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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전창익

(54) 코딩 시스템의 매크로 블록 기반 비율을 제어하기 위한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제공된 비트율(130)을 최적화하기 위해 프레임내의 각 매크로 블록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양자화 스케일은 프레임의 타겟 비트율이 전체 프레임에 대한 균일한 시각 품질을 유지하는 동안 얻

어지도록 각 프레임내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120)에 대하여 선택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션 비디오의 코딩을 최적화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코딩율을 최적화하면서도 모션 비디오의

전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프레임내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적합하게 조절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동영상 전문가 그룹(MPEG)은 코딩/디코딩 방법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ISO/IEC 국제 표준 11172 및 13818(일반적으로

MPEG-1과 MPEG-2로 각각 언급됨)을 창설하였다. 이 MPEG 표준들은 MPEG에 따른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일반적인

코딩 방법과 신택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데스크탑 비디오 출판, 비디오 회의, 디지털 저장 매체 및 텔레비젼 방송과 같은

다수의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많은 변동이 허용될 수 있다.

비율 제어(rate control) 분야에서, MPEG는 인코더의 비트율(bit rate)을 제어하는 특정 방법을 한정하지는 않는다. 디코

더 입력 버퍼가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되지 않도록 비트율을 제어하는 비율 제어 프로세스를 고안하는 것은 인코더 설

계자의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비트율을 제어하는 한가지 방법은 양자화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입력 비디오 이미지의 왜곡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양자화 스케일(스텝 크기)을 바꿈으로써, 비트율이 변화되고 제어될 수 있다.

양자화 스케일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코더의 비율 제어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열악한 비율 제어 프로세스는 실

제로는 비디오 이미지의 시각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즉, 양자화 스케일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실패하여, 그

결과 오버플로우 및 언더플로우 상태를 피하기 위해 영상의 끝부분쪽에서 양자화 스케일을 급격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양자화 스케일을 바꾸는 것은 이미지 품질과 압축 효율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율 제어 프로세스가 이미지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고 비트율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MPEG 코딩 방법(예를 들면 다양한 MPEG 테스트 모델)에서 각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은 동일 타입의 모든

영상들이 영상 그룹내에서 동일한 복잡도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선택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선택된 양자화 스케일은

각 영상의 복잡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코딩 성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글로벌-타입 변환, 예를 들면 웨이브렛 변환(또는 계층적 서브밴드 분해로 알려져 있음)을 이용하는 인코더도 유

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웨이브렛 변환은 저비트율 이미지 코딩, 즉, 넌-제로(non-zero) 값들의 위치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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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변환 계수의 중요도 맵으로도 알려져 있는 바이너리 맵(웨이브렛 트리)에 대한 코딩의 중요한 측면에 적용된다. 이어

서, 양자화 및 엔트로피 코딩이 매우 낮은 비트율을 얻기위해 사용된다. 중요도 맵(웨이브렛 트리)을 인코딩하기 위한 양자

화 스케일의 적당한 선택에 있어서의 상당한 개선은 압축 효율과 코딩율의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비율 제어는 프레임내의 더 낮은 레벨, 예를 들면, 매크로 블록 또는 블록 레벨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화

파라미터(양자화 스케일)가 프레임 내에 있는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서 변경되면 추가적인 오버헤드(overhead)가 있기 때

문에, 매크로 블록 레벨의 비율 제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즉, 각각의 프레임 내부의 서로 다른 매크로

블록들에 대해 서로 다른 양자화 스케일들을 적용하는 디코더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트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비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저비트율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코딩율을 최적화하면서도 모션 비디오의 전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프레임내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한 양

자화 스케일을 적합하게 조절하는 장치 및 방법이 이 기술 분야에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는 코딩율을 최적화하면서도 비디오 이미지의 전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프레임내의 각각의 블록, 예

를 들면, 매크로 블록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하는 방법 및 장치이다. 즉, 전체 프레임에 대하여 균일한 시각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영상에 대한 타겟 비트율이 얻어지도록 각 프레임(영상)내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하여 양자화 스케일이

선택된다.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로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도 2는 이미지 내의 블록들에 기반하여 이미지에 대한 타겟 비트율을 산출하고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의 블록 다이

어그램을 나타낸다.

도 3은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도 4는 현재의 이미지 내에 있는 매크로 블록들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제 2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도 6은 웨이브렛 트리(wavelet tree)에 대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인코딩 시스템을 나타낸다.

실시예

이해를 위해, 도면들에 공통적인 동일한 구성 요소들을 지정하기 위해 동일한 도면 부호가 사용되었다.

코딩율을 제어하면서도, 비디오 이미지의 전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프레임내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한 양자화 스

케일을 산출하는 본 발명의 장치(1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MPEG에 따른 인코더를 참

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되지만, 당업자는 다른 코딩/디코딩 표준에 따른 다른 인코더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장치(100)는 인코더 또는 더욱 복잡한 블록-기반 모션 보상 코딩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이 장치(100)에는 모션 추정 모듈(140), 모션 보상 모듈(150), 비율 제어 모듈(130), DCT 모듈(160), 양자화(Q) 모듈

(170), 가변 길이 코딩(VLC) 모듈(180), 버퍼(190), 역양자화(Q-1)모듈(175), 역DCT(DCT-1) 변환 모듈(165), 감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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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가산기(155)가 포함된다. 다수의 모듈이 장치(100)에 포함되지만, 당업자는 여러 가지 모듈들에 의해 실행되는 기

능들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별개의 모듈들로 서로 분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모션 보상 모

듈(150), 역양자화 모듈(175), 역DCT 모듈(165)을 포함하는 모듈 세트는 일반적으로 "내장형 디코더"로 알려져 있다.

도 1에는 MPEG 표준에 따라 디지털화되고 하나의 휘도(luminance)와 두 개의 색상 차이 신호들(Y, Cr, Cb)로 표현된, 신

호 경로(110)상의 입력 이미지(이미지 시퀀스)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신호들은 또한 복수의 계층들(시퀀스, 영상 그룹,

영상, 슬라이스, 매크로 블록 및 블록)로 분할되어, 그 결과 각각의 영상(프레임)은 복수의 매크로 블록들에 의해 표현된다.

각각의 매크로 블록은 네개의 휘도 블록들, 한개의 Cr 블록 및 한개의 Cb 블록을 포함하며, 하나의 블록은 8행 8열 샘플 어

레이로 정의된다. 영상을 블록 유니트로 분할함으로써 두 개의 연속된 영상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력이 개선되고 저진폭

변환 계수(이하 후술됨)의 소거에 의한 이미지 압축 향상이 이루어진다. 디지털화된 신호는 선택적으로 적당한 윈도우, 해

상도 및 입력 포맷을 선택하기 위한 포맷 전환과 같은 전프로세싱(preprocessing)을 실행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은 MPEG 표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매크로 블록 또는 블록과 같은 용어는 임의의 크기 또는 형태의 픽셀

을 가진 블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매크로 블록"은 단일 픽셀만큼 작을 수도 있고 또는 전체

비디오 프레임만큼 클 수도 있다.

경로(110)의 입력 이미지는 모션 벡터를 추정하는 모션 추정 모듈(140)로 수신된다. 모션 벡터는 현 영상의 블록의 좌표

위치로부터 기준 프레임의 좌표 위치로 오프셋(offset)을 제공하기 위한 모션 보상에 사용되는 2차원 벡터이다. 기준 프레

임은 이전(previous) 프레임(P-프레임)이거나 이전 및/또는 이후(future) 프레임(B-프레임)일 수 있다. 모션 벡터의 사용

은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량을 줄임으로써 이미지 압축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현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 사이

의 변화만 코딩되고 전송되기 때문이다.

모션 추정 모듈(140)의 모션 벡터는 샘플값들에 대한 예측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션 보상 모듈(150)에 의해 수신된

다. 모션 보상은 이전 및/또는 이후 기준 프레임들로 오프셋들을 제공하기 위해 모션 벡터들을 사용하여 예측하며, 상기 프

레임들은 예측 에러를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이전에 디코딩된 샘플값들을 포함한다. 즉, 모션 보상 모듈(150)은 현재의 프

레임을 추정하기 위해 이전에 디코딩된 프레임과 모션 벡터들을 사용한다. 또한, 당업자는 모션 추정 모듈과 모션 보상 모

듈에 의해 실행된 기능이 예를 들어 단일 블록 모션 보상기와 같은 결합된 모듈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주어진 매크로 블록에 대해 모션 보상 예측이 실행되기 전에 코딩 모드가 선택되어야 한다. 코딩 모드 결정 영역에

서, MPEG는 다수의 다른 매크로 블록 코딩 모드를 제공한다. 특히 MPEG-2는 인트라(intra) 모드, 노 모션 보상 모드(no

MC), 프레임/필드/듀얼-프라임 모션 보상 내부(inter) 모드, 포워드/백워드/평균 내부 모드 및 필드/프레임 DCT 모드를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코딩 모드들을 제공한다.

코딩 모드가 선택되면, 모션 보상 모듈(150)은 이전 및/또는 이후 기준 영상에 기반하여 블록의 내용물에 대한 경로(152)

를 통해 보상된 예측 이미지(예측된 이미지)를 발생시킨다. 경로(152)의 상기 모션 보상된 예측 이미지는 경로(153)의 에

러 신호 또는 예측 잔류(residual) 신호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의 매크로 블록에 있는 경로(110)의 비디오 이미지로부터 감

산기(115)에 의해 감산된다. 예측 잔류 신호가 형성됨으로써 입력 비디오 이미지의 리던던트(redundant) 정보를 효과적으

로 제거할 수 있다. 만일 현재의 프레임이 I-프레임으로 인코딩된다면, 경로(153)의 신호는 단순히 원시(original) 영상이

며 예측 잔류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후에, DCT 모듈(160)은 DCT 계수의 8 행 8 열 블록 세트를 만들기 위해 예측 잔류 신호의 각각의 블록에 대하여 포워

드 이산 코사인 변환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DCT 기저 함수 또는 서브 밴드 분해에 의해 양자화의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사

이코비쥬얼 기준((psychovisual creteria)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성된 DCT 계수의 8 행 8 열 블록은 양자화 모듈(170)에 의해 수신되고 상기 양자화 모듈(170)에서 DCT 계수가 양자화

된다. 양자화 프로세스는 정수값을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라운딩(rounding)을 통해 DCT 계수를 양자화값 세트로 분할함

으로써 DCT 계수가 표시되는 정확도를 낮춘다. 양자화 값들은 (시각적으로 가중된 양자화로 알려진) DCT 기저 함수들

(DCT basis functions)의 가시성(visibility)에 기반한 기준을 사용하여 각각의 DCT 계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즉, 양자화 값은 주어진 기저 함수의 가시성에 대한 임계값(threshold), 즉, 인간의 눈으로 탐지할 수 있는 계수 진폭

에 대응한다. 상기 값을 이용하여 DCT 계수를 양자화함으로써, 많은 DCT 계수는 "0" 값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이미지

압축 효율은 개선된다. 양자화 프로세스는 시각 품질을 달성하고 인코더의 출력과 주어진 비트율이 매칭(matching)되도록

인코더를 제어(비율 제어)하는데 중요한 동작이며 수단이다. 다른 양자화값이 각각의 DCT 계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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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화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예컨대, 휘도 양자화 테이블 또는 색차(chrominance) 양자화 테이블과 같은 기준 테이블

로서 설정된다. 그러므로, 인코더는 변환된 블록의 각각의 주파수 계수가 어떻게 양자화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양자화 매

트릭스를 선택한다.

그러나, 양자화 에러에 대한 주관적 지각(subjective perception)은 주파수에 따라 크게 변하므로 고주파수에 대해서는 보

다 조잡한(coarse) 양자화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양자화 에러에 대한 인간의 지각적 민감도는 공간 주파수

가 높을수록 낮다. 그 결과, 고주파수는 저주파수보다 허용되는 값들의 개수가 적으며 더욱 조잡하게 양자화된다. 게다가,

정확한 양자화 매트릭스는 의도하는 디스플레이의 특성, 가시 거리 및 소스의 잡음량과 같은 많은 외부 파라미터들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심지어 개별 시퀀스 프레임에 대하여 특정한 양자화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

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맞춤형(customized) 양자화 매트릭스는 압축 비디오 이미지와 함께 문맥(context)으로 저장될

수 있다. 양자화 스케일의 적절한 선택은 비율 제어 모드(130)에 의해 수행된다.

다음으로, 양자화된 DCT 계수의 8 행 8 열 블록은 신호 접속부(171)를 통하여 가변 길이 코딩(VLC) 모듈(180)로 수신되

며, 여기서 양자화 계수의 이차원 블록이 양자화 DCT 계수의 일차원 스트링으로 변환되도록 상기 양자화 계수의 이차원

블록은 "지그-재그" 순서로 스캐닝된다. 이러한 지그-재그 스캐닝 순서는 최저 공간 주파수로부터 최고 주파수로의 DCT

계수의 대략적인 순차적 순서이다. 그 후에, 가변 길이 코딩(VLC) 모듈(180)은 가변 길이 코딩과 런-렝스(run length) 코

딩을 사용하여 양자화 DCT 계수들의 스트링과 매크로 블록의 모든 부차적 정보를 인코딩한다.

상기 데이타 스트림은 "FIFO(First In-First Out)" 버퍼(190)로 수신된다. 상이한 영상 타입과 가변 길이 코딩을 사용한 결

과, FIFO로의 전체 비트율은 가변적이 된다. 즉, 각각의 프레임을 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들의 개수는 서로 다를 수 있

다. 고정-비율(fixed-rate) 채널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FIFO 버퍼는 비트율을 평탄하게(smoothing) 하기 위해

인코더 출력과 채널을 매칭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경로(195)의 FIFO 버퍼(190)의 출력 신호는 경로(110)의 입력 비

디오 이미지의 압축 형태 (또는 입력 이미지와 예측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압축된 차이 신호)이며, 경로(195)를

통해 저장 매체 또는 무선 통신 채널로 전송된다.

비율 제어 모듈(130)은 데이타 스트림의 전송후 디코더 측(수신기 또는 타겟 저장 장치내부, 미도시)의 오버플로우 및 언

더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 FIFO 버퍼(190)로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림의 비트율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인코더에 의해 발생된 비트수를 제어하기 위해 버퍼(190)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비율 제어 모듈(130)의

작업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율 제어 모듈(130)은 코딩율을 제어하면서도 비디오 이미지의 전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블록, 예를 들어 각각의 프레임 내에 있는 매크로 블록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한다. 즉, 프레임내 특정

블록들이 보다 많거나 또는 보다 적은 비트율 할당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프레임이 평가(evaluate)될 수 있

다.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의 경우, 여러가지 블록들은 다른 블록들보다 중요도가 높다. 예를 들면, 비디오 폰 애플리케이션

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나타내는 블록은 배경을 나타내는 블록보다 휴먼 뷰어(human viewer)에서 중요도가 높

다. 다른 예들에서는, 의료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특정 블록의 이미지, 즉, 잠재된 종양을 나타내는 블록은 주변 조직을 나

타내는 블록보다 중요도가 높으며, 또한 감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특정 블록의 이미지, 즉, 군사적 평가(assess)를 나타

내는 블록은 주변 위장을 나타내는 블록보다 중요도가 높다. 그러므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프레임내의 관련 블록들의 중

요도를 정의하는 기준을 지시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양자화 스케일은 전체 프레임을 통해 균일한 시각 품질을 유지하면

서 프레임에 대한 타겟 비트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프레임 내부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해 선택된다.

본 발명은 시간(예를 들면, 모션 추정/보상) 및 공간(예를 들면, 이산 코사인 변환) 인코딩을 구현하는 인코더를 통해 설명

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시간 및 공간 인코딩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시간 및 공간 인코딩도 사

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율 제어 모듈(130)은 프레임율 할당기(131) 및 매크로 블록율 할당기(132)를 포함한다. 프레임율 할당기

(131)는 현재 프레임에 대해 비트 예산(budget)(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할당하는 반면에, 매크로 블록율 할당기(132)는

현재 프레임 내부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한 비트 예산(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 또는 타겟 블록 비트율)을 할당한다.

요컨대, 프레임율 할당기(131)는 먼저 이전의 인코딩된 영상으로부터 또는 다양한 MPEG 테스트 모델을 실행함에 의해 특

정 타입의 영상(I,P,B)의 복잡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된 복잡도는 각 프레임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예측 비

트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은 다항식 형태를 가진 복잡도 척도

(complexity measure)에 따라 계산된다. 이러한 복잡도 척도는 프레임에 대해 선택된 양자화 스케일이 영상의 타겟 비트

율에 근접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유도된다. 일단 프레임이 인코딩되면, 비율 제어 모듈은 다항식 역행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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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polynomial regression process)를 통해 복잡도 척도를 순환적으로 조절한다. 즉, 매크로 블록을 코딩하는데 필요

한 실제적인 비트수는 다음 프레임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의 예측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잡도 척도를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양자화 스케일을 계산하는 동안, "타겟 프레임 비트율"도 또한 순환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러한 프레임율 할당 방법은 여

기에 참조로서 통합된, 출원 번호가 09/022,349(대리인 서류 번호 SAR12459)이고 출원일이 1998년 2월 11일이며, 발명

의 명칭이 "Apparatus And Method For Optimizing The Rate Control In A Coding System"인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 있

다. 본 발명은 다른 프레임 비트율 할당 방법, 예를 들면, 왜곡 척도(distortion measure) 등에 기반한 프레임 비트율 할당

방법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요컨대, 매크로 블록율 할당기(132)는 하나 이상의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을 결정하기 위해 계산된 타겟 프레임 비트율

을 적용하며, 타겟 프레임 비트율의 비트들은 매크로 블록의 절대차 평균(MAD)과 가중값(weighting)에 비례하여 분배된

다. 타겟 매크로 블록의 비트율과 대응하는 양자화 스케일 선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4를 참조하여 아래에서 논

의된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 반응에 기인하여, 몇몇 매크로 블록들은 휴먼 뷰어에서 다른 매크로 블록보다 중요도가 높을 수 있다.

매크로 블록의 중요도는 선택적인 매크로 블록 분류 모듈(120)에 의해 결정된다. 매크로 블록 분류 모듈(120)은 각 프레임

내의 매크로 블록들의 중요도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참조로서 통합된, 발명의 명칭

이 "Apparatus And Method For Employing M-Ary Pyramids To Enhance Feature-Based Classification And Motion

Estimation"이고 출원일이 1997년 12월 31일이며 출원 번호가 09/002258(대리인 서류번호 SAR 12626)인 특허 출원에

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매크로 블록 분류 방법들이 이용가능하다. 매크로 블록의 "중요도"는 이하 설명되는 가중치

(weighting)의 사용을 통해 설명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일 하나의 매크로 블록이 중요도가 높으면 이후 많은 비트가

상기 매크로 블록에 할당되는 반면에, 하나의 매크로 블록이 중요도가 낮으면 적은 비트가 상기 매크로 블록에 할당된다.

대안적으로, "매크로 블록 기반" 정보, 예를 들면, 어떤 매크로 블록들이 중요도가 높은지, 어떤 매크로 블록들이 하나의 프

레임에서 전경, 배경, 또는 물체 등과 같은 정보 중 어떤 형태의 정보를 운반하는 지에 관한 정보는 경로(112)의 이미지 시

퀀스로부터 직접 획득할 수 있다. 즉, 이미지 시퀀스가 이전에 프로세싱되고 저장 비디오 시퀀스 또는 서버의 프로그램과

같은 저장 매체에 저장되었다면, 저장된 비디오 시퀀스를 실행시킨 인코더는 "매크로 블록 기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매크로 블록 기반" 정보가 이미지 시퀀스와 함께 인코더(100)에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구현예에서, 매크로

블록 분류 모듈(120)은 생략될 수 있으며, 이는 매크로 블록 기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1로 돌아가서, 양자화 모듈(170)의 양자화된 DCT 계수의 8 행 8 열 블록은 또한 신호 접속부(172)를 통하여 역 양자화

모듈(175)로 수신된다. 이 단계에서, 인코더는 데이타를 디코딩함으로써 입력 비디오 이미지의 I-프레임들과 P-프레임들

을 재생성하며 그 결과 상기 프레임들은 다음의 인코딩을 위한 기준 프레임으로 사용된다.

역양자화(dequantizing)된 DCT 계수의 8 행 8 열 블록은 역 DCT 모듈(165)을 통과하게 되며, 역 DCT 모듈(165)에서 디

코딩된 에러 신호를 생성하도록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역 DCT가 적용된다. 상기 에러 신호는 가산기(155)를 통해 모션 보

상 모듈로부터 예측 신호에 다시 부가되어 디코딩된 기준 영상(재구성된 이미지)을 생성한다.

도 2는 이미지내의 매크로 블록들에 기반하여 이미지에 대한 비트들을 산출 및 할당하는 방법(200)에 대한 흐름도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방법(200)은 단계(205)에서 시작하고 현재 프레임에 대한 타겟 프레임 비트율이

결정되는 단계(210)로 진행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타겟 프레임 비트율은 (도 3에 도시된) 다항식 역행 프로세스

(polynomial regression process)를 사용하여 순환적으로 조절되는 복잡도 척도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도 3은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결정하는 방법(300)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이 방법은 단계(305)에서 시작

되고 프레임의 타겟 비트들(타겟 프레임 비트율), Tframe을 다음식으로 결정하는 단계(310)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R은 프레임 시퀀스의 잔존 비트수이고, Nf는 시퀀스의 잔존 프레임의 개수이며, Tprevious frame은 이전 프레임의

인코딩에 사용된 비트수이며, past_percent 는 상수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수 past_percent는 0.05로 선택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른 값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다른 값들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

미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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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방정식(1)에서 타겟 프레임 비트율은 이용가능한 비트들 및 마지막으로 인코딩된 프레임 비트들에 기초하여 계산

된다. 만일 마지막 프레임이 복잡하며 많은 비트들을 사용한다면, 이는 현재 프레임에 더 많은 비트들이 할당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량의 증가는 나머지 프레임들을 인코딩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비트수를 감소시킬 것

이며, 이에 따라 상기 프레임에 대한 할당량의 증가를 제한할 것이다. 가중 평균은 방정식(1)의 두번째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두개의 인자들의 절충(compromise)을 반영한다.

단계 320에서, 방법(300)은 다음과 같이 현재의 버퍼 풀니스(buffer fullness)에 의해 계산된 타겟 프레임 비트율(Tframe)

을 조절한다.

여기에서, T'frame은 조절된 타겟 비트율이며, "a"는 현재의 버퍼 풀니스(디코더로 전송될 비트들을 포함하는 버퍼의 일부

분)을 나타내며, b는 (물리적인 버퍼 크기 - 버퍼 풀니스(a))를 나타내며, c는 값이 2인(다른 값이 사용될 수 있음) 상수이

다. 이와 같이, "b"는 버퍼의 잔존 공간을 나타낸다. 방정식(2)은 버퍼가 반이상 채워지면, 조절된 타겟 비트율(T'frame)은

감소하게 됨을 나타낸다. 반대로, 만일 버퍼가 반이하로 채워지면, 조절된 타겟 비트율(T'frame)은 증가하게 된다. 만일 버

퍼가 정확히 반만큼 채워지면, 어떠한 조절도 필요없으며, 이는 방정식(2)의 결과가 T'frame = Tframe이 되기 때문이다.

단계 330에서, 방법(300)은 타겟 프레임 비트율(Rs/30)의 하한(lower bound)이 다음과 같이 유지됨을 선택적으로 확인한

다.

방정식(3)에서 Tframe은 두개의 가능한 값들 중에서 큰 값(max)을 취하며, Rs는 시퀀스(또는 세그먼트)의 비트율(예를 들

면, 24000 bits/sec)이다. 즉, 타겟율(Rs/30)의 하한은 최소 품질을 유지하거나 보장하는데 이용되며, 예를 들면 800 bits/

frame이 최소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최소 품질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인코더는 현재 프레임을 모두 스킵하는 옵션을 가

지게 된다. 이 후, 방법(300)은 단계(340)에서 종결된다.

다른 프레임 비트율 할당 방법, 예를 들면, MPEG TM4 및 TM5가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은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사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계산상의 오버헤드 및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의 정확도는 사

용된 프레임 비트율 할당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만일 성능을 저하시키는 대신에 계산상 복잡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MPEG TM4 및 TM5와 같은 프레임 비트율 할당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계

산상 복잡도가 증가하는 대신에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특허 출원(대리인 서류 번호 SAR 12459)의 프레

임 비트율 할당 방법 또는 다른 보다 복잡한 프레임 비트율 할당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 2로 돌아가서, 일단 Tframe이 결정되면, 방법(200)은 이하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 이미지에 있는 매크로 블록들

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을 결정한다. 이 후, 방법(200)은 단계(230)에서 종결된다.

도 4에 현재 이미지내에 있는 매크로 블록들에 대한 하나 이상의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을 결정하는 방법(400)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상기 방법은 단계(405)에서 시작하고 절대차(absolute difference)의 합(SAD) Si가 각각의 매크로 블

록 i에 대해 수행되는 단계(410)로 진행된다. 즉, (원시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값과 (예측된 이미지의) 대응하는 픽셀값 사

이의 절대차는 매크로 블록내에 정의된 픽셀들에 대해 수행된다. 다음으로, 매크로 블록들에 대한 픽셀들의 모든 절대차의

합은 매크로 블록 i에 대한 SAD를 생성하도록 수행된다.

단계(420)에서, 방법(400)은 Si가 임계값(Hq)보다 큰지 여부를 묻는다. 본 발명의 매크로 블록 비트 할당 방법에서 임계값

(Hq)은 여러 매크로 블록들을 제거하도록 선택된다. 즉, 공간 필터링 또는 양자화를 통해 특정 매크로 블록들의 정보는 제

거되거나 "0"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매크로 블록들은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들은 이러한

매크로 블록들에 할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임계값(Hq)은 여러 매크로 블록들을 제거하도

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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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시, 임계값(Hq)은 이전 프레임에서 스킵되었던 모든 절대차 평균(MAD)들의 평균값으로 선택되며, MADi는 매크로 블

록 i의 픽셀수로 Si를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재 프레임이 이미지 시퀀스의 제 1 프레임인 경우, Hq는 현재 프레

임에 존재하는 모든 MAD들의 평균의 절반값으로 세팅된다.

그리하여, 만일 단계(420)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오'이면, 방법(400)은 매크로 블록 i가 비트 할당 수신을 위한 고려에

서 제외되는 단계(425)로 진행된다. 만일 단계(420)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예'이면, 방법(400)은 매크로 블록 i가 아래에

서 설명될 바와 같이, 비트 할당 수신을 위해 고려되는 단계(423)로 진행된다.

단계(430)에서,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 Ri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매크로 블록 i(i=1,2,3,...)에 대하여 결정된다.

여기에서 Madi는 매크로 블록 i의 절대차 평균(MAD)이며, "n"은 프레임에 있는 매크로 블록들의 개수이며, "w"는 가중 인

자이며, Ri는 매크로 블록 i에 대한 추정된 타겟 매크로 블록 비트율이다. 가중 인자 w는 주어진 매크로 블록에 대한 Ri가

다른 기준에 따라 조절되도록 한다. 즉, 몇몇 매크로 블록들은 다른 매크로 블록들보다 중요도가 높을 수 있으며, "중요도"

는 단지 매크로 블록의 MAD에 기반하여 결정되지는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은 특정 매크로 블

록들을 강조할 수 있다. 선택적인 가중 인자 w를 결합함으로써, 다소의 비트들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기준에 따라 특정

매크로 블록에 할당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w는 "1"로 설정되지만,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다른 값들

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타겟 프레임 비트들(Tframe)은 매크로 블록의 절대차 평균(MAD)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예를 들면, 만일 이미지

가 각각 MADa=1, MADb=1, MADc=3, MADd=4인 "a", "b", "c", "d"의 단지 4개의 매크로 블록을 가지고, Tframe=100이

며, 매크로 블록 a와 b가 비트 할당 수신을 위한 고려에서 제외되도록 Hq가 선택되면, Rc 및 Rd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그러므로, 매크로 블록 a와 b의 MAD는 Rc및 Rd의 결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예는 Ri가 매크로 블록에 할당된 후

에 Tframe을 업데이트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일단 이미지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한 Ri가 결정되면, 단계(440)에서 방법(400)은 각각의 매크로 블록 i에 대한 양자

화 스케일(Qi)을 계산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양자화 스케일(Qi)은 출원 번호가 09/022,349(대리인 명세서 SAR

12459)인 미국 특허 출원에 개시된 왜곡 척도에 따라 계산된다. 간단하게, 양자화 스케일(Qi)은 이하 기술된 이차 방정식

(quadratic) 비율-왜곡 방법으로부터 산출된다.

여기에서 Ri는 매크로 블록 i에 사용된 실제 비트들이며, Qi는 매크로 블록 i에 대하여 선택된 양자화 레벨 또는 스케일을

나타내고, Ei는 왜곡 척도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Ei는 현재 프레임의 Ri를 포함한 매크로 블록들에 대한 모든

절대차 평균(MAD)의 합을 나타낸다. 즉, 척도(Ei)는 시퀀스의 연속된 프레임들 사이에서 매크로 블록 차이를 계산하기 위

해 매크로 블록의 비트 예산(budget)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 블록과 이전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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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동일 매크로 블록 사이의 차이값이 커질수록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 블록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비트수가 많아진다. 또

한, 다른 왜곡 척도들이 사용될수 있으며, 그 결과 Ei는 평균 제곱 오차 또는 최소 식별 차이(just-noticeable difference;

jnd)로 표현될 수 있다.

초기화 과정 동안, 방정식(6)에서 Ri는 Qi를 생성하도록 계산된 Ri로 대체된다. 파라미터 X1과 X2는 다음과 같이 초기화된

다.

Rs는 시퀀스(또는 세그먼트)에 대한 비트율, 예를 들면 24000 bits/second을 나타낸다. Ns는 인코딩된 프레임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즉, 저비트율 애플리케이션에서, 시퀀스내의 특정 프레임들은 인코딩되지 않을 수 있다(스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코더는 단지 매 4 프레임마다 인코딩될 수 있다. 스킵된 프레임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띠리 변경될 수

있다. 그리하여, 단계(440)에서, 양자화 스케일(Qi)은 방정식(6)과 방정식(7)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계산된 Qi는 매크로 블록들 사이에서 너무 현저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즉, Qi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제한된다.

여기에서, Qlast는 Ri를 포함하는 인접한 이전 매크로 블록의 양자화 스케일이며, "e"는 값이 "2"인 상수(애플리케이션에 따

라 다른 값들이 선택될 수 있음)이다. 즉, 계산된 Qi는 매크로 블록들 사이에서 "2" 값보다 크지 않은 값으로 변경되도록 제

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균일한 시각 품질을 유지시킨다. 즉, 이러한 제한은 매크로 블록들 사이에서 시각 품질의 현저한 변

화를 최소화한다. 만일 인접 매크로 블록(Ri를 포함하지 않는 매크로 블록)이 스킵되었다면, Qlast는 "스킵되지 않은(non-

skipped)" 그 다음의 인접한 매크로 블록을 기초로 결정된다.

단계(450)에서, Qi는 "실제 Ri"(매크로 블록을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제 비트수)를 생성하도록 매크로 블록을 인코

딩하기 위해 이용된다. 실제 인코딩후, 실제 Ri 및 Qi는 파라미터 X1과 X2를 개선하기 위해 다항식 역행 모델 또는 이차 방

정식 역행 모델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X1과 X2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용된다. 즉, 상수 X1과 X2는 매크로 블록에 할당된 비

트와 특정 양자화 레벨 또는 스케일의 매크로 블록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실제 비트수 사이의 불일치를 계산하기 위해 업데

이트 된다. 역행 모델은 기술적으로 공지되어 있다. 다양한 역행 모델들은 예를 들면, Bowerman and O'Connell,

Forecasting and Time Series, 3rd Edition, Duxbury Press, (1993, chapter 4)에 자세히 개시되어 있다.

또한, Tframe은 방정식(9)과 같이 Tframe에서 실제 Ri(actual Ri) 값을 뺀 값으로 업데이트된다.

전체 프레임이 인코딩되었을 때, 실제 Tframe(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제 비트수)은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매크로 블록의 양자화 스케일을 계산하기 위해 Ri를 사용하지만, 계산 자원의 할당과 같은 다른 코딩

파라미터들을 구현될 수 있다. 즉, 특정 매크로 블록 또는 일련의 매크로 블록들이 높은 Ri를 가지도록 결정된다면, 예를 들

어, 특정 매크로 블록 또는 일련의 매크로 블록들의 코딩시 다중 프로세서 코딩 시스템의 많은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보다

많은 프로세싱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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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470)에서, 방법(400)은 프레임에 다음 매크로 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일 물음에 대한 응답이 '아니오'

이면, 방법(400)은 단계(480)에서 종결된다. 만일 물음에 대한 응답이 '예'이면, 방법(400)은 단계(430)로 복귀하고, 단계

(430-460)는 모든 매크로 블록이 현재 프레임에서 평가될 때까지 반복된다.

도 5는 본 발명을 구체화한 웨이브렛(wavelet)-기반 인코더(500)를 도시한다. 인코더는 블록 모션 보상기(BMC) 및 모션

벡터 코더(504), 감산기(502), 이산 웨이브렛 변환(DWT) 코더(506), 비트율 제어기(510), DWT 디코더(512), 출력 버퍼

(514)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입력 신호는 비디오 이미지(비디오 시퀀스의 프레임을 정의하는 이차원 픽셀(화소) 어레

이)이다. 저비트율 채널을 통해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해, 비디오 프레임 시퀀스의 공간 및 시간 리던던시는 상당

히 감소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속된 프레임 사이의 차이만을 코딩하고 전송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인코더는

세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 BMC 및 모션 벡터 코더(504)를 사용하여, 프레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션을 나타내는 다

수의 모션 벡터를 생성한다; 둘째, 모션 벡터들과 결합된 이전 프레임의 재구성된 버전을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을 예측한

다; 세째, 예측된 프레임은 코딩되고 모션 벡터를 따라 수신기로 전송되는 프레임 오차들(residuals)를 생성하기 위해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감산된다.

이산 웨이브렛 변환은 입력 이미지의 통상적인 웨이브렛 트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웨이브렛 계층 서브밴드 분해(wavelet

hierarchical subband decomposition)를 실행한다. 이러한 이미지 분해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지는 두번의 서브 샘플링을

사용하여 고수평-고수직(HH), 고수직-저수평(HL), 저수평-고수직(LH), 저수평-저수직(LL) 주파수 서브 밴드로 분해된

다. 또한 LL 서브 밴드는 HH,HL,LH,LL 서브 밴드들의 세트를 만들기 위해 다시 두번 서브 샘플링된다. 이러한 서브 샘플

링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번의 서브 샘플링이 사용된 서브 밴드 어레이를 만들기 위해 순환적으로 실행된다. 바람

직하게는 여섯번의 서브 샘플링을 실행한다. 서브 밴드간 부모-자식(parent-child) 의존 관계는 부모 노드의 서브 밴드로

부터 자식 노드의 서브 밴드를 지시하는 화살표로 도시되어 있다. 가장 저주파수 서브 밴드는 좌측 상단의 LL1이며 가장

고주파수 서브 밴드는 우측 하단 HH3이다. 이 예에서, 모든 자식 노드는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갖는다. 서브 밴드 분해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J.M.Shapiro, "Embedded Image Coding Using Zerotrees of Wavelet Coefficients", IEEE Trans. on

Signal Processing, Vol. 41, No. 12, pp. 3445-62, December 1993에 개시되어 있다.

도 5의 DWT 코더는 "폭 우선(breadth first)" 또는 "깊이 우선(depth first)" 패턴으로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들을 코딩한

다. 폭 우선 패턴은 비트-평면 패턴에 의해 비트-평면의 웨이브렛 트리를 가로지른다. 즉, 모든 부모 노드, 모든 자식 노드,

모든 손자 노드의 순서로 노드를 양자화한다. 반대로, 깊이 우선 패턴은 저-저 서브 밴드(LL1)의 루트로부터 자식 노드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자식 노드로부터 저-저 서브 밴드(아래에서 위로)로 각각의 트리를 가로지른다. 비율 제어기(510)에

의한 적당한 양자화 레벨의 선택에 의해 상술한 바와 같이 시퀀스의 각 프레임내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의 비트율이 제어된

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다른 변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타입의 인코더에 적용될 수 있다.

도 7에 본 발명의 인코딩 시스템(700)이 도시되어 있다. 인코딩 시스템은 범용 컴퓨터(710)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720)

를 포함한다. 범용 컴퓨터는 CPU(712), 메모리(714) 및 이미지 시퀀스를 수신하고 인코딩하는 인코더(716)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코더(716)는 단순히 상술한 바와 같은 인코더(100) 및/또는 인코더(500)이다. 인코더(716)는 통

신 채널에 의해 CPU(712)에 연결되는 물리적인 장치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인코더(716)는 저장 장치로부터 로딩되고

컴퓨터의 메모리(712)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또는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와 같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인코더(100,500)는 메모리 또는 저장 장치와

같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컴퓨터(710)는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캠코더, 비디오 모니터, 다수의 이미징 장치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이

브, 하드 디스크 또는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지만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저장 장치와 같은 다수의 입/출력 장치

(720)에 결합되어 있다. 입력 장치는 인코딩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에 입력을 제공하거나 저장 장치

또는 이미징 장치로부터 비디오 이미지의 시퀀스를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인코딩 시스템으로부터의 인코딩

된 신호를 디코딩 시스템(미도시)으로 전달하는 통신 채널(730)이 도시되어 있다.

코딩율을 최적화하면서도 비디오 이미지의 전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프레임내의 각각의 매크로 블록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하는 새로운 장치 및 방법이 설명되고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많은 변화, 수정, 변경 및 다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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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본 발명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당업자가 실시예를 개시한 본 명세서 및 도면을 참작한 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사상과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변화, 수정, 변경 및 다른 사용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본 발명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미지 시퀀스의 각각의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해 비트들을 할당하는 방법으로서, 각각의 상기 프레임은 적어도 하나의

블록을 가지며, 상기 방법은,

(a) 상기 프레임에 대한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결정하는 단계; 및

(b)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대한 타겟 블록 비트율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 사이에서 상기 타겟 프레임 비트율

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대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상기 블록의 절대차 평균(Mad)에 따라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수학식

에 따라 결정되며, Mad는 블록의 상기 절대차 평균(MAD)이며, n은 상기 프레임에 있는 블록들의 개수이며, w는 가중 인

자(weighting factor)이며, Ri는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이며, Sad는 블록의 절대차의 합(SAD)이며, Tframe은 상기 타겟 프

레임 비트율이며, Hq는 상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임계값(Hq)에 따라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 사이에서 상기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할당하는 상기 단계 (b)로부터 상

기 임계값(Hq) 이하인 절대차의 합(SAD)을 가진 상기 프레임 내에 있는 각각의 블록을 제거함으로써 조절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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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매크로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프레임 비트율(Tframe)은, 수학식

에 따라 산출되며, R은 상기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잔존 비트 수이며, Nf는 상기 이미지 시퀀스의 잔존 프레임의 개수이며,

Tprevious frame은 이전 프레임을 인코딩하는데 사용된 비트 수이며, past_percent는 상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c)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c') 이전 블록의 이전 양자화 스케일에 따라 상기 양자화 스케일을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d) 상기 양자화 스케일을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을 인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이미지 시퀀스의 각각의 프레임을 인코딩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프레임은 적어도 하나의 블록을 가지며, 상기 장치는,

현재 프레임의 예측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션 보상기;

복수의 계수들을 생성하는 변환을 상기 현재 프레임과 상기 예측된 이미지 사이의 차이 신호에 적용하는 변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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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양자화 스케일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계수들을 양자화하는 양자화기;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대한 타겟 블록 비트율에 응답하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양자화 스케일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대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상기 블록의 절대차 평균(Mad)에 따라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각각의 복수의 블록들에 대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수학식

에 따라 선택되며, Mad는 블록의 상기 절대차 평균(MAD)이며, n은 상기 프레임에 있는 블록들의 개수이며, w는 가중 인

자(weighting factor)이며, Ri는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이며, Sad는 블록의 절대차의 합(SAD)이며, Tframe은 상기 타겟 프

레임 비트율이며, Hq는 상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임계값(Hq)에 따라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상기 임계값(Hq) 이하인 절대차의 합(SAD)을 가진 상기 프레임 내에 있는 각각의 블록을 제거함

으로써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매크로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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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타겟 프레임 비트율로부터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프레임 비트율(Tframe)은, 수학식

에 따라 산출되며, R은 상기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잔존 비트 수이며, Nf는 상기 이미지 시퀀스의 잔존 프레임의 개수이며,

Tprevious frame은 이전 프레임을 인코딩하는데 사용된 비트 수이며, past_percent는 상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복수의 명령들을 저장하는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로서, 상기 복수의 명령들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면 상기 프로세서가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기 단계들은,

(a) 프레임에 대한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결정하는 단계; 및

(b)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대한 타겟 블록 비트율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 사이에서 상기 타겟 프레임 비트율을 할

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대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상기 블록의 절대차 평균(Mad)에 따라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수학식

에 따라 결정되며, Mad는 블록의 상기 절대차 평균(MAD)이며, n은 상기 프레임에 있는 블록들의 개수이며, w는 가중 인

자(weighting factor)이며, Ri는 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이며, Sad는 블록의 절대차의 합(SAD)이며, Tframe은 상기 타겟 프

레임 비트율이며, Hq는 상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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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 블록 비트율은 임계값(Hq)에 따라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프레임 비트율(Tframe)은, 수학식

에 따라 산출되며, R은 상기 이미지 시퀀스에 대한 잔존 비트 수이며, Nf는 상기 이미지 시퀀스의 잔존 프레임의 개수이며,

Tprevious frame은 이전 프레임을 인코딩하는데 사용된 비트 수이며, past_percent는 상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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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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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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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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