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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상 등의 디지털 정보의 단위를 부호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모든 데이터는 먼저, 부호
화기에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에 의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압축 패스를 실행시킴으로써 분석된다. 양자화 
스케일 설정 및 생성된 비트 등의 화상 속성들을, 그 결과로 생긴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추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
별 단위(화상) 양자화 스케일 및 비트 할당 설정을, 일정 비트 레이트 혹은 가변 비트 레이트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
음 패스를 위해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버퍼 경계를 준수한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제 2 압축 패스에서, 일정 비트 레이
트 혹은 가변 비트 레이트의 압축 비트스트림이 생성되지만, 이 때에는 그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을 사용하
지 않고, 그 대신에 마련한 화상 비트 할당 및 양자화 스케일 설정을 사용한다. 게다가, 소정 메카니즘은 전체 비트 생성 
정확도를 감시할 것이다.
    

대표도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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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가상 버퍼 검증기의 블럭도.

도 2는 통상의 영상 압축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MPEG 데이터 스트림의 영상 압축 층에서 압축 데이터의 GOP(Group of Picture) 층의 전형적인 세트를 도시
한 도면.

도 4는 MPEG 데이터 스트림의 영상 압축 층내의 압축 데이터의 매크로블럭(MB) 층에서 화상의 전형적인 매크로블럭 
세분화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매크로블럭의 블럭 세분화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전형적인 GOP에서 화상의 유형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일정 비트 레이트 모드의 동작시 시간에 따른 가상 복호화기 버퍼의 변화를 도시한 전형적인 그래프도.

도 8은 가변 비트 레이트 모드의 동작시 시간에 따른 가상 복호화기 버퍼의 변화를 도시한 전형적인 그래프도.

도 9는 다중 패스 부호화 시스템의 개략도.

도 10은 제 2 패스 가변 비트 레이트 동작을 위한 양자화 스케일을 마련하기 위한 버퍼 언더플로우 방지 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복호화기 버퍼 103: 복호화기

105: 디스플레이 201: 복잡도 추정기

203: 화상 비트 할당기 205,901,903: 화상 부호화기

904: 전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압축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동영상 신호를 압축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와, 디지털 저장 매체와, VLSI 디바이스와, 영상 및 음성 신호의 디지털 처리 분야의 기술적 진보
에 따라, 디지털 영상의 전송 및 저장이 다수의 응용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디지털 영상 신호의 저장 
및 전송은 다수의 응용 분야에서 핵심으로 되며 영상 신호의 비압축된 표현은 통상적으로 상당한 저장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의 사용은 이러한 기술 분야의 진보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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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 신호의 압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표준들이 지난 십년 간 등장하였고, 현재에도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다. 이들 표준은, 여러 응응 분야, 예컨대 화상 전화 및 원격 회의(teleconferencing)와, 동축 네트워크(coaxial ne
tworks), 광 섬유(fiber-optic)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 혹은 직접 위성 방송을 통한 고화질 디지털 TV 전송과, CD-
ROM, 디지털 테이프, 디지털 화상 디스크(DVD) 및 디스크 드라이브 상에 저장된 대화형 멀티미디어 제품들에 압축된 
디지털 영상의 전송 및 저장을 위한 알고리즘에 적용된다.
    

    
이들 압축 표준 중 몇개 표준에는, CCITT(Consultativ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legraphy and Telephony) 
권고안 H.120, CCITT 권고안 H.261, ISO/IEC MPEG-1 및 MPEG-2 표준 등의 압축 기술들의 공통의 핵심부(cor
e)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MPEG 알고리즘은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및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연합 기술 위원회의 일부인 동화상 전문가 그룹(MPEG)에 의
해 개발되었다. MPEG 위원회는 영상 및 관련 음성 신호의 다중화된 압축 표현에 대한 여러 표준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들 표준은 압축된 비트 스트림의 문법(syntax)과 복호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호화기에는 새로운 알고리즘 내
지 변형된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상당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MPEG-1 표준은, 순차주사(progressive) 영상을 압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순차주사 영상 시퀀스에서, 
그 시퀀스내의 매 프레임은 별개의 시간에 보여지는 하나의 장면을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월주사(interlaced) 
영상에서는, 필드 — 스크린 상의 홀수 라인들로 이루어지거나 짝수 라인들로 이루어진 화상 — 가 주기적으로 포착된
다. 비월주사 영상의 경우, 스크린상의 상부 필드와 하부 필드가 교대로 리프레시(refresh)된다. 임의의 소정의 시간에
서, 두 필드(하나의 프레임을 이룸)로부터의 데이터가 보이게 할 수 있다.
    

MPEG-2 표준은 비월주사 영상, 순차주사 영상 혹은 이들을 혼합한 영상을 압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부호
화기가 각각의 프레임이 순차주사 방식인지 비월주사 방식인지를 명시한다.

    
MPEG 표준은 비트 스트림을 규정하며, 이 비트 스트림내에서는 각 화상의 압축된 표현의 비트 수가 변할 수 있다. 이
러한 변동은, 부호화될 장면의 공간-시간적 복잡도가 시간에 따라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화상 처리
의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트 레이트의 변동을 고르게 하는데 버퍼를 사용하게 된다. 일정 비트 레이
트의 저장 매체 혹은 전송 채널의 경우, 예컨대, 버퍼링은 압축된 화상의 비트 레이트가 버퍼의 크기에 따른 제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저장 장치 또는 전송 채널로 일정 비트 레이트를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버퍼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MPEG 표준은 도 1에 도시된 VBV(가상 버퍼 검증기:Virtual Buffer Verifier)라 불리
는 가설적 디코더(hypothetical decoder)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디코더는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이 디코더 버퍼 크기 
및 입력 비트 레이트에 대한 명시된 제한에 따라 복호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VBV에는 두개의 동작 모드, 즉 
일정 비트 레이트(CBR)와 가변 비트 레이트(VBR)가 있다. 이들 두 모드는 이하에서 설명된다.

    
일정 비트 레이트 동작의 경우, 복호화기 버퍼(101)에는 저장 혹은 전송 매체로부터 압축된 데이터(100)가 일정 비트 
레이트로 채워진다. 버퍼 크기와 비트 레이트는 모두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 전송되는 파라메타들이다. 소정의 초기 
지연 — 이것 또한 비트 스트림내의 정보로부터 유도됨 — 후, 가설적 복호화기(103)는 즉시 버퍼로부터 첫번째 화상
과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제거한다. 그후, 시퀀스의 화상 속도와 동일한 간격으로, 그 복호화기는 버퍼내의 가장 이른(
earliest) 화상과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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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비트 레이트 동작은, 압축된 비트 스트림이 버퍼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명시된 최대 비트 레이트로 버퍼에 진입
하고, 일단 채워진 시점에서는 버퍼가 부분적으로 비게 될 때까지 더이상 비트가 입력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는 실제로 가변적인 버퍼 진입 비트 레이트를 의미한다.

    
비트 스트림이 MPEG 비트 레이트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화상의 모든 데이터가 복호화기가 요구
한 때에 즉시 버퍼내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각 화상에서 허용되는 비트 수의 상
한 및 하한(UVBV 및 LVBV)을 의미한다. 소정의 화상에 대한 상한과 하한은 이에 선행하는 모든 화상들에서 사용된 
비트의 수에 의존한다. VBV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 부호화기의 기능이다. 실제의 복호
화기가 반드시 전술한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동작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가설적 복호화기 및 이와 연관된 버퍼
는 단지 압축된 화상의 크기에 계산가능한 제한을 두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비트 레이트 제어 방안은 곤잘레스(Gonzales) 및 비시토(Viscito)의 미국 특허 제 5,231,484 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MPEG에 사용될 수 있는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방안의 블럭도가 도 2
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에서는, 입력 영상 신호 Fk200이 복잡도 추정기(Complexity Estimator)(201)와 화상 
부호화기(Picture Coder)(205)에 전송된다. 복잡도 추정기는 복잡도 추정치 Ck(신호 202)를 화상 비트 할당기(Pic
ture Bit Allocator)(203)에 전송한다. 화상 비트 할당기는 양자화 스케일 Qk(신호 204)를 화상 부호화기(205)에 
전송한다. 양자화 스케일은 부호화기로부터 압축된 영상 신호를 수신하고 있을 가설적 복호화기 버퍼의 순간 버퍼 충만
도와 이전 부호화된 화상의 복잡도에 따라 설정된다. 화상 부호화기는 양자화 스케일을 사용하여 Fk를 부호화하고 출력 
비트 스트림 CDk(신호 206)을 생성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것과 관련하여, 본원 발명의 목적은 화상 등의 디지털 정보의 단위를 부호화하는 시스템 및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모든 데이터는 우선, 부호화기에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에 의해,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압축 패스(compression pass)를 실행시킴으로써 분석된다. 다음에,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개별 단위(화상) 양
자화 스케일 및 비트 할당 설정을, 일정 비트 레이트 혹은 가변 비트 레이트 중 어느 한 비트 레이트에 대한 다음 패스
를 위해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제 2 압축 패스에서는, 일정 비트 레이트 혹은 가변 비트 레이트
의 압축 비트 스트림이 생성되지만, 이 때에는 그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마련한 화
상 비트 할당 및 양자화 스케일 설정을 비트 생성의 정확도를 감시하는 소정 방법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여러 실시예에서는, 초기 압축 패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일정 비트 레이트 혹은 가변 비트 레이트의 
제 2 압축 패스를 위한 비트 생성 및 양자화 스케일 목표치를 마련하며, 화상 단위로 실제의 제 2 압축 패스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a. MPEG-2 환경

본 발명이 MPEG-2 부호화기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MPEG-2 영상 압
축 표준의 몇몇 관련 측면들이 검토될 것이다. 하지만, 본 발명이 또한, MPEG-2 표준의 몇몇 특징을 공유하는 다른 
영상 부호화 알고리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먼저, 소정의 데이터 객체, 예컨대 한 페이지의 텍스트, 이미지, 음성 세그먼트 혹은 영상 시퀀스의 압축은 일련의 단계
들, 즉 1) 그 객체를 토큰들의 집합으로 분해하는 단계, 2) 의미있는 최소 길이의 이진 스트링으로 이들 토큰을 표현하
는 단계, 3) 잘 정의된(well-defined) 순서로 이들 스트링을 연결하는 단계라고 생각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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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은 무손실 방식(lossless)이거나 손실 방식(lossy)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상 압축 알고리즘은 엄격한 비트 레
이트 요구 사항 때문에 손실 방식이다. 성공적인 손실 압축 알고리즘은 중복되고 관련없는 정보를 제거하고, 시각적으
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는 비교적 큰 오차를 허용하되 관찰자에게 매우 민감한 시퀀스의 측면들은 주의깊게 표
현한다. 단계 1에 사용되는 MPEG-2 표준의 기술들은 예측/보간 움직임 보상 혼성 DCT/DPCM 부호화로서 설명될 수 
있다. 가변 길이 부호화인 허프만 부호화는 단계 2에서 사용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MPEG-2 표준이 실제로 복호화기
와 압축된 비트 스트림 문법을 규정한 것이지만, MPEG-2 규정에 관한 이하의 설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주로 부호화
기 측면으로부터 이루어진다.
    

    
MPEG 영상 표준은 전송을 위한 영상의 부호화된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표준은 비월주사 혹은 무비월주사 성분 
영상에 대해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각의 화상은 세개의 성분, 즉 휘도(Y), 적색 색차(CR), 청색 색차(CB)를 갖
는다. 4:2:0 데이터의 경우, CR과 CB 성분 각각은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양 방향으로 Y 성분의 절반 정도의 샘플을 갖
는다. 4:2:2 데이터의 경우, CR과 CB 성분 각각은 수평 방향으로는 Y 성분의 절반 정도의 샘플을 갖지만 수직 방향으
로는 동일한 수의 샘플을 갖는다. 4:4:4 데이터의 경우, CR과 CB 성분 각각은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양 방향으로 Y 성
분 만큼의 샘플을 갖는다.
    

MPEG 데이터 스트림은 영상 스트림과 음성 스트림으로 구성되며, 이들 스트림은 시스템 정보 및 가능한 다른 비트 스
트림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 데이터 스트림으로 패킹되는데, 그 시스템 데이터 스트림은 층을 이루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MPEG 데이터 스트림의 영상 층내에서, 그 압축된 데이터가 다시 층을 이룬다. 층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이 본 발
명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층은 압축된 비트 스트림의 합성(composition) 뿐만 아니라 그 압축 방안의 동작에 관련된다. 최상 층은 영상 시퀀스 
층으로서, 전체 시퀀스에 대한 제어 정보 및 파라메타를 담고 있다. 그 다음 층에서, 한 시퀀스가 연속적인 화상들의 여
러 세트들로 세분되는데, 그 각각의 세트가 GOP(a Group of Pictures)라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층에 대한 전반적인 설
명이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복호화는 임의의 GOP의 선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본래 선행 GOP들과는 무관하다. 한 
GOP내의 화상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GOP에서 화상의 수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제 3 층, 즉 "화상" 층은 단일 화상이다. 이러한 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도 4에 도시된다. 각 화상의 휘도 성분은 1
6×16 영역으로 세분되며, 색차 성분은 적절하게 크기 조정된 블럭들로 세분되는데, 이들 블럭은 16×16 휘도 영역과 
공간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co-situated). 4:4:4 영상의 경우, 색차 성분은 16×16이고, 4:4:2 영상의 경우 
색차 성분은 8×16이며, 4:2:0 영상의 경우 색차 성분은 8×8이다. 이들 동일한 위치의 휘도 영역과 색차 영역이 함께 
취해지면, "매크로블럭(MB)"라고 하는 제 5 층을 이루게 된다. 한 화상내의 매크로블럭들은 래스터 스캔 순서로 연속
적으로 일련 번호가 붙여진다(넘버링된다).
    

화상 층과 MB 층 사이에는 제 4 층, 즉 "슬라이스(Slice)" 층이 있다. 각각의 슬라이스는 소정 수의 연속 MB들로 구성
된다. 슬라이스들은 한 화상내에서, 그리고 여러 화상 간에서 크기가 획일적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MB는 4개의 8×8 휘도 블럭과, 8, 4 혹은 2(4:4:4, 4:4:2, 4:4:0 영상
의 경우)개의 휘도 블럭들로 구성된다. 각 화상의 화상 엘리먼트, 즉 화소(pixel)의 휘도 성분의 폭은 C로, 그 높이를 
R로(C는 열, R은 행 대신에 사용됨) 표시하면, 한 화상은 폭이 C/16개의 MB들이고, 높이가 C/16개의 MB들이다.

시퀀스, GOP, 화상 및 슬라이스 층은 모두 그와 연관된 헤더를 갖는다. 헤더는 바이트 정렬된 "시작 코드(Start Code
s)"로 시작하며, 대응하는 층 내에 포함된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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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필드 구조이거나 프레임 구조일 수 있다. 프레임 구조 화상은 데이터의 한 전체 프레임, 즉 두개의 필드를 재구
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필드 구조 화상은 한 필드를 재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화상 엘리먼트 혹은 화
소의) 각 휘도 프레임의 폭은 C로서, 그 높이를 R로서(C는 행을, R은 열을 의미함) 표시하면, 프레임 구조 화상은 C×
R개의 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필드 구조 화상은 C×R/2개의 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필드 구조 화상의 매크로블럭은 단일 필드로부터의 16×16 화소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프레임 구조 화상의 매크로블럭
은 두개의 필드로 구성된 그 프레임으로부터의 16×16 화소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각각의 매크로블럭은 두 필드의 각
각으로부터의 16×8 영역을 포함한다.

    
MPEG-2 시퀀스내의 각각의 프레임은 두개의 부호화된 필드 화상 또는 하나의 부호화된 프레임 화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두개의 프레임을 하나의 필드 구조 화상 + 하나의 프레임 구조 화상 + 하나의 필드 구조 화상으로 부호
화하면 부적법하다. 적법한 결합예로는, 두개의 프레임 구조 화상, 4개의 필드 구조 화상 또는 하나의 프레임 구조 화상 
+ 두개의 필드 구조 화상이 있다. 따라서, MPEG-2 문법내에는 전혀 프레임 헤더가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MPEG-2
의 프레임 층을 생각할 수 있다.
    

    
GOP내에는, 세개의 유형의 화상이 나타날 수 있다. GOP내의 이들 세 유형의 화상의 일예가 도 6에 도시된다. 이들 화
상 유형간을 구별해주는 특징은 사용된 압축 방법이다. 제 1 유형의 화상, 즉 인트라모드(Intramode) 화상 또는 I 화
상은 임의의 다른 화상과는 무관하게 압축된다. I 화상간의 거리에는 고정된 상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랜덤 액세스와 다
른 특수한 동작 모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 I 화상들이 한 시퀀스 전역에 빈번하게 산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예
측 움직임 보상 화상(P 화상)은 그 화상내의 압축된 데이터와,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I 혹은 P 화상로부터의 두개의 가
장 최근에 재구성된 필드로부터 재구성된다. 양방향 예측 움직임 보상 화상(B 화상)은 그 화상내의 압축된 데이터와,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I 혹은 P 화상로부터의 두개의 재구성 필드와, 장래에 디스플레이될 I 혹은 P 화상로부터의 두개
의 재구성 필드로부터 재구성된다. 재구성된 I 또는 P 화상은 다른 화상을 재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화상을 앵커(anchor) 화상이라 부른다. 본 명세서의 목적을 위해, 한 앵커 화상은 그 다음 앵커 화상이 I 화상인 경우 
단말(terminal) 화상이라 불린다.
    

    
하나의 매우 유용한 이미지 압축 기술은 변환 부호화이다. MPEG과 여러 다른 압축 표준에서는, 이산 코사인 변환(DC
T)이 선택되고 있다. I 화상의 압축은, 1) 화소의 블럭에 대해 DCT를 수행하는 단계, 2) DCT 계수를 양자화하는 단계, 
3) 그 결과를 호프만 부호화하는 단계에 의해 달성된다. MPEG에서는, DCT 동작은 8×8 화소의 블럭을 변환 계수의 
8×8 세트로 변환한다. DCT 변환 그 자체는 무손실 동작으로서, 계산 장치와 이와 함께 실행되는 알고리즘의 정밀도 
내에서 역변환될 수 있다.
    

    
제 2 단계인 DCT 계수의 양자화는 MPEG 표준에서 손실의 주요한 소스이다. DCT 계수의 2 차원 어레이의 엘리먼트
를 cmn — 여기서 m과 n은 0 내지 7의 범위에 있음 — 으로 표시하면, 절사(truncation) 혹은 반올림 정정을 차치한 
경우, 양자화는 각각의 DCT 계수 cmn을 wmn×QP — 여기서, wmn은 가중 인자(weighting factor)이고, QP는 매크
로블럭 양자값(macroblock quantizer)임 — 로 나눔으로써 달성된다. 가중 인자 wmn은 거친 양자화(coarser quant
ization)가 시각적으로 덜 중요한 계수들에 적용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가중치의 여러 세트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I 화상에 대한 하나의 가중 인자가 존재할 수 있고 P 및 B 화상에 
대한 다른 인자가 존재할 수 있다. 커스텀 가중치가 영상 시퀀스 층에서 전송될 수가 있거나, 또는 디폴트 값이 사용될 
수가 있다. 매크로블럭 양자화기 파라메타는 MPEG-2에서 화질과 비트 레이트를 절충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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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화상내의 MB와 MB간에 변동할 수 있음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응 양자화(adaptive quantization)(AQ)
라 알려진 이러한 특징은, 각각의 화상의 상이한 영역들이 상이한 스텝 크기로 양자화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각각의 화
상에 걸쳐 그리고 화상과 화상간에 시각적 화질을 일정하게 하는데(최적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예컨
대 MPEG 테스트 모드에서, 매크로블럭 양자화기는 매크로블럭 마스킹 인자 × 화상 공칭 양자값로서 계산된다.
    

양자화에 이어, 각각의 MB에 대한 DCT 계수 정보가 구성되어 한 세트의 호프만 코드를 이용하여 부호화된다. 이러한 
단계의 세부 내용은 본 발명의 이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본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
상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영상 시퀀스는 연속하는 화상간에 높은 상관도를 나타낸다. 한 화상을 부호화하기 전에 이러한 중복성을 제거
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움직임 보상이다. MPEG-2는 움직임 보상(이하에 기술됨)을 위한 여러 툴을 제공한다.

    
움직임 보상의 모든 방법들은 이하의 내용을 공통으로 한다. 각각의 매크로블럭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벡터가 비
트 스트림내에서 부호화된다. 이들 움직임 벡터는 복호화기가 순방향 예측 매크로블럭이라 불리는 한 매크로블럭을 재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부호화기는 부호화될 매크로블럭으로부터 그 예측 매크로블럭을 감분하여 차분 매크로블럭을 
형성한다. 부호화기는, 인트라 매크로블럭을 압축하는데 사용된 툴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툴을 사용하여 차분 매크로블
럭을 압축한다.
    

    
화상의 유형은 사용될 수 있는 움직임 보상의 방법을 결정한다. 부호화기는 그 화상의 각각의 매크로블럭에 대해 이들 
방법들중에서 선택한다. 움직임 보상의 한 방법은 사용된 매크로블럭 모드와 움직임 보상 모드에 의해 설명된다. 4개의 
매크로블럭 모드, 즉 인트라(I) 모드, 순방향(F) 모드, 역방향(B) 모드와 보간적 순-역방향(FB) 모드가 있다. I 모드
의 경우, 어떠한 움직임 보상도 사용되지 않는다. 기타 매크로블럭 모드의 경우, 16×16(S) 또는 16×8(E) 움직임 보
상 모드가 사용될 수 있다. F 매크로블럭 모드의 경우, 듀얼-프라임(D) 움직임 보상 모드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MPEG 표준은 일정 비트 레이트와 가변 비트 레이트의 전송 및 저장 매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화상내의 비
트의 수는, 부호화될 장면의 시간 공간적 복잡도의 시간에 따른 내재적 변화 뿐만 아니라 화상 처리의 상이한 유형으로 
인하여 가변적일 것이다. MPEG 표준은 가상 버퍼 검증기(VBV)의 형태로 버퍼 기반 비트 레이트 제어 전략을 사용하
여, 그 비트 레이트에 허용되는 변동에 대해 의미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VBV는 가설적 복호
화기(103)에 연결된 복호화기 버퍼(101)로 구성되며, 이들의 유일한 작업은, 전체 비트 레이트가 목표 할당치와 같고 
그 목표치로부터의 단기 변동이 제한되도록, 각각의 화상을 부호화하는데 사용된 비트의 수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VBV는 일정 비트 레이트 모드 또는 가변 비트 레이트 모드중 어느 한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다.
    

일정 비트 레이트 모드에서, 버퍼는 일정한 비트 레이트로 저장 혹은 전송 매체로부터 의 비트 스트림의 압축된 데이터
로 채워진다. 버퍼 크기와 비트 레이트는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 전송되는 파라메타들이다. 초기 지연 — 이 또한 비트
스트림내의 정보로부터 유도됨 — 후, 가설적 복호화기는 즉시 첫번째 화상과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버퍼로부터 제거한
다. 그후, 시퀀스의 화상 속도와 동일한 간격으로, 복호화기는 버퍼의 가장 이른 화상과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제거한다.

    
VBV의 동작은 도 7에 예시되어 있다. 그 도면은 시간에 따른 복호화기 버퍼의 충만도를 도시하고 있다. 버퍼는 시간 
T0의 초기 지연 후 Bi의 초기 버퍼 충만 상태로부터 시작한다. 사선부(sloped line segment)는 일정한 비트 레이트로 
버퍼에 진입하는 압축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수직선부는 버퍼의 가장 이른 화상과 연관된 데이터를 버퍼로부터 즉
시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예에서, 화상들은 시간 T의 일정한 간격으로 제거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화상 디스플레이 간격, 즉 연속하는 화상의 제거 간의 시간 간격은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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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스트림이 MPEG 비트 레이트 제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화상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복호화
기가 요구한 때 즉시 버퍼에서 사용가능해야 하고 복호화기 버퍼가 초과하여 채워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
구 조건은 각각의 화상에 허용되는 비트의 수에 대한 상한 및 하한을 의미한다. 소정의 화상에 대한 상한 및 하한은 그 
화상에 선행하는 모든 화상에서 사용된 비트의 수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두번째 화상은, U2보다 많이 비트를 포함할 
수 없는데, 이는 U2가 두번째 화상이 제거될 때 버퍼에서 이용가능한 비트의 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번째 화상은 L
2보다 적게 비트를 포함할 수 없는데, 이는 L2 미만의 비트를 제거하면, 그 결과 입력되는 비트들로 버퍼가 오버플로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러 없이 VBV에 의해 복호화될 수 있는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 부호화기의 기능이다.
    

일정 비트 레이트 동작의 경우, 버퍼로부터 한 화상을 제거하기 바로 직전의 버퍼 충만도는 [이전 화상을 제거하기 직
전의 버퍼 충만도 - 이전 화상의 비트의 수 + 비트 레이트 × 그 화상의 제거와 이전 화상의 제거 사이의 시간량]과 같
다. 즉,

buffer_fullness_before_remove_pic =buffer_fullness_before_remove_last_p

ic - bits_in_last_pic + time_between_pic_and_last_pic × bit_rate

한 화상의 비트의 수에 대한 상한은 버퍼로부터 그 화상을 제거하기 직전의 버퍼 충만도와 같다. 그 하한은 0 비트보다 
크거나 [버퍼 크기 + 그 화상을 버퍼로부터 제거하기 직전의 버퍼 충만도 - 그 다음 화상이 제거되기 전에 버퍼에 진
입할 비트의 수]이다. 소정의 화상을 제거하기 전의 버퍼 충만도는 초기의 버퍼 충만도와, 그 선행하는 모든 화상의 비
트의 수에 의존하며, 전술한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가변 비트 레이트 동작은, 압축된 비트 스트림이 버퍼가 충만되어 더이상 비트가 입력되지 않을 때까지 명시된 최대 비
트 레이트로 버퍼에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술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버퍼에 진입하는 비트 레이트가 명시된 최
대 비트 레이트까지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변 비트 레이트 동작하의 버퍼 충만도의 일례가 도 8에 도시되어 있
다. 버퍼는 버퍼 충만도가 정의상, Bmax의 버퍼 크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 비트 레이트의 경우와 유
사하게 동작한다. 이에 의해, 각각의 화상에 대해 생성된 비트의 수에 대한 상한이 정해지나, 하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
니다.
    

가변 비트 레이트 동작의 경우, 버퍼로부터 한 화상을 제거하기 직전의 버퍼 충만도는 버퍼의 크기와 [이전 화상을 제
거하기 직전의 버퍼 충만도 - 이전 화상의 비트의 수 + 최대 비트 레이트 × 그 화상의 제거와 이전 화상의 제거 사이
의 시간량]중 보다 작은 값과 같다. 즉,

buffer_fullness_before_remove_pic=min(buffer_size,buffer_fullness_before_remove_last_pic - bits_in_las
t_pic + time_between_pic_and_last_pic × bit_rate)

한 화상의 비트의 수에 대한 상한은 또한, 버퍼로부터 그 화상을 제거하기 직전의 버퍼 충만도와 같다. 언급한 바와 같
이, 하한은 없다. 소정의 화상을 제거하기 직전의 버퍼 충만도는 또한 초기의 버퍼 충만도와, 그 선행하는 모든 화상의 
비트의 수에 의존하며, 전술한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b. 부호화기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구성 요소와 그 연결 관계를 도시한다. 화상 부호화기(Picture Coder)(901)는 도 2의 
화상 부호화기(205)와 같은 통상의 유형의 것이다. 일정한 화상 부호화 특성(904)은 비트 스트림으로 삽입되며,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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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902)에서 추출, 필터링, 분석되고 추가로 처리된다. 화상 부호화기(903)는,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화상 단위로 전처리기(902) 출력(905)에 의해 제어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화상 부호화기(901)와 동
일하다.
    

도 9에서, 디지털 동영상 시퀀스는 우선, 화상 부호화기(901)에 의해 그 전체가 압축된다. 그 화상 부호화기에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알고리즘은 일정 비트 레이트 출력을 생성하도록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비트 레이트 제어 알고리즘
의 일례는, 곤잘레스 및 비시토의 미국 특허 제 5,231,484 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MPEG에 사용될 수 있는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을 개시하고 있다.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이 동작할 수 있는 초당 비트 수의 실제의 비트 레이트의 일례로서, 하나의 일실시예에서는 
화상에 대해 이용가능한 비트의 총 수를 초(second) 단위의 그 지속 시간으로 나눈 것이 사용될 수가 있다. 비트의 총 
수는, 부호화기 시스템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주어진 값이고, 예컨대 디지털 저장 장치에 대해 허용가능한 
파일 크기이거나, 또는 그 화상에 할당된 DVD의 총 용량의 그 일부분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 MPEG 부호화에 있어, 한 화상은 화상 전역 양자화 스케일(picture-global quantization scale)을 설정
함으로써 부호화되며, 이 화상에 대한 일정한 수의 비트를 생성할 것이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들 두개의 화상 속성, 
양자화 스케일과 생성된 비트의 수는 비트 생성 모델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비트 생성 모델의 일례는

bits_produced×quantization_scale = constant

여기서, constant는 각각의 화상에 대해 상이하며, 실제의 생성된 비트의 수와, 화상 부호화기(901)의 구동 중에 설정
되었던 특정한 양자화 스케일 값을 곱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양자화 스케일과 매 화상 당 생성된 비트의 수 뿐만 아니라, 매 화상 당 이용가능한 다른 데이터 항목이 화상 부호화기
(901)의 구동 중에 수집될 수 있다. 그 예로는, 화상 유형, 인트라 부호화 매크로블럭의 수, 공간 활동도(spatial acti
vity)가 있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전형적인 화상 부호화 특성이 압축 특성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될 수 있음을 이
해할 것이다.

일실시예에서, 화상의 공간 활동도는 매크로블럭 공간 활동도의 평균치이다. 각각의 매크로블럭에 대해, 먼저 평균 화
소 휘도 값이 계산된다. 다음에, 각각의 화소 값과 이 평균값 간의 절대차를 누산하고 평균을 구한다. 이는 각각의 매크
로블럭에 대한 절대값의 표준 편차를 생성한다. 그 화상의 모든 매크로블럭에 대한 평균값은 다음에, 그 화상 공간 활동
도로서 사용된다.

MPEG-2의 화상이 디스플레이 순서와 상이한 순서로 부호화되기 때문에, 처리 목적상, 그 화상 데이터는 먼저, 화상 
디스플레이 시간 시퀀스로 재순서화될 수가 있다.

장면 변화는, 수집된 화상 부호화 특성을 디스플레이 시간 시퀀스로 사용하면, 검출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연속하
는 화상들의 공간 활동도 간의 절대차의 단순 임계값이 취해질 수 있다. 당업자는 아마도 측정된 다른 화상 및 시퀀스 
특성을 기초로 장면 변화 검출을 위한 유사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통상의 장면으로부터 완전 공백 장면으로 어두어지거나("페이드아웃") 가능한 상이한 장면으로 다시 밝아지는 것("페
이드인")도 또한 검출된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먼저 공백 화상들은,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화상 공간 활동도를 
탐색함으로써 검출된다. 그 때 이후에는 계속 — 이는 시간상 순방향 및 역방향을 의미함 — 화상은, 그 공간 활동도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상당히 일정한 안정된 수준으로 안정화된 때 그 페이드(fade)의 일부라고 더이상 간주되지 않는
다. 한 페이드가 두개의 장면 간의 천이이기 때문에, 장면 변화는 페이드아웃과 페이드인 간의 검출된 공백 화상 영역내
에 삽입된다. 그러한 상황은 공백 영역이 단지 페이드아웃 다음에 올 뿐 페이드인 다음에 오지 않은 경우 또는 공백 영
역이 페이드아웃 다음에 오지 않고 단지 페이드인 다음에 이어지는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들 상
황에서, 장면 변화는 또한, 공백 영역에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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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 장면 변화와 삽입된 페이드내 장면 변화는 다음에 GOP 위치의 개시부(start-of GOP-locations)와 결합되어 
그 화상 시퀀스를 많은 매우 짧은 시퀀스(예컨대, 15 화상의 길이)로 세분하도록 한다. GOP의 명시된 개념을 갖지 않
는 압축 방법을 위해, 이것이 단지 시퀀스의 많은 작은 화상 세그먼트로의 세분의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
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그 세분 방법은 세분 경계로서 장면 변화 위치를 항상 사용하고, 소정의 최소 크기(예컨대, 
15개의 화상)보다 작은 세그먼트를 생성하지 못할 때에만 세분 경계로서 단지 GOP 위치의 개시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장면 변화(페이드에서 검출되거나 삽입된)가 서로서로 근접하여 그 최소 크기보다 작은 세그먼트가 생성되면, 그 장
면 변화 경계는 여전히 사용될 것이며, 화상의 최소 수 보다 작은 세그먼트가 생성된다.
    

    
수집된 화상 압축 특성은 다음에, 그 세분된 시퀀스에 기초하여 필터링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자화 스케일은, 
세그먼트에 걸쳐 그 세그먼트에 대해 이용가능한 비트의 수를 배분하여 그 세그먼트내의 모든 화상에 대해 양자화 스케
일이 동일하도록 계산될 것이다. 전형적으로, 한 세그먼트에 대해 이용가능한 비트의 총 수는 [세그먼트내의 화상의 총 
수 N × 하나의 화상에 대한 이용가능한 비트의 평균 수 Ba] 이다. Ba는 다시, 전체 영상 시퀀스에 대한 이용가능한 비
트의 총 수와 그 시퀀스내의 화상의 수의 비로 계산된다. 양자화 스케일을 세그먼트내 이용가능한 비트의 수와 관련시
키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비트 생성 모델이 사용됨을 이해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화상 부호화기(901)는 전체 영상 시퀀스 동안 실행되어 왔고, 여러 화상 부호화 특성이 수집되어 왔다. 
더욱이, 수집된 화상 단위의 양자화 스케일은 여러 장면 변화 위치와 적절하게 정렬되어 있는 많은 작은 세그먼트로 그 
시퀀스를 세분하는 방법을 사용함으써 필터링되어 왔다.

    
본 발명의 다음 목적은 전체 영상 시퀀스를 다시 부호화하되, 이제는 화상 부호화기(903)를 통해서 부호화가 이루어지
는 것이다. 이러한 화상 부호화기(903)는, 화상 부호화기(901)내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화상 부호화기(901)와 동일하다. 따라서, 영상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다음 제 2 패스에서, 양자
화 스케일은 그 내장된 비트 레이트 제어 메카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 화상 당 사전계산된 양자화 스케일 값의 외부 
제어하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이들 사전설정된 화상 양자화 스케일 값은 두개의 상당히 상이한 유형의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계산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정 비트 레이트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방법은 단지 일정한 최대 비트 
레이트를 이용하여 가변 비트 레이트를 생성한다. 일정 비트 레이트는 VBV 버퍼의 상위 경계와 하위 경계를 모두 준수
해야 하는 반면, 가변 비트 레이트는 단지 VBV 버퍼의 하위 경계만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화상 부호화기(903)을 통해 전체 영상 시퀀스를 실행시킬 때 일정 비트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도록 양자화 스
케일을 계산하기 위해, 그 문제는 제약된 2차 프로그래밍 문제(constrained quadratic programming problem)로서 
공식화된다. 그 제약은 초과될 수 없는 버퍼 경계이며, 한편 최소화 기준은 두 인접 화상의 상호 양자화 스케일 간의 차
의 합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 (상호) 양자화가 인접하고 있으나, 버퍼 경계의 제약을 고수하는 것은 부호화 순서
로 이루어짐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소정의 재순서화 장부(re-ordering bookkeeping)는, 그 문제를 이러한 "제
약된 최소 제곱" 문제로서 공식화할 때 준수되어야 한다. 여러 수학적 방법이 이들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 잘 알려져 
있다. 일실시예에서, 최적화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화상의 보다 짧은 세그먼트의 각각에 적용될 수 있지만,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오로지 장면 변화 위치만을 사용하여 그 전체 영상 시퀀스를 보다 작은 세그먼트로 세분한다. 당업
자라면 그 시퀀스를 보다 작은 시간-세그먼트로 세분하는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이해된다. 이러한 공식화
된 최적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전체 시퀀스내의 각각의 화상에 대한 한 양자화 스케일을 생성할 것이며, 한편 하위 및 
상위의 버퍼 경계는 이들 양자화 스케일을 사용함으로써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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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부호화기(903)를 통해 그 전체 영상 시퀀스를 실행시키는 때 가변 비트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도록 양자
화 스케일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화상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보다 작은 시간-세그먼트에 
대한 일정한 양자화 스케일을 설정하는 것에 기초하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목표 양자화 스케일 설정치 Qt는 측
정되고 다음에 필터링된(전술한 바와 같음) 양자화 설정치 Qf에 기초하여 이하의 식과 같다.

Qt = (Qf^0.6)

    
"^"는 "멱(to the power of)"을 의미한다. 각각의 화상에 대한 비트의 대응하는 목표 수가 다음에, 그 측정된 비트 생
성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다. 이들 목표 비트 생성의 합은 일반적으로 그 전체 시퀀스에 대한 이용가능한 비트의 총 수에 
부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화상 양자화 스케일 Qt는, 모든 화상에 대해 동일한 소정의 계수(factor)와 승산
하여, 이러한 Qt의 승산된 값에 대응하는 목표 비트 생성이 정확히 그 전체 시퀀스에 대한 이용가능한 비트의 총 수에 
가산되도록 할 것이다. 또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양자화 스케일 값 Qt는
    

Qt = (c1 + c2 × Qf)

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c1과 c2는, 예컨대 가변 비트 레이트 부호화로 특정한 시각 영상 외양 혹은 화질 분포를 획득하
기 위한 실험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이다. 이들 상수에 대한 값의 일례에서, c1=1.2 와 c2=0.2 이다. 당
업자라면 양자화 스케일을 설정하는 다른 식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 실시예가 가변 비트 레이트 비트스
트림을 달성하는 각각의 화상에 대한 양자화 스케일의 설정 방법의 단지 일례로서 기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가변 비트 레이트에 대한 하위의 버퍼 경계는, 화상의 보다 작은 시간-세그먼트를 위해 준수되도록 설정된다. 먼저, 목
표 양자화 스케일 Qt가, 각각의 화상에 대해 결정된다. 다음에, 각각의 세그먼트에 대해, 그 전체 세그먼트에 대한 최소
의 일정 양자화 스케일이 그 버퍼가 단지 언더플로우되지 않도록 계산된다. 짧은 알고리즘은, 다음에 각각의 세그먼트
에 대해 이들 두 값을 비교하고, 버퍼 언더플로우가 그 버퍼에 대해 검출되면, 그 최소값이 계산된 값 Qt 대신에 사용될 
것이다. 그 경우에서, 이들 세그먼트에 대해 이는 몇몇 비트들을 방출하고, 이들 비트를 모든 다른 세그먼트에 걸쳐 배
분할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모든 세그먼트가 하위 버퍼 경계를 준수하도록 보장되고, 모든 방출된 비트(all freed-u
p bits)가 재분배될 때까지 반복된다. 한 세그먼트내의 모든 화상들은 전체 세그먼트에 할당된 것과 동일한(일정) 양자
화 스케일을 할당받는다.
    

가변 비트 레이트 동작에 대한 버퍼 언더플로우 방지 프로시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초기화기
(1001)가 셋업되고 그 프로시져에 대한 여러 변수들을 준비한다.

재분배할 비트의 합을 0으로 설정함: Sred = 0.

여전히 비트를 더 수신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세그먼트의 목표 비트의 총 합을 0으로 설정함 : Selig = 0.

첫번째 세그먼트 루프 1002:

fk< 1인 모든 세그먼트 k에 대해, 대응하는 목표치에 fk를 곱함으로써 그 목표치를 감소시킨다.

이용가능하게 된 비트의 수를 재분배할 비트의 합 Sred에 더한다.

이러한 세그먼트의 승산 계수는 정확히 1로 조절될 것이며, 이는 그 세그먼트가 핸들링되어 왔고 추가의 비트를 수신할 
수 없음을 또한 나타낸다.

fk1인 세그먼트에 대해, 화상 목표치를 목표 비트의 총 합 Selig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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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1인 세그먼트를 스킵한다.

정지 기준 1003:

Sred = 0 이면, fk< 1인 세그먼트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음 : 정지

재분배 승산 계수 계산기 1004:

fred = 1 + (Sred/Selig)

두번째 세그먼트 루프 1005:

fk1인 세그먼트에 대해, 그 목표치에 fred를 곱한다.

세그먼트 승산 계수 fk를 fred로 나눔으로써 그 계수 fk를 조정한다.

fk = 1인 세그먼트를 스킵한다( 첫번째 세그먼트 루프 1002 후, fk< 1인 세그먼트가 더이상 남아 있지 않음)

fred1 이기 때문에, fk1에 대한 두번째 세그먼트 루프 1005 후에 fk< 1인 몇몇 세그먼트가 남게 될 수 있고, 이에 따
라 그 반복적 알고리즘은 첫번째 세그먼트 루프 1002로 복귀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퀀스에 대한 이용가능한 비트의 총 수에 매우 가까운 목표 비트 레이트 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어
기는 매 화상당 실제의 비트 생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목표의 화상 비트 생성과 비교할 것이다. 이들 두 양간의 차이
의 형태인 불일치가 축적되고, 장래의 양자화 스케일 설정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예컨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그 조정된 양자화 스케일 Qa는, 목표 양자화 스케일 Qt를 [1 - 상수 c× 축적된 비트 생
성 불일치 데이터]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Qa = Qt/(1-c×delta)

상수 c는 작은 수이고, 일실시예에서, 이는 VBV 버퍼 크기의 2 배인 상호 값이다. 당업자라면, 비트 생성 불일치 제어
를 위한 유사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고, c에 대해 상이한, 가능하다면 가변적인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바
람직한 실시예는 단지 하나의 예로서 제공된 것이지 제한으로서 제공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이 MPEG 부호화에 대해 기술되었지만, 다른 영상 부호화 기술 또는 비영상 데이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임의의 디지털 정보는 부호화 단위로 분할되고, 비트들이 그 부호화 단위에 할당될 수 있다(일정 비트 레이트 혹은 가
변 비트 레이트 부호화). 비트 할당에 대해 설명된 기술은 데이터가 영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작할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화된 음성은 하나의 밀리초 프레임(이들 음성 프레임은 비디오 화상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으로 분할되
고 비트들이 각각의 밀리초의 음성(부호화 단위)에 대해 할당될 수 있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여 기술되었으므로, 당업자라면 여러 가지 변형 및 개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로서 제공된 것이지 제한으로서 제공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
된 클레임에 의해 한정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화상 등의 디지털 정보의 단위를 부호화하는 시스템 및 기술, 즉 초기 압축 패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일정 비트 레이트 혹은 가변 비트 레이트의 제 2 압축 패스를 위한 비트 생성 및 양자화 
스케일 목표치를 마련하며, 화상 단위로 실제의 제 2 압축 패스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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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순서화된 부호화 단위의 압축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상 소스로부터의 순서화된 모든 부호화 단위에 대해 제 1 압축 패스를 실행시키는 동시에 압축 프로세스 특성 파라메
터를 감시하고 선택되고 감시된 압축 파라메터를 상기 순서화된 부호화 단위 내에 부가하여 비트 스트림을 형성하는 단
계와,

다른 처리를 위해 상기 비트 스트림의 부호화 단위로부터 선택되고 감시된 압축 파라메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압축 특성 분석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순서화된 부호화 단위의 각각의 짧은 세그먼트에 소정 수의 비트를 할당함으로써 가변 비트 레이트의 제 2 패스에 대한 
비트 할당 및 양자화 스케일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초기의 값들을 초기화하는 단계와,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루핑하여(loop), 하위 버퍼 경계의 언더플로우가 존재하는지를 판정하고, 하위 버퍼 경계가 언더
플로우되면, 하위 버퍼 경계가 더이상 언더플로우되지 않도록, 상기 세그먼트내의 각각의 부호화 단위에 대한 비트의 
목표 수를 감소시키는 단계와,

상기 감소된 비트의 양을 축적된 양에 누산하는 단계와,

상기 축적된 양이 0 이면, 상기 비트 할당을 완료하는 단계와,

상기 축적된 양이 0이 아니면, 상기 하위 버퍼 경계의 언더플로우가 없었던 세그먼트들에 대해 상기 축적된 비트들을 
재분배하는 단계와,

상기 축적된 양이 0이 될때까지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리루핑하는(reloop) 단계를 포함하여, 하위 버퍼 경계를 준수하
는

비트 할당 및 양자화 스케일 목표치 설정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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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7.

순서화된 부호화 단위의 압축의 비트 생성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호화 단위 기반으로 목표 비트 생성 및 연관된 양자화 스케일을 설정하는 단계와,

축적된 비트 생성 불일치와 스미어링(smearing) 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값 내로 상기 목표 양자화 스케일 설정을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조정된 양자화 스케일 설정을 이용하여 부호화 단위를 부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 비트 생성과 실제로 생성된 비트의 수 간의 차를 사용하여 상기 축적된 비트 생성 불일치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압축 비트 생성 제어 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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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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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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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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