인 경우, 상기 플래그에 계속되는 red_bw_indicator를 조사함으로써, 5개의 데이터 세트 중 어떤 데이터 세트를 사용

하여 이력 정보에 관한 코딩 파라미터가 보내지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세트는 history_stream()으로서,

재부호화된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되는 코딩 파라미터의 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 세트에

따라서,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되는 코딩 파라미터가 선택된다.

red_bw_indicator는 2 비트의 정수이고, 코딩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기 위한 인디케이터이다. 구체적으로는

도 69에 도시한 바와 같이, red_bw_indicator는 데이터 세트 2 내지 데이터 세트 5 중, 어떤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되어 있는 상기 red_bw_flag와

red_bw_indicator를 참조함으로써, 5개의 데이터 세트 중 어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이력 정보에 관한 코딩 파라미터

가 보내지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에, 도 70을 참조하여, 각 데이터 세트에 있어서, 이력 정보에 관해서 어떠한 코딩 파라미터가 전송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 설명한다.

이력 정보는 크게 구별하면, 픽처(picture) 단위의 정보와, 매크로블록(macroblock) 단위의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슬라

이스(slice) 단위의 정보는 그것에 포함되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G0P 단위의

정보는 그것에 포함되는 픽처(picture) 단위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픽처(picture) 단위의 정보는 1 프레임마다 1회 전송될 뿐이기 때문에, 부호화 스트림 중에 삽입되는 이력 정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트율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에 반해, 매크로블록(macroblock) 단위의 정보는 각 매크로블록(macroblock)

마다 전송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 프레임의 주사선 수가 525개이고, 필드율이 60 필드/초의 비디오 시스템에 있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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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화소수를 720×480으로 하면, 매크로블록(macroblock) 단위의 정보는 1 프레임당 1350(=(720/16)×(480/16)

)회 전송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력 정보의 상당 부분이 매크로블록(macroblock)마다의 정보로 차지하게 된

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부호화 스트림 중에 삽입되는 이력 정보로서는 적어도 픽처(picture) 단위의 정보는 항상 전

송하지만, 매크로블록(macroblock) 단위의 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전송하는 정보

량을 억제할 수 있다.

도 7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력 정보로서 전송되는 매크로블록(macroblock) 단위의 정보에는 예를 들면 num_coef_bits,

num_mv_bits, num_other_bits,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1d_sel[][], mv[][][], mb_

mfwd, mb_mbwd, mb_pattern, code_block_pattern, mb_intra, slice_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 등이

있다. 이들은, SMPTE-327M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는 macroblock_rate_information의 요소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이다.

num_coef_bits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의 부호량 중, DCT 계수에 요한 부호량을 나타낸다. num_mv_bits는 매크로

블록(macroblock)의 부호량 중, 움직임 벡터에 요한 부호량을 나타낸다. num_other_bits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의

부호량 중, num_coef_bits 및 num_mv_bits 이외의 부호량을 나타낸다.

q_scale_code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에 적용된 q_scale_code를 나타낸다.

motion_type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에 적용된 움직임 벡터의 type를 나타낸다.

mv_vert_field_sel[][]은, 매크로블록(macroblock)에 적용된 움직임 벡터의 field select를 나타낸다.

mv[][][]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에 적용된 움직임 벡터를 나타낸다. mb_mfwd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의 예측 모드가 전방향 예측인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mb_mbwd는 매크로블록

(macroblock)의 예측 모드가 후방향 예측인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mb_pattern은, 매크로블록(macroblock)의 DCT 계수가 비 O인 것의 유무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coded_block_pattern은, 매크로블록(macroblock)의 DCT 계수가 비0인 경우의 유무를 DCT 블록마다 나타내는 플래그

이다. mb_intra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이 intra_macro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slice_start는, 매

크로블록(macroblock)이 슬라이스(slice)의 선두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dct_type는 매크로블록

(macroblock)이 field_dct인지 flame_dct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mb_quant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이 quantiser_scale_code를 전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skipped_mb는 매크로블록(macroblock)이 스킵된 매크로블록(skipped macroblock)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

다.

이들의 코딩 파라미터는 항상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코더의 후단에 접속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

는 코딩 파라미터가 변화한다. 예를 들면, num_coef_bits나 slice_start와 같은 코딩 파라미터는 재인코딩했을 때의 비트

스트림을 가능한 한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와 같은 요구를 갖는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라고 하는 요구」란 입력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화질이 열화

하지 않는 출력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요구이다.

즉, 트랜스코딩 처리에 의해, 비트율의 변경만을 요구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이들의 num_coef_bits나 slice_

start와 같은 코딩 파라미터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대단히 전송로의 제한이 엄격한 경우에는 각 픽처의 부호화 형태만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력 정보를 전송했을 때의, 코딩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의 예로서, 예를

들면 도 70에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도 70에 있어서, 각 데이터 세트의 중의 코딩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값 「2」은, 그 정보가 이력 정보로서 부호화 스트림 중

에 존재하고,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0」은 그 정보가 부호화 스트림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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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의 존재를 보조하는 목적을 위해, 또는, 신택스상 존재하지만, 원래의 비트 스트림 정보와는 관계가 없는 등, 그

정보 자체에는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slice_start는 이력 정보를 전송했을 때의 슬라이스(slice)의 선두

의 매크로블록(macroblock)에 있어서, 「1」이 되지만, 원래의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슬라이스(slice)가 반드시 동일 위

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력 정보로서는 무의미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따라서, (num_coef_bits, num_mv_bits, num_other_bits),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ld_sel[][], mv[][][]), (mb_mfwd, mb_mbwd), (mb_pattern), (coded_block_pattern),

(mb_ intra), (slice_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의 각 코딩 파라미터가, 선택적으로 부호화 스트림 내

에 기술된다.

데이터 세트(1)는 완전히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한 비트 스트림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세트이다.

상기 데이터 세트(1)에 의하면, 입력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화질 열화가 거의 없는 출력 비트 스트림을 출력할 수 있는 정

밀도가 높은 트랜스코딩이 실현된다. 데이터 세트(2)도, 완전히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한 비트 스트림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세트이다. 데이터 세트(3)는 완전히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한 비트 스트림을 재구성할 수 없

지만, 시각적으로 거의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한 비트 스트림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이다. 데이

터 세트(4)는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라는 관점에서는 데이터 세트(3)보다도 떨어지지만, 시각상 문제가 없는 비트 스

트림의 재구성이 가능한 데이터 세트이다. 데이터 세트(5)는 트랜스패런트(transparent)라는 관점에서는 데이터 세트(4)

보다도 떨어지지만, 적은 이력 정보로 비트 스트림이 완전하지 않는 재구성이 가능한 데이터 세트이다.

이들의 데이터 세트 중, 데이터 세트의 번호가 작은 것일 수록, 기능적으로는 상위이지만, 이력 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하

게 되는 용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상정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이력 정보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고려함으로써, 전송하는

데이터 세트가 결정된다.

도 70에 도시한 5개의 데이터 세트 중, 데이터 세트(1)인 경우,

red_bw_f1ag는 0으로 되고, 데이터 세트(2 내지 5)일 때,

red_bw_flag는 1로 된다. 이것에 대하여, red_bw_indicator는 데이터 세트(2)인 경우 0으로 되고, 데이터 세트(3)인 경우

1로 되고, 데이터 세트(4)인 경우 2로 되며, 데이터 세트(5)인 경우 3으로 된다.

따라서, red_bw_indicator는 red_bw_flag가 1인 경우(데이터 세트(2 내지 5)인 경우에)에 규정된다.

또한, red_bw_flag가 0인 경우(데이터 세트(1)인 경우), 매크로 블록마다, marker_bit, num_other_bits, num_mv_bits,

num_coef_bits가 기술된다. 이들 4개의 데이터 엘리먼트는 데이터 세트(2 내지 5)인 경우(red_bw_flag가 1인 경우), 부

호화 스트림 중에는 기술되지 않는다.

데이터 세트(5)인 경우, picture_data() 함수(도 59 참조)를 포함해서, 그 이하의 신택스 요소는 전송되지 않는다. 즉,

picture_data() 함수에 포함되는 복수의 slice() 함수(도 60 참조)에 관한 부호화 파라미터는 전혀 전송되지 않는다. 따라

서, 데이터 세트(5)인 경우, 선택된 이력 정보는 picture_type 등의 픽처(picture) 단위의 코딩 파라미터만의 전송을 의도

한 것으로 된다.

데이터 세트(1 내지 4)인 경우, picture_data()함수에 포함되는 복수의 slice()함수에 관한 부호화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상기 slice()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슬라이스(slice)의 어드레스 정보와, 원래의 비트 스트림의 슬라이스(slice)

의 어드레스 정보는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의존한다. 데이터 세트(1) 또는 데이터 세트(2)인 경우, 이력 정보의 기본이 된

비트 스트림의 슬라이스(slice)의 어드레스 정보와, slice()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슬라이스(slice)의 어드레스 정보와는,

동일할 필요가 있다.

macroblock() 함수의 신택스 요소(도 61 참조)는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의존한다. macroblock_escape, macroblock_

address_in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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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block_modes() 함수는 항상 부호화 스트림 중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macroblock_escape와 macroblock_

address_increment의 정보로서의 유효성은,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력 정보에 관한 코딩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가, 데이터 세트(1) 또는 데이터 세트(2)인 경우, 원래의 비트 스트림의 skipped_mb 정보와 같은 것이 전송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세트(4)인 경우, motion_vectors() 함수는 부호화 스트림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 세트(1 내지 3)인 경우,

macroblock_modes() 함수의 macroblock_type에 의해서, motion_vectors() 함수의 부호화 스트림 중에 있어서의 존재

가 결정된다. 데이터 세트(3) 또는 데이터 세트(4)인 경우에는

coded_block_pattern() 함수는 부호화 스트림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 세트(1)와 데이터 세트(2)인 경우,

macroblock_modes() 함수의 macroblock_type에 의해서, coded_block_pattern() 함수의 부호화 스트림 중에 있어서의

존재가 결정된다.

macroblock_modes() 함수의 신택스 요소(도 62 참조)는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의존한다. macroblock_type는 항상 존재

한다. 데이터 세트(4)인 경우, flame_motion_type, field_motion_type, dct_type는 부호화 스트림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

macroblock_type로부터 얻어지는 파라미터의 정보로서의 유효성은, 선택된 데이터 세트에 의해서 결정된다.

데이터 세트(1) 또는 데이터 세트(2)인 경우, macroblock_quant는, 원래의 비트 스트림의 macroblock_quant와 같을 필

요가 있다. 데이터 세트(3) 또는 데이터 세트(4)인 경우, macroblock_quant는 macroblock() 함수내의 quantiser_scale_

code의 존재를 나타내고, 원래의 비트 스트림과 같을 필요는 없다.

데이터 세트(1 내지 3)인 경우, macroblock_motion_forward와 macroblock_motion_backward는 원래의 비트 스트림

과 동일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세트가 데이터 세트(4) 또는 데이터 세트(5)인 경우, 그럴 필요는 없다.

데이터 세트(1) 또는 데이터 세트(2)인 경우, macroblock_pattern은, 원래의 비트 스트림과 동일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세트(3)인 경우,

macroblock_pattern은, dct_type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데이터 세트(4)인 경우, 데이터 세트(1 내지 3)에 있

어서의 경우와 같은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력 정보의 코딩 파라미터의 데이터 세트가 데이터 세트(1 내지 3)인 경우, macroblock_intra는 원래의 비트 스트림과

동일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세트(4)인 경우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데이터 세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호화 스트림에 대한 트랜스코더(101)의 처리 및, 설치된 데이터 세트

에 기초하여,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트랜스코더(101)의 처리에 관해서, 도 15에 도시한 트랜스코더(101)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도 15에 도시한 트랜스코더의 예는 제 3 세대의 인코드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부호화 스트림(ST)(3rd)을 수취하고,

상기 부호화 스트림(ST)(3rd)의 GOP 구조 또는/및 비트율을 변환한 새로운 부호화 스트림(ST)(4th)을 생성하기 위한 예

이다.

우선 처음에, 복호 장치(10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3rd)을 부호화했을 때에 사용한 제 3 세대의 코딩 파라미

터(3th)를,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3rd)으로부터 추출하여, 상기 추출한 부호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부호화 스

트림(ST)(3rd)을 디코드하고, 베이스 밴드 비디오 신호를 생성한다. 또한, 복호 장치(102)는 추출한 제 3 세대의 코딩 파

라미터(3th)를,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에 출력한다. 또한, 복호 장치(102)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

(3rd)의 픽처 레이어로부터 user_data()를 추출하여, 그 user_data()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에 공급한다.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복호 장치(102)로부터 공급된

user_data()로부터 history_stream()을 추출한다. 상기 history_stream()은 가변 길이 부호화되어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

로 이루어지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history_stream()에 대하여 가변 길이 복호화 처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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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그 결과, 각각이 소정의 데이터 길이를 갖는 데이터 엘리먼트로 이루어지는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에, 히

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가변 길이 복호화 한 데이터 스트림의 신택스를 퍼싱(parsing). 또한, 퍼싱이란, 스트림의 구문

을 해석하는 것이다.

상기 퍼싱 처리를 행할 때,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history_stream() 함수내의 re_coding _stream_info() 함수 내에 기술되어 있는 red_bw_flag와 red_bw_indicator를 참

조한다.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스트림 중에서 추출한 red_bw_flag와 red_bw_indicator를 참조함으로써, 받아들

인 history_stream()에 대하여, 5개의 데이터 세트 중, 어떤 데이터 세트가 설정되어 있는 가를 판단한다. 이로써, 히스토

리 디코딩 장치(104)는 red_bw_flag와 red_bw_indicator에 의해서 데이터 세트의 종류를 결정함으로써, 어떤 코딩 파라

미터가 history_stream()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red_bw_flag=0인 경우에는 데이터 세트(1)이기 때문에, history_stream()중에는 picture_data()함수로서,

num_coef_bits,

num_mv_bits, num_other_bits,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ld_sel[][], mv[][][], mb_

mfwd, mb_mbwd, mb_pattern,

coded_block_pattern, mb_intra, slice_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 등의 모든 코딩 파라미터가 기술되어 있다.

red_bw_flag=1 또는 red_bw_indicator=0인 경우에는 데이터 세트(2)이기 때문에, history_stream()중에는 picture_

data()함수로서,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ld_sel[][], mv[][][], mb_mfwd, mb_mbwd, mb_pattern,

coded_block_pattern, mb_intra,

slice_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 등의 코딩 파라미터가 기술되어 있다.

red_bw_flag=1 또는 red_bw_indicator=1인 경우에는 데이터 세트(3)이기 때문에, history_stream()중에는 picture_

data()함수로서,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ld_sel[][], mv[][][], mb_mfwd, mb_mbwd, mb_pattern,

mb_intra, slice_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 등의 코딩 파라미터가 기술되어 있다.

red_bw_flag=1 또는 red_bw_indicator=2인 경우에는 데이터 세트(4)이기 때문에, history_stream()중에는 picture_

data()함수로서,

q_scale_code, q_scale_type의 코딩 파라미터가 기술되어 있다.

red_bw_ flag=1 또한 red_bw_indicator=3인 경우에는 데이터 세트(5)이기 때문에, history_stream()중에는 picture_

data()함수로서, 어떤 코딩 파라미터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red_bw_f1ag와 red_bw_indicator의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history_stream()중에 포함되

어 있는 코딩 파라미터를, history_stream()중에서 추출한다. 도 15에 도시한 트랜스코더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히스

토리 디코딩 장치(104) 트랜스코더에 공급된 입력 부호화 스트림은, 제 3 세대의 부호화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부호화 스

트림이기 때문에, 출력되는 이력 정보는 제 1 세대의 코딩 파라미터와 제 2 세대의 코딩 파라미터이다.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는 복호 장치(102)로부터 공급되는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3th)와, 히스토리 디코

딩 장치(104)로부터 공급되는 과거의 코딩 파라미터(1st, 2nd)를, 복호 장치(102)로부터 공급되는 베이스 밴드의 비디오

데이터에, 도 68 내지 도 73에 도시한 바와 같은 포맷에 따라서 다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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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는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로부터 공급된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를 수취하고,

상기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제 1 , 제 2 및 제 3 세대의 코딩 파라미터(1st, 2nd, 3rd)를 추출하여, 부호화 장치

(106)에 공급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히스토리 정보 분리 장치(105)로부터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와 코딩 파라미터(1st, 2nd, 3rd)를

수취하고, 받아들인 코딩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를 재부호화한다. 이 때, 부호화 장치(106)는 과

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코딩 파라미터(lst, 2nd, 3rd)와, 공급된 베이스 밴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새롭게 생성

된 코딩 파라미터로부터, 부호화 처리에 적합한 코딩 파라미터를 선택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공급된 베이스 밴드 비디

오 데이터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코딩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부호화 장치(106)는 상술한

「통상 부호화 처리」를 행하고, 부호화 장치(106)는 과거의 코딩 파라미터(1st, 2nd, 3rd) 중에서 어느 하나의 코딩 파라

미터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화 처리」를 행한다.

네트워크 상에 설치된 컴퓨터(100)는 복호화 장치(102)의 디코딩 처리 및 부호화 장치(106)의 인코딩 처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장치이다. 예를 들면, 부호화 장치(106)로부터 출력되는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로의 용량을 검출하여,

그 전송 용량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 세트를, 상술한 5개의 데이터 세트 중에서 선택한다. 또한, 부호화 장치(106)의 출력

단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의 기억 용량을 검출하여, 그 기억 용량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 세트를, 상술한 5개의 데이터 세

트 중에서 선택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컴퓨터(100)로부터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정보를 수취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red_bw_f1ag 및

red_bw_indicator를 생성한다. 컴퓨터(100)로부터 주어진 정보가 데이터 세트(1)인 경우에는 red_bw_flag=0이 되고, 데

이터 세트(2)인 경우에는 red_bw_flag=1 또한,

red_bw_indicator=0이 되고, 데이터 세트(3)인 경우에는 red_bw_flag=1 또한 red_bw_indicator=1이 되고, 데이터 세트

(4)인 경우에는 red_bw_flag=1 또한 red_bw_indicator=2가 되고, 데이터 세트(5)인 경우에는 red_bw_f1ag=1 또한

red_bw_indicator=3이 된다.

부호화 장치(106)는 결정된 red_bw_flag의 값 및 red_bw_indicator의 값에 따라서, history_stream()으로서, 부호화 스

트림 내에 기술하는 코딩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선택한 코딩 파라미터를 history_stream()으로서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

술함과 동시에, red_bw_flag 및 red_bw_indicator를 re_coding _stream_info()으로서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한다. 한

편, history_stream()으로서 전송되는 코딩 파라미터의 선택 처리는 제 1 세대, 제 2 세대 및 제 3 세대의 과거의 코딩 파

라미터에 대하여, 각기 행하여지는 처리이다.

부호화 장치(106)는 red_bw_flag=0인 경우에는 history_stream() 중에는 picture_data()함수로서, num_coef_bits,

num_my_bits, num_other_bits,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ld_sel[][], mv[][][], mb_

mfwd, mb_mbwd, mb_pattern, coded_block_pattern, mb_intra,

slice_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 등의 모든 코딩 파라미터를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red_bw_f1ag=1 또한 red_bw_indicator=0인 경우에는 history_stream() 중에는 picture_data()함

수로서,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ld_sel[][], mv[][][]. mb_mfwd, mb_mbwd, mb_pattern, coded_block_

pattern, mb_intra, slice_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의 코딩 파라미터를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red_bw_f1ag=1 또한 red_bw_indicator=1인 경우에는 history_stream()중에는 picture_data()함

수로서, q_scale_code,

q_scale_type, motion_type, mv_vert_field_sel[][], mv[][][], mb_mfwd, dct_mbwd, mb_pattern, mb_intra, slice_

start, dct_type, mb_quant, skipped_mb의 코딩 파라미터를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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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장치(106)는 red_bw_flag=1 또한 red_bw_indicator=2인 경우에는 history_stream() 중에는 picture_data()함

수로서, q_scale_code, q_scale_type의 코딩 파라미터를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red_bw_flag=1 또한 red_bw_indicator=3인 경우에는 history_stream()중에는 picture_data()함수

로서, 어떤 코딩 파라미터도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하지 않는다.

즉, 부호화 장치(106)는 공급된 과거의 코딩 파라미터의 모두를 history_stream()으로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100)로부터 지정된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history_stream()으로서 전송되는 코딩 파라미터를 선택

한다. 따라서, 부호화 장치(105)는 받아들인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 용량의 history_

stream()을 포함한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부호화 장치(105)는 부호화 장치(105)의 후단에 접속되는 전송

미디어의 전송 용량, 기록 미디어의 기억 용량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적당한 적절한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history_stream

()을 포함한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이와 같이 history_stream()으로서

전송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부호화 장치의 후단에 접속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리케이션에 따른 이력을 알맞은 데이터량으로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에, 도 71 내지 도 74를 참조하여, 이들의 이력 정보를, 히스토리 정보 다중화 장치(103)가 출력하는 베이스 밴드 비디

오 신호에 다중하여 전송하는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71은 베이스 밴드 비디오 신호에 다중하여 전송하는 포맷「Re_Coding information Bus macroblock format」을 도시

한 도이다. 상기 매크로 블록은 16×16(=256) 비트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중의 도 71에 있어서 위에서 3행째와 4행째에

나타내는 32 비트가, picrate_element로 된다. 상기 picrate_element에는 도 72 내지 도 74에 도시한 Picture rate

elements가 기술된다. 도 72의 위에서 2행째에 1 비트의 red_bw_f1ag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3행째에 3비트의 red_

bw_indicator가 규정되어 있다. 즉, 이들의 플래그 red_bw_flag, red_bw_indicator는 도 71의 picrate_element로서 전

송된다.

도 71의 그 밖의 데이터에 관해서 설명하면, SRIB_sync_code는 상기 포맷의 매크로 블록의 최초의 행이 왼쪽이 채워져

얼라인먼트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이고, 구체적으로는 "11111"에 설치된다. fr_fl_SRIB는 picture_structure가 프

레임 픽처 구조인 경우(그 값이 "11"인 경우), 1로 설정되고, Re_Coding Information Bus macroblock이 16라인을 초과

하여 전송되는 것을 나타내며, picture_structure가 프레임 구조가 아닌 경우, 0으로 설정되고, Re_Coding Information

Bus가 16라인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구에 의해, Re_Coding Information Bus가, 공간적이며 또한 시

간적으로 디코드된 비디오 프레임 또는 필드의 대응하는 화소에 기록된다.

SRIB_top_field_first는 원래의 비트 스트림에 유지되어 있는 top_field_first와 동일 값으로 설정되고, 관련하는 비디오의

Re_Coding Information Bus의 시간적 얼라인먼트를 repeat_first_field와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SRIB_repeat_first_

fie1d는 원래의 비트 스트림에 유지되어 있는 repeat_first_field와 동일 값으로 설치된다. first fie1d의 Re_Coding

Information Bus의 내용은, 상기 플래그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복될 필요가 있다.

422_420_chroma는 원래의 비트 스트림이 4:2:2 또는 4:2:0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그 값의 0은 비트 스트림이 4:2:0

이고, 색차 신호의 업샘플링이, 4:2:2의 비디오가 출력되도록 행하여진 것을 나타낸다. 그 값의 0은 색차 신호의 필터링 처

리가 실행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rolling_SRIB_mb_ref는 16 비트의 모듈로 65521을 나타내고, 이 값은, 매 매크로 블록마다 인클리먼트된다. 이 값은, 프

레임 픽처 구조의 프레임에 걸쳐 연속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치 않으면, 이 값은, 필드에 걸쳐 연속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값은, 0 내지 65520 사이의 소정의 값으로 초기화된다. 이것에 의해, 레코더의 시스템에, 유니크 Re_Coding

Information Bus의 식별자를 조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Re_Coding Information Bus macroblock의 그 밖의 데이터의 의미는 상술한 바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도 7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71의 256 비트의 Re_Coding Information Bus의 데이터는 1 비트씩, 색차 데이터의 LSB

인 Cb[0][0], Cr[0][0],

Cb[1][0], Cr[1][0]로 배치된다. 도 75에 도시한 포맷에 의해, 4 비트의 데이터를 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도 71의 256

비트의 데이터는 도 75의 포맷을 64(=256/4)개 이송함으로써 전송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571307

- 52 -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현재의 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호 처리 및 부호화 처리를 반복하였다고 해도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복호 처리 및

부호화 처리의 반복에 의한 화질 열화의 축적을 저감할 수 있다.

도 76과 도 77은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를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에 적용한 경우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76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의 기록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고, 도 77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의 재생 시스템의 구성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76의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는 트랜스코더(101R), 채널 인코딩 장치(602), 기록 헤드(603)로 구성되어 있다. 트랜

스코더(101R)의 구성은, 도 37에 도시한 트랜스코더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상기 구성예에 있어서는 트랜

스코더(101R)에서는 Long G0P의 비트 스트림(ST)이, Short G0P의 비트 스트림(ST)으로 변환된다.

트랜스코더(101R)의 부호화 장치(106)로부터 출력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이, 채널 인코딩 장치(602)에 공급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의 픽처 층의 유저 데이터 영역에는 제 1 세대 내지 제 3 세대

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유저 데이터 user_data가 기록되어 있다.

채널 인코딩 장치(602)는 입력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에, 에러 정정을 위한 패리티 부호를 붙인 후, 예를 들면, NRZI

변조 방식으로 채널 코드하고, 기록 레드(603)에 공급한다. 기록 레드(603)는 입력된 부호화 스트림을 자기 테이프(604)

에 기록한다.

도 7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생 시스템에서는 자기 테이프(604)로부터, 재생 헤드(611)에 의해 신호가 생성되고, 채널 디

코딩 장치(612)에 공급된다. 채널 디코딩 장치(612)는 재생 헤드(611)로부터 공급된 신호를 채널 디코드하여, 패리티 를

사용하여, 에러 정정한다.

채널 디코딩 장치(612)에 의해 출력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은, 트랜스코더(101P)에 입력된다. 트랜스코더

(101P)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 37에 도시한 트랜스코더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트랜스코더(101P)의 복호 장치(102)는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으로부터, 제 1 세대 내지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를 포함하는 유저 데이터 user_data를 추출하여,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와, 부호화 장치(106)에 공급한다.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는 입력된 유저 데이터 user_data를 복호하여, 얻어진 제 1 세대 내지 제 3 부호화 파라미터를 부호화 장

치(106)에 공급한다.

복호 장치(102)는 또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을 복호하여, 베이스 밴드 비디오 신호와,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

미터를 출력한다. 베이스 밴드 비디오 신호는 부호화 장치(106)에 공급되고,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는 부호화 장치

(106)와,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에 공급된다.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는 입력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유저 데이터 user_data로 변환하여, 부호화 장치

(106)에 공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부호화 장치(106)의 컨트롤러(70)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지정된 G0P 구조로부터 결정된 각 픽처의 픽

처 타입과, 히스토리 정보(유저 데이터 user_data)에 포함되는 픽처 타입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

단 결과에 대응하여, 상술한 「통상 부호화 처리」, 또는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화 처리」를 실행한다. 상기 처리에 의해

부호화 장치(106)로부터, Short GOP에서 Long G0P로 변환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이 출력된다. 상기 부호화

스트림(ST)의 유저 데이터 user_data에는 제 1 세대 내지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히스토리 정보로서 기록되어 있

다.

도 76과 도 77에 도시한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에 있어서는 히스토리 정보를 픽처 레이어의 user_data에 기록하도록

하였지만, 히스토리 정보는 자기 테이프(604)의 비디오 데이터와는 다른 영역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78과 도 79는

이 경우의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78은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의 기록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고, 도 79는 재생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7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에 있어서는 그 트랜스코더(101R)의 복호 장치(102)로부터 출

력된 유저 데이터 user_data가,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에 입력되고, 그래서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이 예인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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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와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복호되고, 부호화 장치(106)에 공급되어 있다. 또한, 상기 예에 있어서는 자기

테이프(604)에 유저 데이터 user_data로서, 히스토리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 15에 도시한 히스토리 인코

딩 장치(107) 중, 히스토리 VLC(211)만이 채용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히스토리 VLC(211)에, 복호 장치(102)가 출력한

부호화 파라미터(이 예인 경우,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와,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가 유저 데이터 user_data로

부터 복호, 출력한 부호화 파라미터(이 예인 경우, 제 1 세대와 제 2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공급되어 있다. 히스토리

VLC(211)는 상기 제 1 세대 내지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가변 길이 부호화하여, 도 40 내지 도 46, 또는 도 47에

도시한 history_stream을 생성하여, 멀티플렉서(621)에 공급한다.

멀티플렉서(621)에는 또한, 부호화 장치(106)로부터 출력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이 입력되어 있다. 멀티플렉

서(621)는 부호화 장치(106)로부터 공급된 부호화 스트림(비트 스트림)을 히스토리 VLC(211)로부터 공급된 히스토리 보

다도 안전한 영역에 다중화한다.

예를 들면, 도 8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기 테이프(604)에 있어서, 부호화 장치(106)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스트림은, 싱크

코드에 가까운 위치에 기록되고, 히스토리 VLC(211)로부터 출력된 history_stream은 싱크 코드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으

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기록된다. 특수 재생시 등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림을 검색했을 때, 최초에 싱크 코드가 검출되고,

그 싱크 코드를 기준으로하여, 또한 계속되는 비디오 스트림이 검색된다. 따라서, 싱크 코드에 가까운 위치에 비디오 스트

림을 배치한 쪽이, 고속 재생시 등에 있어서도, 보다 확실하게 비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history_

stream은, 고속 재생시 등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상기 history_stream은, 싱크 코드로부터보다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여도, 그다지 지장은 생기지 않는다.

멀티플렉서(621)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는 채널 인코딩 장치(602)에 입력되고, 채널 코드된 후, 기록 헤드(603)에 의해, 자

기 테이프(604)에 기록된다.

상기와 같이, 상기 예에 있어서는 history_stream이, 비디오 데이터와는 다른 위치에 다중화되기 때문에, 가령 그곳에 스

타트 코드가 나타났다고 해도, 비디오 데이터와는 충분히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기 예에 있어서는 마커 비트

를 삽입하여, history_stream을 converted_history_stream으로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부호화 파라미터를 history_stream의 포맷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멀티플렉서(621)에 공급하여, 다중화시키는 것도

가능한 데이터이지만, 그와 같이 하면, 압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호화 파라미터의 데이터량이 많아져, 자기 테이프

(604)의 이용 효율이 저하한다. 그래서, 히스토리 VLC(211)에 의해 압축하여, history_stream의 포맷으로 하고, 다중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601)의 재생 시스템에서는 자기 테이프(604)로부터, 재생 헤드(611)에

의해 재생된 신호가, 채널 디코딩 장치(612)에서 채널 디코드된다. 디멀티플렉서(631)는 채널 디코딩 장치(612)에서 채널

디코드된다. 디멀티플렉서(631)는 채널 디코딩 장치(612)로부터 공급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을, 비디오 스트

림과, history_stream으로 분리하고,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 장치(102)에 공급하고, history_stream을 히스토리 VLD

(203)에 공급한다.

즉 상기 예에 있어서는 도 15에 도시한 히스토리 디코딩 장치(104) 중, 히스토리 VLD(203)만이 채용된다.

히스토리 VLD(203)는 history_stream을 가변 길이 복호 처리하여, 얻어진 제 1 세대 내지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

를 부호화 장치(106)에 출력한다.

또한, 디멀티플렉서(631)로부터 출력된 history_stream은 컨버터(212')에 입력된다. 상기 컨버터(212')와, 후단의 유저

데이터 포맷터(213')는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에 내장되어 있는 컨버터(212), 및 유저 데이터 포메이터(213)(도 15

참조)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들과 동일의 기능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컨버터(212')는 디멀티플렉서(631)로부터 입력된 history_stream에 마커 비트를 부가하여, converted_history_

stream을 생성하고, 유저 데이터 포맷터(213')에 출력한다. 유저 데이터 포메이터(213')는 입력된 converted_history_

stream을 user_data로 변환하여, 부호화 장치(106)에 출력한다. 상기 user_data에는 제 1 세대 내지 제 3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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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 장치(102)는 디멀티플렉서(631)로부터 입력된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하여, 베이스 밴드 비디오 신호를 부호화 장치

(106)에 출력한다. 또한, 복호 장치(102)는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부호화 장치(106)에 공급함과 동시에, 히스토

리 인코딩 장치(107)에 출력한다. 히스토리 인코딩 장치(107)는 입력된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user_data를

생성하고, 부호화 장치(106)에 출력한다.

부호화 장치(106)는 도 77에 있어서의 부호화 장치(106)와 마찬가지로, 「통상 부호화 처리」 또는 파라미터 재이용 부호

화 처리」를 실행하고, 제 5 세대의 부호화스트림(ST)을 출력한다. 상기 제 5 세대의 부호화 스트림(ST)에는 그 픽처층의

user_data에, 제 1 세대 내지 제 4 세대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기록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현재의 부호화 처리에서 생성된 부호화 스트림의 유저 데이터 영역에 기술하도록 하여, 생성된 비트 스트림

은, MPEG 규격에 준한 부호화 스트림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디코더일지라도 복호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용선과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래의 데이터 스트림 전송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여,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전송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현재의 부호화 처

리에 있어서 생성된 부호화 스트림 내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되는 비트 스트림의 비트율을 극단적으로 올리

지 않고,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전송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와 현재의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현재의 부호화 처리에 알맞

은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부호화 처리를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호 처리 및 부호화 처리를 되풀이하였다고

해도, 화질 열화가 축적되지 않는다.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픽처 타입에 따라서 현재의 부호화 처리에 알맞은 부

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부호화 처리를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호 처리 및 부호화 처리를 되풀이하였다고 해서

도, 화질 열화가 축적되지 않는다.

또한,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파라미터에 포함되는 픽처 타입에 기초하여, 과거의 부호화 파라

미터를 재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맞은 부호화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처리를 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등의 기록 매체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외에, 인터넷, ATM, 디지털 위성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여, 유저의 기록 매체에 기록시키는 것

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트랜스코더에 의해서 재부호화된 부호화 스트림에 대하여, 그때까지의 부호화 처

리에 있어서의 부호화 이력의 조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세트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전송로

를 통해 전송 가능한 이력 정보를 포함하는 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서 사용된 복수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그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여, 부호화 스트림에 중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부호화에 따르는 화상의 열화를 억제가능한

스트림을, 적은 용량의 미디어를 통해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부호화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추출한 부호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재부호화된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부호화에 따르는 화상의 열화를 억제한,

적은 전송 용량의 전송 미디어에 전송 가능한 스트림을 부호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검출된 과거의 부호화 처리에 있어서의 부호화 이력을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 매체에 기록한 경우에 있어서도, 화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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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트랜스코더에 의하면,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부호화 스트림에 포함되는 부호화 이력을 검출하고, 재부호화

된 부호화 스트림과 다중화하여 출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부호화 스트림을 두 번째 트랜스코딩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화질의 열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은 코딩 시스템 및 방법, 부호화 장치 및 방법, 복호화 장치 및 방법, 기록 장치 및 방법, 및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으로, 특히, MPEG 규격에 기초하여 과거에 부호화 처리가 실시된 적이 있는 부호화 스트림에 대하여 재부호화 처리

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G0P(Group of Pictures) 구조나 다른 비트율을 갖는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한 트랜스코

더에 등에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한 부호화 스트림을 재부호화 처리하는 재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가 재이용 가능한 것

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입력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 처리하는 동시에, 복호 처리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상기 입력 수

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와 함께 출력하는 복호 수단과,

상기 식별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복호 수단에 의해 출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

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복호 수단에 의해 복호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재

부호화 처리하여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재부호화 수단을 구비하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재부호화 수단에 의해 재부호화 처리된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

리케이션에 따라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현재의 부호화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부호화 파라미터 산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식별 정보를 참조하여,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산출 수단

에 의해 산출된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재부호화 수단에 의한 재부호화 처리에 이용하는 파라미터로서 더 선택하는 재부

호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부호화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더 구비하는 재부호

화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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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재부호화 처리에 의한 화질 열화의

정도에 따라서 구별되어 있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

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구별되어 있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 어느 하나를, 상

기 재부호화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더 구비하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되는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

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출력 정보를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출력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매

체의 용량에 따라서 구별되어 있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재부호화 수단은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

터 중 어느 하나를,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에 기술하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부호화 수단은, 비트 레이트 또는 GOP 구조가 변경되도록 재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재부호화 장

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부호화 수단은, 시퀀스 레이어, GOP 레이어, 픽처 레이어, 슬라이스 레이어, 및 매크로블록 레이

어를 갖는 MPEG 방식으로 재부호화를 하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의 모두가 입력되는지,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 일부가 입력

되는지를 나타내는 제 1 식별 정보와,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 일부가 입력되는 경우에,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제 2 식별 정보가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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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식별 정보에 포함되는 상기 제 1 식별 정보에, 상기 이력 부호화 스트림에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

터 중 일부가 입력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 상기 제 2 식별 정보를 기초로, 상기 복호 수단에 의해 출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한 부호화 스트림을 재부호화 처리하는 재부호화 장치의 재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가 재이용 가능한 것

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입력하는 입력 스텝과,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 처리하는 동시에, 복호 처리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와 함께 출력하는 복호 스텝과.

상기 식별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출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

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고,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복호된 상기 화

상 데이터를 재부호화 처리하여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재부호화 스텝을 포함하는 재부호화 방법.

청구항 14.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한 부호화 스트림을 재부호화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가 재이용 가능한 것

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입력을 제어하는 입력 제어 스텝과,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어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 처리하는 동시에, 복호 처리된 상기 화상 데

이터 및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어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복호 스텝과,

상기 식별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출력이 제어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

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복호된 상기 화

상 데이터를 재부호화 처리하여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재부호화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5.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한 부호화 스트림을 재부호화 처리하는 재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입력하는 입력 수단

과,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 처리하는 동시에, 복호 처리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와 함께 출력하는 복호 수단과,

상기 복호 수단에 의해 출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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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복호 수단에 의해 복호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재

부호화 처리하여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재부호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재부호화 수단에 의해 재부호화 처리된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의 용량 또는 상

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

하는 재부호화 장치.

청구항 16.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한 부호화 스트림을 재부호화 처리하는 재부호화 장치의 재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입력하는 입력 스텝

과,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 처리하는 동시에, 복호 처리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와 함께 출력하는 복호 스텝과,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출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

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고,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복호된 상기 화

상 데이터를 재부호화 처리하여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재부호화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서는, 상기 재부호화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재부호화 처리된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

로의 용량 또는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재부호화 방법.

청구항 17.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한 부호화 스트림을 재부호화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입력을 제어하는 입력 제

어 스텝과,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어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복호 처리하는 동시에, 복호 처리된 상기 화상 데

이터 및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어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복호 스텝과.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출력이 제어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

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복호 스텝의 처리에 의해 복호된 상기 화

상 데이터를 재부호화 처리하여 재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재부호화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서는, 상기 재부호화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재부호화 처리된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

로의 용량 또는 상기 재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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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는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가 재이용 가능한 것

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상기 화상 데이터와 함께 입력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식별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

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부

호화 처리하여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부호화 수단을 구비하는 부호화 장치.

청구항 19.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는 부호화 장치의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가 재이용 가능한 것

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상기 화상 데이터와 함께 입력하는 입력 스텝과,

상기 식별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

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화

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여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부호화 스텝을 포함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20.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가 재이용 가능한 것

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 및 상기 화상 데이터의 입력을 제어하는 입력 제어 스텝과,

상기 식별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어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

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

어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여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부호화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21.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는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화상 데이터와 함께 입력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고,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부

호화 처리하여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부호화 수단을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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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부호화 수단에 의해 부호화 처리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의 용량 또는 상기 부호

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부호

화 장치.

청구항 22.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는 부호화 장치의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화상 데이터와 함께 입력하는 입력 스텝과,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

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입력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된 상기 화

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여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부호화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서는, 상기 부호화 스텝의 처리에 의해 부호화 처리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의

용량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

터를 선택하는 부호화 방법.

청구항 23.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이용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화상 데이터의 입력을 제어하는 입력 제어

스텝과,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어된 상기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 중에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

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이력 부호화 파라미터를 재이용하여, 상기 입력 제어 스텝의 처리에 의해 입력이 제

어된 상기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 처리하여 부호화 스트림을 생성하는 부호화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서는, 상기 부호화 스텝의 처리에 의해 부호화 처리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의

용량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부호화 처리에서 재이용하는 이력 부호화 파라미

터를 선택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24.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

성 수단과,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

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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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력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

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스트림은, 시퀀스 레이어, GOP 레이어, 픽처 레이어, 슬라이스 레이어, 및 매크로블록 레

이어를 갖는 MPEG 방식으로 부호화되어 있는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에 user_data로서 기술하는 스트림 전

송 장치.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에 기

술하여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에는 픽처 단위의 부호화 파라미

터와 매크로블록 단위의 부호화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고,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수단은, 상기 픽처 단위의 부호화 파라미터와 상기 매크로블록 단위의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의 일부

를 선택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29.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의 스트림 전송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

성 스텝과,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스텝

을 포함하는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30.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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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

성 스텝과,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제

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31.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

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성 수단과,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

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수단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

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32.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의 스트림 전송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

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스텝

을 포함하는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33.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

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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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제

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34.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하는 스트

림 전송 장치.

청구항 35.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의 스트림 전송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스텝을 포함하

는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36.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제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37.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하는 스트

림 전송 장치.

청구항 38.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의 스트림 전송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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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스텝을 포함하

는 전송 방법.

청구항 39.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제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40.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성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수단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

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41.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의 스트림 전송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성 스

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스텝

을 포함하는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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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성 스

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제

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43.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재이용하는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보

생성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

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수단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

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

청구항 44.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 장치의 스트림 전송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재이용하는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

보 생성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상기 부호화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는 전송 스텝

을 포함하는 스트림 전송 방법.

청구항 45.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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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호화 처리 또는 복호 처리에서 사용된 부호화 파라미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전송하는 전송로 또는 상기

부호화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의 용량에 따라서, 재이용하는 부호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선택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재이용하는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의 조합을 나타내는 조합 정보를 생성하는 조합 정

보 생성 스텝과,

상기 선택 스텝의 처리에 의해 선택된 상기 부호화 파라미터 및 상기 조합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조합

정보를 포함하는, 부호화 파라미터의 이력을 나타내는 부호화 이력 정보를 생성하는 이력 정보 생성 스텝과,

상기 이력 정보 생성 스텝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상기 부호화 이력 정보 및 상기 부호화 스트림의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제

어 스텝을 포함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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