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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인 디블록킹 필터링에 관한 부호화 /복호화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한다 . 화면 간 예측에서 적응적 필터링을 수 행하
는 영상 복호화 방법은 ,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 복호화할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
하는 영상 신흔를 복원하는 단계 ,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참조 블록 이 현재 블록 이 위치한 현재 픽 쳐 내에 있는지 여부
를 지시하는 플래그를 획득하는 단계 , 참조 블록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획득한 플래그에 기초하여 복
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웅 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및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현재
블록을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저 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적웅적인 디블록킹 필터링을 이용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과 영상 복호화 방법 및 장치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예측
모드에 따른 적웅적인 디블록킹 필터링을 이용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과 영상
복호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인터넷과 휴대 단말의 보급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 각종 시스템에서 영상 예측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 처리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3] 한편, 기존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기술에서는 화면간 예측 방식에 따라 현재
픽쳐 이전이나 이후의 적어도 하나의 참조 픽쳐에서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들에
대한 움직임 정보를 예측하거나, 화면내 예측 방식에 따라 현재 픽쳐 내 참조
블록에서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여 현재 블록에 대한 움직임 백터를 추정하고
있다.

[4] 그러나 기존의 화면간 예측은 픽쳐들 사이의 시간적인 예측 모드를 이용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 가 높은 단점이 있고, 화면내 예측은
커다란 부호화 복잡도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

[5] 또한, 영상 부호화는 예측, 변환, 양자화, 엔트로피 코딩 과정으로 구분되고,
양자화 과정에서는 양자화 에러로 인하여 복원된 픽쳐에 블록킹 열화(blocking

artifact) 와 링잉(ringing) 현상이 발생하며 , 그로 인하여 복원된 영상의 주관적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6] 따라서 양자화를 사용하 는 종래 기술의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기술에서는
복원된 픽쳐에 필터링을 수행하여 주관적 화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복원된
픽쳐의 필터링과 관련된 종래 기술은 화면 간 예측 모드에서 필터링된 픽쳐를
참조 픽쳐로 사용하 는지에 따라 크게 후처리 필터 방식과 인-루프 (In-loop) 필터
방식으로 나워진다.

[7] 후처리 필터 방식은 영상 디코더 외부에서 복원 영상의 디스플레 이출력
직전에 필터링을 수행하며 , 인-루프 필터 방식은 복원된 픽쳐에 필터링을 적용한
후 복호화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삽입하여 화면 간 예측
모드에 서 참조 픽쳐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8] 한편, 인-루프 필터 방식 즉, 디블록킹 필터 방식은 필터링을 수행할 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복원된 픽셀들을 로드한 후 필터링을 수행하고,
필터링이 수행된 픽셀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므로 잦은 메모리 접근을



야기한다. 또한, 디블록킹 필터는 필터링 연산 과정 자체도 복잡하며 이러한
연산 복잡도 및 메모리 접근에 대한 오버헤드로 인해 디코더에서 20~30% 의
상당히 큰 복잡도를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기술에서는 복원된 픽쳐에 대한 효과적인 필터링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적웅적인 디블록킹

필터링을 이용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과 영상 복호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영상 처리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 부호화 방법과 영상 복호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화면 간 예측에서 적웅적

필터링을 수행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은, 부호화 대상 현재 블록에 대한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여 참조 블록을 탐색하는 단계, 탐색된 참조 블록이 현재 블록이
위치한 현재 픽쳐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를 생성하는 단계, 탐색된
참조 블록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을 부호화하고 복원하는 단계, 플래그를
참조하여,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및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거나 되지 않은 현재 블록을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 인루프 필터는 디블로킹 필터 , 적웅적 샘플 오프셋 (SA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플래그 가 현재 픽쳐 내에
참조 블록이 있음을 지시하면,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플래그 가 현재 픽쳐 내에

참조 블록이 없음을 지시하면,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은, 현재 블록과 동일한 픽쳐 내에 위치하여,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하는 영상 신호가 부호화
후 복원되는 단계, 복원된 영상 신호가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와 별도의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단계 및 복원된 영상 신호에 포함된
참조 블록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에 대하여 블록 매칭을 통한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단계는, 복원된 영상 신호가 인루프



필터(In-loop fflter) 와 별도의 필터를 거쳐 별도의 임시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17] 여기서 , 별도의 필터는,복원된 영상 신호에 포함된 참조 블록의 왼쪽과 위쪽

경계에 대하여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18] 여기서 , 별도의 필터는,복원된 영상 신호의 변환 블록 경계, 예측 블록 경계,

변환 블록과 예측 블록의 공통된 블록 경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19]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화면 간 예측에서
적웅적 필터링을 수행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은,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 복호화할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하는 영상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참조 블록이 현재 블록이 위치한 현재 픽쳐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를 획득하는 단계, 참조 블록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획득한 플래그에 기초하여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및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현재 블록을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20] 여기서 , 인루프 필터는 디블로킹 필터 , 적웅적 샘플 오프셋 (SA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21] 여기서 ,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플래그 가 현재 픽쳐 내에
참조 블록이 있음을 지시하면,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여기서 ,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플래그 가 현재 픽쳐 내에

참조 블록이 없음을 지시하면,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2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은,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현재 블록과 동일한 픽쳐
내에 위치하여,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하는 영상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복원된 영상 신호가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와 별도의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단계 및
복원된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현재 블록에 대하여 블록 매칭을 통한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24] 여기서 ,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단계는,복원된 영상 신호가, 인루프
필터(In-loop fflter) 와 별도의 필터를 거쳐 임시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25] 여기서 , 별도의 필터는,복원된 영상 신호에 포함된 참조 블록의 왼쪽과 위쪽
경계에 대하여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26] 여기서 , 별도의 필터는,복원된 영상 신호의 변환 블록 경계, 예측 블록 경계,
변환 블록과 예측 블록의 공통된 블록 경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2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화면 간 예측에서



적웅적 필터링을 수행하고, 하나 이상의 프로세 서들을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에서 ,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들은,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복호화할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하는 영상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참조 블록이 현재 블록이 위치한 현재 픽쳐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를 획득하는 단계, 참조 블록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획득한 플래그에 기초하여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및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현재 블록을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저장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28] 여기서 , 인루프 필터는 디블로킹 필터 , 적웅적 샘플 오프셋 (SA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29] 여기서 ,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플래그 가 현재 픽쳐 내에
참조 블록이 있음을 지시하면,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0] 여기서 ,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플래그 가 현재 픽쳐 내에

참조 블록이 없음을 지시하면,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31]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서는, 부호화 후 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 복원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을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링 스킵이 아니면,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이 제공된다.

[32]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서는, 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 복원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을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링 스킵이 아니면,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이 제공된다.

[3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서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역양자화부, 역변환부, 가감산부, 예측부, 필터링 스 확인부, 스 선택 회로,
필터부, 및 복호화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를 포함하고, 필터링 스킵
확인부는 가감산부와 필터부 사이에 위치하고, 스 선택 회로는 필터링 스킵
확인부 와 필터부와의 사이 또는 필터링 스¾ 확인부 와 복호화 픽쳐 버퍼와의

사이에 위치하며 , 필터링 스킵 확인부는 필터링 스킵 플래그에 의한 선택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스킵 선택 회로를 제어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가 제공된다.

[34]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서는, 부호화 후 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 복원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을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링 스킵이 아니면,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는 블록 경계를
확인하는 서브단계, 필터링 강도를 설정하는 서브단계,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서브단계 및 필터링 적용 여부에 따라 필터링을 적용하는 서브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이 제공된다.

[35]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 복원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을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링 스킵이 아니면,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는 블록 경계를 확인하는
서브단계, 필터링 강도를 설정하는 서브단계,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서브단계 및 필터링 적용 여부에 따라 필터링을 적용하는 서브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이 제공된다.

[36]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 복원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복호화 프로그램과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 여부를 확인하고 필터링을 스 또는 수행하기 위한 필터링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메모리에 연결되어 복호화 프로그램 또는 필터링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 복원 신호를 생성하고,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을 확인하고, 필터링 스킵이 아니면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되 ,상기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할 때,블록 경계를 확인하고, 필터링
강도를 설정하고,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필터링 적용 여부에 따라
필터링을 적용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가 제공된다.

[3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화면 내 예측에서의
참조 화소 구성에 관한 영상 부호화 방법으로서 , 현재 블록에 대한 화면 내
예측에서 현재 블록의 참조 화소를 이웃 블록으로부터 획득하는 단계, 참조
화소에 적웅적으로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 적웅적인 필터링이 적용된 참조
화소를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에 따라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현재 블록의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 예측 블록에 적웅적인 후처리 필터를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이 제공된다.

[38] 여기서 ,상기 획득하는 단계는, 현재 블록의 참조 화소를 상기 이웃
블록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39] 여기서 ,상기 획득하는 단계는, 이웃 블록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40] 여기서 , 이웃 블록의 이용가능성은, 이웃 블록의 위치 및/또는 특정

플래그 (constrained_intra_pred_flag) 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일례로, 특정
플래그는 이웃 블록이 이용가능할 때, 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가 화면 간 모드일 때 해당 블록의 참조 화소를 현재 블록의



예측에 사용할 없음을 의미할 수 있다.
[41] 여기서 , 특정플래그(constrained_intra_pred_flag) 는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되며, 예측 모드는 화면 내 예측 또는 화면 간 예측 중 하나일 수 있다.
[42] 여기서 , 특정플래그(constrained_intra_pred_flag) 가 0일때는,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에 관계없이 이웃 블록의 이용가능성이 '참(tme)'가 되고, 1일 때는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가 화면 내 예측이면 '참'이되고, 화면 간 예측이면 이웃 블록의

이용가능성이 '거짓(false)'이될수 있다.
[43] 여기서 ,화면 간 예측은, 하나 이상의 참조 픽쳐로부터 참조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44] 여기서 ,참조 픽쳐는,참조 픽쳐 리스트 0(List 0)과 참조 픽쳐 리스트 l(List 1)을

통해 관리되며하나 이상의 과거 픽쳐, 미래픽쳐, 현재픽쳐를상기 List 0, List

1에포함할수 있다.
[45] 여기서 , List 0 및 Listl 은,참조 픽쳐 리스트에 현재 픽쳐를 넣을지가

적웅적으로 결정될수 있다.
[46] 여기서 , 현재 픽쳐를 참조 픽쳐 리스트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정보는 시퀀스,

참조 픽쳐 파라미터 셋등에 포함될 수 있다.
[4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컴퓨팅 장치에서

수행되는 영상 복호화 방법으로서 , 입력비트스트림으로부터 이웃 블록의 참조
화소 이용가능성에관한플래그를 시퀀스 또는픽쳐 단위로 획득하는 단계 ;
플래그에 따라화면 내 예측을 수행할 때 이웃 블록의 참조 화소 이용가능성을
결정하는 단계 ; 플래그가 0일때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에 관계없이 이웃 블록의
참조 화소를 현재 블록의 예측에 사용하고, 플래그가 1일 때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가 화면 내 예측인 경우에 이웃 블록의 참조 화소를 현재 블록의 예측에

사용하며 ,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가 화면 간 예측인 경우에 이웃 블록의 참조
화소를 현재 블록의 예측에 사용하지 않는, 영상 복호화 방법이제공된다.

[48] 여기서 ,화면 간 예측은 참조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기반으로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49] 여기서 ,참조 픽쳐는 P픽쳐에서는 List 0을, B 픽쳐에서는 List 0과 List 1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50] 여기서 ,화면 간 예측에서 List 0에 현재 픽쳐를 포함할 수 있다.
[51] 여기서 ,화면 간 예측에서 List 1에 현재 픽쳐를 포함할 수 있다.
[52] 여기서 ,상기 List 0과 List 1에 현재 픽쳐를 포함하는 것은 시퀀스 파라미터에서

전송되는 플래그에 기반하여 결정될수 있다.
[53] 여기서 ,상기 List 0과 List 1에 현재 픽쳐를 포함하는 것은 픽쳐 파라미터에서

전송되는 플래그에 기반하여 결정될수 있다.

발명의 효과
[54] 상술한바와 같은 본 발명의실시예에 따른 적웅적인디블록킹 필터링을



이용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과 영상 복호화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

디블록킹 필터링의 성능을 개선하여 영상 처리 시스템 혹은 영상 예측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5]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화면 내 예측 블록이 나 화면 간 예측블록에 대해서

블록킹 효과를 감소시켜 주관적인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을러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56] 도 1은 본 발명의 영상 부호화 장치 및/또는 영상 복호화 장치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57]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 다 .

[58]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 다 .

[59]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P
슬라이스의 화면 간 예측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

[60]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B
슬라이스의 화면 간 예측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

[61]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단방향으로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62]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참조 픽쳐

리스트를 구성하는 예시도이다 .

[63]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참조 픽쳐

리스트로부터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의 다른 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

[64]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화면 내 예측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65]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P 슬라이 스나 B

슬라이스에서의 예측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66] 도 11은 도 10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내삽(interpolation) 을 수 행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67]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의 주요 과정을 코딩

단위(coding unit) 에서의 신택스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68] 도 13은 도 12에서 사용하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할 경우 , 화면 간 예측에 서와 같이 대칭형(symmetric type) 분할 또는

비대칭형(asymmetric type) 분할을 지원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69] 도 14는 도 9의 화면 내 예측(Intra) 과 같이 화면 간 예측(Inter) 에서 2Nx2N,

NxN 을 지원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70]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영상의 a, b , c의
위치(x라고 가정) 에 있는 화소에 대해서는 수평 I D 필터를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71]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채용할 수 있는 현재

블록과 주변 블록에 대한 예시도이다 .
[72] 도 17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현재 블록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73]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최소 1번 이상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으로 사용된 이미 부호화된 영역에서의 참조 블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74] 도 19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이다 .
[75] 도 20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이다 .
[76] 도 21a 내지 도 21d 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크기의 블록 단위로의 전송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77] 도 2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플 래그 전송

예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78] 도 2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 및 영상 복호화 방법에서

필터링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

[79] 도 24는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채용할 수 있는 예측 블록 또는 변환
블록의 예시도이다 .

[80] 도 25는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를 설정하는 경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81] 도 26a 내지 도 26c 는 도 25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영상 내에서 픽 셀

값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82] 도 27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

[83] 도 28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

[84] 도 29는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 다 .

[85] 도 30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 다 .

[86] 도 3 1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적용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87] 도 32는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적용 결정 과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88] 도 33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적용 결정 과정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89]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90] 제 1, 제2, A , B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91]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92]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 "포함 한다" 또는

"가진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93]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94] 통상적으로 동영상은 일련의 픽쳐(Picture) 로 구성될 수 있으며 , 각 픽쳐들은
프레임 또는 블록 (Block) 과 같은 소정의 영역으로 분할될 수 있다. 또한, 분할된
영역은 블록 (Block) 뿐 아니라,코딩 트리 유닛(Coding Tree Unit, CTU), 코딩
유닛(Coding Unit, CU), 예측 유닛(Prediction Unit, PU), 변환 유닛(Transform Unit,

TU) 과 같이 다양한 크기 또는 용어로 지칭할 수 있다. 각 유닛(Unit) 은 하나의



휘도 블록과 두 개의 색차 블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컬러 포맷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컬러 포맷에 따라 휘도 블록과 색차 블록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2:0 인 경우 색차 블록의 크기는 휘도 블록의 가로,
세로가 1/2인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이 단위 및 용어에 대해서는 기존의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또는 H.264/AVC(advanced video coding) 등의
용어를 참조할 수 있다.

[95] 또한, 현재 블록 또는 현재 화소를 부호화 하거나 복호화 하는데 참조되는 픽쳐,
블록 또는 화소를 참조 픽쳐(reference picture), 참조 블록 (reference block) 또는
참조 화소 (reference pixel) 라고 한다. 또한, 이하에 기재된 "픽쳐(picture)" 이라는
용어는 영상 (image), 프레임(frame) 등과 같은 동등한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본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

[96]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전체적인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상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97]

[98] 도 1은 본 발명의 영상 부호화 장치 및/또는 영상 복호화 장치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99] 도 1을 참조하면, 영상 부호화 장치 및/또는 영상 복호화 장치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노트북 컴퓨터, 개인 휴대
단말기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ortable

multimedia player, PMP),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playstation portable, PSP), 무선
통신 단말 (wireless communication terminal), 스 ·트쓴 (smart phone),

텔레비전(TV) 등과 같은 사용자 단말기 ( 11)이거나 웅용 서버와 서비스 서버 등
서버 단말기 (12) 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컴퓨팅 장치로 지칭될 수 있다.

[100] 또한, 컴퓨팅 장치는 각종 기기 또는 유무선 통신망 (network) 과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 모뎀 등의 통신 장치, 영상을 부호화 하거나 복호화 하거나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해 화면 간(inter) 또는 화면 내(intra) 예측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18), 프로그 램을 실행하여 연산 및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 (14) 등을 구비하는 다양한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101] 또한, 컴퓨팅 장치는 영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 비트스트림 (bitstream) 으로
부호화된 영상을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인터넷, 근거리 무선 통신망,

무선랜망, 와이브 로망, 이동통신망 등의 유무선 통신망 등을 통하거나 케이블,
범용 직렬 버스 (USB: Universal Serial Bus) 등과 같은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영상 복호화 장치로 전송되 어 영상 복호화 장치에서 복호화되 어 복원된
영상으로 재생될 수 있다. 또한, 영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 비트스트 림으로
부호화된 영상은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통하여 부호화 장치에서



복호화 장치로 전달될 수도 있다.

[102]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 다 .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 다 .

[103] 본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20) 는 ,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측부 (200), 감산부 (205), 변환부 (210), 양자화부 (215), 역양자화부 (220),

역변환부 (225), 가산부 (230), 필터부 (235), 복호 화 픽쳐 버퍼(decorded picture

buffer, DPB, 240) 및 엔트로피 부호화부 (245)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영상

부호화 장치 (20) 는 분할부 (190)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04] 또한, 본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 (30) 는 ,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트로피 복호화부 (305), 예측부 (310), 역양자화부 (315), 역변환부 (320),

가산부 (325), 필터부 (330) 및 복호화 픽쳐 버퍼(335) 를 포함할 수 있다.

[105] 전술한 영상 부호화 장치 (20) 와 영상 복호화 장치 (30) 는 각각 별도의 장치들 일

수 있으나, 구현에 따라서 하나의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경우 , 영상 부호화 장치 (20) 의 예측부 (200), 역양자화부 (220),

역변환부 (225), 가산부 (230), 필터부 (235) 및 복호화 픽쳐 버퍼(240) 는 기재된

순서 대로 영상 복호화 장치 (30) 의 예측부 (310), 역양자화부 (315), 역변환부 (320),

가산부 (325), 필터부 (330) 및 메모리 (335)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요소로서

적어도 동 일한 구조를 포함하거 나 적어도 동 일한 기능을 수 행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엔트로부 부호화부 (245) 는 그 기능을 역으로 수 행할 때, 엔트로피

복호화부 (305) 에 대웅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기술요소들과 이들의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는 대웅 기술요소들의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106] 그 리고 영상 복호화 장치는 영상 부호화 장치에서 수 행되는 영상 부호화

방법을 복호화에 적용하는 컴퓨팅 장치에 대웅하 므로, 이하의 설명에서는 영상

부호화 장치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07] 컴퓨 팅 장치는 영상 부호화 방법 및/또는 영상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는

프로그 램이나 소프트웨어 모듈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메모리에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수 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리고 영상 부호화 장치는

부호화 기로 , 영상 복호화 장치는 복호화기 로 각각 지칭될 수 있다.

[108] 본 실시 예의 영상 부호화 장치의 각 구성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09] 분할부 (190) 는 , 입력 영상을 정해진 크기의 블록 (MxN) 으로 분할한다. 여기서 ,

M 또는 N은 1 이상의 임의의 자연수 이다 .

[110] 상 세하게는, 분할부 (190) 은 픽 쳐 분할부와 블록 분할부로 구성될 수 있다.

블록은 영상의 특성 및 해상도 등에 따라 크기 또는 형태가 결정될 수 있고, 픽 쳐

분할부를 통해 지원되는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2의

지수승으로 표현되는 MxN 정사각 형태(256x256, 128x128, 64x64, 32x32, 16x16,

8x8, 4x4 등 )이거나 , MxN 직사각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상도 가 높은 8k



UHD 급 영상의 경우 256x256, 1080p HD급 영상의 경우 128x128, WVGA 급

영상의 경우 16x16 등 크기로 입력 영상을 분할할 수 있다.
[111] 이러한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 스 등의

단위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복호화기에 전송할 수 있다. 즉, 시퀀스
파라미터 셋, 픽쳐 파라미터 셋, 슬라이 스 헤더 또는 이들의 조합 단위에서

설정될 수 있다.
[112] 여기서, 시퀀스 (sequence) 는 몇 개의 관련 장면을 모아서 구성되는 구성단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픽쳐 (picture) 는 하나의 장면 또는 픽쳐에서 일련의 휘도 (Y)

성분 혹은 휘도와 색차 (Y, Cb, Cr) 성분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서, 한 픽쳐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서 한 프레임 혹은 한 필드가 될 수 있다.

[113] 슬라이스 (slice) 는 동일 액세스 유닛(access unit)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독립
슬라이스 세그먼트와 다수의 종속 슬라이스 세그먼트를 말할 수 있다. 액세스

유닛은 한 장의 코딩된 픽쳐와 관련된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유닛의
집합 (set)을 의미한다. NAL 유닛은 H.264/AVC 와 HEVC 표준에 서 비디오 압축
비트스트림을 네트워크 친화적인 형식으로 구성한 구문 구조 (syntax

structure) 이다. 한 슬라이스 단위를 하나의 NAL 유닛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시스템 표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NAL 혹은
NAL 집합을 하나의 액세스 유닛으로 간주한다.

[114] 다시 픽쳐 분할부의 설명으로 되돌아가서, 블록 크기 또는 형태(MxN) 에 대한

정보는 명시적 플래그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블록 형태 정보,
블록이 정사각인 경우에 하나의 길이 정보, 직사각일 경우에는 각각의 길이
정보, 또는 가로와 세로 길이의 차이값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 과
N 이 k의 지수승 (k를 2라 가정 )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M=2 , N=2 ), m과 n에

대한 정보를 단항 이진화, 절삭형 단항 이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호화하여
관련 정보를 복호화 장치에 전달할 수 있다.

[115] 또한, 픽쳐 분할부에 서 지원하는 분할 허용 최소 크기 (Minblksize) 가 IxJ (설명의
편의상 I=J 라고 가정. I=¾ J=2J일 경우 ) , m-i 또는 n-j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른 예로, M 과 N 이 다를 경우, m과 n의 차이값 (Im-nl) 을 전달할 수 있다.
또는, 픽쳐 분할부에서 지원하는 분할 허용 최대 크기 (Maxblksize) 가 IxJ( 설명의
편의상 I=J 라고 가정. I=¾ J=2J일 경우 ) , i-m 또는 n-j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16] 묵시적인 상황일 경우 예컨대, 관련 정보에 대한 신택스는 존재하나

부호화기 /복호화 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호화기 나 복호화기는 미리

준비된 기본 설정을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 형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관련 신택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블록 형태는 기본 설정인 정사각
형태로 둘 수 있다. 또한, 블록 크기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는, 좀더 상세하게는,

상기 예와 같이 분할 허용 최소 크기 (Minblksize) 로부터의 차이값을 통해 블록
크기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차이값 관련 신택스는 확인할 수 있으나 분할



허용 최소 크기(Minblksize) 관련 신택스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준비된 분할
허용 최소 크기(Minblksize) 관련 기본 설정값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117] 이와 같이, 픽쳐 분할부에서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는 부호화기 및/또는
복호화 기에서 관련 정보를 명시적으로 전송하거 나 또는 영상의 특성 및 해상도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118] 상기와 같이 픽쳐 분할부 를 통해 분할 및 결정된 블록은 기본 부호화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픽쳐 분할부를 통해 분할 및 결정된 블록은 픽쳐,
슬라이스, 타일(tile) 등의 상위 레벨 단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일 수 있고,
부호화 블록 (coding block), 예측 블록 (prediction block), 변환 블록 (transform

block), 양자화 블록 (quantization block), 엔트로피 블록 (entropy block), 인루프
필터링 블록 (inloopffltering block) 등의 최대 단위일 수 있으나, 일부 블록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예외도 가능하다. 예컨대, 인루프 필터링 블록과 같이 일부는
위에서 설명한 블록 크기보다 더 큰 단위로 적용될 수 있다.

[119] 블록 분할부는 부호화, 예측, 변환, 양자화, 엔트로피 , 인루프 필터 등의 블록에
대한 분할을 수행한다. 분할부 (190) 는 각 구성에 포함되어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변환부 (210) 에 변환블록 분할부, 양자화부 (215) 에 양자화블록
분할부를 포함할 수 있다. 블록 분할부의 초기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는 이전
단계 또는 상위 레벨 블록의 분할 결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20] 예를 들어, 부호화 블록의 경우 이전 단계인 픽쳐 분할부 를 통해 획득된 블록을
초기 블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혹은, 예측 블록의 경우 예측 블록의 상위 레벨인
부호화 블록의 분할 과정을 통해 획득된 블록을 초기 블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혹은, 변환 블록의 경우 변환 블록의 상위 레벨인 부호화 블록의 분할 과정을
통해 획득된 블록을 초기 블록으로 설정할 수 있다.

[121] 초기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를 결정하는 조건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으며
일부가 변경되거나 예외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전 단계 또는 상위
레벨 블록의 분할 상태(예를 들어, 부호화 블록의 크기, 부호화 블록의 형태 등)와
현재 레벨의 설정 조건(예를 들어, 지원되는 변환 블록의 크기, 변환 블록의 형태
등) 각각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의 조합에 따라 현재 레벨의 분할 동작(분할 가능
여부, 분할 가능한 블록 형태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122] 블록 분할부는 쿼드트리 (quad tree) 기반의 분할 방식을 지원할 수 있다. 즉,
분할 전 블록에서 가로 및 세로가 1/2씩의 길이를 갖는 4개의 블록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는 최초 블록 기준 (dep_0) 으로 분할 허용 깊이 한계(dep_k, k는 분할 허용
횟수를 의미하고, 분할 허용 깊이 한계(dep_k) 일 때의 블록 크기는 (M » k , N »

k )임)까지 분할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123] 또한, 바이너리 트리 기반의 분할 방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가로 또는 세로

중 하나의 길이가 분할 전 블록과 비교하여 1/2의 길이를 갖는 2개의 블록으로
분할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상기 쿼드 트리 분할과 바이너리 트리의 분할의
경우 대칭 분할(symmetric partition) 이나 비대칭 분할(asymmetric partition) 일 수



있으며 , 이는 부호화기/복호화기의 설정에 따라 어느 분할 방식을 따를지 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대칭 분할 방식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다.

[124] 분할 플래그 (di V_flag) 를 통해 각 블록의 분할 여부를 나타낼 수 있으며 , 해당
값이 1이면 분할을 수행하고,값이 0이면 분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는, 해당
값이 1이면 분할을 수행하고 추가 분할이 가능하며 ,값이 0이면 분할을 수행하지
않고 더 이상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할 허용 최소 크기 , 분할 허용
깊이 한계 등의 조건에 의해 상기 플래그는 분할 여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추가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25] 분할 플래그는 쿼드트리 분할에서 사용 가능하고, 바이너리 트리 분할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바이너리 트리 분할에서는 분할 방향이 블록의 분할 깊이,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크기 , 형태,종류(부호화, 예측, 변환, 양자화, 엔트로피 ,
인루프 필터 등 중 하나일 수 있음. 또는, 휘도, 색차 중 하나일 수 있음) 그리고
슬라이스 타입, 분할 허용 깊이 한계, 분할 허용 최소/최대 크기 등의 요인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분할
플래그에 따라 및/또는 해당분할 방향에 따라 즉,블록의 가로만 1/2로
분할되거나 또는 세로만 1/2로 분할될 수 있다.

[126] 예를 들어,블록이 MxN(M>N) 으로 M 이 N보다 클 때 가로 분할을 지원하며 ,
현재 분할 깊이(dep_curr) 는 분할 허용 깊이 한계보다 작아서 추가 분할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위의 분할 플래그는 1비트로 할당되어 해당 값이 1이면
가로 분할을 수행하고, 0이면 더 이상 분할하지 않을 수 있다. 분할 깊이는 쿼드
트리와 바이너리 트리 분할에 하나의 분할 깊이를 둘 수도 있고, 워드 트리와
바이너리 트리 분할에 각각의 분할 깊이를 둘 수도 있다. 또한, 분할 허용 깊이

한계는 쿼드 트리와 바이너리 트리 분할에 하나의 분할 허용 깊이 한계를 둘
수도 있고, 워드 트리와 바이너리 트리 분할에 각각의 분할 허용 깊이 한계를 둘

수도 있다.
[127] 다른 예로, 블록이 MxN(M>N) 이고 N이미리 설정된 분할 허용 최소 크기와

같아서 가로 분할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위의 분할 플래그는 1비트로 할당되어
해당 값이 1이면 세로 분할을 수행하고, 0이면 분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128] 또한, 가로 분할 또는 세로 분할을 위한 플래그(div_h_flag, div_h_flag) 를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상기 플래그에 따라 바이너리분할을 지원할 수 있다. 가로
분할 플래그 (div_h_flag) 또는 세로 분할 플래그 (div_ V_flag) 를 통해 각 블록의
가로 또는 세로 분할 여부를 나타낼 수 있으며 , 가로 분할 플래그 (di V_h_flag)

또는 세로 분할 플래그 (div_v_flag) 가 1이면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며 ,
0이면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129] 또한, 각 플래그가 1이면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며 가로 또는 세로의
추가 분할이 가능하고, 값이 0이면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가로 또는 세로의 추가 분할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할 허용 최소



크기 , 분할 허용 깊이 한계 등의 조건에 의해 상기 플래그는 분할 여부에 대해서
고려하고 추가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30] 또한, 가로 분할 또는 세로 분할을 위한 플래그 (div_flag/h_ V_flag) 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기 플래그에 따라 바이너리분할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
플래그 (di V_flag) 는 가로 또는 세로 분할 여부를 나타낼 수 있으며 분할 방향
플래그 (h_v_flag) 는 가로 또는 세로의 분할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131] 분할 플래그 (div_flag) 가 1이면 분할을 수행하며 분할 방향플래그 (h_v_flag) 에
따라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며 , 0이면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값이 1이면 분할 방향 플래그 (h_v_flag) 에 따라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며 가로 또는 세로의 추가 분할이 가능하고, 값이 0이면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가로 또는 세로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2] 분할 허용 최소 크기 , 분할 허용 깊이 한계 등의 조건에 의해 상기 플래그는
분할 여부에 대해서 고려하고 추가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33] 이러한분할 플래그 또한 가로, 세로 분할을 위해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상기
플래그에 따라 바이너리 트리 분할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분할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상기 예와 같이 둘 중의 하나의 분할 플래그만 사용되거나,
두 분할 플래그 모두가 사용될 수 있다.

[134] 예를 들어,상기의 플래그가 다 허용되면 가능한 블록의 형태는 MxN, M/2xN,
MxN/2, M/2XN/2 중 어느 하나로 분할이 될 수 있다. 이경우,플래그는 수평 분할
플래그 또는 수직 분할 플래그 (div_h_flag/div_v_flag) 순으로 00, 10, 01, 11로
부호화될 수 있다.

[135] 위의 경우,분할 플래그가 중첩되어사용될 수 있는 설정에서의 예시이고,분할
플래그가 중첩되어사용될 수 없는 설정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할 블록
형태가 MxN, M/2xN, MxN/2 로 분할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위의 플래그는 수평
또는 수직 분할 플래그들 순으로 00, 01, 10로 부호화되거나,분할
플래그 (div_flag) 와 수평-수직 플래그 (h_v_flag, 이플래그는 분할 방향이 가로
또는 세로를 나타내는 플래그) 순으로 0, 10, 11로 부호화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첩의 의미는 가로 분할과 세로 분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136] 전술한 쿼드트리 분할 및 바이너리트리 분할은 부호화기 및/또는 복호화기의

설정에 따라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흔용되어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서 쿼드트리 또는 바이너리트리 분할이

결정될 수 있다. 즉,블록 형태가 MxN 이고, Μ 이 Ν보다 큰 경우에는 가로 분할,
블록 형태가 MxN 이고, Ν 이 Μ보다 큰 경우에는 세로 분할에 따라 바이너리트리
분할이 지원될 수 있고, 블록 형태가 MxN 이고, Ν과 Μ 인동일한 경우에는
쿼드트리 분할이 지원될 수 있다.

[137] 다른 예로,블록(ΜχΜ )의크기가 블록 분할 경계값(thrblksize)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트리 분할이 지원될 수 있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워드트리
분할이 지원될 수 있다.

[138] 다른 예로,블록(MxN) 의 M 또는 N이 제1분할 허용 최대크기
(Maxblksizel) 보다 작거나 같고 제1분할 허용 최소 크기(Minblksizel)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쿼드 트리 분할을 지원하고, 블록(MxN) 의 M 또는 N이 제2
분할 허용 최대크기(Maxblksize2) 보다 작거나 같고 제2 분할 허용 최소
크기(Minblksize2)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바이너리 트리 분할이 지원될 수도
있다.

[139] 만일상기 분할 허용 최대크기와 분할 허용 최소 크기로 정의할 수 있는 제1

분할 지원 범위와 제2 분할 지원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부/복호화기의
설정에 따라 제1또는 제2 분할 방법 중의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의 분할 방법은 쿼드트리 분할, 제2 분할 방법은 바이너리 트리
분할로 예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분할 허용 최소 크기(Minblksizel) 이
16이고 제2 분할 허용 최대크기(Maxblksize2) 가 64이며 분할 전블록이 64x64 일
경우,제1분할 지원 범위와 제2 분할 지원 범위에모두 속하므로 쿼드 트리
분할과 바이너리 트리 분할이 가능하다.

[140] 기설정에 따라 제1분할 방법(본 실시예에서는 쿼드 트리 분할)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면, 분할 플래그 (di V_flag) 가 1일경우에는 쿼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며 추가 워드 트리 분할이 가능하고, 0일경우에는 워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더 이상 쿼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는, 분할 플래그 (div_flag) 가 1일 경우에는 쿼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며
추가 쿼드 트리 또는 바이너리 트리 분할이 가능하고, 0일경우에는 쿼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더 이상 쿼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지 않지만 바이너리
트리 분할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분할 허용 최소 크기 , 분할 허용 깊이
한계 등의 조건에 의해상기 플래그는 분할 여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추가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41] 분할 플래그 (div_flag) 가 1일경우에는 32x32 의크기를 갖는 4개의 블록으로
분할이 되어 제1분할 허용 최소 크기(Minblksizel) 보다 크기 때문에 쿼드 트리
분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분할 플래그가 0일 경우에는 추가적 인 워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 현재 블록 크기(64x64) 가상기 제2 분할 지원 범위에
속하게 되므로 바이너리 트리 분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분할
플래그 (div_flag/h_ V_flag 순으로)가 0일 경우에는 더 이상 분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 10 또는 11인 경우에는 가로 분할 또는 세로 분할을 수행할 수 있다 .

[142] 만일 분할 전블록이 32x32 이며 분할 플래그 (div_flag) 가 0이라 더 이상 쿼드
트리 분할을 하지 않고 제2 분할 허용 최대크기(Maxblksize2) 가 16일 경우, 현재
블록의 크기(32x32) 가 제2 분할 지원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분할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위 설명에서 분할 방법의 우선순위는 슬라이스 타입,
부호화 모드, 휘도/색차 성분 등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43] 다른 예로, 휘도 및 색차 성분에 따라 다양한 설정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휘도 성분에서 결정된 쿼드 트리 또는 바이너리 트리 분할 구조를 색차

성분에서는 추가적인 정보 부/복호화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휘도
성분과 색차 성분의 독 립적인 분할을 지원할 경우 , 휘도 성분에는 쿼드 트리와

바이너리 트리를 함께 지원하고, 색차 성분에는 쿼드 트리 분할을 지원할 수도

있다.
[144] 또한, 휘도와 색차 성분에서 쿼드 트리 분할과 바이너리 트리 분할을 지원하되,

상기 분할 지원 범위가 휘도와 색차 성분에도 동일 또는 비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컬러 포맷이 4:2:0 인 경우일 경우 , 색차 성분의

분할 지원 범위가 휘도 성분의 분할 지원 범위의 N/2 일 수 있다.

[145] 다른 예로, 슬라이스 타입에 따라 다른 설정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I

슬라이스에서는 쿼드 트리 분할을 지원할 수 있고, P 슬라이스에서는 바이너리

트리 분할을 지원할 수 있고 , Β 슬라이스에서는 쿼드 트리 분할과 바이너리 트리

분할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146] 상 기 예와 같이 쿼드 트리 분할 및 바이너리 트리 분할이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설정 및 지원될 수 있다. 상기의 예들은 전술한 경우에만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조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예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고, 다른 경우의 예로

변형 또한 가능하다. 위의 분할 허용 깊이 한계는 분할 방식(쿼드트리, 바이너리

트리), 슬라이스 타입, 휘도/색차 성분 , 부호화 모드 등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47] 또한, 상기 분할 지원 범위는 분할 방식(쿼드트리, 바이너리 트리), 슬라이스

타입, 휘도/색차 성분 , 부호화 모드 등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에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분할 지원 범위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 플 래그로 구성할 경우 ,

최대값/최소값 각각의 길이 정보 , 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값 정보 등을

표현할 수 있다.
[148] 예를 들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k의 지수승(k를 2라 가정) 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 최대값과 최소값의 지수 정보를 다양한 이진화를 통해 부호화하여 복호화

장치에 전달할 수 있다.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지수의 차이값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전송되 는 정보는 최소값의 지수 정보와 지수의 차이값 정보일 수

있다
[149] 전술한 설명에 따라 플래그 와 관련한 정보들은 시퀀스, 픽쳐 , 슬라이스 , 타일,

블록 등의 단위에서 생성되고 전송될 수 있다.
[150] 상 기 예시로 제시된 분할 플 래그들로 쿼드 트리 또는 바이너리 트리 또는 두

트리 방식의 흔합을 통해 블록 분할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며, 분할 플 래그는

단항 이진화, 절삭형 단항 이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호화하여 관련 정보를



복호화 장치에 전달할 수 있다. 상기 블록의 분할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분할

플 래그의 비트스트림 구조는 1개 이상의 스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151] 예를 들어, 분할 깊이 순서 (depO에서 _ 순 서로) 기준으로 분할 플 래그들의

비트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고, 분할 여부 기준으로 분할 플 래그들의

비트스트림 을 구성할 수도 있다. 분할 깊이 순서 기준 방법에서는 최초 블록

기준으로 현 수준의 깊이에서의 분할 정보를 획득한 후 다음 수준의 깊이에서의

분할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며, 분할 여부 기준 방법에서는 최초 블록 기준으로

분할된 블록에서의 추가 분할 정보를 우선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위의 예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스캔 방법이 포함되어 선택될 수 있다.

[152] 또한, 구현에 따라서 , 블록 분할부는 전술한 분할 플 래그가 아닌 미리 정의된

소정 형태의 블록 후보군에 대한 인텍스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블록 후보군의 형태는, 예를 들어, 분할 전 블록에서 가질 수 있는 분할 블록의

형태로서 MxN, M/2xN, MxN/2, M/4xN, 3M/4xN, MxN/4, Mx3N/4, M/2xN/2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53] 위와 같이 분할 블록의 후보군이 결정되면 상기 분할 블록 형태에 대한 인텍스

정보를 고정 길이 이진화, 단삭 절단형 이진화, 절단형 이진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호화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분할 플 래그와 같이 블록의 분할

깊이,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크기 , 형태, 종류 그리고 슬라이스 타입, 분할 허용

깊이 한계, 분할 허용 최소/최대 크기 등의 요인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분할 블록 후보군이 결정될 수 있다.

[154] 다음 설명을 위해서 (MxN, MxN/2) 를 후보 리스트 l(listl), (MxN, M/2xN,

MxN/2, M/2xN/2) 를 후보 리스트2(list2), (MxN, M/2xN, MxN/2) 를 후보

리스트3(list3), (MxN, M/2xN, MxN/2, M/4xN, 3M/4xN, MxN/4, Mx3N/4,

M/2xN/2) 를 후보 리스트4(list4) 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MxN 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M=N) 일 경우에는 후보 list2 의 분할 블록 후보를, (M N )일 경우에는 후보

list3 의 분할 블록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155] 다른 예로 , MxN 의 M 또는 N이 경계값(blk_th)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후보

list2 의 분할 블록 후보를,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후보 list4 의 분할 블록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M 또는 N 이 제 1 경계값(blk_th_l)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후보 listl 의 분할 블록 후보를, 제 1 경계값(blk_th_l) 보다는 작지만 제2

경계값(blk_th_2) 보다는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후보 list2 의 분할 블록 후보를, 제2

경계값(blk_th_2) 보다 작을 경우에는 후보 list4 의 분할 블록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156] 다른 예로, 부호화 모드가 화면 내 예측인 경우 후보 list2 의 분할 블록 후보를,

화면 간 예측인 경우 후보 list4 의 분할 블록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157] 상 기와 같은 분할 블록 후보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블록에서 이진화에

따른 비트 구성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분할 플래그 에서의

적용과 같이 블록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지원되는 분할 블록 후보가 제한된다면



해당 블록 후보의 이진화에 따른 비트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M>N) 일
경우에는 가로 분할에 따른 블록 형태 즉, MxN, MxN/2, M/2XN/2 를 지원할 수
있고, 분할 블록 후보군 (MxN, M/2xN, MxN/2, M/2xN/2) 에서의 MxN/2 과 현재
조건의 MxN/2 에 따른 인텍스의 이진 비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158] 블록의 종류 예컨대 부호화, 예측, 변환, 양자화, 엔트로피, 인루프 필터링 등에
사용되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 분할 플래그 또는 분할 인텍스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블록의 분할 및 형태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각 블록
종류에 따라 분할 및 블록의 형태 지원에 대한 블록 크기 제한 및 분할 허용 깊이

한계 등이 다를 수 있다.
[159] 블록 단위의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은 우선 부호화 블록이 결정된 후, 예측 블록

결정 , 변환 블록 결정 , 양자화 블록 결정 , 엔트로피 블록 결정 , 인루프 필터 결정
등의 과정에 따라 부호화 및 복호화를 진행할 수 있다. 상기의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 대한 순서는 항상 고정적이지 않으며 , 일부 순서가 변경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상기 블록의 크기 및 형태의 후보별 부호화 비용에 따라 각 블록의 크기 및
형태가 결정되고, 결정된 각 블록의 영상 데이터 및 결정된 각 블록의 크기 및
형태 등의 분할 관련 정보들을 부호화할 수 있다.

[160] 예측부 (200) 는 소프트웨 어 모듈인 예측 모듈 (prediction module) 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고, 부호화할 블록에 대하여 화면 내 예측 방식이나 화면 간 예측
방식으로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예측 블록은 화소 차이의
관점에서, 부호화할 블록과 가깝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블록이며,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SSD(sum of square difference) 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이때 영상 블록들을 복호화시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구문 (syntax) 들을 생성할 수도 있다. 예측 블록은 부호화 모드에 따라 화면

내 블록과 화면 간 블록으로 분류될 수 있다.
[161] 화면 내 예측 (intra prediction) 은 공간적 인 상관성 을 이용하는 예측 기술로, 현재

픽쳐 내에서 이전에 부호화되 고 복호화되어 복원된 블록들의 참조 화소들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화면 내 예측과 복원으로
재구성된 밝기 값을 부호화기 및 복호화 기에서 참조 화소로 사용할 수 있다.
화면 내 예측은 연속성을 갖는 평탄한 영역 및 일정한 방향성 을 가진 영역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공간적인 상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의 접근 (random

access)을 보장하고, 오류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62] 화면 간 예측 (inter prediction) 은 하나 이상의 과거 또는 미래픽쳐에서 부호화된

영상을 참조하여 시간적인 상관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는 압축

기법을 이용한다. 즉, 화면 간 예측은 하나 이상의 과거 또는 미래 픽쳐를
참조함 으로써 높은 유사성을 갖는 예측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화면 간 예측을

이용하는 부호화기 에서는 참조 픽쳐에서 현재 부호화하려 는 블록과 상관도가
높은 블록을 탐색하고, 선택된 블록의 위치 정보와 잔차 (residue) 신호를
복호화기로 전송할 수 있고, 복호화기는 전송된 영상의 선택 정보를 이용하여



부호화기와 동일한 예측 블록을 생성하고 전송된 잔차 신호를 보상하여 복원
영상을 구성할 수 있다.

[163]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P

슬라이스의 화면 간 예측을 나타낸 예시도이다.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B 슬라이스의 화면 간 예측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164]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화면 간 예측은 시간적으로 높은 상관성 이
있는 이전에 부호화 된 픽쳐로부터 예측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Current(t) 는 부호화할 현재 픽쳐를 의미할 수 있고, 영상 픽쳐의
시간적인 흐름 흑은 POC(picture order count) 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픽쳐의
POC보다 이전의 제1시간적인 거리(t-1) 를 가지는 제1 참조픽 쳐와 제1시간적인
거리 이전의 제2 시간적인 거리(t-2) 를 가지는 제2 참조픽 쳐를 포함할 수 있다.

[165] 즉,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채용할 수 있는
화면 간 예측은 현재 픽쳐(current(t)) 의 현재 블록과 참조 픽쳐들(t-1, t-2) 의 참조
블록들의 블록 매칭을 통해 상관성이 높은 블록을 이전에 부호화가 완료된 참조
픽쳐들(t-1, t-2) 로부터 최적의 예측 블록을 찾는 움직임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정밀한 추정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인접한 두 화소들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화소가 배열된 구조에 기반하는 보간(interpolation) 과정을 수행한 후, 최적의

예측 블록을 찾은 후 움직임 보상을 하여 최종적인 예측 블록을 찾을 수 있다.
[166] 또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채용할 수 있는

화면 간 예측은 현재 픽쳐(current(t)) 를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양방향에 존재하는
이미 부호화가 완료된 참조 픽쳐들(t-1, t+1) 로부터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1개 이상의 참조 픽쳐에서 2개의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167] 화면 간 예측을 통해 영상의 부호화를 수행할 경우, 최적의 예측 블록에 대한
움직임 백터 정보와 참조 픽쳐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예측 블록을 생성할 경우 참조 픽쳐 리스트를 달리
구성하여 해당 참조 픽쳐 리스트로부터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현재 픽쳐 이전에 존재하는 참조 픽쳐는 리스트 0(L0) 에 할당하여
관리되고 현재 픽쳐 이후에 존재하는 참조 픽쳐는 리스트 1(L1) 에 할당하여

관리될 수 있다.
[168] 참조 픽쳐 리스트 0를 구성할 때, 참조 픽쳐 리스트 0의 참조 픽쳐 허용

개수까지 채우지 못할 경우 현재 픽쳐 이후에 존재하는 참조 픽쳐를 할당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참조 픽쳐 리스트 1을 구성할 때, 참조 픽쳐 리스트 1의 참조
픽쳐 허용 개수까지 채우지 못할 경우 현재 픽쳐 이전에 존재하는 참조 픽쳐를
할당할 수 있다.

[169]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단방향으로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170] 도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는 기존과



같이 이전에 부호화된 참조 픽쳐(t-l, t-2) 로부터 예측 블록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현재 픽쳐(current(t)) 에 이미 부호화가 완료된 영역으로부터 예측 블록을

찾을 수 있다.
[171] 즉,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는, 시간적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는 이전에 부호화 된 픽쳐(t-l, t-2) 로부터 예측 블록을 생성한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상관성 이 높은 예측 블록을 함께 찾도록 구현될 수 있다.
그러한 공간적으로 상관성 이 높은 예측 블록을 찾는 것은 화면 내 예측의
방식으로 예측 블록을 찾는 것에 대웅할 수 있다. 현재 픽쳐에서 부호화가
완료된 영역으로부터 블록 매칭을 수행하기 위해,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방법은 화면 내 예측 모드와 흔합하여 예측 후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신택스 (syntax) 를 구성할 수 있다.

[172] 예를 들어 , n(n은 임의의 자연수) 가지의 화면 내 예측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한
가지 모드를 화면 내 예측 후보군에 추가하여 n+1가지 모드를 지원하며 2M 1

<n+l<2 를 만족시키는 M 개의 고정 비트를 사용하여 예측 모드를 부호화할 수
있다. 또한, HEVC 의 MPM(most probable mode) 와 같이 가능성 높은 예측 모드의
후보군 중에서 선택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예측 모드 부호화의 상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부호화할 수도 있다.

[173]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할 경우,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방법은 화면 간 예측 모드와 흔합하여 관련된 정보에 대한 신택스를
구성할 수도 있다. 추가적 인 관련 예측 모드 정보로는 움직임 또는 이동(motion

or displacement) 관련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움직임 또는 이동 관련 정보는 여러
백터 후보 중 최적의 후보 정보, 최적의 후보 백터와 실제 백터와의 차분치 , 참조

방향, 참조 픽쳐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74]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참조 픽쳐

리스트를 구성하는 예시도이다.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참조 픽쳐 리스트로부터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의
다른 예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175] 도 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현재 픽쳐(current(t)) 의
현재 블록에 대하여 제1참조픽쳐 리스트(reference list 0, L0) 와 제2 참조픽쳐
리스트(reference list 1, L1) 로부터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176]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참조 픽쳐 리스트 0은 현재 픽쳐(t) 이전의 참조 픽쳐로
구성할 수 있는데, t-1, t-2는 각각 현재 픽쳐(t)의 POC보다 이전의 제1시간적인
거리(t-1), 제2 시간적인 거리(t-2) 를 가지는 참조 픽쳐들을 지시한다. 또한, 참조
픽쳐 리스트 1은 현재 픽쳐(t) 이후의 참조 픽쳐로 구성할 수 있는데, t+l, t+2는
각각 현재 픽쳐(t)의 POC보다 이후의 제1시간적인 거리(t+1), 제2 시간적인
거리(t+2) 를 가지는 참조 픽쳐들을 지시한다.

[177] 참조 픽쳐 리스트 구성에 관한 전술한 예들은 시간적인 거리(본 예에서는 POC

기준)의 차이가 1인 참조 픽쳐들로 참조 픽쳐 리스트를 구성하는 예를 나타내 고



있으나, 참조 픽쳐간의 시간적인 거리 차이를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다. 즉, 참조
픽쳐들의 인텍스 차이와 참조 픽쳐들의 시간적인 거리 차이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리스트 구성 순서를 시간적인 거리 기준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할 참조 픽쳐 리스트 구성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8] 슬라이스 타입(Ι , Ρ 또는 B )에 따라 리스트에 있는 참조 픽쳐로부터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픽쳐(current)) 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할 경우, 참조 픽쳐 리스트(reference list 0 및/또는 reference list 1)에 현재
픽쳐를 추가하여 화면 간 예측 방식으로 부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179]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참조 픽쳐 리스트 preference list 0)에 현재 픽쳐(t)를
추가하거나 또는 참조 픽쳐 리스트 preference list 1)에 현재 픽쳐(current(t)) 를
추가할 수 있다. 즉, 참조 픽쳐 리스트 0은 현재 픽쳐(t) 이전의 참조 픽쳐에
시간적인 거리(t)인 참조 픽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고, 참조 픽쳐 리스트 1은
현재 픽쳐(t) 이후의 참조 픽쳐에 시간적인 거리(t) 인 참조 픽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180] 예를 들어, 참조 픽쳐 리스트 0를 구성할 때 현재 픽쳐 이전의 참조 픽쳐를 참조
픽쳐 리스트 0에 할당하고 이어 현재 픽쳐(t)를 할당할 수 있고, 참조 픽쳐 리스트
1을 구성할 때 현재픽쳐 이후의 참조 픽쳐를 참조 픽쳐 리스트 1에 할당하고
이어 현재픽쳐(t)를 할당할 수 있다. 또는, 참조 픽쳐 리스트 0를 구성할 때 현재
픽쳐(t)를 할당하고 이어 현재픽쳐 이전의 참조 픽쳐를 할당할 수 있고, 참조
픽쳐 리스트 1을 구성할 때 현재 픽쳐(t)를 할당하고 이어 현재픽쳐 이후의 참조
픽쳐를 할당할 수 있다.

[181] 또한, 참조 픽쳐 리스트 0을 구성할 때 현재픽쳐 이전의 참조 픽쳐를 할당하고
이어 현재픽쳐 이후의 참조 픽쳐를 할당하고 현재 픽쳐(t)를 할당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참조 픽쳐 리스트 1을 구성할 때 현재 픽쳐 이후의 참조 픽쳐를
할당하고 이어 현재 픽쳐 이전의 참조 픽쳐를 할당하고 현재 픽쳐(t)를 할당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은 전술한 경우에만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조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고, 다른 경우의 예로 변형 또한 가능하다.

[182] 각 참조 픽쳐 리스트에 현재 픽쳐를 포함할 지 여부(예를 들어, 어떤

리스트에도 추가하지 않음 또는 리스트 0에만 추가 또는 리스트 1에만 추가 또는
리스트 0와 1에 같이 추가)는 부호화기 /복호화기에 동일한 설정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고정 길이 이진화, 단삭 절단형 이진화, 절단형 이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부호화될 수 있다.

[183]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은,도 7의 방법과 달리 , 현재

픽쳐(t)에서 블록 매칭을 수행하여 예측 블록을 선택하고, 이러한 예측 블록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참조 픽쳐 리스트를 구성하며 , 이러한 참조 픽쳐
리스트를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에 이용하는데 차이가 있다.



[184] 참조 픽쳐 리스트 구성에 있어서 각 리스트 구성 순서 및 규칙, 각 리스트의
참조 픽쳐 허용 개수에 대한 설정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픽쳐의 리스트

포함여부 (현재 픽쳐를 화면 간 예측에서의 참조 픽쳐로 포함할지 여부),

슬 라이스 타입, 리스트 재구성 파라미터(리스트 0, 1에 각각 적용될 수도 있고,

리스트 0, 1에 같이 적용될 수도 있음), GOP(Group of Picture) 내의 위치 , 시간적

계층 정보(temporal id) 등의 여러 요인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시퀀스, 픽쳐 등의
단위로 전송할 수 있다.

[185] 예를 들어, Ρ 슬라이스인 경우 현재 픽쳐를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과 관계없이

참조 픽쳐 리스트 0은 리스트 구성 규칙 Α에 따를 수 있고 , Β 슬라이스인 경우

현재 픽쳐를 리스트에 포함하는 참조 픽쳐 리스트 0에는 리스트 구성 규칙 Β ,

참조 픽쳐 리스트 1에는 리스트 구성 규칙 C를 따를 수 있고, 현재 픽쳐를

포함하지 않는 참조 픽쳐 리스트 0에는 리스트 구성 규칙 D , 참조 픽쳐 리스트

1에는 리스트 구성 규칙 Ε에 따를 수 있으며, 리스트 구성 규칙 중 Β와 D , C와

E는 같을 수도 있다.

[186] 리스트 구성 규칙은 상기 참조 픽쳐 리스트 구성 예에서 설명된 것과 같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예로, 현재 픽쳐를 리스트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 1 참조 픽쳐 허용 개수 ,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 참조 픽쳐 허용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 참조 픽쳐 허용 개수와 제2 참조 픽쳐 허용 개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 제 1 참조 픽쳐 허용 개수와 제2 참조 픽쳐 허용
개수의 차이가 1인 것을 기본 설정으로 둘 수도 있다.

[187] 다른 예로, 현재 픽쳐를 리스트에 포함하며 리스트 재구성 파라미터가 적용될

경우 , 슬라이스 A 에서는 모든 참조 픽쳐가 리스트 재구성 후보군이 될 수 있고,

슬라이스 B에서는 리스트 재구성 후보군에 일부 참조 픽쳐만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슬라이스 A 또는 B는 현재 픽쳐의 리스트 포함여부, 시간적 계층 정보 ,

슬라이스 타입, GOP 내의 위치 등에 구분될 수 있고, 후보군에 포함 여부를

나누는 요인으로 참조 픽쳐의 POC 또는 참조 픽쳐 인텍스, 참조 예측 방향(현재

픽쳐 전/후), 현재 픽쳐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88] 전술한 구성에 의하면, 현재 픽쳐에서 화면 간 예측으로 부호화 된 참조 블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I 슬 라이스의 움직인 예측에서 도 화면 간 예측을 허용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89] 또한, 참조 픽쳐 리스트를 구성할 때, 슬라이스 타입에 따라 인텍스 할당 또는

리스트 구성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I 슬 라이스의 경우 , 현재 픽쳐(current(t)) 에서

상기 참조 픽쳐 리스트 구성 예와 같이 우선순위 를 높게 하여 더 적은

인텍스(예를 들어, idx=0, 1, 2와 같이) 를 사용하고, 해당 참조 픽쳐 리스트의 참조

픽쳐 허용 개수(C) 를 최대값으로 하는 이진화(고정 길이 이진화, 단삭 절단형

이진화, 절단형 이진화 등) 통해 영상 부호화 에서의 비트량을 줄 일 수 있다.

[190] 또 한, Ρ 또는 B 슬라이스의 경우 ,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수행하여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를 예측 후보로 선택할 확률이 다른 참조 픽쳐를 통해 예측

후보를 선택하는 확률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 하면, 현재 픽쳐의 블록
매칭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설정하여 더 높은 인텍스(예를 들어, idx= C , C-l 와
같이)를 사용하여 해당 참조 픽쳐 리스트의 참조 픽쳐 허용 개수를 최대값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의 이진화를 통해 영상 부호화 에서의 비트량을 줄일 수 있다.

[191] 위의 예에서 현재 픽쳐의 우선순위 설정은 상기 참조 픽쳐 리스트 구성 예에서
설명된 것과 같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슬라이스 타입에
따라(예를 들어, I 슬라이스) 참조 픽쳐 리스트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참조
픽쳐에 대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존의 화면 간 예측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하되 화면 간 예측 모드에서의 움직임 정보에서 참조 픽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로 화면간 예측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192]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수행하는 방식은 슬라이스 타입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에서 의 블록 매칭을 I
슬라이스에서는 지원하지 만 P 슬라이 스나 B 슬라이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예로의 변형 또한 가능하다. 또한,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은 픽쳐, 슬라이스, 타일 등 단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GOP 내의 위치, 시간적 계층 정보 (temporal ID) 등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설정 정보는 영상 부호화 과정이나 부호화기 에서 복호화기 로
시퀀스, 픽쳐,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193] 또한, 상위 레벨 단위에서 위와 관련된 설정 정보 또는 신택스가 존재하며 설정
관련 동작이 온 (on) 되는 상황이라도 하위 레벨 단위에서 위와 동일한 설정 정보
또는 신택스 가 존재할 때,하위 레벨 단위에서의 설정 정보가 상위 레벨

단위에서의 설정 정보를 우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또는 유사한 설정
정보를 시퀀스, 픽쳐, 슬라이 스에서 처리한다면, 시퀀스 단위보다는 픽쳐
단위가, 픽쳐 단위보다는 슬라이스 단위가 우선순위 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퀀스 파라미 터에서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는 플래그는
sps_curr_pic_BM_enabled_flag 일 수 있으며 , 픽쳐 파라미 터에서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는 플래그는 pps_curr_pic_BM_enabled_flag 일 수 있다. 만약
sps_curr_pic_BM_enabled _ fl a - 은 (on), pps_curr_pic_BM_enabled _ fl a -

오프 (off) 일 경우에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플래그에 따라 참조 픽쳐 리스트 0 구성에 현재 픽쳐의 포함여 부를 결정할 수
있고, 참조 픽쳐 리스트 1구성에 현재 픽쳐의 포함여부 를 결정할 수도 있다.

[194]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화면 내 예측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195] 도 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화면 내 예측 방법은, 참조 화소
채움 (reference sample padding), 참조 화소 필터링(reference sample filtering), 화면
내 예측 (intra prediciton) 및 경계 필터링(boundary filtering) 의 일련의 단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196] 참조 화소 채움 단계는 참조 화소 구성 단계의 예시일 수 있고, 참조 화소

필터링 단계는 참조 화소 필터부에 의해 실행될 수 있고, 화면 내 예측은 예측
블록 생성 단계와 예측 모드 부호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 경계 필터링은

후처리 필터 단계의 일실시예에 대한 예시일 수 있다.
[197] 즉,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실행되는 화면 내 예측은 참조 화소 구성

단계, 참조 화소 필터링 단계, 예측 블록 생성 단계, 예측 모드 부호화 단계 및

후처리 필터링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예컨대, 블록 크기,

블록 형태, 블록 위치, 예측 모드, 예측 방법, 양자화 파라미터 등에 따라서
전술한 과정들 중 하나 또는 일부는 생략될 수 있고, 다른 과정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 위에 기재된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변경될 수 있다.

[198] 전술한 참조 화소 구성 단계, 참조 화소 필터링 단계, 예측 블록 생성 단계, 예측
모드 부호화 단계 및 후처리 필터링 단계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소프트웨 어

모듈들을 메모리에 연결되는 프로세 서가 실행하는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각 단계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모듈과 이를 실행하는 프로세 서의 조합에 의해 생성되는 기능부 및/혹은 이러한

기능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부로서 각각 참조 화소 구성부, 참조 화소

필터부, 예측 블록 생성부, 예측 모드 부호화부 및 후처리 필터부를 각 단계의
실행 주체로서 지칭하기로 한다.

[199] 각 구성요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참조 화소 구성부는 참조 화소

채움을 통해 현재 블록의 예측에 사용될 참조 화소를 구성한다. 참조 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 불가한 경우, 참조 화소 채움은 이용가능한 가까운
화소로부터 값을 복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참조 화소에 사용될 수 있다. 값의

복사 등에는 복원된 픽쳐 버퍼 또는 복호화 픽쳐 버퍼 (decoded picture buffer,

DPB) 가 이용될 수 있다.
[200] 즉, 화면 내 예측은 현재 픽쳐의 이전에 부호화가 완료된 블록들의 참조 화소를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참조 화소 구성 단계에서는 현재 블록의

이웃 블록 즉, 왼쪽, 왼쪽 위, 왼쪽 아래, 위쪽, 오른쪽 위 블록들 등과 같은 인접한
화소들을 주로 참조 화소로 사용한다.

[201] 다만상기 참조 화소를 위한 이웃 블록의 후보군은 블록의 부호화 순서를
래스터 스캔 (raster scan) 또는 제트 스캔 (z-scan) 를 따를 경우의 예시일 뿐, 역 제트
스캔 (inverse z-scan) 등과 같은 스캔이 부호화 순서 스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의 블록들에 추가로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아래 블록 등과 같은 인접
화소들도 참조 화소로 사용할 수 있다.

[202] 또한, 구현에 따라서 화면 내 예측의 단계별 구성에 따라 바로 인접한 화소 외의

추가적인 화소들이 대체 또는 기존 참조 화소와 흔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203] 또한, 화면 내 예측의 모드 중 방향성 을 갖는 모드로 예측이 되는 경우, 정수

단위의 참조 화소를 선형 보간을 통해 소수 단위의 참조 화소를 생성할 수 있다.

정수 단위 위치에 존재하는 참조 화소를 통해 예측을 수행하는 모드는 수직,



수평, 45도 , 135도를 갖는 일부 모드를 포함하며, 위의 예측 모드들에 대해서는

소수 단위의 참조 화소를 생성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204] 상기 예측 모드를 제외한 다른 방향성 을 가진 예측 모드들에 서 보간되 는 참조

화소는 1/2, 1/4, 1/8, 1/16, 1/32, 1/64 와 같이 1/2의 지수승의 보간 정밀도를 가질

수도 있고, 1/2의 배수의 정밀도를 가질 수도 있다.

[205] 그것은 지원되는 예측 모드의 개수 또는 예측 모드의 예측 방향 등에 따라 보간
정밀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 이다 . 픽쳐 , 슬라이스 , 타일, 블록 등에서 항상

고정적인 보간 정밀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블록의 크기, 블록의 형태, 지원되는
모드의 예측 방향 등에 따라 적웅적인 보간 정밀도가 지원될 수도 있다. 이 때,

모드의 예측 방향은 특정 선 기준(예를 들어, 좌표평면 상의 양<+> 의 X축)으로

상기 모드가 가리키는 방향의 기을기 정보 또는 각도 정보로 표현될 수 있다.

[206] 보간 방법으로는 바로 인접한 정수 화소를 통해 선형 보간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보간 방법을 지원할 수 있다. 보간을 위해 1개 이상의 필터 종류

및 탭의 개수 예를 들어, 6-tap 위너 필터, 8-tap 칼만 필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블록의 크기, 예측 방향 등에 따라 어떤 보간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정보는 시퀀스, 픽쳐 , 슬라이스 , 블록 등의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207] 참조 화소 필터부는 참조 화소를 구성한 후 부호화 과정에서 남아있는 열화를

줄여줌으로써 예측 효율을 높여줄 목적으로 참조 화소에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참조 화소 필터부는, 블록의 크기, 형태 및 예측 모드에 따라 필터의 종류
및 필터링의 적용 유무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 같은

탭 (tap) 의 필터라도 필터 종류에 따라 필터 계수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1]/4, [1,6,1]/8 과 같은 3 탭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

[208] 또한, 참조 화소 필터부는, 추가적으로 비트를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하여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묵시적인 경우 , 참조 화소

필터부는 주변 참조 블록에서의 화소들의 특성(분산 , 표준편 차 등)에 따라

필터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9] 또한, 참조 화소 필터부는, 관련 플 래그가 잔차 계수, 화면 내 예측 모드 등에

기설정된 숨김 (hiding)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필터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필터의 탭수는, 예를 들어, 작은 블록 (blk) 에서는 [1,2,1]/4 와 같은 3-tap, 큰

블록 (blk) 에서는 [2,3,6,3,2]/16 과 같은 5-tap 으로 설정될 수 있고 , 적용 횟수는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 , 1번 필터링할 것인지 , 2번 필터링할 것인지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

[210] 또한, 참조 화소 필터부는 현재 블록의 가장 인접한 참조 화소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인접한 참조 화소 외에 추가적 인

참조 화소들 또한 필터링 과정에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인접한 참조

화소를 대체하여 추가적인 참조 화소들에 필터링을 적용할 수도 있고, 가장

인접한 참조 화소에 추가적 인 참조 화소들을 흔용하여 필터링을 적용할 수도

있다.



[211] 상기의 필터링은 고정적 도는 적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블록의
크기 또는 이웃 블록의 크기, 현재 블록 또는 이웃 블록의 부호화 모드, 현재

블록과 이웃 블록의 블록 경계 특성(예를 들어, 부호화 단위의 경계인지 변환
단위의 경계인지 등), 현재 블록 또는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 또는 방향, 현재
블록 또는 이웃 블록의 예측 방식, 양자화 파라미터 등의 요인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부호화기 /복호화기에 동일한 설정을 가질 수 있고(묵시 적), 부호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명시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필터는 저역통과

필터 (low pass filter) 이며, 위에 명시된 여러 요인에 따라 필터 탭수, 필터 계수,

필터 플래그 부호화 여부, 필터 적용 횟수 등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블록 등의 단위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복호화기에 전송할 수 있다.

[212] 예측 블록 생성부는 화면 내 예측에 있어서 참조 화소를 통해 외삽 또는
보외 (extrapolation) 방식이나, 참조 화소의 평균값 (DC) 또는 평면 (planar) 모드와
같은 내삽 (interpolation) 방식이나, 참조 화소의 복사 (copy) 방식으로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213] 참조 화소의 복사의 경우 하나의 참조 화소를 복사하여 하나의 이상의 예측

화소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참조 화소를 복사하여 하나 이상의 예측
화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복사한 참조 화소의 개수는 복사된 예측 화소의

개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수 있다.
[214] 또한, 상기 예측 방식에 따라 방향성 예측 방식과 비방향성 예측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상세하게는 방향성 예측 방식은 직선 방향성 방식과 곡선
방향성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직선 방향성 방식은 외삽 또는 보외 방식을
차용하나 예측 블록의 화소는 예측 방향 선상에 놓인 참조 화소를 통해

생성하며, 곡선 방향성 방식은 외삽 또는 보외 방식을 차용하나 예측 블록의
화소는 예측 방향 선상에 놓인 참조 화소를 통해 생성하되 블록의 세부

방향성 (예를 들어, 에지<Eclge>)를 고려하여 화소 단위의 부분적인 예측 방향의

변경이 허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215]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에서 방향성 예측 모드의 경우 직선

방향성 방식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다.
[216] 또한, 상기 방향성 예측 방식의 경우 인접한 예측 모드 간의 간격은 균등하거 나

비균등일 수 있으며, 이는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 분할부를 통해 현재 블록이 MxN 의 크기와 형태를 갖는 블록을
획득했을 때 , Μ 과 N 이 같을 경우에는 예측 모드 간의 간격은 균등일 수 있으며,

Μ 과 Ν 이 다를 경우에는 예측 모드 간의 간격은 비균등일 수 있다.
[217] 다른 예로서, Μ 이 Ν보다 큰 경우에는 수직 방향성을 갖는 모드들은 수직

모드 (90도)에 가까운 예측 모드 사이에는 더 세밀한 간격을 할당하고, 수직
모드에 먼 예측 모드에는 넓은 간격을 할당할 수 있다. Ν 이 Μ 보다 큰 경우에는



수평 방향성을 갖는 모드들은 수평 모드(180도)에 가까운 예측 모드 사이에는 더
세밀한 간격을 할당하고, 수평 모드에 먼 예측 모드에는 넓은 간격을 할당할 수
있다.

[218] 위의 예들은 전술한 경우에만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조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고, 다른 경우의 예로 변형 또한 가능하다. 이때, 예측 모드
간의 간격은 각 모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수치 기반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
예측 모드의 방향성은 방향의 기을기 정보 또는 각도 정보로 수치화될 수 있다.

[219] 또한, 위의 방법 외에 공간적 인 상관성 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 등을 포함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픽쳐를 참조 픽쳐로 삼아 움직임
탐색 및 보상과 같은 화면 간 예측(inter prediction) 방식을 이용한 참조 블록을
예측 블록으로 생성할 수 있다.

[220] 예측 블록 생성 단계는 상기 예측 방식에 따라 참조 화소를 사용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즉,상기 예측 방식에 따라 기존의 화면 내 예측 방식의
외삽, 내삽, 복사, 평균 등의 방향성 예측 또는 비방향성 예측 방식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고, 화면 간 예측 방식을 사용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으며 , 그 외의 추가적 인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221] 상기 화면 내 예측 방식은 부호화기 /복호화기의 동일한 설정 하에 지원될 수
있으며 , 슬라이스 타입, 블록의 크기 , 블록의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화면 내 예측 방식은 상기 언급된 예측 방식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방식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지원될 수 있다. 화면 내 예측 모드는 상기 지원되는 예측
방식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지원되는 화면 내 예측 모드의 개수는 상기 예측
방식 , 슬라이스 타입, 블록의 크기 , 블록의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상기
관련 정보들은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블록 등의 단위에서 설정 및 전송이
가능하다.

[222] 예측 모드 부호화를 실행하는 예측 모드 부호화 단계는 부호화 비용 측면에서
각 예측 모드에 따른 부호화 비용이 최적인 모드를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로

결정할 수 있다.
[223] 일례로, 예측 모드 부호화부는 예측 모드 비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이웃 블록의 모드를 현재 블록 모드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블록의
모드와 동일할 확률이 높은 모드(most_probable_mode, MPM) 후보군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이웃 블록의 모드들 은 위의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의 왼쪽 위, 왼쪽 아래, 위쪽, 오른쪽 위 등의 블록의 예측 모드를 위의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다.
[224] 예측 모드의 후보군은 이웃 블록의 위치, 이웃 블록의 우선순위 , 분할

블록에서의 우선순위 , 이웃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 기설정된 특정 모드, (색차
블록인 경우) 휘도 블록의 예측 모드 등의 요인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그들의 조합에 따라 구성될 수 있으며 , 관련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블록
등의 단위로 전송할 수 있다.



[225] 예를 들어, 현재 블록과 이웃한 블록이 2개 이상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있을

경우, 분할된 블록 중 어느 블록의 모드를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 후보로 포함할
지는 부호화기 /복호화기의 동일한 설정하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현재 블록(MxM) 의 이웃 블록 중 왼쪽 블록은 블록 분할부에서 워드 트리 분할을

수행하여 분할 블록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M/2XM/2,

M/4xM/4, M/4XM/4 의 블록을 포함할 경우, 블록 크기 기준으로 M/2xM/2 블록의
예측 모드를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 후보로 포함할 수 있다.

[226] 다른 예로써 , 현재 블록(NxN) 의 이웃 블록 중 위쪽 블록은 블록 분할부에서

바이너리 트리 분할을 수행하여 분할 블록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N/4xN, N/4xN, N/2xN 의 블록을 포함할 경우, 기설정된

순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선순위가 할당됨) 에 따라 왼쪽에서 첫번째 N/4xN
블록의 예측 모드를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 후보로 포함할 수 있다.

[227] 다른 예로써 , 현재 블록과 이웃한 블록의 예측 모드가 방향성 예측 모드일 경우,

해당 모드의 예측 방향과 인접한 예측 모드(상기 모드의 방향의 기을기 정보

또는 각도 정보 측면) 를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기설정된 모드(planar, DC, 수직, 수평 등)는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 구성 또는

조합에 따라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228] 또한, 이웃 블록의 예측 모드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예측 모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우선순위는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상기 후보군 구성에서도 더 높은 우선순위 또는 인텍스(즉,
이진화 과정에서 적은 비트를 할당받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를 할당받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229] 다른 예로써 ,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 후보군의 최대치가 k개이고 , 왼쪽 블록은

현재 블록의 세로 길이보다 길이가 작은 m개의 블록으로 구성되고, 위쪽 블록은

현재 블록의 가로 길이보다 길이가 작은 n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면, 이웃
블록들의 분할 블록 합(m+n )이 k보다 클 때 기설정된 순서(왼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아래쪽) 에 따라 후보군을 채을 수 있고, 이웃 블록 분할들의 분할 블록
합(m+n) 이 후보군의 최대치(k) 보다 클 경우 , 상기 이웃 블록(왼쪽 블록, 위쪽

블록) 의 예측 모드에 상기 이웃 블록 위치 외 다른 이웃 블록(예를 들어, 왼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위 등)과 같은 블록의 예측 모드도 현재 블록의 모드 예측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위의 예들은 전술한 경우에만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조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고, 다른 경우의 예로 변형 또한

가능하다.
[230] 이와 같이, 현재 블록의 모드의 예측을 위한 후보 블록은 특정 블록 위치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왼쪽, 왼쪽 위, 왼쪽 아래, 위쪽 ,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블록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블록으 로부터 예측 모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상기

예에서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를 후보군으로

구성할 수 있다.



[231] 예측 모드 부호화부 에서는 현재 블록의 모드와 동일할 확률이 높은 모드(MPM)

후보군 (본 예에서 후보군 1로 지칭함)과 그렇지 않은 모드 후보군 (본 예에서
후보군 2로 지칭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가 상기
후보군들 중 어느 후보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예측 모드 부호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232] 전체 예측 모드는 후보군 1의 예측 모드와 후보군 2의 예측 모드의 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 후보군 1의 예측 모드 개수와 후보군 2의 예측 모드 개수는
전체 예측 모드의 개수, 슬라이스 타입, 블록의 크기 , 블록의 형태 등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상기 후보군에 따라
동일한 이진화를 적용하거 나 다른 이진화를 적용할 수 있다.

[233] 예를 들어, 후보군 1에는 고정 길이 이진화를, 후보군 2에는 단삭 절단형
이진화를 적용할 수도 있다. 위의 설명에서 후보군의 개수를 2개로 예를
들었지만, 현재 블록의 모드와 동일할 확률이 높은 모드 제1후보군, 현재 블록의
모드와 동일할 확률이 높은 모드 제2 후보군, 그렇지 않은 모드 후보군 등과 같이
확장이 가능하며 , 이의 변형 또한 가능하다.

[234] 후처리 필터부에 의해 실행되는 후처리 필터링 단계는, 현재 블록과 이웃
블록의 경계에 인접한 참조 화소와 인접한 현재 블록 내의 화소 간의 상관성 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 과정에서 생성한 예측 블록 중 일부 예측 화소는
경계에 인접한 하나 이상의 참조 화소와 하나 이상의 예측 화소를 필터링하여
생성된 값으로 대체할 수 있고, 상기 블록의 경계에 인접한 참조 화소들간의
특성을 수치화한 값(예를 들어, 화소값의 차이, 기을기 정보 등)을 필터링 과정에
적용하여 생성된 값으로 상기 예측 화소를 대체할 수 있고, 위의 방법 외에

비슷한 목적(참조 화소를 통해 예측 블록의 일부 예측 화소를 보정)을 갖는 다른
방법 등이 추가될 수 있다.

[235] 후처리 필터부에 있어서 , 필터의 종류 및 필터링 적용 유무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후처리 필터부에 사용되 는 참조 화소와 현재
화소의 위치 및 개수, 그리고 적용되는 예측 모드의 종류 등은
부호화기 /복호화 기에서 설정 가능하고, 관련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236] 또한, 후처리 필터링 단계에서는, 블록 경계 필터링(boundary filtering) 과 같이

예측 블록 생성 후 추가적 인 후처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잔차 신호 획득
후 변환/양자화 과정 및 그 역과정을 거쳐서 얻게된 잔차 신호와 예측 신호를
합하여 복원된 현재 블록을 위의 경계 필터링과 비슷하게 인접한 참조 블록의
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처리 필터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237] 최종적으로 전술한 과정을 통해 예측 블록을 선택 또는 획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는 예측 모드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예측 블록의
획득 후 잔차 신호의 부호화를 위해 변환부 (210) 에 전달할 수 있다.

[238]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P 슬라이 스나 B



슬라이스에서의 예측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내삽 (interpolation) 을 수행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239] 도 10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모션 예측 (motion

estimation module) 및 보간(interpolation) 단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모션 예측
단계에서 생성되는 모션 백터, 참조 픽쳐 인텍스, 참조 방향에 대한 정보는 보간
단계로 전달될 수 있다. 모션 예측 단계와 보간 단계에서는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저장되는 값을 이용할 수 있다.

[240] 즉, 영상 부호화 장치는, 이전의 부호화 된 픽쳐들에서 현재 블록과 유사한
블록을 찾기 위해 모션 예측 (motion estimation) 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영상
부호화 장치는 소수 단위의 정밀도보다 정밀한 예측을 위해 참조 픽쳐의
내삽 (interpolation) 을 실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영상 부호화 장치는 예측
변수 (predictor) 를 통해 예측 블록을 획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는
움직임 백터(motion vector), 참조 픽쳐 인텍스 (reference picture index 또는
reference index), 참조 방향(reference direction) 등이 있으며, 이후 잔차 신호
부호화를 진행할 수 있다.

[241] 본 실시예에서는 P 슬라이스나 B 슬라이스에서도 화면 내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화면 간 예측과 화면 내 예측을 지원하는 도 11과 같은 조합 방식의
구현이 가능하다.

[242]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참조 화소
채움 (reference sample padding), 참조 화소 필터링(reference sample filtering), 화면
내 예측 (intra prediction), 경계 필터링(boundary filtering), 모션 예측 (motion

estimation), 및 보간(interpolation) 의 단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243] 영상 부호화 장치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는 경우, I

슬라이스에서의 예측 방식은 도 9에 도시한 구성이 아닌 도 11에 도시한
구성으로 구현 가능하다. 즉, 영상 부호화 장치는 I 슬라이 스에서 예측 모드뿐
아니라 P 슬라이 스나 B 슬라이스에서만 발생하는 움직임 백터, 참조 픽쳐
인텍스, 참조 방향 등의 정보를 예측 블록 생성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참조

픽쳐가 현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 생략 가능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일례로, 참조 픽쳐가 현재 픽쳐인 경우 참조 픽쳐 인텍스, 참조 방향은 생략

가능하다.
[244] 또한, 영상 부호화 장치는, 내삽 (interpolation) 을 적용하는 경우, 영상의 특성상

예컨대 컴퓨터 그래픽 등의 인공적인 영상의 특성상 소수 단위까지의 블록
매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행 여부도 부호화 기에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시퀀스, 픽쳐, 슬라이 스 등의 단위 설정도 가능하다.
[245] 예를 들어, 영상 부호화 장치는, 부호화기 의 설정에 따라 화면 간 예측에

사용되는 참조 픽쳐들의 내삽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하는 경우에만 내삽을 수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장치는 참조 픽쳐들의 내삽 수행 여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참조 픽쳐 리스트를 구성하는 모든 참조 픽쳐 또는 일부 참조

픽쳐들에 내삽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46] 일례로, 영상 부호화 장치는, 어떤 현재 블록에서는 참조 블록이 존재하는

영상의 특성이 인공적인 영상이라 소수 단위로 블록 매칭을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내삽을 수행하지 않고, 자연 영상이라 소수 단위로 블록 매칭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삽을 수행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247] 또한, 영상 부호화 장치는,블록 단위로 내삽을 수행한 참조 픽쳐에서 블록 매칭
적용 여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연 영상과 인공 영상이
흔합되어 있을 경우 참조 픽쳐에 내삽을 수행하되 인공적인 영상의 부분을
탐색하여 최적의 움직임 백터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단위(여기에서 정수

단위라고 가정)로 움직임 백터를 표현할 수 있으며 , 또한 선택적으로 자연

영상의 부분을 탐색하여 최적의 움직임 백터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정
단위(여기에서는 1/4 단위라고 가정)로 움직임 백터를 표현할 수 있다.

[248]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의 주요 과정을 코딩
단위(coding unit) 에서의 신택스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249] 도 12를 참조하면, curr_pic_BM_enabled_flag 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허용하는 플래그를 의미하고, 시퀀스, 픽쳐 단위에서 정의 및 전송될 수 있으며 ,
이 때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수행하여 예측 블록 생성하는 과정은 화면 간
예측을 통해 동작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잔차 신호를 부호화하지
않는 화면 간 기술인 cu_skip_flag 는, I 슬라이스를 제외한 P 슬라이스나 B
슬라이스에서만 지원되는 플래그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 경우,
curr_pic_BM_enabled_flag 가 온(on) 이 되는 경우에 I 슬라이스에서도 블록
매칭(block maching, BM) 을 화면 간 예측 모드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250]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현재 픽쳐에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경우에 스킵(skip) 을 지원할 수 있으며 , 블록 매칭 외의 화면 내
기술의 경우에도 스킵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I 슬라이스에서
스킵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스 여부는 부호화기 설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51] 일례로, I 슬라이스에서 스킵을 지원할 경우,특정 플래그인 if(cu_skip_flag) 를
통해 예측 단위인 prediction_unit() 으로 연결하여 잔차신호를 부호화하지 않고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복원 블록으로 바로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영상
부호화 장치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을
화면 간 예측 기술로 분류하고, 그러한 구분을 특정 플래그인 pred_mode_flag 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252]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는, pred_mode_flag 가 0이면 예측
모드를 화면 간 예측 모드(MODEJNTER) 로 설정하고, 1이면 화면 내 예측
모드(MODEJNTRA) 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과 유사한 화면 내



기술이지만 기존의 구조와의 구분을 위해 I 슬라이 스에서 화면 간 기술 또는
화면 내 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의 영상 부호화 장치는, I
슬라이 스에서 시간적인 상관성 을 이용하지 않지만 시간적인 상관성 의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part—mode는 부호화 단위에서 분할되 는 블록의 크기 및 형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253] 여기서, 시퀀스 파라미 터에서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는 플래그는

sps_curr_pic_BM_enabled_flag 일 수 있으며, 픽쳐 파라미 터에서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는 플래그는 pps_curr_pic_BM_enabled_flag 일 수 있다. 만약
sps_curr_pic_BM_enabled _ fl a - 은 (on), pps_curr_pic_BM_enabled _ fl a -

오프 (off) 일 경우에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플래그에 따라 참조 픽쳐 리스트 0 구성에 현재 픽쳐의 포함여 부를 결정할 수
있고, 참조 픽쳐 리스트 1구성에 현재 픽쳐의 포함여부 를 결정할 수도 있다.

[254] 도 13은 도 12에서 사용하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매 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할 경우, 화면 간 예측에 서와 같이 대칭형(symmetric type) 분할 또는
비대칭형(asymmetric type) 분할을 지원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255] 도 1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경우, 화면 간 예측에서 와 같이 2NX2N,

2NxN, Nx2N, NxN 과 같은 대칭형(symmetric) 분할을 지원하거 나, nLx2N,
nRx2N, 2NxnU, 2NxnD 와 같은 비대칭형(asymmetric) 분할을 지원할 수 있다.

[256] 도 14는 도 9의 화면 내 예측 (Intra) 과 같이 화면 간 예측 (Inter) 에서 2Nx2N,

NxN 을 지원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이는 블록 분할부의 분할

방식에 따라 다양한 블록 크기 및 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257] 도 14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은, 기존의 화면 내

예측에 사용하는 예측 블록 형태와 같이 2NX2N 및 NxN 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블록 분할부에서 쿼드트리 분할 방식 또는 미리 정의된 소정의 블록 후보군에
따른 분할 방식 등을 통해 정사각 형태를 지원한 예이며, 화면 내 예측에서도
바이너리 트리 분할 방식 또는 미리 정의된 소정의 블록 후보군에 직사각 형태를
추가하여 다른 블록 형태 또한 지원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설정은
부호화 기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258] 또한, 화면 내 예측 중 현재 픽쳐에 블록 매칭을 할 경우 (ref_idx = curr) 에만
스킵(skip) 을 적용할 것인지 , 기존의 화면 내 예측에도 스킵을 적용할 것인지 , 그
외 (else) 의 새로운 화면 내 예측에 스킵을 적용할 것인지를 부호화기에 설정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259] 감산부 (205, 도 2 참조) 는 부호화할 현재 블록의 화소값으 로부터

예측부 (200) 로부터 생성되는 예측 블록의 화소값 들을 감산하여 화소 차이값을
도출함으 로써, 잔차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260] 변환부 (210, 도 2 참조) 는 감산부 (205) 에서 현재 블록과 화면 내 예측 또는 화면

간 예측을 통해 생성된 예측 블록과의 차분치 인 잔차 블록을 전달받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다. 변환 과정을 통해 잔차 블록의 각 화소는 변환 블록의 변환

계수에 대웅된다. 변환 블록의 크기 및 형태는 부호화 단위와 같거나 작은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변환 블록의 크기 및 형태는 예측 단위와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영상 부호화 장치는 여러 예측 단위를 묶어서 변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261] 변환 블록의 크기 또는 형태는 블록 분할부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블록

분할에 따라 정사각 형태 또는 직사각 형태의 변환을 지원할 수 있다.

부호화기 /복호화 기에서 지원되는 변환 관련 설정 (지원되는 변환 블록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상기 블록 분할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62] 상기 변환 블록의 크기 및 형태의 후보별 부호화 비용에 따라 각 변환 블록의

크기 및 형태가 결정되고, 결정된 각 변환 블록의 영상 데이터 및 결정된 각 변환
블록의 크기 및 형태 등의 분할 정보들을 부호화할 수 있다.

[263] 변환은 1차원 변환 매트릭스에 의해 변환될 수 있다. 예컨대, 이산 코사인
변환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이산 人인 변환 (discrete cosine transform,

DST), 수평, 수직 단위로 각 변환 매트릭스가 적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웅적
사용은 일례로 블록의 크기, 블록의 형태, 블록의 종류 (휘도/색차),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정보, 양자화 파라미터, 이웃 블록의 부호화 정보 등의 여러 요인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64] 예를 들어, 화면 내 예측의 경우, 예측 모드가 수평일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는 DCT 기반의 변환 매트릭 스가, 수평 방향으로는 DST 기반의 변환
매트릭스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예측 모드가 수직일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DCT 기반의 변환 매트릭 스가, 수직 방향으로는 DST 기반의 변환
매트릭스가 사용될 수 있다.

[265] 변환 매트릭 스는 위의 설명에서 나온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정보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블록의 크기,

블록의 형태,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양자화 파라미터, 이웃 블록의 부호화 정보
등의 요인들 중 하나 이상의 요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상기 관련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블록 등의 단위로 전송할 수 있다.
[266] 여기서 , 명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면,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한

2개 이상의 변환 매트릭스를 후보군으로 두고 있을 경우, 각 방향마다 어떤 변환

매트릭스를 사용했 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수평, 수직 방향에

대해 각각 어떤 변환 매트릭스를 사용했 는지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쌍으로 묶어
2개 이상의 쌍을 후보군으로 두어 어떤 변환 매트릭스를 수평, 수직 방향에서

사용했 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267] 또한,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적 인 변환 또는 전체적인 변환을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평과 수직 성분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생략할 수
있다. 화면 내 예측 또는 화면 간 예측이 잘 이뤄지지 않아 현재 블록과 예측
블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즉, 잔차 성분이 클 때, 이를 변환할 시 그에



따른 부호화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블록의
크기, 블록의 형태, 블록의 종류 (휘도/색차), 양자화 파라미터, 이웃 블록의
부호화 정보 등의 요인들 중 최소 하나의 요인 도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위의 조건에 따라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전송이 가능하다.

[268] 양자화부 (215, 도 2 참조) 는 변환부 (210) 에서 변환된 잔차 성분의 양자화를
수행한다. 양자화 파라미 터는 블록 단위로 결정이 되며, 양자화 파라미 터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블록 등의 단위로 설정될 수 있다.

[269] 일례로, 양자화부 (215) 는 현재 블록의 왼쪽, 왼쪽 위, 위쪽, 오른쪽 위, 왼쪽 아래
등의 이웃 블록으 로부터 유도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현재 양자화 파라미터를 예측할 수 있다.
[270] 또한, 양자화부 (215) 는 이웃 블록으 로부터 예측한 양자화 파라미 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블록이 픽쳐, 슬라이 스 등의 경계에 있는 경우,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된 기본 파라미 터와의 차분치 를 출력 혹은 전송할 수
있다. 이웃 블록으 로부터 예측한 양자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 터를 사용하여 차분치를 전송할 수도 있다.

[271] 양자화 파라미터를 유도할 블록의 우선순위 는 미리 설정할 수도 있고,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할 수 있다. 잔차 블록을 데드존 균일 경계
양자화 (DZUTQ: Dead Zone Uniform Threshold Quantization), 양자화 가중치
매트릭스 (Quantization weighted matrix) 또는 이를 개량한 기법을 통해 양자화할
수 있다. 이는 1개 이상의 양자화 기법을 후보로 둘 수 있으며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정보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72] 예를 들어, 양자화부 (215) 는 양자화 가중치 매트릭스를 화면 간 부호화, 화면 내
부호화 단위 등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해 둘 수 있고, 또한 화면 내 예측 모드에
따라 다른 가중치 매트릭스를 둘 수도 있다. 양자화 가중치 매트릭스는 MxN 의
크기로 블록의 크기가 양자화 블록 크기와 같다고 가정할 때,각 주파수 성분의

위치마다 양자화 계수를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화부 (215) 는
기존의 여러 양자화 방법 중 택일할 수도 있고, 부호화기 /복호화기의 동일한
설정하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273] 한편, 도 2 및 3에 도시한 역양자화부 (220,315) 및 역변환부 (225,320) 는 위의
변환부 (210) 및 양자화부 (215) 에서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여 구현될 수 있다.
즉, 역양자화부 (220) 는 양자화부 (215) 에서 생성된 양자화된 변환 계수를
역양자화할 수 있고, 역변환부 (225) 는 역양자화된 변환 계수를 역변환하여
복원된 잔차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274] 도 2 및 3에 도시한 가산부 (230, 324)는 상기 복원된 잔차 블록의 화소값에
예측부로부터 생성되는 예측 블록의 화소값을 가산하여 복원 블록이 생성될 수
있다. 복원 블록은 부호화 및 복호화 픽쳐 버퍼(240, 335) 에 저장되어 예측부 및



필터부에 제공될 수 있다.

[275] 필터부 (235, 도 2 참조) 는 복원 블록에 디블록킹 필터(Deblocking Filter), 샘플

적웅적 오프셋 (Sample Adaptive Offset, SAO), ALF(Adaptive Loop Filter) 등과

같은 인루프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디블록킹 필터는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록 경계 사 이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 복원 블록을

필터링할 수 있다. SAO 는 잔차 블록에 대하여, 화소 단위로 원본 영상과 복원
영상과의 차 이를 오프 셋으로 복원해주는 필터 과정이다 . ALF 는 예측 블록과

복원 블록 사 이의 차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터링을 수 행할 수 있다. ALF 는

디블록킹 필터를 통해 복원된 블록과 현재 블록의 비교값을 기초로 필터링을

수 행할 수 있다.

[276] 엔트로피 부호화부 (245, 도 2 참조) 는 양자화부 (215) 를 통해 양자화된 변환

계수들을 엔트로피 부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텍스 트 적웅 가변 길이

코딩(CAVLC), 컨텍스 트 적웅 2진 산술 코딩(CAB AC), 구문 기반 컨텍스 트 적웅

2진 산술 코딩(SBAC), 확률 간격 파티셔 닝 엔트로피 부호화 외의 다른 부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구현될 (PIPE) 코딩 등의 기법을 수 행할 수 있다.

[277] 엔트로피 부호화부 (245) 는 양자화 계수를 부호화한 비트열과 부호화된

비트열을 복호화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부호화 데이터에 포함할 수

있다. 부호화 데이터는 부호화된 블록 형태, 양자화 계수 및 양자화 블록이

부호화된 비트 열 및 예측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양자화 계수의

경우 2차원의 양자화 계수를 1차원으로 스캐닝할 수 있다. 양자화 계수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 분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 화면 내 예측의 경우 계수의 분포가
예측 모드에 따라 특정한 분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캔 방법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278] 또한, 엔트로피 부호화부 (245) 는 부호화하는 블록의 크기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스캔 패턴은 지그재그, 대각선, 래스터 (raster) 등 다양한 패턴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으로 미리 설정하거나 후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 ,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정보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부호화기 와 복호화기의 동일한

설정하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 쳐 ,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279] 엔트로피 부호화부 (245) 에 입력되는 양자화된 블록 (이하 , 양자화 블록) 의

크기는 변환 블록의 크기와 같거나 작을 수 있다. 또한, 양자화 블록은 2개

이상의 서브 블록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 분할된 경우에 분할 블록에서 스캔

패턴은 기존의 양자화 블록과 동 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280] 예를 들어, 기존의 양자화 블록의 스캔 패턴을 지그재그라고 할 경우 , 서브 블록

모두에 지그재그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평균값(DC) 성분을 포함하는 블록의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서브블록에 지그재그 패턴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블록 에는 대각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역시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정보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81] 또한, 엔트로피 부호화부 (245) 에서 스캔 패턴의 시작 위치는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으 로부터 시작을 하나, 영상의 특성에 따라 우측 상단, 우측 하단 또는 좌측

하단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 2개 이상의 후보군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퀀스, 픽쳐 ,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전송할 수 있다. 부호화 기술로서는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82] 한편,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역양자화부 (220) 의 역양자화 및 역변환부 (225) 의

역변환은 위의 양자화부 (215) 의 양장화 및 변환부 (210) 의 변환 구조를 반대로

구성하고 기본적인 필터부 (235, 330) 를 조합하는 것으로 구현 가능하다 .

[283]

[284] 다음으로, 본 발명의 영상 부호화 장치에 채용할 수 있는 보간 (interpolation)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85] 블록 매칭을 통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 단위보다 정밀한

소수단위의 해상도로 보간을 수행하 는데, 이러한 보간법 으로는 DCT-IF(discrete

cosine transform based interpolation filter) 등의 기술이 있다.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에서의 보간법 으로는 DCT-IF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수 사 이의 1/2, 1/4 단위로 화소를 생성하여 참조 픽쳐를 보간하고, 이를

참조하여 블록 매칭을 수행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286] [표 1]

[288] 표 1과 표 2는 각각 휘도 성분과 색차 성분에서 사용되 는 필터 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휘도 성분에 대해서는 8-tap, 색차 성분에 대해서는 4-tap 의 DCT-IF

필터가 사용된다. 색차 성분에 대해서도 색상 포맷 (color format) 에 따라 필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YCbCr 의 4:2:0 의 경우에는 표 2에서와 같은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 4:4:4 에서는 표 2가 아닌 표 1과 같은 필터나 그 외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 4:2:2 일 경우 표 2와 같은 수평 1D 4-탭 필터 (horizontal I D 4-tap filter) 와 표

1과 같은 수직 1D 8-탭 필터 (vertical I D 8-tap filter) 를 적용할 수 있다.



[289]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 영상의 a, b, c의
위치(x라고 가정) 에 있는 화소에 대해서는 수평 I D 필터를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290]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화소(G) 와 이에 인접한 제2 화소(H) 사 이의 a, b,

c의 위치(x라고 가정) 에 있는 부화소에 대해서는 horizontal I D filter 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91] = ( fl*E + f2*F + f3*G + f4*H + f5*I + f6*J + 32 ) / 64

[292] 다음, d, h, n의 위치(y라고 가정)에 있는 부화소에 대해서는 vertical I D filter 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93] y = ( fl*A + f2*C + f3*G + f4*M + f5*R + f6*T + 32 ) / 64

[294] 그리고 중앙에 있는 부화소들 e,f,g,i,j,k,p,q,r 에 대해서는 2D 분할가능 필터(2D

separable filter) 를 적용할 수 있다. 부화소 e를 예로 들면, a와 수직 방향에 있는

화소들 을 먼저 보간한 후 그 화소들을 이용해 보간한다. 그리고 G 및 H 사 이의

a를 보간하듯 horizontal I D filter 를 수행하고, 그로 인해 나온 부화소들을

대상으로 vertical I D filter 를 수행하여 e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색차 신호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295] 위의 설명은 보간의 일부 설명일 뿐이다 . DCT-IF 이외의 다른 필터 또한 사용이

가능하며 소수단 위마다 적용되는 필터 종류 및 탭의 개수를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에는 8-tap 칼만 필터, 1/4에는 6-tap 위너 필터, 1/8에는 2-tap 선형

필터를 DCT-IF 처럼 고정된 계수 또는 필터 계수를 계산하여 필터 계수를
부호화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픽쳐에 대해 하나의 보간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영상에 특성에 따라 영역마다 다른 보간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보간 필터를 적용한 2개 이상의 참조 픽쳐들을 생성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296] 참조 픽쳐의 타입, 시간적 계층, 참조 픽쳐의 상 태(예컨대, 현재 픽쳐인지

아닌지) 등의 부호화 정보에 따라 다른 필터가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들은 시퀀스, 픽쳐,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그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297] 다음으로 본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채용할 수 있는 움직임
주정(motion estimation),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 및 움직임 예즉(motion

prediction) 에 대한 개선된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들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298] 움직임 추정은 부호화하고 자 하는 현재 블록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영상 프 레임을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시간적으로 이전 또는 이후의

기부호화된 프 레임(참조 프 레임) 상의 어떤 블록으 로부터 이동되었는지를

추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 움직임 추정은 압축하려는 현재 블록의 부호화시에
목표 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을 찾아내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 기반의

움직임 추정은 비디오 객체 또는 화면처 리단위 블록(macro block 등 )이



시간상으로 어느 위치로 움직였는지를 추정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299] 움직임 보상은 현재 영상을 부호화하기 위하여 이전에 부호화된 참조 영상의

적어도 일부 영역을 가져와서 현재 영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움직임 추정

과정에서 찾은 최적의 예측 블록에 대한 움직임 정보(모션 백터, 참조 픽쳐
인텍스) 를 바탕으 로 현재 블록의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

움직임 보상은 부호화하려 는 현재 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이 라고 찾아낸 참조
블록과의 차이로써 오차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300] 움직임 예측은 움직임 보상을 위하여 부호화 시에 움직임 백터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움직임 예측의 주요 기술로는 스킵(skip), 시간적 예측 , 공간적 예측

등이 있으며, 스 킵은 화면의 움직임이 일정하여 영상 부호화 장치에서 예측한
움직임 백터의 크기가 제로(0) 이거나 , 잔차가 층분히 작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영상 블록의 부호화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 예측은

주로 화면 간 예측에 이용될 수 있고, 공간적 예측 또는 시점간 예측은 주로 화면

내 예측에 이용될 수 있다.

[301] 화면 간 예측를 통해 나오는 정보는, 참조 픽쳐 리스트 방향을 구분하는

정보(단방향(LO, L1), 양방향), 참조 픽쳐 리스트 내의 참조 픽쳐를 구분하는
인텍스, 움직임 백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시간적인 상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블록과 이웃하는 블록의 움직임 백터가 같거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활용할 경우 효율적으로 움직임 정보를 부호화할 수 있다.

[302]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채용할 수 있는 현재

블록과 주변 블록에 대한 예시도이다 .

[303] 도 16에 나타내 바와 같이,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에 대한 후보군의 참조 여부에

대한 설정은 현재 픽쳐의 타입, 시간적인 식별자 (temporal id) 등의 정보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고정되어 사용되 거나 시퀀스, 픽쳐 ,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304] 여기서 , 후보군에 대한 참조 여부에 대한 설정은 예컨대 공간적 으로 인접한

블록 (A, B , C , D , E)만 사용하거 나, 공간적으로 인접한 블록 (A, B , C , D , E)과

시간적으로 인접한 블록 (H, I , J)을 사용하거 나, 또는 공간적 으로 인접한 블록 (A,

B , C, D , E)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블록 (F, G)를 사용하는 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305] 다음은 "현재 픽쳐에 블록 매칭의 적용이 가능하다" 는 설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06] 먼저, I 픽쳐의 경우를 설명하면, 예를 들어, 공간적으로 근접한 블록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그 외의 블록들을 후보군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일례로, 참조

블록들을 E → D → C → B → A → H → I → 의 기재된 순서대로

가용성 (availability) 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용성 은 사용 가능하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리 설정된 기준값과 대비되거나 가용성 체크된 다른 값들과

상대적으로 대비될 수 있다. 가용성 은 후보 블록의 부호화 모드, 움직임 정보 ,



후보 블록의 위치 등으로 판단될 수 있다. 움직임 정보는 움직임 백터, 참조 방향,

참조 픽쳐 인텍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07] 현재 픽쳐가 I 픽쳐이므로 , 부호화 모드가 본 실시 예의 화면 내 예측(이하 ,

INTER) 으로 되어있을 때만 움직임 정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대로 볼 때 먼저 INTER 인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η이 3이고 Ε가

INTER 로 부호화가 되었다면 E는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의 D를 확인한다.

D가 INTER 로 부호화가 되었다면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수행하기 때문에

움직임 정보를 갖고 있으며 , 이러한 움직임 정보를 토대로 D를 후보군에
추가한다. 그 러면 n은 2개가 남는다. 그 런 다음, 영상 부호화 장치는 다시

우선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최종 3개의 후보가 채워지면 후보군

찾는 작업을 중단한다.

[308] 가용성 은 부호화 모드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픽쳐, 슬라이 스 , 타일 등의

경계(boudnary) 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경계인 경우 , 가용성 은 이용하지

않음(not available) 으로 체크된다. 그리고 이미 채워진 후보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판단 결과가 나올 경우 , 해당 블록은 후보에 서 제외되고 , 참조 화소 구성부는 그
다음 후보의 가용성을 체크하게 된다.

[309] 여기서 INTER 는 기존의 화면간 예측(inter) 과 다르다. 즉 , 본 실시 예의 INTER

모드는 화면간 예측(inter) 구조를 활용할 뿐 현재 픽쳐에서 예측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참조 픽터에서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화면간 예측과는 차이가

있다. 즉 , 본 실시 예의 부호화 모드에서 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하는 방법을
INTER 모드와 intra (기존 intra 와 동일함)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0]

[311] 이하에서 는 모션 백터 카피(MVC) 와 모션 백터 예측(MVP) 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스케일링 과정의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 이다 .

[312] 모션 백터 예측(MVP) 에 대해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3] P 픽쳐나 B 픽쳐의 경우

[314] 위에서 언급한 후보들 (A, B , C, D , E , F, G, H , I , J)에 더하여 시간적인 후보(F,

G)도 포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후보를 공간적으로 탐색하고 ,

시간적으로 탐색하고 , 흔합 리스트를 구성하여 탐색하고, 고정(constant) 후보를

탐색하는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315] 먼저,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가용성 (availability) 을 체크한다.
움직임 백터의 후보 개수(n )는 2로 설정하고, 우선순위 는 괄호 안에 기재한 바와

같다고 가정한다.

[316] 예를 들면, 공간적으로 탐색할 때 다음과 같은 그룹들로 분류할 수 있다.

[317] 그룹 1_1 = {A, B , C, I , J}, ( C → B → A → I → J)

[318] 그룹 1_2 = {D, E, H}, (D → E → H )

[319] 본 실시 예에서 두 개의 그룹들 중 그룹 1_1은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바로 위쪽 ,
왼쪽 위쪽 ,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블록들을 포함하고, 그룹 1_2는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바로 인접한 왼쪽, 바로 인접하지 않은 왼쪽,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블록들 을 포함한다.

[320] 다른 실시예로서 , 세 개의 그룹들로 구분하여 움직임 백터의 후보 블록을
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세 개의 그룹은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321] 그룹 1_1 = {A, B , C}, (C → B → A )

[322] 그룹 1_2 = {D, E}, (D → E)

[323] 그룹 1_3 = {H, I , J}, (J → I →H )

[324] 본 실시예에서 세 개의 그룹들 중 그룹 1_1은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바로

인접한 위쪽, 인접한 왼쪽 위쪽,그리고 인접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블록들을
포함하고, 그룹 1_2는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바로 인접한 왼쪽과 바로 인접한
왼쪽 아래에 있는 블록들을 포함하며 , 그룹 1_3은 현재 블록과 하나 이상의 블록
간격을 둔 인접하지 않은 블록들을 포함한다.

[325] 또 다른 실시예로서 , 또 다른 방식으로 세 개의 그룹들로 구분하여 움직임
백터의 후보 블록을 공간적 으로 탐색할 수 있다. 세 개의 그룹은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326] 그룹 1_1 = {B}

[327] 그룹 ᄂ2 = {D}

[328] 그룹 1_3 = {A, C , E}, (E → C → A )

[329] 본 실시예에서 세 개의 그룹들 중 그룹 1_1은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에 위치하는 블록을 포함하고, 그룹 1_2는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에 위치하는 인접한 블록을 포함하고, 그룹 1_3은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나머지 인접한 블록들을 포함한다.

[330]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P 픽쳐나 B 픽쳐에서는 참조 방향이 나 참조 픽쳐 등의

참고 가능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후보군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블록을 기준으로 현재 블록과 참조 픽쳐가 다른 후보 블록에 대해서는 후보군에
포함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와 후보 블록의 참조

픽쳐와의 시간적 거리(picture of count, POC) 를 고려하여 해당 블록의 백터를
스케일링한 후후보군에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가 어떤
픽쳐인지에 따라 스케일링한 후보군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와 후보 블록의 참조 픽쳐와의 시간적인 거리가 일정 거리를 넘을 때는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그 이하일 때는 스케일링한 블록을 후보군에 포함할 수도

있다.
[331] 전술한 유사성 체크 (similarity check) 란, 이미 예측 후보군에 포함된 움직임

백터와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움직임 백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를 비교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정의에 따라서 , X , y 성분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참(true) 이
되도록 설정되거나, 일정 문턱치 (theshold value) 범위 이하의 차이를 가질 때
참(true) 이 되도록 설정될 수 있다.

[332] 본 실시예에서는 참조 픽쳐가 현재 픽쳐를 가리킨다는 조건을 예로 들고



있지만 참조 픽쳐가 현재 픽쳐 아닌 경우에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블록이 가리키고 있는 픽쳐보다 더 먼 픽쳐를 사용하는 블록은 제외한다'와 같은

설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현재 블록과 참조픽 쳐가 다르더 라도
스케일링을 통해 후보군에 넣을 수 있다.

[333]

[334] 혼합 리스트
[335] 현재 블록의 양방향 예측을 수행하여 참조 픽쳐 리스트(LO, L1) 에 존재하는

참조 픽쳐에 각각의 움직임 정보가 있다고 할 경우. 미리 설정된 후보군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성 (availability) 을 확인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양방향
예측으로 부호화된 것을 먼저 확인한다.

[336] 만약 각각의 참조 픽쳐가 다를 경우, 스케일링을 수행한다. 앞서 공간적 ,
시간적으로 탐색하였을 때, 양방향 예측된 블록들만 후보군에 넣었을 때,그리고
최대 후보수를 넘지 않았을 때에는 앞서 수행한 후보 블록 중 단방향 예측으로
부호화된 블록들을 예비 후보군에 넣은 후에 이들 후보들의 조합으로 양방향
예측을 위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

[337] [표3]

(a) <b>

[338] 우선 현재 블록의 양방향 예측의 움직임 정보는, L 0에서 1번, L 1에서 0번의
참조 픽쳐에서 참조된다고 가정하자. 표 5(a)의 경우 첫 번째로 후보에 들어간
블록의 움직임 정보는 (mvAi, refl) 와 (mvA 2, refO), 그리고 두 번째로 후보에
들어간 블록의 움직임 정보는 (mvB^ refl) 와 (mvB 2' , refO)라고 하자. 여기에서
아포스 트로피 (，) 의 의미는 스케일링된 백터이다. 공간적 , 시간적 탐색까지 마친
후의 후보수가 2개라고 할 경우, 다만 n은 5라고 가정하면, 앞선 단계에서 단방향
예측된 블록들을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 후보로 넣을 수 있다.

[339] 표 3(a)에서는 아직까지 최대 후보수만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움직임
백터들 mvC, mvD, mvE 를 이용한 스케일링된 단방향의 후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340] 표 3(b) 에서 각각 단방향 예측된 블록의 움직임 정보가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에 따라 스케일링 된다. 여기에서 단방향의 후보들로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예를 선보였 으나, 이미 추가된 양방향의 참조 픽쳐들(LO, L1) 각각의 움직임
정보들로 새로운 후보의 조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단방향의 예측 등의



상황에서는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가 현재 픽쳐일
경우에도 수행하지 않는다.

[341]

[342] 고정(constant ᅳ) 후보
[343] 만약 위의 과정을 통해 최대 후보수 n개(본 실시예에서는 2로 가정함)의 후보

블록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고정 좌표를 갖는 고정(constant)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0,0), (-a,0), (-2*a,0), (0 ,-b) 와 같은 고정 좌표를 갖는 고정
후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최대 후보수에 맞춰 고정 후보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344] 위와 같은 고정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위의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후보군에

포함된 최소 2개 이상의 움직임 백터의 평균, 가중치 평균, 중간값 등의 과정을
통해 고정 후보로 추가할 수 있다. 만약 n이 5이고 현재까지 3개가
후보 {(mvA_x,mvA_y), (mvB_x, mvB_y), (mvC_x, mvC_y)} 로 등록되 어 있다면,
남은 2개의 후보를 채우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우선순위를 가진 고정 후보들을
포함하는 후보군을 두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 에 따라 고정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고정 후보군은 예를 들면 {(mvA_x + mvB_x)/2, (mvA_y + mvB_y)/2),

((mvA_x + mvB_x + mvC_x)/3, (mvA_y + mvB_y + mvC_y)/3), (median(mvA_x,

mvB_x, mvC_x), median(mvA_y, mvB_y, mvC—y)) 등과 같은 고정 후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345] 또한,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에 따라 고정 후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픽쳐가 참조 픽쳐일 때는 (-a,0), (0,-b), (-2*a,0) 과 같이 고정 후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현재 픽쳐가 참조 픽쳐가 아닐 때는 (0,0), (-a,0),

(average(mvA_x, ...), average(mvA_y, ·.·)) 과 같이 설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정보는 부호화기 나 복호화기 에 미리 설정할 수 있고, 또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346]

[347] 이하에서는 모션 백터 카피(MVC) 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48] P 픽쳐나 B 픽쳐에 대한 섬명
[349] 본 실시예에서는 시간적인 후보 (F, G)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후보군은 A , B ,

C , D , E, F , G , H , I , J를 포함한다. 탐색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MVC 후보를 공간적 으로 탐색하고, 시간적으로 탐색하고, 흔합
리스트를 구성하여 탐색하고, 고정(constant) 후보를 추가하는 순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350] 즉, 앞에 설명한 부분도 이와 같이 탐색 순서를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지 미리
정해진 순서를 사용한다 는 것이 아니다.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그에 따른
가용성을 체크한다. n을 5, 우선순위는 괄호안과 같다고 가정한다.

[351] 이하의 설명에서는 전술한 모션 백터 예측 (MVP) 에서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MVP 부분은 앞 부분에 서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만 빼고 아래의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간적인 후보에 대해서는 스케일링 과정은

생략한 채 가용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MVC 와 비슷하게 참조 픽쳐의 타입,
현재 픽쳐 또는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와의 거리 등을 후보군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352] 흔합 리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 아 래의 표 4와 같이 현재까지 추가된 후보들의

조합으로 양방향 예측을 위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

[353] [표4]

(a) (b)
[354] 표 4(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참조 리스트 LO를 사용하는 후보와 참조 리스트

L 1사용하는 후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후보를 움직임 백터 후보군에 추가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움직임 백터 개수인 5개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 표 4(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L 0의 다음 후보와 L 1을 사용하는 후보를 조합하여 새롭게

후보에 추가할 수 있다.

[355] 위와 같이 최적의 움직임 정보의 후보를 찾는 MVP, MVC 등의 모드에 따라
부호화할 수 있다.

[356] 스 킵 모드일 경우에는 MVC 를 이용하여 부호화할 수 있다. 즉 , 스 킵 플래그
처리 후에 최적의 움직임 백터 후보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할 수 있다. 후보가

1개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움직임 백터 차분치 등을 따로

부호화하지 않고 현재 블록과 예측 블록과의 차분치 인 잔차 성분에 대해 변환 및

양자화 등의 과정을 통해 부호화할 수 있다.
[357] 스 킵이 아니면 우선순위 로 MVC 를 통해 움직임 정보를 처리할지에 대해 먼저

확인과정 을 거친 후 맞으면 최적의 움직임 백터의 후보군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할 수 있다. 만약 MVC 를 통해 움직임 정보를 처리할 것이 아니면 MVP 를

통해 움직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MVP 의 경우 최적의 움직임 백터 후보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후보가 1개인 경우 움직임 정보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블록의 움직임 백터와의 차분치 , 참조 방향, 참조

픽쳐 인텍스 등의 정보를 부호화하고 잔차 성분을 얻은 다음 이에 대해 변환 및

양자화 등의 과정을 통해 부호화할 수 있다.
[358] 이후의 엔트로피 및 후처리 필터링 등 코텍에 대한 것은 상술한 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359] 한편,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또는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데이터-레 벨 병렬화는



병렬화하는 프로그 램에서 처리할 데이터를 여러 단위로 분할한 후 각각 분할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코어 또는 스 레드에 할당하여 동일한 작업을 병렬적으로

수 행하는 방식 이다 . 이론적으로 병렬화는 코어 또는 스 레드의 성능 한계 내에서

병렬화할수록 영상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성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360] 이러한 병렬 처리의 데이터 단위는 프 레임, 슬라이스 , 블록 단위의 병렬화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화면 간 예측을 이와 같은 병렬 처리로 수 행한다고 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하 설명한다.

[361] 도 17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현재 블록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 생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이다 .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최소 1번 이상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으로 사용된 이미 부호화된 영역에서의 참조 블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이다 .

[362] 본 실시 예는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수 행할 때 이를 화면간 부호화 구조를

통해 부호화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363] 도 17을 참조하면, 블록 (B_t) 을 비롯한 가운데 네 개의 블록을 부호화할 현재
블록들이 라고 할 수 있고, 화살표는 참조 블록을 지시하는데, 그에 따른 참조

블록들이 현재 픽쳐 내에 존재하는 경우를 지시할 수 있다.

[364] 그 리고 도 18에서 블록 (rfb) 은 최소 1번 이상 블록 매칭을 통해 예측 블록으로

사용되는 현재 블록에 앞서 먼저 부호화된 영역에서의 참조 블록을 의미한다.

[365] 현재 블록에 앞서 이미 부호화된 영역의 경우 , 아직 디블록킹 필터와 적웅적

샘플 오프셋 (sample adaptive offset, SAO) 등의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수 행하는 경우 병렬처리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 블록 매칭을 위한 필터링이 적용되기 전,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부호화된 영역의 경우 ,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블록 간의 열화로 인해 최적의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366] 본 실시 예에 의하면, 복호화 픽쳐 버퍼(DPB) 에서 현재 픽쳐를 위한 메모리와
현재 픽쳐 내의 다른 블록을 참조하 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추가적인 메모리는 기존의 현재 픽쳐를 위한 메모리 외에 현재

픽쳐를 위한 다른 메모리일 수 있으며 , 현재 픽쳐의 부호화 또는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임시 메모리일 수 있다. 또한, 병렬 처리시에는

추가적인 메모리의 크기가 매우 큰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367] 또한, 디블록킹 필터 및 SAO 등의 인루프 필터가 적용된 경우에는 현재 픽쳐를

위한 메모리일 수 있으며 , 상기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 인

메모리일 수 있다. 또한, 시퀀스 파라미터 셋, 픽쳐 파라미터 셋, 슬라이 스 헤더

등의 단위에서 상기 인루프 필터 동작 설정에 따라 상기 추가적인 메모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블록킹 필터는 오프 (off), SAO 는 오프 (off),



ALF 는 오프 (off) 와 같은 인루프 필터 동작 설정에는 상기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의 인루프 필터는 위의 구성 중 일부 또는 다른

구성이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다.
[368] 위의 설명과 같이 현재 픽쳐 내의 다른 블록에 참조되는 참조 블록은 추가적인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이것은 추가적인 메모리의 손실을 가져오고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 적웅적 필터링을 통한 추가적 메모리 방지를

설명한다.
[369] 도 19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이다.
[370] 도 1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는, 예측부 (200),

가산부 (205), 변환부 (transform unit, 210), 양자화부 (quantiztion, 215),

역양자화부 (inverse quantization, 220), 역변환부 (inverse transform, 225),

감산부 (230), 복호화 픽쳐 버퍼(DPB, 240), 엔트로피 부호화부 (entropy encoder,

245), 필터링 스킵 확인부 (250), 스킵 선택 회로 (260), 및 필터부 (290) 를 포함할 수

있다.
[371] 여기서, 예측부 (200) 는 화면 내 예측 (intra prediction) 을 위한 제 1

예측수단 (201) 과 화면 간 예측 (inter prediction) 을 위한 제2 예측수단 (202) 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 예측수단은 화면 내 예측부로 지칭되고, 제2 예측수단은
화면 간 예측부로 지칭될 수 있다. 또한, 가산부 (205) 와 감산부 (230) 는 제 1

가감산부와 제2 가감산부로 각각 지칭될 수 있다.
[372] 또한, 필터링 스킵 확인부 (250) 는 제2 가감산부 (230) 와 필터부 (290) 사이에

위치하고, 스킵 선택 회로 (260) 는 필터링 스킵 확인부 (250) 와 필터부 (290) 와의

사이 및 필터링 스킵 확인부 (250) 와 복호화 픽쳐 버퍼(240) 와의 사이에 위치한다.
필터링 스킵 확인부 (250) 는 필터링 스킵 플래그에 의한 선택 정보에 기반하여
스킵 선택 회로 (260) 를 제어함으로써 디블록킹 필터링을 적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73] 또한, 필터부 (290) 는 인루프 필터부로 지칭될 수 있으며, 디블록킹

필터(deblocking filter, 270) 및 샘플 적웅적 오프셋 (sample adaptive offset, SAO,

280), 적웅적 루프 필터(Adaptive Loop Filter, ALF)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필터부 (290) 는 복원된 영상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374] 디블록킹 필터(270) 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앞서 예측,
변환, 양자화,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양자화 단계에서는 양자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양자화 파라미 터 값에 의해 조정되는데 양자화
파라미터 값이 작으면 변환계수에 대해 촘촘한 양자화가 수행되어 양자화

에러가 상대적으로 작고, 양자화 파라미 터 값이 크면 양자화 에러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원된 픽쳐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화질 열화를 줄여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 및 장치에서는 디블록킹 필터를 이용하는 후처리 필터



또는 인루프 필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인루프 필터는 HEVC 의 기본 코텍
등과 유사하게 기능할 수 있다.

[375] 도 19를 참조하면, 필터링 스킵 확인부 (250) 를 추가로 구성하여, 필터링 스킵
확인부 (250) 는 참조 블록으로 활용되 었는지 여부에 따른 플래그에 기초하여
필터부 (290) 의 적용과 스킵이 선택되 도록 스킵 선택 회로 (260) 를 제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메모리의 사용 없이 하나의 복원된 픽쳐 버퍼(DPB, 240) 를
이용하여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76] 이를 위한 설정 정보는 부호화기 와 복호화기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고,
부호화기 와 복호화기 사이에서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377] 도 20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이다.
[378] 도 20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복호화 장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entropy encoder, 305), 역양자화부 (inverse quantization unit, 315),

역변환부 (inverse transform unit, 320), 제2 가감산부, 예측부 (310), 필터부 (330),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335a), 필터링 스킵 확인부 (350) 및
스킵 선택 회로 (360) 를 포함할 수 있다.

[379] 여기서 , 예측부 (3 10)는 화면 내 예측 (intra prediction) 을 위한 인트라
예측부 (311) 와 화면 간 예측 (inter prediction) 을 위한 인터 예측부 (312) 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필터부 (330) 는 디블록킹 필터(370) 와 샘플 적웅적 오프셋 (Sample

Adaptive Offset, SAO, 380) 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380] 필터링 스킵 확인부 (350) 는 제2 가감산부와 필터부 (330) 사이에 위치하고, 스킵

선택 회로 (360) 는 필터링 스킵 확인부 (350) 와 필터부 (330) 와의 사이 및 필터링
스킵 확인부 (350) 와 복호화 픽쳐 버퍼(335a) 와의 사이에 위치한다. 필터링 스킵
확인부 (350) 는 필터링 스킵 플래그에 의한 선택 정보에 기반하여 스킵 선택
회로 (360) 를 제어함으로써 코딩 블록, 예측 블록 또는 변환 블록에 따라 디블록킹

필터링을 적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81] 즉, 본 실시예의 복호화기 에서는 부호화 기에서 전송된 플래그를 바탕으로

필터링 스킵 여부에 대한 스위칭 동작을 지시할 수 있다. 만약 필터링이

스킵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바로 DPB(335a) 에 저장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는 필터링이 적용된 후 디스플레 이 장치 등으로 출력되어
디스플레이(display) 되거나 DPB(335a) 에 저장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상
복호화 장치는 복원된 픽쳐를 얻은 후 필터링을 적용한 후 이를 재생 장치로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DPB(335a) 에 저장하여 이후의 화면간 예측에서 참조
픽쳐로 사용할 수 있다.

[382] 도 21a 내지 도 21d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크기의 블록 단위로의 전송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383] 전술한 필터링을 위해 전송되는 플래그는 다양한 크기의 블록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예컨대, 도 2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대 부호화 단위가 64x64 인 경우 ,

최대 부호화 단위로 전송할 수 있다. 최대 부호화 단위는 코딩 트리 유닛(coding

tree unit, CTU) 에 대웅될 수 있다.

[384] 또한, 도 21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대 부호화 단위를 분할된 부호화 단위로

하여 전송할 수 있다. 분할된 단위로 플 래그를 생성할 때는 트리 기반의 분할이

가능하다. 본 실시 예에서는 최대 부호화 단위를 4개로 분할하거 나 , 4개로 분할된

부호화 단위 중 적어도 하나를 다시 4개로 분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85] 또한, 도 21c 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개 이상의 최대 부호화 단위를 묶음 단위로

전송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서 4개의 최대 부호화 단위들 이 하나의 묶음 단위로

전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86] 또한, 도 21d 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개 이상의 최대 부호화 단위를 묶음 단위로

전송하는 것과 최대 부호화 단위를 복수개로 분할한 분할된 부호화 단위로

전송하는 것을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387] 상 기의 경우 분할 방식은 쿼드 트리 분할을 예를 들었으나, 상 기 분할부에 서의

분할 방식에 따라 다 양한 블록 크기 및 형태로 분할될 수 있다.

[388] 전술 한 최대 블록의 크기부터 최소 블록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부호화기와

복호화기에 동 일하게 설정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시퀀스, 픽 쳐 ,

슬 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389] 도 2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플 래그 전송

예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이다 .

[390] 도 22를 참조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 또는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적웅적인 필터링을 위한 플 래그가 전송될 수 있다.

[391] 예를 들면, 최소 하나의 분할 블록이 참조되 었을 경우 즉 ,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지 않는 블록이 하나라 도 있을 경우에는 분할하며 ,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루프 필터의 적웅적 적용을 위한 온/오프 (on/off) 플 래그를 전송할 수

있다. 블록의 분할에 대한 심도 (depth) 는 최대 블록의 크기 , 픽 쳐 타입 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지원되는 심도가 0이면 분할되 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시퀀스, 픽 쳐 , 슬 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본 예에서

최대 블록의 크기는 64x64 이고 , 지원되는 심도는 3(8x8) 까지 지원된다고 할

경우를 나타낸다. 이때 , 블록의 분할 정보에 대해 전송할 경우 관련 플 래그가 1일

때는 블록을 분할, 0일 때는 블록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 제트 스캔

방향에 따라 분할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392] 먼저 , 64x64 블록 (트리 구조의 최상단) 에 대하여 분할을 의미하는 1(64x64

분할) 을 전송하고, 이어서 좌상단 블록 (32x32) 에 대하여 1(32x32 분할) 을 전송,

그 분할된 네 블록 (16x16) 의 분할 정보 0(16x16 결정), 0(16x16 결정), 0(16x16

결정), 0(16x16 결정) 을 전송할 수 있다. 이어서 우상단 블록에 대하여 0(32x32

결정) 을 전송하여 더 이상 분할되지 않음을 전송하고, 좌하단 블록에 대해서도

0(32x32 결정) 을 전송할 수 있다. 우하단 블록 (32x32) 에 대하여 1(32x32 분할) 을



전송, 다시 분할된 내부의 좌상단 블록 (16x16) 에 대하여 1을 전송하여 분할됨을

나타낸다. 상 기 좌상단 블록 (16x16) 의 경우 분할됨에 따라 분할된 블록의

크기(8x8) 가 지원되는 심도 깊이(8x8) 과 동 일하므로 분할된 블록 (8x8) 에는 분할

플 래그를 전송하지 않는다. 남은 블록 (16x16) 에 대해 0(16x16 결정) , 0(16x16

결정), 0(16x16 결정) 을 전송할 수 있다. 즉 , 분할 여부를 알리는 지시 데이터로서 ,

110000001 1000을 전송할 수 있다.

[393] 상 기 과정을 통해 분할 여부를 알리는 정보를 생성하고, 이 후 에는 필터링

적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상 기 과정을 통해 13개의 블록에 대해

필터링 적용여부에 대한 플 래그를 제트 스캔 방향으로 0, 0, 1, 1, 0, 1, 1, 0, 1, 0, 0,

1, 0를 전송할 수 있다.

[394] 상 기 블록의 분할 정보에 대한 플 래그를 표현하기 위한 분할 플 래그의

비트스트림 구조는 1개 이상의 스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상 기 예와 같이

제트 스캔 기반에 최초 블록 기준으로 분할된 블록 에서의 추가 분할 정보를
우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또는 제트 스캔 기반의 심도 깊이 순서 기준

방법으로, 최초 블록 기준으로 현 수준의 심도 깊이에서의 분할 정보를 획득한

후 다음 수준의 심도 깊이에서의 분할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 위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1(64x64 분할), 1(32x32 분할), 0(32x32 결정 ), 0(32x32 결정 ), 1(32x32

분할), 0(16x16 결정 ), 0(16x16 결정 ), 0(16x16 결정 ), 0(16x16 결정 ), 1(16x16

분할), 0(16x16 결정), 0(16x16 결정), 0(16x16 결정) 을 전송할 수 있다. 즉 , 분할

여부를 알리는 지시 데이터로서 , 1100100001000 을 전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의 예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스캔 방법이 포함되어 선택될 수 있다.

[395] 도 22에서 동그라미는 분할 플 래그, 네모는 필터링적용 플 래그, 빗금은

분할되었거나 필터링이 적용된 것을 의미하고, 무 색은 분할되지 않았거나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396]

[397] 본 실시 예에 있어서 , 이미 부호화된 현재 픽쳐에 있는 데이터는 아직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지 않아서 블록 간의 열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모리는 현재 픽쳐의 부호화 또는 복호화 과정 동안 저장되는 임시 메모리일 수

있다. 블록 매칭을 통해 열화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참조할 경우 블록 간의
열화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블록의 부호화 가 완료되고 다음 블록으로 진행되기 전에 현재 블록의 왼쪽과

위쪽 경계에 블록 열화를 줄 여주는 필터링을 적용함으로써 블록 열화를 줄여줄

수 있다.

[398] 또한, 오른쪽과 아래쪽 경계는 다음에 부호화될 블록에서 처리될 수 있다. 어떤
블록 경계에서 필터링이 적용할 것인지는 기설정된 조건 예컨대, 블록 경계의

타입, 최소 블록 크기 등에 의해 필터링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변환 블록

경계에서 필터링을 수 행할 수도 있고, 예측 블록 경계에서 필터링을 수 행할 수도

있으며 , 변환 블록과 예측 블록의 공통된 블록 경계에서 수 행할 수도 있다.



필터링이 수 행되는 최소 블록의 크기 또한 설정 가능하며 , 이와 관련된 정보는

시퀀스, 픽 쳐 ,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생성 또는 전송될 수 있다.

[399] 또한, 블록 경계에 놓 인 블록의 특성 예컨대 부호화 모드, 블록 경계 특성 , 예측

정보 , 부호 화 계수 등을 분석하여 필터링 적용 유무, 필터링 적용 화소, 필터 종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설정 정보는 부호화기 와 복호화기에 동 일하게

설정될 수 있고, 시퀀스, 픽 쳐 , 슬 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될 수 있다. 전술한 본

실시 예에 채용되는 필터링은 기존의 디블록킹 필터와 동 일한 구성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한 다른 구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400]

[401] 도 2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 및 영상 복호화 방법에서

필터링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

[402] 도 23을 참조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방법 또는 영상 복호화 방법은

필터링 단계들 을 포함한다.

[403] 즉 , 본 실시 예의 필터링 단계들은, 블록 경계 확인 단계(S231), 필터링 강도 설정

단계(S233), 필터링 적용 결정 단계(S235) 및 필터링 적용 단계(S237) 를포함할 수

있다.

[404] 전술한 블록 경계 확인 단계(S231), 필터링 강도 설정 단계(S233), 필터링 적용

결정 단계(S235) 및 필터링 적용 단계(S237) 는 이들 각각의 프로그 램이나

프로그램 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저장하는 메모리 (도 1의 참조부호 18

참조) 와 이 메모리에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수 행하는 프로세서 (도 1의 참조부호

14 참조) 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405] 즉 , 본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장치 또는 영상 복호화 장치는 인접 배치되는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원격의 메모리 로부터 전송되 는 프로그 램 코드를 실 행하는

프로세서 혹은 이 프로세서의 적어도 일부 기능부 또는 구성부인 필터링

제어부가 블록 경계 확인 단계(S231) 를 구 현하는 블록 경계 확인부, 필터링 강도

설정 단계(S233) 를 구 현하는 필터링 강도 설정부, 필터링 적용 결정 단계(S235) 를

구 현하는 필터링 적용 결정부, 및 필터링 적용 단계(S237) 를 구 현하는 필터링

적용부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406] 아 래에서는 전술한 필터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407] 도 24는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채용할 수 있는 예측 블록 또는 변환
블록의 예시도 이다 .

[408] 도 24를 참조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복호화 장치에서 블록 경계

확인 단계(S231) 를 수 행하는 블록 경계 확인부는 어느 블록 경계에 필터링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설정된 조건과 비교하여 기설정된 조건과 부합하면 해당

경계에 필터링을 적용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설정된 조건은 어떤 블록의 경계인지 최소 블록 크기는 얼마인지 등의

설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409] 블록 경계 확인부는 변환이 실 행된 블록 또는 예측이 실 행된 블록 간의 경계에



필터링을 수 행할 수 있다. 변환 블록 경계에서 필터링을 수 행할지 , 예측 블록

경계에서 필터링을 수 행할지 , 혹은 둘 모두에 서 병행하여 필터링을 수 행할지에

대한 설정 정보는 시퀀스, 픽쳐 , 슬 라이스 등의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 이러한
단위로 상기의 설정 정보에 대한 전송도 가능하다.

[410] 또한, 블록 경계 확인 단계(S231) 에서는 필터링이 수 행되는 최소 블록의

크기(MxN) 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 또한 시퀀스, 픽쳐 , 슬라이 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이는 블록 분할부의 과정을 통해 인루프 필터(본

예에서는 디블록킹 필터) 의 블록 크기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블록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소 블록의

크기는 가장 작은 크기의 예측 단위 또는 변환 단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예측 블록 또는 변환 블록은 크기 64x64, 32x32, 16x16, 8x8, 4x4 등을 포함하며 ,

MxN 과 같은 직사각 형태도 포함할 수 있다.

[411] 도 24에서 블록 경계들(VEB1, VEB2, VEB3, VEB4) 은 필터링이 적용될 수직

에지 경계를 나타낸다. 물론, 도 24에서 블록 경계들은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는

수평 에지 경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24에서 가장 큰 블록의 크기를

64x64 라고 할 경우 , 필터링을 적용할 최소 블록의 크기는 가로 X세로의

16x16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 색차 성분의 색상 포맷(color format) 에 따라

혹은 휘도 성분에 따라 최소 블록의 크기가 설정될 수 있고, 색차 성분별로
설정될 수도 있다.

[412] 도 24에서 , 수직 에지 경계의 블록 경계들만 필터링이 적용되는 경우 , 제 1 코딩

유닛(CU#1) 은 64x64 CU(coding unit) 이 32x64 크 기의 두 개의 예측

유닛들 (prediction units, PUs) 로 분할되고 , 제2 코딩 유닛(CU#2) 은 64x64 CU가

64x64 크 기의 하나의 예측 유닛(PU) 로 분할되고 , 제3 코딩 유닛(CU#3) 은 64x64

CU가 32x64 크 기의 두 개의 예측 유닛들 (PUs) 로 분할되고 , 제4 코딩

유닛(CU#4) 은 64x64 CU가 32x64 크 기의 두 개의 예측 유닛들 (PUs) 로 분할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수평 에지 경계에 필터링이 적용될 경우 , 각 코딩

유닛은 제2 코딩 유닛을 제외하고 더욱 많은 예측 유닛들로 분할될 수 있다.

[413] 도 25는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를 설정하는 경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이다 .

[414] 도 25를 참조하면, 본 실시 예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장치에서 필터링 강도 설정

단계(S233) 를 실 행하는 필터링 강도 설정부는 블록 경계의 양쪽 옆에 놓 인
블록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필터를 사용할 지를 설정할 수 있다. 즉 , 필터링

강도 설정부는 어떤 필터를 사용할지에 따라 필터링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415] 즉 , 필터링 강도 설정부는, 필터링 강도 설정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로서 블록의

부호화 모드, 블록 경계 특성 , 예측 정보 , 부호화 계수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블록 경계 특성은 블록 간의 경계가 부호화 단위인지 변환 단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예측 정보는 화면내 예측 모드, 움직임 백터 , 참조

픽쳐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416] 필터링 강도 설정부는, 전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블록 경계에 어느 강도로
필터링을 할지 혹은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필터링
강도 설정부는 화소값을 기반으로 필터링 강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화소값 기반이 아닌 해당 블록의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17] 화소값 기반으로 필터링 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필터링 강도가 설정되는
경계의 화소 단위는 최소 1행 또는 1열 이상일 수 있다. 이는 블록 경계의 특성상,

필터링 적용 최소 블록의 가로와 세로에 비례하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현에 따라서 픽쳐, 슬라이스 등에서 고정 화소 단위로 필터링 강도가
설정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부호화기 와 복호화기에 동일하게 설정

가능하며 , 이에 대한 정보는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418] 색차 성분의 경우,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록 경계(B5) 를 사이에 둔

양쪽의 두 블록들 (예컨대 , Ρ 블록과 Q 블록이라고 함)의 부호화 정보를 통해 경계
강도 (boundary strength, 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
블록의 각 픽셀의 휘도 성분 즉, 집합 {ρ (3,0), ρ (2,0), ρ (1,0), ρ (0,0), ρ (3,1), ρ (2,1),

ρ (1,1), ρ (0,1), ρ (3,2), ρ (2,2), ρ (1,2), ρ (0,2), ρ (3,3), ρ (2,3), ρ (1,3), Ρ(0,3)} 의 각 원소에
대웅하 는 픽셀에서의 필터링 강도와 Q 블록의 각 픽셀의 휘도 성분 즉, 집합
{q(3,0), q(2,0), q(l,0), q(0,0), q(3,l), q(2,l), q(l,l), q(3,2), q(2,2), q(l,2), q(0,2),

q(3,3), q(2,3), q(l,3), q(0,3)} 의 각 원소에 대웅하 는 픽셀에서의 필터링 강도를
참조하여 적웅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19] 일례로, 양 블록들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일 때는 휘도 성분을 참조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색차 성분을 참조하여 필터링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 색차
성분의 경우, 지원되는 필터링의 종류 및 개수가 휘도 성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휘도 성분에서는 필터링을 0, 1, 2의 강도로 적용하고,
색차 성분에서는 0, 1의 강도로 적용할 수 있다.

[420] 도 26a 내지 도 26c는 도 25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영상 내에서
픽셀 값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421]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복호화 장치의 필터링 적용 결정부는, 양
블록들 (도 25의 블록경계 B5 양쪽의 블록들 참조) 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필터링 강도가 필터링 강도 설정부에 의해 결정된 후, 필터링 강도
설정부를 통해 얻은 필터링 강도를 블록 경계에 놓인 복원된 화소를 바탕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22] 도 26a와 도 2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접한 화소들 간에 변화를 가지지 않거나
변화를 가지는 경우, 인접한 화소들 간의 변화가 선형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필터링을 적용함으로써 양자화 에러를 줄일 수 있다.

[423] 한편, 도 26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느 인접한 화소들 (p2,0과 ρ ΐ ,θ ) 간에 스텝
에지 (step edge)의 형태를 갖는 경우에는 필터링을 적용할 때 실제 에지를 뭉갤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호화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 본 실시예에서는 양 블록들의 경계에 놓인 화소를 대상으로 변화량을
확인하여 필터링 적용 유무를 결정하거나 필터링 적용 화소를 결정할 수 있다.

[424] 도 27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425]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은 수직 경계에 대해 필터링 강도
설정을 한 경우로 가정한다. 필터링 강도는 0부터 2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426] 도 2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는 영상
부호화 /복호화 장치의 필터링 제어부는, 먼저 양 블록 중 어느 하나라도
인트라 (Intra) 로 부호화된 블록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1). 상기 판단
결과, 예(yes) 이면, 경계 강도 (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2로 설정할 수 있다 (S272).

여기서 , 필터링 강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필터링 강도를 의미할 수 있다.
[427] 상기 단계(S271) 의 판단 결과, 양 블록 모두가 인터 (Inter) 로 부호화되 었다면,

필터링 제어부는 양 블록의 부호화 계수를 비교하여 필터링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필터링 제어부는 하나의 블록 (P or Q)이라도 부호화할 0이 아닌
계수 (non-zero coefficients) 가 1개 이상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3). 상기 판단
결과가 예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즉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 (S277).

[428] 한편, 상기 단계(S273) 의 판단 결과, 두 블록이 부호화할 계수가 없다면, 필터링
제어부는 참조 픽쳐(reference 또는 ref) 가 일치하지 않는지 혹은 서로 다른지 를
판단할 수 있다 (S274). 상기 판단 결과가 예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즉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 (S277).

[429] 한편, 상기 단계(S274) 의 판단 결과, 두 블록들이 서로 다른 참조 픽쳐를 가지지
않으면, 필터링 제어부는 두 블록의 움직임 백터의 개수가 서로 다른 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5). 상기 판단 결과가 예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즉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 (S277).

[430] 한편, 상기 단계(S275) 의 판단 결과, 두 블록의 움직임 백터의 개수가 동일하면,
필터링 제어부는 각 움직임 백터 간의 X 성분과 y 성분에서의 차이가 하나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6). 상기 판단 결과가
예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즉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 (S277). 움직임 백터 정밀도를 1/4로 가정할 때, 1/4 단위에서 4라는 숫자의

의미는 정수 단위에서의 1에 대웅할 수 있다. 따라서 , 움직임 백터의 정밀도에
따라 이 경계 강도 또는 경계값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블록 중 하나의
블록의 움직임 백터 정밀도가 정수이고 다른 블록의 움직임 백터 정밀도가 1/4일

경우, 정수 단위의 정밀도를 갖는 블록의 움직임 백터의 정밀도를 1/4로
변경하여 상기 단계(S276) 를 수행할 수 있다. 또는, 두 블록 중 하나의 블록의
움직임 백터 정밀도가 1/4이고 다른 블록의 경우 1/8일 경우, 상기
단계(S276) 에서의 X 성분과 y 성분의 차이값 설정을 4에서 8로 변경할 수도 있다.

또는, 두 블록의 움직임 백터 정밀도가 정수일 경우, 두 블록의 움직임 백터



정밀도를 1/4로 변경하 여 상 기 단계(S276) 을 수 행할 수 있다.

[431] 한편, 상 기 단계(S276) 의 판 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 필터링 제어부는 양 블록이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경계 강도 (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 필터링 강도 0은 필터링을 수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432] 본 실시 예에 있어서 , 일련의 단계들 (S271 내지 S278) 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하다. 예를 들 어 , 다른 참조 픽 쳐를 사용하 는지를 확 인하는 단계(S274) 는

참조 픽 쳐의 거리에 따라 스 케일링을 수 행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움 직 임 백터

개수 간의 차 이를 확 인하는 단계(S275) 는 영상 특성 에 따라 다 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또한, 상 기 단계(S73) 에서 와 달리 양 블록의 부호화 계수가 0이 아닌

계수가 존재하 더라도 주파수 대역의 특정 영역에 위치하고, 일정 크 기 이하의
주파수 계수를 가지는 경우와 같은 조 건으로 비교 혹은 판단 가능하다. 여기서 ,

주파수 대역의 특정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 Νχ Ν 주파수 블록에서 DC(직류 )

성분을 포함하는 저주파 성분의 왼쪽 위에 위치하는 경우 , <0,0>, <1,0>, <0,1>와

같은 위치 에 0이 아닌 계수가 발생하고 그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고, 다른 변형 또 한 가능하다.

[433] 도 28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

[434] 본 실시 예는 도 27의 실시 예와 비교할 때 , 현재 픽 쳐를 참조 픽 쳐로 포함하고

이를 화면간 부호 화 방식으로 구 현하는 경우 에 대한 예시 이다 . 도 27의 실시 예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435] 도 28을 참조하면, 필터링 제어부는 두 블록들 (P 및 Q) 중 어느 하나라도

인트라 (intra) 로 부호화된 블록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S271), 상 기 판단 결과가

예(yes) 이면 경계 강도 (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2로 설정하고, 상 기 판단 결과가

아니오 (no) 이면 두 블록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참조 픽 쳐가 현재 픽 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1a).

[436] 상 기 단계(S271a) 의 판 단 결과가 예이면 ,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를 2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상 기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 필터링 제어부는 하나의

블록 (P or Q)이라도 부호화할 0이 아닌 계수 (non zero coefficients) 가 1개 이상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3). 상 기 단계(S273) 의 판 단 결과가 예이면 ,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를 2로 설정할 수 있다. 그 리고 상 기 단계(S273) 의 판 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 필터링 제어부는 도 27의 단계들 (S274 내지 S278) 을

순차적 으로 실 행할 수 있다.

[437] 이와 같 이 본 실시 예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에서는 각 블록의 참조 픽 쳐가

어떤 픽 쳐 인지 에 따라 필터링 강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 예에서는 양 블록이 인트라 (Inter) 로 부호 화되는 경우 에 하나의 블록 이라도
현재 픽 쳐를 참조 픽 쳐로 삼고 있는지 를 판단하도록 구성하 였으나, 본 발명은

그 러한 구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438] 도 29는 도 23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 다.

[439] 도 2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는 영상
부호화 /복호화 장치의 필터링 제어부는, 양 블록 모두가 현재 픽쳐를 참조
픽쳐로 두었을 경우, 경계 강도 (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S276a).

[440] 본 실시예의 필터링 과정은, 양 블록 모두 (P & Q)가 현재 픽쳐 (current picture) 를
참조 픽쳐 (ref) 로 두었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S276a) 를, 각 움직임 백터 간의 x

성분과 y 성분에서의 차이가 양 블록 중 어느 하나에 서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276) 이후의 아니오의 판단 결과 시에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 27의 실시예와 실질적 으로 동일할 수 있다.

[441] 도 30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강도 설정 과정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 다.

[442] 본 실시예는 현재 픽쳐를 참조 픽쳐로 포함하고 이를 화면내 부호화 방식으로
구현할 때의 예시이다.

[443] 도 30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는 영상
부호화 /복호화 장치의 필터링 제어부는, 먼저 양 블록 중 어느 하나라도
인트라 (intra) 로 부호화된 블록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1).

[444] 상기 단계(S271)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no)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하나의
블록 (P or Q)이라도 부호화할 0이 아닌 계수 (non zero coefficients) 가 1개 이상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3). 상기 단계(S273)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참조 픽쳐 (reference 또는 ref) 가 일치하지 않는지 혹은 서로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4). 상기 단계(S274)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두 블록의 움직임 백터의 개수가 서로 다른 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5). 그리고 상기 단계(S275)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각 움직임 백터 간의 X 성분과 y 성분에서의 차이가 어느 하나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6). 상기 단계(S276)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양 블록이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하 고 경계
강도 (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S278). 한편, 상기
단계들 (S273, S274, S275 및 S276) 각각의 판단 결과가 예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즉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 (S277).

[445] 한편, 상기 단계(S271) 의 판단 결과가 예(yes)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두 블록
모두 (P & Q)가 인트라 블록 매칭 (intra block matching, intraMB) 을 수행하는지 를
판단할 수 있다 (S271b). 상기 단계(S271b) 의 판단 결과가 아이오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 (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2로 설정할 수 있다 (S272).

[446] 한편, 상기 단계(S271b) 의 판단 결과가 예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하나의 블록 (P

or Q)이라도 부호화할 0이 아닌 계수 (non zero coefficients) 가 1개 이상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S273b). 상기 단계(S273b)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필터링



제어부는 두 블록의 움직임 백터의 개수가 서로 다른 지를 판단할 수

있다(S275b). 그 리고 상기 단계(S275b)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 필터링

제어부는 각 움직임 백터 간의 X 성분과 y 성분에서의 차 이가 어느 하나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차 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S276b). 상 기 단계(S276b) 의

판단 결과가 아니오 이면 , 필터링 제어부 양 블록이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하 고 경계 강도(BS) 또는 필터링 강도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다(S278). 그 리고

상기 단계들 (S273b, S275b 및 S276b) 각각의 판단 결과가 예이면 , 필터링

제어부는 경계 강도(BS) 즉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S277).

[447] 본 실시 예에 의하면, 양 블록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인트라 (intra) 로 부호화된

경우 이고 , 양 블록들이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부호화된 블록이 아닌

경우에는 필터링 강도를 2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양 블록이 현재 픽쳐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 부호화된 블록인 경우 , 두 블록들 중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부호화 계수가 존재한다면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한다. 또한, 양 블록들에서

부호화할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 블록의 움직임 백터의 개수를 비교하여

다른 경우에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양 블록들이 같은 개수의
움직임 백터를 사용하고 각 움직임 백터의 X , y 성분의 차 이가 어느 하나라도

일정 크기 이상 이면 필터링 강도를 1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차 이가

일정 크기 미만일 경우에는 두 블록들의 유사성 이 높다고 판단하여 필터링

강도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 본 실시 예에서는 어떤 참조 픽쳐인지에 따라

필터링 강도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448] 도 3 1 내지 33은 도 23의 영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필터링 적용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들 이다 .

[449] 도 3 1 내지 도 33을 참조하면, 필터링 제어부는 필터링 적용 결정을 위해 각

블록 에서의 변화량 과 두 블록들의 경계에서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블록

경계(B5) 의 양쪽 블록들 중 왼쪽 블록을 P 블록이 라고 하고, 오른쪽 블록을 Q
블록 이라고 한다.

[450] P 블록 에서의 변화량을 나타내면 아 래와 같다.

[451] dpO = Ιρ (Ο,Ο) - ρ(1,0) χ 2 + p(2,0)l

[452] dpi = Ιρ (0,1) - ρ(1,1) χ 2 + ρ(2,1) Ι

[453] dp2 = Ιρ (0,2) - ρ(1,2) 2 + ρ(2,2) Ι

[454] dp3 = Ιρ (0,3) - ρ(1,3) 2 + ρ(2,3) Ι

[455] 위의 변화량에서 dpX (x는 0, 1, 2 또는 3을 포함한다) 는 해당 픽 셀에서 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456] Q 블록 에서의 변화량을 나타내면 아 래와 같다.

[457] dqO = lq(0,0) - q(l,0) 2 + q(2,0)l

[458] dql = lq(0,l) - q(l,l) x 2 + q(2,l)l

[459] dq2 = lq(0,2) - q(l,2) 2 + q(2,2)l

[460] dq3 = lq(0,3) - q(l,3) 2 + q(2,3)l



[461] 위의 변화량에서 dqx(x 는 0 , 1, 2 또는 3을 포함한다) 는 해당 픽셀에서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462] 그리고 P와 Q 블록들의 블록 경계(B5) 에서의 변화량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463] dpqO = Ιρ (Ο,Ο) - q(0,0)l

[464] dpql = Ιρ (0,1) - q(0,l)l

[465] dpq2 = lp(0,2) - q(0,2)l

[466] dpq3 = lp(0,3) - q(0,3)l

[467] 위의 변화량에 서 dpq X (x는 0 , 1, 2 또는 3을 포함한다) 는 해당 픽셀에서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468] 위와 같이 각 화소 라인 단위로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화소라인을 묶은 단위로 변화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묶인 화소 라인 단위로
필터링을 적용하는지 에 대한 유무의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에서 필터링 강도,
필터링 적용 화소, 필터 계수 등이 결정될 수 있다.

[469] 위의 변화량 중 최소 1개 이상을 고려할 수 있고, 구현에 따라서 위의 세 가지의
변화량 외에 추가적인 변화량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세 가지의 변화량을
고려하는 경우, 변화량과 각각의 경계값을 비교하여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70] 예를 들면, 설명을 위해 첫째 라인을 한정하는 경우 , Ρ 블록에서의 변화량, Q

블록에서의 변화량, PQ 블록 경계(Β 5)에서의 변화량이 경계값 (thresholcLP,

threshold_Q, threshold_PQ)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적용하고, 경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71] 다른 예로써, 블록 경계에서의 변화량이 경계값보다 크고 블록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변화량이 경계값보다 작은 경우,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72] 또 다른 예로써 , Ρ 블록의 변화량이 경계값보다 크고 Q 블록의 변화량과 PQ

블록 경계의 변화량이 경계값보다 작은 경우 , Ρ 블록의 변화량이 일어나는 스텝
에지 부분을 검출하여 Q 블록과 Ρ 블록에서의 스텝 에지가 검출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473]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한정하여 필터링하는 것은 필터링 적용부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 전술한 경우, 경계값은 양자화 파라미터, 비트 심도 등에 의해 설정될
수 있으며 , 양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 터가 다른 경우 두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 터
중 택일하거나 평균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평균값으로 설정시, 소수 단위의
처리를 위해 올림, 내림, 반올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474] 또한, 화소값 기반으로 필터링 적용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양 블록의
부호화 정보를 활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도 3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
블록의 부호화 모드가 인트라 (intra) 이고 양 블록의 예측 모드 정보가 일치할 수

있다. 그리고 필터링이 적용될 경계는 수평 (horizontal) 에지 경계이며, 두 블록
모드 하나의 예측 단위에 속하지 만 변환 단위가 달라서 생긴 경계일 수 있다.

[475] 또한, 필터링 제어부는, 도 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 블록의 모드를 통해 양



블록들은 수평 방향으로의 상관성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블록일 가능성이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경우, 필터링 제어부는 위의 도 3 1의 설명에서와 달리
변화량을 측정하지 않고 무조건 필터링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476] 또한, 필터링 제어부는,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 블록의 부호화 모드가
인트라 (intra) 이고 양 블록의 예측 모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스텝 에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화량을 측정하여 필터링 적용에 대해
픽셀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477] 위의 실시예에 의하면, 필터링 제어부 또는 이를 포함하는 영상 부호화 /복호화

장치는 양 블록들의 부호화 모드, 예측 모드 정보 등을 토대로 두 블록들 간의
상관관 계를 고려하여 필터링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부호화 계수 또한
필터링 적용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필터링 제어부는 부호화 계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478] 또한, 양 블록들의 부호화 모드가 인트라 (intra) 이고 양 블록의 예측 모드에서
왼쪽은 DC 모드이고 오른쪽은 수평(horizontal) 모드일 때,그리고 왼쪽 블록의
부호화 계수는 0이 아닌 1개 이상의 계수가 존재하며 , 오른쪽 블록의 부호화
계수는 0이 아닌 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왼쪽 블록의 경우 복잡한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해당 블록의 변화량은 위에서 설정한 경계값 이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그 경우 에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특성이 복잡한
영역인 관계로 변화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의 변화량이
경계값을 넘었을 경우에도 필터링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 이외에 예측 모드 정보, 부호화 계수 등을 확인하여
필터링의 적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479] 한편,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필터링 강도가 0, 1, 2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그 이하 또는 이상의 강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부호화기 /복호화기의 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시퀀스, 픽쳐, 슬라이스

등의 단위로 전송 가능하다.
[480] 다시 도 23을 참조하면, 필터링 적용 단계(S237) 를 수행하는 필터링 적용부는

앞서 결정된 필터링의 강도, 필터링의 적용에 대한 결과에 따라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필터링 적용부는 앞서 결정된 필터링의 강도에 따라 필터와 필터링에
적용될 화소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앞서 결정된 필터링의 강도에 기반하여
추가적으로 화소 기반의 분석을 통해 필터와 필터링에 적용될 화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이전 단계에서 적용된 화소 라인 기반으로의 진행에
이어서 수행될 수 있다.

[481] 또한, 필터링 적용부는 블록 경계에 놓인 화소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1) 내지 3)과 같은 화소의
변화량 (P, Q 블록에서의 변화량, 및 PQ 경계에서의 변화량) 에 따라 필터링의
강도 및 적용 화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각 변화량이 경계값보다 큰지 작은지
등의 결과에 따라 최소 1개 이상의 필터를 선택하여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 경계값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경계값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경계값은 양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 터, 비트 심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필터는 예를 들어 강한 필터(strong filter), 약한 필터(weak filter)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82] 1) Ιρ (Ο,Ο) - ρ (1,0) χ 2 + p(2,0)l + lq(0,0) - q(l,0) x 2 + q(2,0)l

[483] 2) lp(0,0) - p(3,0)l + lq(0,0) - q(3,0)l

[484] 3) lp(0,0) - q(0,0)l

[485] 이때, 필터링 적용부는 필터링에 적용되는 화소의 개수 또한 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즉, 필터링 적용부는 미리 설정된 후보 화소들에 필터링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위의 결과에 따라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화소를 설정할 수도
있다. 필터는 FIR(Finite Impulse Response) 형태의 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필터의 입력 픽셀은 필터의 강도에 따라, 및/또는 화소의 위치에 따라
적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486] 또한, 필터링 적용부는 필터의 적용 화소를 양 블록의 부호화 모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의 수평 경계에서는 수직 방향으 로 놓인
화소들을, 수직 경계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놓인 화소들을 대상으로 필터링을
적용하나, 본 실시예에서는 즉, 양 블록의 부호화 모드는 인트라 (intra) 이고 양
블록의 예측 모드가 수직(vertical) 모드인 경우, 그리고 현재 블록의 경계가 수직

경계인 경우에는 양자화 에러를 줄이기 위해 수평 경계에 놓인 수평 화소들에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487] 또한, 양 블록에서 화소들 사이의 수직 방향의 상관성 이 높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놓인 화소들에 필터링을 수행할 경우, 수평 방향으로 필터링을 수행한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양자화 에러를 줄여줄 수 있다. 그 경우는 화소의 변화량은
아래의 1) 및 2)와 같이 수직 경계의 수직 방향으 로 놓인 화소를 대상으로 구할 수
있으며, 경계값보다 큰지, 작은지 등의 결과에 따라 최소 1개 이상의 필터를
선택하여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필터링에 적용되는 화소의 개수 또한

바로 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488] 1) Ιρ (Ο,Ο) - ρ (0,1) Ι+ Ιρ (0,1) - p(0,2)l + lp(0,2) - p(0,3)l

[489] 2) lq(0,0) - q(0,l)l + lq(0,l) - q(0,2)l + lq(0,2) - q(0,3)l

[490] 또한, 필터링 적용부는 양 블록 간의 블록 열화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블록 경계에 놓인 화소 간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필터링을 적용할

수도 있다.
[491] 전술한 실시예들에 의하면, 현재 픽쳐를 블록 매칭하여 예측 블록 생성시, 이를

기존의 화면내 예측 모드로 처리할지 또는 화면간 예측 모드로 처리할지에 따라
디블록킹 필터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화면간 예측 모드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의 디블록킹 필터의 강도 결정에 영향을 준 양쪽 블록의 부호화 모드,
동일 참조 픽쳐 유무, 움직임 백터의 크기 등의 조건에 더하여 참조 픽쳐
인텍스에 따라 필터링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492] 전술한 실시 예에 있어서 , 영상 부호화 방법은 , 부호화된 영상을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설명한 적웅적인 디블록킹 필터링을 이용하는 경우 , 영상
복호화 방법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영상 부호화 /복호화 방법은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수단이 나 이러한 수단에 상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부를 구비하는 영상 처리 장치 혹은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493] 전술한 실시 예에 의하면, 화면 내 예측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MPEG-2,

MPEG-4, H.264 등의 국제 코텍 또는 기타 다른 코텍과 이 코텍들을 사용하는

매체, 그리고 영상 산 업에 전반적 으로 이용가능한 고성능 고효율의 영상 부호화

복호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현재의 고효율 영상 부호화

기술(HEVC) 및 H.264/AVC 와 같은 표준 코텍과 화면 내 예측을 사용하는 영상

처리 분야에 적용이 예상된다.

[494]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 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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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화면 간 예측에서 적웅적 필터링을 수행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 복호화할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하는 영상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

상기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참조 블록이 상기 현재 블록이 위치한
현재 픽쳐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를 획득하는 단계 ;

상기 참조 블록을 이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
상기 획득한 플래그에 기초하여 상기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 및
상기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현재 블록을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인루프 필터는 디블로킹 필터 , 적웅적 샘플 오프셋 (SA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플래그 가 상기 현재 픽쳐 내에 상기 참조 블록이 있음을 지시하면,
상기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플래그 가 상기 현재 픽쳐 내에 상기 참조 블록이 없음을 지시하면,
상기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5]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 는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현재 블록과 동일한 픽쳐 내에 위치하여,상기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하는 영상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
상기 복원된 영상 신호가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와 별도의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단계；및
상기 복원된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하여 블록 매칭을
통한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
상기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단계는,
상기 복원된 영상 신호가, 인루프 필터(In-loop fflter) 와 별도의 필터를
거쳐 상기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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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
상기 별도의 필터는,상기 복원된 영상 신호에 포함된 상기 참조 블록의
왼쪽과 위쪽 경계에 대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8] 청구항 6에 있어서 ,

상기 별도의 필터는,상기 복원된 영상 신호의 변환 블록 경계, 예측 블록
경계, 변환 블록과 예측 블록의 공통된 블록 경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9] 화면 간 예측에서 적웅적 필터링을 수행하고, 하나 이상의 프로세 서들을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들은,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 복호화할 현재 블록의 화면 간 예측시 블록
매칭되는 참조 블록을 포함하는 영상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

상기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참조 블록이 상기 현재 블록이 위치한
현재 픽쳐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를 획득하는 단계 ;

상기 참조 블록을 이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
상기 획득한 플래그에 기초하여 상기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 및
상기 인루프 필터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현재 블록을 복원된 픽쳐
버퍼(Decoded Picture Buffer, DPB) 에 저장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
상기 인루프 필터는 디블로킹 필터 , 적웅적 샘플 오프셋 (SA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1] 청구항 9에 있어서 ,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플래그 가 상기 현재 픽쳐 내에 상기 참조 블록이 있음을 지시하면,
상기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2] 청구항 9에 있어서 ,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플래그 가 상기 현재 픽쳐 내에 상기 참조 블록이 없음을 지시하면,
상기 복원된 현재 블록에 대하여 상기 인루프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청구항 13] 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 복원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을 확인하는 단계 ; 및
상기 필터링 스킵이 아니면,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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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되 ,
상기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는, 블록 경계를 확인하는 제1
서브단계, 필터링 강도를 설정하는 제2 서브단계, 및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3 서브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
상기 제1서브단계는, 색차 성분의 색상 포맷(color format) 에 따라, 휘도
성분에 따라, 혹은 색차 성분별로 최소 블록의 크기를 설정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5] 청구항 13에 있어서 ,
상기 제2 서브단계는, 상기 블록 경계의 양쪽 옆에 놓인두 블록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필터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사용하기로 결정된
상기 필터에 따라 필터링 강도를 결정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6] 청구항 15에 있어서 ,
상기 어떤 필터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는, 상기 두
블록들 각각의 부호화 모드, 각 블록 또는 두 블록들 사이의 경계특성 ,
예측 정보,부호화 계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7] 청구항 13에 있어서 ,
상기 제2 서브단계는, 실제 화소값 또는 해당블록의 정보에 기반하여
필터링 강도를 결정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8] 청구항 13에 있어서 ,
상기 제3 서브단계는, 상기 제2 서브단계에서 얻은 필터링 강도를 블록
경계에 놓인복원된 화소에 적용하여 필터링 적용 유무를 결정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19] 청구항 18에 있어서 ,
상기 제3 서브단계는, 상기 블록 경계의 양쪽 옆에 놓인두 블록들의
경계에 놓인 화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변화량에 기초하여 상기 필터링
적용 유무를 결정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

[청구항 20] 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복원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복호화
프로그램과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 여부를 확인하고 필터링을
스킵 또는 수행하기 위한 필터링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 및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어 복호화프로그램 또는 필터링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복호화된 영상을 참조한 예측 신호와 역양자화 및 역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잔차 신호에 기반한복원 신호를 생성하고, 복원 신호에 대한
필터링 스킵을 확인하고, 필터링 스킵이아니면 디블록킹 필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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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되, 상기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할 때, 블록 경계를 확인하고,
필터링 강도를 설정하고, 필터링 적용 유무를 결정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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