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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다시점 동영상의 정보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다

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은, 기준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인접 프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각각의 인접

프레임마다 예측하는 단계; 기준 프레임과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인접 프레임에 대한 보상된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

계;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및 결정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시점 동영상에 대한 정보량을 최소화하는 예측 구조

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부호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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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프레임과 상기 기준 프레임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인접 프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상기 각각의 인접 프레임마다 예측

하는 단계;

상기 기준 프레임과 상기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인접 프레임에 대한 보상된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인접 프레임과 상기 보상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관계는 상기 인접 프레임과 상기 보상된 프레임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고,

상기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인접 프레임과 상기 보상된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대응하는 값에 반비례하는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Vi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i 번째 시점에서 획득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상기 cVi은 상기 기준 프레임 및, 상기

기준 프레임과 상기 Vi 프레임 사이의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보상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i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인접 프레임 및 상기 보상된 프레임에 대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MAD(Mean of Absolute

Difference),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MSE(Mean Square Error) 중 적어도 하나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왜곡도 Di(Vi, cVi)와 소정의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왜곡도 Di(Vi, cVi)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i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i의 값에 비례하는 B 프레임의 개수를 포함하는 예측 구조를 상기 예측 구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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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으로 복수 개의 시점(view)에 따른 프레임 간의 시차 예측을 수행하고, 수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프레임 간의 움

직임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는,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시작할 때, 상기 결정된 i보다 1이 작은 수만큼 상기 B 프레임을 포함하는 예측 구조를 상기 예측 구조

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는,

소정의 시간마다 상기 상관관계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9.

기준 프레임과 상기 기준 프레임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인접 프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상기 각각의 인접 프레임마다 예측

하는 예측부;

상기 기준 프레임과 상기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인접 프레임에 대한 보상된 프레임을 생성하는 보상부;

상기 인접 프레임과 상기 보상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상관관계 결정부;

상기 결정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예측 구조 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관계는 상기 인접 프레임과 상기 보상된 프레임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고,

상기 상관관계 결정부는,

상기 상관관계를 결정할 때, 상기 인접 프레임과 상기 보상된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대응하는 값에 반비례하는 왜곡도 Di

(Vi, cVi)를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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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상기 Vi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i 번째 시점에서 획득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상기 cVi은 상기 기준 프레임, 및 상기

기준 프레임과 상기 Vi 프레임 사이의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보상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i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관계 결정부는,

상기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할 때, 상기 인접 프레임 및 상기 보상된 프레임에 대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MAD(Mean of Absolute Difference),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MSE(Mean Square Error) 중 적어도

하나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 결정부는,

상기 왜곡도 Di(Vi, cVi)와 소정의 임계값을 비교하고, 상기 왜곡도 Di(Vi, cVi)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i의

값을 결정하고, 상기 i의 값에 비례하는 B 프레임의 개수를 포함하는 예측 구조를 상기 예측 구조로서 결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는,

수평으로 복수 개의 시점(view)에 따른 프레임 간의 시차 예측을 수행하고, 수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프레임 간의 움

직임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 결정부는,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시작할 때, 상기 결정된 i보다 1이 작은 수만큼 상기 B 프레임을 포함하는 예측 구조를 상기 예측 구조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는,

소정의 시간마다 상기 상관관계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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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8.

제1 영상과 상기 제1 영상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제2 영상 간의 시차 벡터를 예측하는 단계;

상기 제1 영상과 상기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제3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영상과 상기 제3 영상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영상과 상기 제2 영상에 대한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19.

제1 영상과 상기 제1 영상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제2 영상 간의 시차 벡터를 예측하는 예측부;

상기 제1 영상과 상기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제3 영상을 생성하는 생성부;

상기 제2 영상과 상기 제3 영상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상관관계 결정부;

상기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영상과 상기 제2 영상에 대한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예측 구조 결정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시점 동영상 시퀀스를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다시점 카메라에 의해 표현

되는 다시점 동영상의 정보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높은 품질의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특성 중 하나는 현실감이다. 이것은 3차원 영상에 기반한 화

상 통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3D 영상 시스템은 교육, 연예, 의료 수술, 화상 회의 등 많은 잠재적인 응용분야에서 이용

될 수 있다. 다수의 시청자에게 원격지의 장면에 대한 더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카메라가

약간 서로 다른 시점(view)에 배치되어 다시점 시퀀스를 생성한다.

3D 영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수의 연구 그룹이 3D 영상 처리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유럽

에서는, 디지털 스테레오 영상 시퀀스를 캡처하고, 부호화하고, 전송하고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목적으로

DISTIMA와 같은 여러 프로젝트에 의해 3DTV에 대한 연구가 개시되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3D 원격현장감

(telepresence)이 있는 통신에서 영상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다른 프로젝트인 PANORAMA를 이끌었다. 현재, 이

들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 ATTEST를 이끌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3D 컨텐츠 획득, 3D 압축 및 송신, 및 3D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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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시스템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연구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MPEG-2 및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시

스템은 특히 2D 콘텐츠 송신을 위한 베이스 레이어(base layer) 및 3D의 깊이감이 있는 데이터의 송신을 위한 어드밴스드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한, 시간 확장성(Temporal Scalibility, TS)에 의해 3D 컨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MPEG-2에서, 멀티뷰 프로파일(MVP)은 MPEG-2 표준에 대한 수정으로 1996년에 정의되었다. MVP의 중요한 새로운

구성요소는 멀티 카메라 시퀀스들에 대한 시간 확장성(TS) 모드의 이용에 대한 정의 및 MPEG-2 신택스에서의 획득 카메

라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이다.

감소된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로 신호를 대표하는 베이스 레이어 스트림을 부호화하고, 2개의 스트림들이 유효한 경

우 전체 프레임 레이트로 재생을 허용하기 위해 중간에 부가적인 프레임을 삽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향상 레이어를 정의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상 레이어를 부호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향상 레이어 프레임내의 각각의 매크로블록에 대해, 베이

스 레이어 프레임 또는 최근에 재구성된 향상 레이어 프레임로부터 최상의 움직임 보상 예측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에 대하여, 시간 확장성 신택스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및 다시점 채널 부호화를 수행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 목

적을 위하여, 하나의 카메라 시점으로부터의 프레임(통상 좌안의 프레임)은 베이스 레이어로서 정의되고 나머지로부터의

프레임은 향상 레이어로서 정의된다. 베이스 레이어는 동시 모노스코픽(monoscopic) 시퀀스를 나타낸다. 향상 레이어에

대해서, 시차(disparity) 보상 예측은 차단 영역(occluded region)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동일한 채널 내부의 움직임 보

상 예측에 의해 재구성된 영상 품질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MPEG-2 MVP는 스테레오 시퀀스로서 주로 정의되기 때

문에, 다시점 시퀀스를 지원하지 않으며, 본래부터 다시점 시퀀스로 확장하기는 어렵다.

도 1은 MPEG-2 멀티 뷰 프로파일의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MPEG-2에서 제공하는 확장성은 하나의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해상도나 형식을 갖는 영상을 동시에 복호화하기 위

한 것이며, MPEG-2에서 지원하는 확장성 중에서 시각 확장성은 프레임 레이트를 높임으로써 시각적 화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멀티 뷰 프로파일은 이러한 시간 확장성을 고려하여 스테레오 동영상에 적용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스테레오 동영상 개념을 갖는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의 구조는 도 1의 시간 확장성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

로, 스테레오 동영상 중 좌측 영상들은 베이스 시점 부호화기(base view encoder)로 입력되며, 스테레오 동영상의 우측

영상들은 시간적 보조 시점 부호화기(temporal auxiliary view encoder)로 입력된다.

보조 시점 부호화기는 시간 확장성을 위한 것으로, 시간적으로 베이스 레이어의 영상들 사이에 영상을 인터리빙하는 인터

레이어 부호화기(interlayer encoder)이다.

따라서, 좌측 영상을 따로 부호화 및 복호화하면 2차원 동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을 동시에 부호화

및 복호화하면 입체 동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동영상 전송이나 저장을 위해 두 영상의 시퀀스를 합치거나 분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멀티플렉서 및 시스템 디-멀티플렉서가 필요하다.

도 2는 MPEG-2 멀티 뷰 프로파일을 이용한 스테레오 동영상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베이스 레이어는 움직임 보상 및 이산 여현 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이용하여 부호화하고 역과정을 통

하여 복호화한다. 시간적 보조 시점 부호화기는 복호화된 베이스 레이어의 영상을 바탕으로 예측한 시간적 인터레이어 부

호화기(temporal interlayer encoder)의 역할을 한다.

즉, 2개의 시차 보상 예측, 또는 각각 한 개의 시차 예측 및 움직임 보상 예측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베이스 레이어의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보조 시점 부호화기는 시차 및 움직임 보상 DCT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를 포함

한다.

또한, 움직임 예측/보상 부호화 과정에서 움직임 예측기(predictor)와 보상기(compensator)가 필요한 것처럼 시차 보상

부호화 과정에서 시차 예측기와 보상기가 필요하다. 블록 기반의 움직임/시차 예측 및 보상에 덧붙여, 부호화 과정은 예측

된 결과 영상과 원영상과의 차영상들의 DCT, DCT 계수의 양자화 및 가변장 부호화 등을 포함한다. 반대로 복호화 과정은

가변장 복호화, 역 양자화, 역 DCT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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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2 부호화는 B 픽처를 위한 양방향 움직임 예측으로 인해서 매우 효율적인 압축 방법이며, 시간 확장성도 상당히 효

율적이기 때문에, 양방향 예측만을 사용한 B 픽처를 우측 영상의 부호화에 사용하여 고효율의 압축을 얻을 수 있다.

도 3은 양방향 예측을 위해 두 개의 시차 예측을 사용하여 시차만을 고려한 예측 부호화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좌측 영상은 논 스케일러블(non-scalable) MPEG-2 부호화기를 사용하여 부호화하고, 우측 영상은 복호화된 좌측 영상

을 바탕으로 MPEG-2 시간적으로 위치한 보조시점 부호화기를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즉, 우측 영상은 두 개의 참조 영상 예를 들어, 좌측 영상으로부터 구한 예측을 사용하여 B 픽처로 부호화된다. 이 때, 두 개

의 참조 영상 중 하나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될 좌측 영상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적으로 다음에 나올 좌측 영상이다.

그리고, 두 개의 예측은 움직임 추정/보상과 마찬가지로, 순방향, 역방향, 양방향의 세 가지 예측 모드를 가진다. 여기에서

순방향 모드는 같은 시간의 좌측 영상으로부터 예측한 시차를 의미하며, 역방향 모드는 바로 다음의 좌측 영상으로부터 예

측한 시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우측 영상의 예측은 두 개의 좌측 영상의 시차 벡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런 형태의 예측 방법을 시차벡터만을 고려한 예측 부호화라고 한다. 따라서, 부호화기에서는 우측 동영상의 각 프레

임마다 두 개의 시차 벡터를 추정하고, 복호화기에서는 이 두 개의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좌측 동영상으로부터 우측 동영

상을 복호화한다.

도 4는 양방향 예측을 위해 시차 벡터와 움직임 벡터를 사용한 예측 부호화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양방향 예측을 통한 B 픽처를 사용하지만, 양방향 예측은 한 개의 시차 추정과 한 개의 움직임 추정

을 사용한다. 즉, 하나의 동 시간대의 좌측 영상으로부터 시차 예측과 바로 이전 시간의 우측 영상으로부터의 움직임 예측

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차만을 고려한 예측 부호화와 마찬가지로 양방향 예측도 순방향, 역방향 그리고 양방향(interpolated) 모드로

불리는 3가지의 예측 모드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순방향 모드는 복호화된 우측 영상으로부터의 움직임 예측을 의미하며,

역방향 모드는 복호화된 좌측 영상으로부터의 시차 예측을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MPEG-2 멀티 뷰 프로파일의 규격 자체는 다시점 동영상에 대한 부호화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스테레오 동영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입체감 및 현장감을 제공하기 위한 다시

점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호화기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입체감 및 현장감을 제공하여 다시점 동영상을 효율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다시점 동영상에 대한 정보량을 최소화하는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다

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라, 기준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인접

프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각각의 인접 프레임마다 예측하는 단계; 기준 프레임과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인접 프레

임에 대한 보상된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및 결정된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을 제공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관관계는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프레임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고,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는, 인접 프레

임과 보상된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대응하는 값에 반비례하는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

서, Vi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i 번째 시점에서 획득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cVi은 기준 프레임 및, 기준 프레임과 Vi 프레임

사이의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보상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i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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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하는 단계는, 인접 프레임 및 보상된 프레임에 대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MAD(Mean of Absolute Difference),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MSE(Mean Square Error) 중 적어도

하나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는, 왜곡도 Di(Vi, cVi)와 소정의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 왜곡도 Di(Vi, cVi)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i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i의 값에 비례하는 B 프레임의 개수를 포함하는 예측 구조

를 예측 구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예측 구조는, 수평으로 복수 개의 시점(view)에 따른 프레임 간의 시차 예측을 수행하고, 수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프레임 간의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는,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시작할 때, 결정된 i보다 1이 작은 수만큼 B 프레임을 포

함하는 예측 구조를 예측 구조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예측 구조는, 소정의 시간마다 상관관계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동

영상 부호화 방법은, 재구성가능한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기준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인

접 프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각각의 인접 프레임마다 예측하는 예측부; 기준 프레임과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인접

프레임에 대한 보상된 프레임을 생성하는 보상부; 상기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상관관계

결정부; 결정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하는 예측 구조 결정부를 포함하는 다

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라,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는 다시점 영상 버퍼(510), 예측부(520), 시차/움직임 보상부(530)

, 차영상 부호화부(540) 및 엔트로피 부호화부(550)를 포함한다.

도 5에서, 제안된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는 다수의 카메라 시스템 또는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부터 통상 획득되는 다시

점 비디오 소스를 수신한다. 입력된 다시점 비디오는 다시점 영상 버퍼(510)로 저장된다. 다시점 영상 버퍼(510)는 저장된

다시점 동영상 소스 데이터를 예측부(520) 및 차영상 부호화부(540)에 제공한다.

예측부(520)는 시차 추정부(522) 및 움직임 추정부(524)를 포함하여, 저장된 다시점 비디오 소스에 대해 움직임 예측 및

시차 예측을 실행한다. 예측부(520)는 도 6 내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시차 벡터 및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여 시차/움직임 보상부(530)에 제공한다.

예측부(520)에서 움직임과 시차에 대한 예측을 실행할 때, 도 6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후술할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동

영상 부호화 구조와 같이, 다시점 시차 벡터와 이를 동영상으로 확장했을 때 발생되는 움직임 벡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추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즉, MPEG-2로 부호화하기 위한 구조를 시점축으로 확장하여 공간적/시간적 상관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차/움직임 보상부(530)에서 시차 및 움직임 보상은 시차 추정부(522) 및 움직임 추정부(524)에서 추정된 움직임 벡터

및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실행된다. 시차/움직임 보상부(530)는 추정된 움직임 및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복원된 영상을 차

영상 부호화부(540)에 제공한다.

차영상 부호화부(540)는 다시점 영상 버퍼(510)로부터 제공되는 원래 영상과 시차/움직임 보상부(530)에 의해 보상된 복

원 영상의 차 정보를 보다 나은 화질과 입체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 영상 부호화를 수행하여 엔트로피 부호화부(550)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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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부호화부(550)는 예측부(520)에서 생성된 시차 벡터 및 움직임 벡터에 대한 정보와 차영상 부호화부(540)로부

터의 잔차 영상를 입력받아서 다시점 동영상 소스 데이터에 대한 비트 스트림을 생성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의 단위 부호화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은, 시점의 개수가 3개라고 가정할 때, 코어-예측 구조 또는 단위-예측 구조의 구조이다. 사각형 블록은 다시점 비디

오 소스에서의 영상 프레임을 나타낸다. 수평방향 화살표는 시점 또는 카메라 위치에 따른 프레임의 시퀀스를 나타내고,

수직방향 화살표는 시간에 따른 프레임의 시퀀스를 나타낸다. 프레임에서, I 픽처는 MPEG-2/4 또는 H.264에서의 I 프레

임과 동일한 "인트라 픽처"를 나타낸다. P 픽처 및 B 픽처는 각각 MPEG-2/4 또는 H.264에서와 유사하게 "예측 픽처" 및 "

양방향 예측 픽처"를 나타낸다.

그러나, P 픽처 및 B 픽처는 다시점 비디오 코딩에서 함께 움직임 예측 및 시차 예측에 의해 예측된다. 도 6에서 픽처 프레

임 간의 화살표는 예측 방향을 의미한다. 수평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는 시차 측정을 의미하고, 수직방향을 지시하는 화살

표는 움직임 예측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B 픽처는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의 부호화에 이용되는 3가지의 B 픽처의 타입 및 P1 픽처를 도시하는 도

면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B 픽처는 3개의 타입의 픽처로 구성된다. 도 7에서, B-, B1-, B2- 픽처는 수평으로 또는 수

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프레임에 의해 예측되는 픽처-프레임을 의미한다.

B-픽처는 도 7의 (a)과 같이 수평으로 인접한 2개의 프레임, 도 7의 (b)와 같이 수직으로 인접한 2개의 프레임에 의해 예

측된다. 한편, 도 7의 (c)와 같이 P1 프레임으로 도시된 프레임은 수평으로 인접한 1개의 프레임 및 수직으로 인접한 1개

의 프레임에 의해 예측되는 양방향 예측 프레임이지만, 본 명세서에서는 P1 프레임으로 정의한다.

B1-픽처는 도 7의 (d)와 같이 수평으로 인접한 2개의 프레임과 수직으로 인접한 1개의 프레임, 또는 도 7의 (e)와 같이 수

평으로 인접한 1개의 프레임과 수직으로 인접한 2개의 프레임에 의해 예측된다. B2-픽처는 도 7의 (f)와 같이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4개의 인접한 프레임에 의해 예측된다.

다시 도 6을 참조하여, 다시점 동영상의 예측 시퀀스를 나타내는 단위 부호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6에서, 기본적인

예측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I -> P -> B(또는 P1) -> B1 -> B2

우선, I 프레임(601)이 인트라 예측된다. I 프레임(601)에서 수평으로 P 프레임(603)이 예측되고 수직으로 P 프레임(610)

이 예측된다.

그런 다음, I 프레임(601) 및 P 프레임(603)을 참조하여 수평으로 양방향 예측을 수행하여 B 프레임(602)이 예측되고, I 프

레임(601) 및 P 프레임(610)을 참조하여 수직으로 양방향 예측을 수행하여 B 프레임(604) 및 B 프레임(607)이 예측되고,

수평으로 P 프레임(610)을 참조하고 수직으로 P 프레임(603)을 참조하여 P1 프레임(612)이 예측된다.

그 다음으로 B1 프레임들이 예측된다. 수평으로 B 프레임(604)을 참조하고 수직으로 P 프레임(603)과 P1 프레임(612)을

참조하여 B1 프레임(606)이 예측되고, 수평으로 B 프레임(607)을 참조하고 수직으로 P 프레임(603) 및 P1 프레임(612)

을 참조하여 B1 프레임(609)이 예측되고, 수평으로 P 프레임(610) 및 P1 프레임(612)을 참조하고 수직으로 B 프레임

(602)을 참조하여 B1 프레임(611)이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B2 프레임들이 예측된다. 수평으로 B 프레임(604) 및 B1 프레임(606)을 참조하고, 수직으로 B 프레임(602)

및 B1 프레임(611)을 참조하여 B2 프레임(605)이 예측되고, 수평으로 B 프레임(607) 및 B1 프레임(609)을 참조하고 수

직으로 B 프레임(602) 및 B1 프레임(611)을 참조하여 B2 프레임(608)이 예측된다.

등록특허 10-0667830

- 9 -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양방향 예측을 수행할 때, B 프레임뿐 아니라 B1 프레임 및

B2 프레임을 이용하여, B 프레임의 개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다시점 영상을 부호화할 때, 정보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

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접한 프레임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결정하는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의 (a)에서 V1, V2 내지 Vn는 인접하게 위치되는 다시점 카메라로부터 촬영되어 출력되는 영상을 도시한 것이다. 도

8에서, V0 프레임을 출력하는 카메라를 기준(base) 카메라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카메라를 기준 카메라로 정할 수 있음

은 물론이다. 공간적 예측 즉, 시차 예측은 기준 카메라 및 인접한 n-카메라 사이의 카메라들로부터 출력된 프레임들로 수

행된다.

도 8의 (b)에 도시된 cV1으로부터 cVn까지의 영상은 보상된 영상 프레임을 도시한 것이다. 보상된 영상 프레임은 도 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측한 시차 벡터 및 기준 카메라으로부터 출력되는 V0 프레임을 이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V0 프레임 및 V2 프레임 사이의 시차 벡터를 예를 들어, 블록 단위 시차 추정 방법에 의하여 예측한다. 예측된

시차 및 V0 프레임을 이용하여 보상된 프레임은 cV2이다. V0 프레임과 V2 프레임의 영상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

에는, 보상된 cV2 프레임과 원래의 V2 프레임은 유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V0 프레임 및 V2 프레임 사이의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다시점 영상을 부호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V0 프레임과 V3 프레임에 포함되는 영상에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적은 경우에는, V0 프레임과 V3 프

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예측하고, V0 프레임과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cV3 프레임을 보상하게 되면, V3 프레임과

cV3 프레임 간에 차이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인접한 프레임들 간의 유사여부가 예측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접한 프레임들 간의 유

사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원래의 인접 프레임이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보상된 인접 프레임과 유사

성이 있는 경우 상관관계가 있다고 정의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인접 프레임들간의 유사 여부는 원래의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인접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V0 프레임을 기준 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기준 프레임이라고 할 때, V0 프레임과 Vi 프레임에 포

함되는 영상이 유사한지 여부는, 보상된 cVi 프레임과 원래의 Vi 프레임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또는 상관관계에 해당

하는 값에 반비례하는 왜곡도(distortion)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래의 영상과 원래의 영상과 보상된 영상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인 왜곡도는 Di(Vi, cVi)(여기에서, i는 0보다 큰

정수)로 정의된다. Vi는 기준 카메라로부터 i번째 카메라가 촬영하여 출력하는 프레임을 의미하고, cVi는 기준 카메라로부

터 촬영한 프레임 예를 들어, V0 프레임과 Vi 프레임과의 시차 벡터 및 V0 프레임을 이용하여 보상된 프레임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왜곡도 Di(Vi, cVi) 를 계산하기 위하여 PSNR(Peak to Signal Noise Ratio), MAD(Mean

of Absolute Difference),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MSE(Mean Squared Error) 등의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AD를 이용하는 경우, 왜곡도는 i번째 카메라에 의해 출력된 Vi 프레임 서브 블록(또는 매크로블록)의 실제 픽

셀값과 보상된 프레임인 cVi 프레임의 보상된 서브 블록(또는 매크로블록)의 보상된 픽셀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모두 더해

서 구해질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초기 프레임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예측 구조는 우선 초기의 예측 구조를 결정할 때, 또는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수행할 때에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예측 구조는 시간 t1에서 I 프레임과 P 프레임의 유사성에 따라서 I 프레임과 P

프레임의 사이의 B 프레임의 개수가 비례하여 증가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기준 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기준

프레임과 인접한 카메라들로부터 출력된 인접 영상 프레임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라 일정한 시간마다 재구성할 수 있는 픽

처 구조를 제안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왜곡도 Di(Vi, cVi)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i의 값을 결정하고, i의 값에 비례하는 B 프레

임의 개수를 포함하는 예측 구조를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로서 결정한다. 여기에서 임계값은 실험으로 정

할 수 있는 소정의 값이다. 또한, 임계값은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하는 함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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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시작할 때, 왜곡도 Di(Vi, cVi)가 소정의 임계값(th)보다 작은 경

우에는, (i-1) 개의 B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할 수 있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V1 프레임과 복원된 cV1 프레임 사이의 왜곡도 D1(V1, cV1)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V1 프레임과 복원된 cV1 프레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B 픽처를 포함하지 않는 도 9의 (a)에 도시된

타입-A의 예측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입-A의 예측 구조는 B 픽처를 이용하지 않고 I 픽처 및 P 픽처만을 이용하여 구성되며, 인접한 프레임들 간의 상관관계

가 낮을 때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I 또는 P 픽처(901)를 참조하여 P 픽처(902)를 예측하고, P 픽처(902)를 참조하

여 P 픽처(903)를 예측한다.

한편, 왜곡도 D1(V1, cV1)가 소정의 임계값보다는 작지만, V0 프레임과 V2 프레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상의 부분

이 작은 경우에는, D2(V2, cV2)는 소정의 임계값보다 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되는 픽처(911, 913) 사이에는 1개

의 B 픽처를 포함하는 도 9의 (b)에 도시된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예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9의 (a)의 B 픽처를 포

함하지 않는 타입-A의 예측 구조를 이용하는 것보다 정보량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압축 부호화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타입-B의 예측 구조는 도 9의 (a)와 도 9의 (c)에 비해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왜곡도 D2(V2, cV2)까지는 소정의 임계값보다 작지만, 왜곡도 D3(V3, cV3)는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도

9의 (a) 및 (b)에 비하여, I 픽처와 P 픽처 사이 또는 P 픽처와 P 픽처 사이에 인접한 프레임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때 이

용될 수 있는 타입-C의 예측 구조를 이용한다. 도 9의 (c)를 참조하면, 참조되는 픽처(921, 924) 사이에 양방향 예측을 수

행하여 생성되는 B 픽처(922, 923)가 2개 포함된다. 이와 같이, 2개의 B 픽처를 포함하는 도 9의 (c)에 도시된 타입-C의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예측하면, 도 9의 (a) 또는 도 9의 (b)의 예측 구조를 이용하는 것보다 정보량을 줄이면서 효율적으

로 압축 부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측 구조에 B 프레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주기적으로 1개의 B 프레임이 포함되는 경우, 2개의 B 프레임

이 포함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으나, 도 9의 (a) 내지 도 9의 (c)의 구조는 카메라 즉, 시점의 개수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즉, 원래의 프레임과 보상되어 재구성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B 픽처를 더 많이 포함하는 예측 구조가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참조되는 픽처 사이의 B 픽처는 3개, 4개 등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시

점 V1에서 I 프레임을 기준 프레임으로 설명하였으나, 기준 프레임은 P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우선,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수행할 때, 즉, 시간이 t1일 때, 프레임의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도 10에서는 상술한 D1(V1,

cV1)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커서 도 9의 (a)에 도시된 타입-A의 형태로 예측을 시작한다. 시간 t2 및 t3에서의 예측 구조

는 시간 t1에서 타입-A의 예측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다음, t4에서 동영상의 Di를 계산하여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t4에서도 D1(V1, cV1)이 소정의 임

계값보다 커서 타입-A와 유사한 타입-A1의 형태로 예측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타입-A1은 P 프레임과 P1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P 프레임으로부터 예측이 시작되는 점을 제외하고 타입-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시간 t5 및 t6에서의 예측

구조는 시간 t4에서의 타입-A의 예측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다음, t7에서 다시 동영상의 Di를 계산하여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t7에서도 D1(V1, cV1)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커서

타입-A와 유사한 타입-A1의 형태로 예측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입-A 및 타입-A1의 예측

구조만을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의 예측이 수행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에서는 상술한 D2(V2, cV2)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크지만 D3(V3, cV3)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로서 도 9의

(b)에 도시된 타입-B의 형태로 예측을 시작한다. 시간 t2 및 t3에서의 예측 구조는 시간 t1에서의 타입-B의 예측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t4에서 다시 동영상의 Di를 계산하여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t4에서도 D2(V2, cV2)이 소정의 임계값보

다 크지만 D3(V3, cV3)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작아서 타입-B와 유사한 타입-B1의 형태로 예측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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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입-B1은 P프레임에서 예측이 수행되는 점을 제외하고 타입-B와 유사한 예측 구조를 가지

며, P 프레임, B1 프레임, P1 프레임, B1 프레임 및 P1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시간 t5 및 t6에서의 예측 구조는 시간 t4에

서의 타입-B1의 예측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t7에서 다시 동영상의 Di를 계산하여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입-B 및 타입-B1의 예측 구조

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의 예측이 수행될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시간이 t1일 때 프레임의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도 10에서는 상술한 D1(V1, cV1)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커서 타입-A의

형태로 예측을 시작한다. 시간 t2 및 t3에서의 예측 구조는 시간 t1에서 타입-A의 예측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다음, t4에서 동영상의 Di를 계산하여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t4에서는 D2(V2, cV2)이 소정의 임

계값보다 크지만 D3(V3, cV3)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작아서 타입-B1의 형태로 예측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시간 t5 및

t6에서의 예측 구조는 시간 t4에서의 타입-B1의 예측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t7에서 다시 동영상의 Di를 계산하여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입-A의 예측 구조, 타입-B1의

예측 구조, 및 타입-A1의 예측 구조 순서와 같이 동영상의 특성에 따라 예측 구조를 바꾸면서 다시점 동영상의 예측이 수

행될 수 있다. 즉, 도 10 내지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측 구조는 모든 GOGOP(Group of Group of Picture)에 적용될 수

있으며,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시작하는 모든 초기의 단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한편, P 프레임으로 예측을 시작하더라도 I

프레임으로 예측이 시작될 때 구성될 수 있는 예측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변형된 예측 구조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는 소정의 시간마다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기준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인접 프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각각의 인접 프레임마다 예측한다(S

1310). 기준 프레임과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인접 프레임에 대한 보상된 프레임을 생성한다(S 1320).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한다(S 1330).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는,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프

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대응하는 값에 반비례하는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Vi은 기준 시점

으로부터 i 번째 시점에서 획득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cVi은 기준 프레임 및 Vi 프레임 사이의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보상

된 프레임을 나타내고, i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왜곡도 Di(Vi, cVi)는 원래의 인접 프레임 및 보상된 프레임에 대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 MAD(Mean of Absolute Difference),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MSE(Mean Square Error) 중 적어도 하나

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결정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한다(S 1340). 예측 구조의 결

정은, 왜곡도 Di(Vi, cVi)와 소정의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 왜곡도 Di(Vi, cVi)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i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i의 값에 비례하는 B 프레임의 개수를 포함하는 예측 구조를 예측 구조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

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는 도 6 내지 도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평으로 복수 개의 시점

(view)에 따른 프레임 간의 시차 예측을 수행하고, 수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프레임 간의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기 위

한 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으로 확장될 수 있다.

I 프레임으로 예측을 시작할 때, 결정된 i보다 1이 작은 수만큼 B 프레임을 포함하는 예측 구조를 예측 구조로 결정할 수 있

다. 한편, 예측 구조는, 소정의 시간마다 기준 프레임과 인접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

정된 재구성가능한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할 수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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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는 예측부(1410), 보상부(1420), 상관관계 결정부(1430) 및 예측

구조 결정부(1440)를 포함한다.

예측부(1410)와 보상부(1420)에는 다시점 영상버퍼(도시되지 않음)로부터 다시점 비디오 소스가 입력된다. 예측부

(1410)는 기준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 다른 시점을 가지는 인접 프레임 간의 시차 벡터를 각각의 인접 프레임마다 예측하

여 보상부(1420)에 시차 벡터를 전달한다. 보상부(1420)는 기준 프레임과 예측된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인접 프레임에 대

한 보상된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관관계 결정부(1430)는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한다. 상관관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인접 프

레임과 보상된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대응하는 값에 반비례하는 왜곡도 Di(Vi, cVi)를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예측 구조 결정부(1440)는 결정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결정한

다. 결정된 예측 구조를 이용하여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하는 것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

와 동일한 구성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

론될 수 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디스크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본질

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실시예에 한

정되지 않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다양한 실시 형태가 포함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입체감 및 현장감을 제공하여 다시점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접 프레임과 보상된 인접 프레임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를 위한 예측 구조를 채택하여 다시점

동영상에 대한 정보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시점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MPEG-2 멀티 뷰 프로파일(MVP: Multiview profile)의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MPEG-2 멀티 뷰 프로파일을 이용한 스테레오 동영상 부호화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양방향 예측을 위해 두 개의 시차 예측을 사용하여 시차만을 고려한 예측 부호화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양방향 예측을 위해 시차 벡터와 움직임 벡터를 사용한 예측 부호화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의 단위 부호화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의 부호화에 이용되는 3가지의 B 픽처의 타입 및 P1 픽처를 도시하는 도

면.

등록특허 10-0667830

- 13 -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인접한 프레임들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초기 프레임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의 예측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방법의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시점 동영상 부호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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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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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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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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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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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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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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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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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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