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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서는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CBP가 입력된다. 또한,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H2)로서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CBP

가 입력된다. 이들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CBP에 기초하여,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 있어서, CBP의 부호화에 

대하여 사용하는 부호화 맵 테이블이 결정되고, 부호화 맵 테이블(H4)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또

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된

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 CBP은 가변 길이 부호화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이로써, 부호화 심볼의 정

보원 부호화를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9a

색인어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부호화, 복호, 움직임 벡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복호 장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 및 화상 복호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포토 CD, 비디오 CD, DVD 비디오(Digital Versatile Disk-Video), 텔레비전 전화, 텔레비전 회의, 디지털 텔

레비전 방송, VOD(Video On Demand) 등, 화상 신호의 축적 재생이나 전송을 하는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다. 도 29a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화상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에서는 입력된 화상이 화상 부호화부(1)에 의해서 비트 스

트림으로 부호화되고, 비트 스트림은 비트 스트림 송신부(2)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수신측에서는 비트

스트림 수신부(3)에 의해서 비트 스트림이 수신되고, 수신된 비트 스트림은 화상 복호부(4)로 복호되어 화상이 출력

된다. 또한, 도 29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화상 축적 시스템에서 는 입력 화상은 화상 부호화부(1)에 의해서 비트 스

트림에 부호화되고, 비트 스트림은 기억 매체 등의 비트 스트림 축적부(5)에 축적된다. 또한, 도 29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화상 재생 시스템에서는 비트 스트림 축적부(5)에 축적된 비트 스트림은 화상 복호부(4)에 의해서 복호되어 재

생 화상이 출력된다.

이들의 시스템에서는 전송 대역이나 축적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압축율이 높은 화상 부호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화상 부호화 방식에는 정지 화상 부호화 방식과

동화상 부호화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그 일 예로서 동화상 부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종래, 동화상 신호의 부호화 방식으로서, ITU-T Recommendation H.263이나 ISO/IEC International Standard 14

496-2(MPEG-4 Visual) 등의 국제 표준화 동화상 부호화 방식이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동화상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으로서 입력된 동화상 신호를 구성하는 프레임 화상

에 대하여, 다른 프레임 화상과의 사이에서 움직임 보상 프레임간 예측을 하여 동화상 신호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용

장도를 삭감하고, 또한 프레임간 예측 결과로서의 차분 화상 신호나 프레임간 예측을 하지 않은 화상 신호에 대하여 

직교 변환 및 양자화를 하여 동화상 신호에 있어서의 공간적인 용장도를 삭감하고, 또한, 얻어진 움직임 벡터나 직교 

변환 계수 등의 예측·변환 데이터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여 데이터 표현의 용장도를 삭감한다. 이들의 처리에

의해 동화상 신호에 포함되는 용장도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동화상 부호화가 달성된다.

또한 이들의 동화상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처리는 매크로 블록이라고 불리는 프레임 화상 내의 부분마

다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매크로 블록은 16화소 ×16화소로 이루어지고, 복수개가 모여 슬라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한편, 한 개의 매크로 블록 중에는 보다 작게 분할한 블록의 단위를 갖고, 상술한 움직임 보상이나 직교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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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처리는 매크로 블록을 최대 단위로서,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작은 블록의 단위로 행해진다.

도 1은 동화상 부호화 방법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플로차트이다. 본 부호화 방법은 동화상 등에서의 프레임

화상인 입력 화상(D1)에 대하여 소정의 변환 처리 조작 및 부호화 처리 조작을 하여, 화상 전송 시스템이나 화상 축적

시스템에 있어서 전송 또는 축적 가능한 데이터 압축된 부호화 데이터(D9)를 생성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이다.

도 1에 도시한 화상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처리 조작은 입력 화상(D1)을 소정의 사이즈(소정의 화소수)로 분

할한 매크로 블록 단위로 행해진다. 우선, 입력 화상(D1)에 대하여 소정의 데이터 처리 조작을 하여 화상 데이터를 변

환하고, 공간 좌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측 잔차 화상(D5) 및 데이터 처리 조작의 정보를 나타내는 부호화 모드 정보(

D3) 및 움직임 벡터 정보(D2)를 출력한다(스텝 S101). 여기서, 움직임 벡터 정보(D2)에는 예를 들면, 움직임 벡터의 

값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도 좋고,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와 근린의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

터와의 차분인 움직임 벡터 차분치가 포함되어 있어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뒤에 설명하는 국부 복호 화상(D12)내의 소정의 화상 영역을 참조하여,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의 화상과 유사한 화상 영역을 탐색하고(움직임 탐색), 탐색의 결과 검출된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과 유사한 

화상 영역에 대한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가 공간적인 이동량에 의해서 움직임 벡터를 결정한다(움직임

보상 예측). 또한, 탐색의 결과 검출된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화상 데이터와 유사한 화상 영역과 상기 부호

화 대상 매크로 블록과의 화소치의 차분 데이터를 예측 잔차 화상(D5)으로서 생성한다. 그리고, 움직임 탐색의 결과 

얻어진 이들의 움직임 벡터 및 화소치의 차분 데이터에 기초하여, 준비된 복수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로부터 화상

데이터에 적용하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를 선택한다.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로서는 움직임 보상을 사용하는 인터 부호화 모드와, 움직임 보상을 사용하지 않은 인트라 

부호화 모드로 대별할 수 있다. 인터 부호화 모드에서는 매크로 블록에 움직임 보상을 적용하여, 그 결과 얻어지는 화

소치의 예측 잔차를 예측 잔차 화상(D5)으로서 출력한다. 또한, 인트라 부호화 모드에서는 매크로 블록 내의 화소치

의 예측치를 0으로 함으로써, 입력 화상(D1)이 그대로 예측 잔차 화상(D5)으로서 출력된다. 또한, 선택된 부호화 모드

및 양자화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정보를 부호화 모드 정보(D3)로서, 움직임 벡터에 관한 정보를 움직임 벡터 정보(D2)

로서 출력한다.

다음에, 예측 잔차 화상(D5)에 대하여 직교 변환 조작을 하여, 공간 주파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상 데이터(주파수 화

상 데이터)인 복수의 직교 변환 계수(D6)를 생성한다(스텝 S102). 이 직교 변환은 매크로 블록을 더 분할한 블록마다 

행해지고, 각각의 직교 변환 계수가 얻어진다.

이 직교 변환 계수는 소정의 양자화 파라미터에 의해서 양자화되고,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가 얻어진다(스텝 S1

03).

그런데 블록에 따라서는 양자화에 의해서 블록 내의 직교 변환 계수가 모두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이 모든 직

교 변환 계수가 영인 무효 블록에 대해서는 직교 변환 계수에 관한 정보를 부호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기 블록 

내에 유의(有意)인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이하, CBP라고 부른다. 

Coded Block Pattern의 약기)를 사용함으로써 무효 블록의 계수 정보의 부호화를 생략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인다.

또한, 양자화 처리의 결과, 매크로 블록 내의 모든 블록 내의 직교 변환 계수가 모두 영이 되고, 게다가 움직임 벡터의

각 성분도 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모든 직교 변환 계수가 영인 무효 매크로 블록에 대해서는 상기 매크로 

블록에 관한 정보를 부호화할 필요가 없다. 정지하고 있는 배경 부분 등에 이러한 무효 매크로 블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매크로 블록에 대하여 매크로 블록 부호화 플래그(COD 플래그)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매크로 블록의 유효

·무효를 식별한다.

상기 CBP 및 상기 COD 플래그를 부호화 보조 정보(D8)로서 출력한다.

계속해서, 움직임 벡터 정보(D2), 부호화 모드 정보(D3),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 부호화 보조 정보(D8)에 대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및 다중화를 하여, 압 축 데이터인 부호화 데이터(D9)를 생성한다(스텝 S104).

구체적으로는, 움직임 벡터 정보(D2), 부호화 모드 정보(D3),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 부호화 보조 정보(D8)에 포

함되는 각각의 부호화 심볼에 대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함으로써 부호화 데이

터(D9)가 생성된다.

도 2는 화상 부호화 장치의 구성의 일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하, 도 2에 도시한 화상 부호화 장치를 참조하면

서, 도 1에 도시한 화상 부호화 방법에 관해서 추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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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대상으로서 입력된 입력 화상(D1)에 대하여, 우선, 휘도 신호 화상 프레임은 16화소 ×16라인, 색차 신호 화상

프레임은 8화소 ×8라인의 사이즈로 정방형의 화상 블록인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된다. 이 매크로 블록은 움직임 보상

등의 데이터 처리의 단위가 되는 화상 블록이다. 또, 후술하는 DCT(직교 변환)에서는 예를 들면 MPEG-4 부호화 방

식에서는 8화소 ×8라인의 사이즈의 DCT 블록이 사용된다. 이 경우, 1개의 매크로 블록은 DCT에 있어서, 4개의 휘

도(Y) 블록과, 2개의 색차(Cb, Cr) 블록을 갖는다. 화상 부호화는 이들의 블록마다 행해진다.

입력 화상(D1)은 움직임 검출부(11) 및 움직임 보상부(12)로 이루어지는 움직임 보상 수단으로 입력된다. 우선, 입력

화상(D1)은 움직임 검출부(11)에 입력되고, 매크로 블록마다 화상의 움직임이 검출된다. 움직임 검출부(11)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화상 데이터와, 국부 복호 화상 내의 매크로 블록과 동일한 크기의 화상 영역에서의 화상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의 화상과 유사한 화상 영역을 검출하여, 화상의 움직임을 나

타내는 움직임 벡터(D2)를 생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움직임 검출부(11)에서는 부호화가 완료된 프레임 화상으로서 프레임 메모리(20)에 격납되어 있는 국

부 복호 화상(D12)내의 소정의 화상 영역을 참조하여, 입력 화상(D1)내의 부호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과 

유사한 화상 영역을 탐색한다. 그리고, 탐색의 결과 검출된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화상 데이터와 유사한 화

상 영역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의 공간적인 이동량에 의해서, 움직임 벡터 정보(D2)를 결정한다.

또한 이 때, 미리 준비된 복수의 부호화 모드 중에서,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사용되는 부호화 모드가 선택

된다. 도 3a 내지 도 3c는 움직임 보상에 관해서 준비되는 부호화 모드의 일 예를 도시하는 모식도이다. 도 3a에 예시

한 부호화 모드는 인터 부호화 모드 0이고, 도 3b에 예시한 부호화 모드는 인터 부호화 모드 1이고, 도 3c에 예시한 

부호화 모드는 인트라 부호화 모드 2이다.

인터 부호화 모드 0 내지 1은 각각 다른 움직임 보상용 블록으로의 블록 구분을 사용하여 프레임간 부호화를 하는 경

우의 모드이다. 각각에서의 움직임 보상용 블록에 대해서는 도 3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인터 부호화 모드 0에서는 

휘도 성분 화상에 대하여 16화소 ×16라인의 사이즈로 1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또한, 도 3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인

터 부호화 모드 1에서는 휘도 성분 화상에 대하여 8화소 ×8라인의 사이즈로 4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상기 움직임 벡터 정보(D2)는 선택된 인터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의 구분된 움직임 보상용 블록마다 부여된다. 따라서

, 각 매크로 블록에 대하여, 구분된 블록의 개수분의 움직임 벡터 정보(D2)가 부여된다. 각 움직임 보상용 블록으로의

움직임 벡터 정보(D2)의 부여의 수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 3a 내지 도 3c 중의 각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 블록 

내의 숫자에 의해서 나타낸 수순으로 행해진다. 또, 색차 성분 화상에 대해서는 양 인터 부호화 모드 모두 8화소 ×8라

인의 사이즈의 블록을 사용하여, 휘도 성분 화상에 대한 움직임 벡터의 반의 길이의 움직임 벡터가 할당된다.

부호화 모드의 선택 방법으로서 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매크로 블록 내의 움직임 보상 후의 예측 잔차 화상의 화소

치의 분산치를 구하고, 상기 분산치가 미리 설정해 둔 임계치보다 큰 경우, 혹은 입력 화상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의 화소치의 분산치보다 큰 경우에는 인트라 부호화 모드를 선택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터 부호화 모드를 

선택한다. 이것은 상기 매크로 블록의 화상 데이터가 복잡한 경우에 인트라 부호화 모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 부호화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는 매크로 블록을 4개로 분할한 블록마다 움직임 탐색을 함으로써 각 블록에 대응

하는 움직임 벡터 및 화상 데이터의 차분치를 생성한다. 그리고, 인터 부호화 모드 0에 있어서의 1개의 움직임 벡터에

대한 부호량 M(MV), 인터 부호화 모드 1에 있어서의 4개의 움직임 벡터에 대한 부호량의 합계치 M(4MV)를 산출한

다. 또한 인터 부호화 모드 0에 있어서의 화상 데이터의 차분치 D(MV), 인터 부호화 모드 1에 있어서의 화상 데이터

의 차분치의 합계치 D(4MV)를 산출한다. 그리고, 미리 설정하고 있는 계수 α를 사용하여, M(MV)+α·D(MV)와 M

(4 MV)+α·D(4 MV)의 값을 비교하여, 예를 들면 전자 쪽이 작거나 같으면 인터 부호화 모드 0을 선택하고, 후자 

쪽이 작으면 인터 부호화 모드 1을 선택한다.

상기 부호화 모드가 인터 부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각 움직임 보상용 블록에 대하여 움직임 벡터가 구해지면, 움직임 

보상부(12)에 있어서, 움직임 검출부(11)로부터의 움직임 벡터 정보(D2)와, 프레임 메모리(20)로부터의 국부 복호 화

상(D12)을 사용하여, 예측 화상(D4)을 생성한다. 계속해서, 감산기(13)에 있어서, 입력 화상(D1)과 예측 화상(D4)의 

사이의 차분(예측 잔차)을 구함으로써 예측 잔차 화상(D5)이 생성된다.

상기 부호화 모드가 인트라 부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예측 화상(D4)의 화소 데이터를 0으로 함으로써, 입력 화상(D1)

이 그대로 예측 잔차 화상(D5)으로서 출력된다.

또한, 선택된 부호화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 및 양자화 파라미터를 부호화 모드 정보(D3)로서, 움직임 벡터에 관한 정

보를 움직임 벡터 정보(D2)로서 출력한다.

예측 잔차 화상(D5)의 화상 데이터는 직교 변환부(직교 변환 수단; 14)로 입력된다. 직교 변환부(14)에서는 예측 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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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D5)에 대하여,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직교 변환 블록마다 직교 변환이 행해지고, 주파수 화상 데이터인 직교 

변환 계수(D6)가 생성된다. 예를 들면 MPEG-4에서는 휘도 성분 화상에 대하여 8화소 ×8라인의 사이즈의 4개의 블

록이, 각각의 색차 성분 화상에 대하여 8화소 ×8라인의 사이즈의 1개의 직교 변환 블록이 매크로 블록에 포함된다.

도 4a, 도 4b는 화상 데이터의 직교 변환에 관해서 도시하는 도면이다. 예측 잔차 화상(D5)내에 있는 직교 변환용으

로 분할된 각 블록의 화상 데이터는 공간화상 데이터이고, 도 4a에 8화소 ×8라인의 화상 성분에 의해서 예시하는 것

처럼, 수평 좌표와 수직 좌표로 규정되는 8화소 ×8라인의 공간 화상 성분 a 11 내지 a 88 에 의해서 나타난다. 직교 

변환부(14)는 이 공간 화상 데이터를 소정의 변환 방법으로 직교 변환함으로써, 도 4b에 도시하는 주파수 화상 데이

터로 변환한다. 이 주파수 화상 데이터는 수평 주파수와 수직 주파수로 규정되는 8화소 ×8라인의 주파수 화상 성분인

직교 변환 계수 f 11 내지 f 88 에 의해서 나타난다.

구체적인 직교 변환으로서는 예를 들면, 이산 코사인 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적용할 수 있다. D

CT는 푸리에 변환의 코사인의 항을 사용하는 직교 변환이고, 화상 부호화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간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DCT를 행함으로써, 주파수 화상 데이터인 DCT 계수 f 11 내지 f 88 이 생성된다. 또, DCT에서는 

예를 들면 MPEG-4 부호화 방식으로서는 직교 변환용의 블록으로서, 도 4a, 도 4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8화소 ×8

라인의 DCT 블록이 사용된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직교 변환 계수(D6)는 양자화부(15)에 있어서 소정의 양자화 파라미터에 의해서 양자화되어, 양

자화 직교 변환 계수(D7)가 얻어진다. 또한, 블록 단위에 유의인 직교 변환 계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CBP 및 

매크로 블록 내에 유의인 직교 변환 계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COD 플래그를 생성하여, 부호화 보조 정보(D8

)로서 출력한다.

양자화부(15)에 의해서 생성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 및 부호화 보조 정보(D8)는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

어서 가변 길이 부호화되고, 이로써 입력 화상(D1)의 압축 데이터인 부호화 데이터(D9)가 생성된다.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는 또한 움직임 검출부(11)에 의해서 검출된 움직임 벡터 정보(D2)와, 움직임 검출부(11)에 있어서 선

택된 부호화 모드 및 양자화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부호화 모드 정보(D3)가 입력되어 있다. 이들의 움직임 벡터 정보(

D2) 및 부호화 모드 정보(D3)도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가변 길이 부호화되고, 부호화 데이터(D9)에 다중

화된다.

또한, 양자화부(15)에 있어서 생성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는 본 화상 부호화 장치 내에서, 역양자화부(17)에 

의해서 역양자화되어 역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10)가 되고, 또한 역직교 변환부(18)에 의해서 역직교 변환되어 국부

복호 잔차 화상(D11)이 된다. 그리고, 국부 복호 잔차 화상(D11)과 예측 화상(D4)이 가산기(19)에 있어서 가산되어, 

국부 복호 화상(D12)이 생성된다. 이 국부 복호 화상(D12)은 프레임 메모리(20)에 격납되어, 다른 프레임 화상의 움

직임 보상에 이용된다.

다음에, 동화상 복호 방법 및 동화상 복호 장치의 일 예를 제시한다.

도 5는 화상 복호 방법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플로차트이다. 상기 복호 방법은 도 1에 도시한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생성된 부호화 데이터(D9)에 대하여 소정의 복호 처리 조작 및 변환 처리 조작을 하여, 국부 복호 화상

(D12)과 동일한 화상으로서 복호 화상(D12)을 복원하는 화상 복호 방법이다.

도 5에 도시한 화상 복호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부호화 데이터(D9)에 대하여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

변 길이 복호를 하여,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를 생성한다(스텝 S201). 또한, 움직임 벡터 정보(D2), 부호화 모드 

정보(D3), 부호화 보조 정보(D8)도 마찬가지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호화 데이터(D9)로부터 가변 길

이 복호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부호화 데이터(D9)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이 설정되고, 그 가변 길이 복호 테

이블을 사용하여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되어 각각의 부호화 심볼이 생성된다.

다음에,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에 대하여 역양자화 조작을 하여 역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10)를 생성하고(스텝 

S202), 또한 역직교 변환 조작을 하여 국부 복호 잔차 화상(D11)을 생성한다(스텝 S203). 그리고, 국부 복호 잔차 화

상(D11) 및 이미 복호 프레임을 사용하여 부호화 모드 정보(D3)가 나타나는 부호화 모드를 적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하여, 복호 화상(D12)을 복원한다(S204).

도 6은 동화상 복호 장치의 일 예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복호 대상으로서 입력된 부호화 데이터(D9)는 가변 길이 복호부(21)에 입력되고, 소정의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을 사

용하여 가변 길이 복호되어 움직임 벡터 정보(D2), 부호화 모드 정보(D3),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 부호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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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D8)의 각 복호 심볼이 생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가변 길이 복호부(21)는 데이터 압축된 부호화 데이터(D9)에 관

해서, 프레임 화상의 선두로부터, 매크로 블록마 다 부호화 데이터(D9)에 포함되어 있는 각 데이터를 비트 스트림으

로부터 판독하고, 그것을 가변 길이 복호하여, 움직임 벡터 정보(D2), 부호화 모드 정보(D3),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D7), 부호화 보조 정보(D8)를 생성한다. 또, 가변 길이 복호에 사용하는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적절하게 각 심볼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D7)는 역양자화부(22) 및 역직교 변환부(23)에 의해서 역양자화, 역직교 변환된다. 이로써, 국

부 복호 잔차 화상(D11)이 생성된다. 이 국부 복호 잔차 화상(D11)은 부호화전의 예측 잔차 화상(D5)에 대응한 화상

이지만, 양자화·역양자화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보가 없어져 있다.

한편, 움직임 벡터 정보(D2) 및 부호화 모드 정보(D3)는 움직임 보상부(24)로 입력된다. 움직임 보상부(24)에서는 부

호화 모드 정보(D3)가 나타내는 부호화 모드에 의해서 화상의 움직임 보상이 행해지고, 가변 길이 복호부(21)로부터

의 움직임 벡터 정보(D2)와, 프레임 메모리(25)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 화상을 사용하여, 예측 화상(D4)이 생성된다. 

그리고, 가산기(26)에 있어서, 국부 복호 잔차 화상(D11)과 예측 화상(D4)이 가산되고, 복원된 프레임 화상이 복호 화

상(Dl2)으로서 출력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일반적인 동화상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매크로 블록 내의 소정의 블록마다, 유의인 화상 

데이터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CBP)를 전송함으로써, 블록마다의 화상 데이터 전송

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호화의 효율을 높이고 있었다. 또한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는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에서

다른 엔트로피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신호의 특성에 맞추어서 보다 적합한 엔트로피 부호를 적용하여 부호화

하여, 부호화의 효율을 높이고 있었다.

블록마다의 유의인 화상 데이터를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는 상기 마이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유의인 화상 데

이터를 발생하기 쉽거나, 혹은 유의인 화상 데이터를 가지는 블록마다의 출현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정보는 휘도 신호 또는 색차 신호의 동일한 신호에 있어서도,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 그 성질이 크

게 다르다.

예를 들면, 동화상 부호화에 있어서는 양자화 파라미터에 의해서 직교 변환 계수를 양자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작

은 값을 갖고 복호 화상의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직교 변환 계수를 0으로서 생략함으로써, 화상 데이터의 양을 

적게 하는 처리가 행해진다.

이 때, 양자화 파라미터가 큰 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보다 거친 양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직교 변환 계수가 0

으로서 생략되고, 따라서 유의인 화상 데이터를 갖는 블록이 적어진다. 이 때, 유의인 화상 데이터를 가진 블록이 적은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보다 부호 길이가 짧은 부호가 할당된 정보원 부호화를 하면, 효율적인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양자화 파라미터가 작은 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보다 미세한 양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0으로서 생

략되어 버리는 직교 변환 계수는 적어지고, 따라서 유의인 화상 데이터를 가지는 블록은 많아진다. 이러한 경우, 유의

인 화상 데이터를 가지는 블록이 많은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보다 부호 길이가 긴 부호가 할당된 정보원 부

호화를 하면, 효율적인 부호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예를 들면, 동화상 부호화에 있어서는 움직임 보상 프레임간 예측 부호화의 처리에 의해, 화상 상에서의 움직임

이 크고 또한 복잡한 영역에서는 예측이 들어맞기 어렵게 차분 화상의 신호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화상 

상에서의 움직임이 작고 또한 단순한 영역에서는 예측이 들어맞기 쉽게 차분 화상의 신호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차분 화상의 신호가 커지는 경우에는 유의인 화상 데이터를 가지는 블록이 많아지고, 또한 차분 화상의 신호가

작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인 화상 데이터를 가지는 블록은 적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도 한 개의 정보원 부호화 수단에 

의해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하면, 어느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되는 부호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통상, 움직임 벡터는 주위의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값으로부터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

터치를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와의 차분인 차분 움직임 벡터가 정보원 부호화된다. 차분 움

직임 벡터는 주변 화상의 움직임이 단조로운 경우에는 그 크기가 0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주변 화상의

움직임이 심한 경우에는 차분 움직임 벡터의 크기가 0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한 개

의 정보원 부호화 수단에 의해 차분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면, 어느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되는 부호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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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에 대해서도 주변 화상의 움직임이나 텍스처(texture)가 복잡한 경우와 단조로운 경

우에서 발생하는 부호화 모드의 확률 분포의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1개의 정보원 부호화 수단에 의해 부호화 모

드를 부호화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효율적이 되는 부호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에 대해서도,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 블록 내에 발생하는 계수의 분포의 

특성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양자화 파라미터가 작은 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보다 미세한 양자화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값이 큰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가 대부분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양자화 파라미터가 큰 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값의 작은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가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한 개의 정보원 부호화 

수단에 의해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를 부호화하면, 어느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부호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언급해 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일반적인 화상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양자화된 직교 변환 계수에 대하여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 즉 정보원 부호화를 하고, 직교 변환 계

수의 전송에 필요한 정보량을 삭감함으로써, 부호화의 효율을 높이고 있었다.

직교 변환 계수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발생하기 쉬운가라는 성질은 화상 의 성질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동화

상 부호화에 있어서 인트라 부호화 모드이거나 또는 인터 부호화 모드인지에 따라서, 직교 변환되는 화상이 화상 그 

자체이거나, 혹은 움직임 보상이 행해진 후의 잔차 화상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직교 변환 계수의 성질도 크게 달라진

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동화상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각각의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의 직교 변환 계수에 대하여 각

각 전용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준비함으로써, 각각의 직교 변환 계수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가 이루

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직교 변환 계수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직교 변환 계수 그 자체의 상황에 의해서도, 어떠한 정보가 발생하기 쉬

운가라는 성질이 변화한다.

직교 변환 계수는 화상 신호를 직교 변환에 의해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의 이산 신호로 변환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

이다. 따라서, 자연 화상에 있어서는 인접하는 화소끼리의 상관이 높게 공간 저주파 영역의 신호가 보다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교 변환한 직교 변환 계수는 일반적으로, 저주파 영역에서 큰 계수치가 빈틈없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한편, 고주파 영역에서는 비제로의 계수치가 발생하기 어렵게 되고 또 큰 계수치를 취하는 것도 적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일반적인 화상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상술한 양자화에 의해, 고주파 영역에서의 값의 작은 직교 변환 계수가

제로가 되는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람의 시각상에 있어서의 영향이 작은 신호를 삭감하여 보다 부호화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처리에 의해, 고주파 영역에서는 계수치가 발생하기 어려워진다는 경향이 보다 강해

진다.

또한 직교 변환 계수에서는 자연 화상에 있어서는 각 계수의 발생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화상 신호

에 화소치가 큰 신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을 직교 변환 한 계수치는 큰 값을 취하는 것이 많아진다. 혹은 반대로, 

각각의 직교 변환 계수가 속하는 주파수 영역이 이격된 영역이면, 상술한 주파수 영역에 의한 성질의 차이도 있어, 각 

계수의 상관은 낮아진다.

이와 같이 직교 변환 계수는 그것이 속하는 주파수 영역 등에 의해서 그 성질이 크게 변화하지만, 일반적인 화상 부호

화 방식에 있어서는 그 변화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정보원 부호화를 하고 있고, 효율적인 정보원 부호화가 실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동화상 부호화에 있어서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그 성질이,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보원 부호화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가, 부호화 조

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복호 장치, 화상 부호화 방법, 화

상 복호 방법,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 및 화상 복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는 부호화 대상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

할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

기 블록 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을 하여 움직임 벡터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부와, 상기 움직임 검출부에 의

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을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부와, 상기 움직임 

보상부에 의해서 생성된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과의 차분 연산을 행하고 예측 잔차 화상을 출력하

는 감산부와, 상기 감산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변환부와, 상기 변환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부와, 상기 움직임 검출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와 상기 매크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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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

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부를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로서,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부호

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부호화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부호화 수순 제공부와

,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

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는 부호화 대상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이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정 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

여 움직임 보상 예측이 행해져 출력된 움직임 벡터와,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이 

생성되고,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과의 차분 연산이 행해져 예측 화상이 출력되고, 상기 예측 잔차 화

상이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되어 변환 계수가 출력되고, 상기 변환 계수가 양자화 계수에 기초

하여 양자화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부를 구비한 화상 복호 장치로서, 상기 복호부는 복호가 완료된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복호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순 제공부와, 상기 복

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복호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

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

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은 부호화 대상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

로 분할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

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을 하여 움직임 벡터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 스텝과, 상기 움직임 검출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 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을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 스텝과, 

상기 움직임 보상 스텝에 있어서 생성된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과의 차분 연산을 행하여 예측 잔차 

화상을 출력하는 감산 스텝과, 상기 감산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

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변환 스텝과, 상기 변환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

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스텝과, 상기 움직임 검출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

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스텝을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방

법으로서, 상기 부호화 스텝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준비해 두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

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

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방법은 부호화 대상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이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이 행해져 출력된 움직임 벡터와,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이 생

성되고,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의 차분 연산이 행해지고 예측 화상이 출력되고, 상기 예측 잔차 화상

이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되어 변환 계수가 출력되고, 상기 변환 계수가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

여 양자화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

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스텝을 구비한 화상 복호 방법으로서, 상기 복호 스텝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준비해 두고,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복

호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로서 복호 대상

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

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

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을 하여 움직임 벡터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 수단과, 상

기 움직임 검출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을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 수단과, 상기 움직임 보상 수단에 의해서 생성된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과의 차분 연산을 행하

고 예측 잔차 화상을 출력하는 감산 수단과, 상기 감산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

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 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변환 수단과, 상기 변환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수단과, 상기 움직임 검출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부호화 수단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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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순 제공 수단과,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

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 수단이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

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이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

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이 행해져 출력된 움직임 벡터와,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이 생성되고,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의 차분 연산이 행해지고 예측 화상이 출력되고,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이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되어 변환 계수가 출력되고, 상기 변환 계수가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매크로 블 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복호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복호 

수단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순 제공 수단과,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

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복호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 수단이 제공하

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

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술한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부호화 방법 및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은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순을 복수 준비하고,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

순을 이들 복수의 수순으로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부호화 심볼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순을, 복수의 수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서, 부

호화 심볼의 정보원 부호화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술한 화상 복호 장치, 화상 복호 방법 및 화상 복호 프로그램은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복

호를 하기 위한 수순을 복수 준비하고,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순을 이

들 복수의 수순으로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상술한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부호화 방법 및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에 의

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매크로 블록 내의 각각의 상기 변환 블록에 대하

여, 비영(非零)인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비영 계수 존재 플래그를 포함하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

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

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부는 상기 매크로 블록 내의 각각의 상기 변환 블록에 대

하여, 비영인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비영 계수 존재 플래그를 포함하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

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

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타입이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을 가장 많은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을 나타내

는 매크로 블록 타입인 경우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내의 모든 부호화 블록은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

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

록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

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타입이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을 가장 많은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을 나타

내는 매크로 블록 타입인 경우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내의 모든 부호화 블록은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

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

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

록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

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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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양자화 계수의 크기가 미리 설

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적은 것을 나타내는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것 같은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

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양자화 계수의 크기가 미리 설정

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적은 것을 나타내는 상기 부호화 블

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블록수

가 많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

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블록수가

많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부호화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

환 계수의 절대치가 클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

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

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복호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클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부호화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

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복호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

록의 사이에서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

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부호화할 때,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

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

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복호할 때,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

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블록 내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부호화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

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부호화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부는 상기 블록 내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복

호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

환 계수의 수를 복호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

호화 수순에 대응 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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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

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많은 것을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

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

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

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많은 것을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

되는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

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다 작은 차분 움직임 벡터

치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

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

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다 작은 차분 움직임 벡터치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

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

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

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

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

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는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

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변환부와, 상기 변환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

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부와,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

를 출력하는 부호화부를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로서,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

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zero run)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부호화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부호화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부호화 수순 제공부와,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여,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

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는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

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고,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출력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복호 장치로서, 상기 복호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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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복호가 완료된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복호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순 제공부와,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

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

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 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은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

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변환 스텝과, 상기 변환 스텝에 있어서 출력

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스텝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

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스텝을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으로서, 상기 부호화 스텝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

환 계수의 절대치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부호화하는 스텝에 있어서,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준비해 두

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

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방법은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

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고,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출력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스텝

을 구비하는 화상 복호 방법으로서, 상기 복호 스텝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O이 되는 계수의 연

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

를 복호하는 스텝으로서,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준비해 두고,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

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

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

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변환 수단과, 상기 변환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수단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부호화 수단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

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부호화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부호화 수순 제공 수단과,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

고,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 수단이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

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

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고,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

하여 출력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복호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복호 수단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

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복호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순 

제공 수단과,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

하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 수단이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이고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

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

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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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부호화 방법 및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은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순을 복수 준비하고,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

순을 이들 복수의 수순으로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부호화 심볼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순을, 복수의 수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서, 부

호화 심볼의 정보원 부호화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술한 화상 복호 장치, 화상 복호 방법 및 화상 복호 프로그램은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복

호를 하기 위한 수순을 복수 준비하고,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순을 이

들 복수의 수순으로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상술한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부호화 방법 및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에 의

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

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에 의해 가까운 값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

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에 의해 가까운 값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

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제로런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작은 레벨일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 부호화 대상 레벨치

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제로런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작은 레벨치일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

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주파수 대역이 클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

치의 주파수 대역이 클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

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

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제로런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

상 제로런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제로런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제

로런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가 작게 과연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

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

의 수를 압축 부호화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

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저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하여, 상기 부호화 대상 블

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고주파 성분

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복호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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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저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로 복호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고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

로 복호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은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부호화

하고, 상기 블록의 단위로써 부호화 관련 정보를 정보원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 출력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

으로서,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상기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블록에 있어

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는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블록에 분할하여 부호화하

고, 상기 블록의 단위로써 부호화 관련 정보를 정보원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 출력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로

서,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상기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구비하고, 상기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준비하고,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이들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부호화 

심볼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복수의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은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의 단위로써 부호화 관련 정보

가 정보원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 입력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 방법으로서,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

원 복호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장치는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 고, 상기 블록의 단위로써 부호화 관련 정

보가 정보원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 입력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 장치로서,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

원 복호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구비하고, 상기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블록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을, 상기 블록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행함으로써,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블록에 적용되는 부호화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호화 심볼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

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블록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호화 관련 정보에는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앞서서 부호화되는 동일한 종류의 부호화 관련 정

보,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앞서서 부호화되는 다른 종류의 부호화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고, 또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을 부호화 관련 정보가 정보원 부호화될 때의 부호표 상의 순위에 기초하여 행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블록의 근린에 위치하는 블록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을, 상기 블록의 근린에 위치하는 블록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행함으로써,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블록이 포함되는 화상상의 영역에서의 화상의 성질에 의해서 변화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성질을, 근린에 위치하는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관련 정보로부터 예측하여, 부호화 관련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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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블록의

근린에 위치하는 블록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호화 관련 정보에는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와 동일한 종류의 부호화 관련 정보,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와 

다른 종류의 부호화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고, 또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을 부호화 관련 정보

가 정보원 부호화될 때의 부호표 상의 순위에 기초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있어서의 부호표로의 할당 순위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

이로써, 상술한 바와 같이 부호화 심볼의 성질의 변화에 따라서 부호화 심볼의 출현 빈도의 분포가 변화한 부호화 심

볼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있어서의 부호표 상의 할당 순위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있어서의 부호의 구성 방법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써, 상술한 바와 같이 부호화 심볼의 성질의 변화에 따라서 부호화 심볼의 출현 빈도의 분포의 치우침이 변화한 

부호화 심볼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있어 서의 부호의 구성 방법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한 복수의 예측 수단과, 

상기 복수의 예측 수단의 결과 얻어진 복수의 예측치의 유사도를 생성하는 예측치 유사도 생성 수단을 준비하고,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복수의 예측 수단의 유사도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

하다.

복수의 예측 수단의 결과 얻어진 복수의 예측치의 유사도에 기초하여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을 함으

로써,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효율 좋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한 복수의 예측 수단과, 상기

복수의 예측 수단의 결과 얻어진 복수의 예측치의 유사도를 생성하는 예측치 유사도 생성 수단을 준비하고, 상기 정

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복수의 예측 수단의 유사도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 부호화되고, 혹은 복

호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로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모드 정보, 상기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상기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정보, 상기 블록에 있어서의 직교 변환 계수의 레벨치, 상기 블록

에 있어서의 직교 변환 계수의 비영 계수 수 등이 해당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단의 선택에 

사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는 부호화 모드 정보, 양자화 파라미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움직임 벡터, 직교 변환 

계수의 레벨치, 직교 변환 계수의 비영 계수 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단의 선택에 사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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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호화 모드 정보를 포함시킨 경우는 상기 부호화 모드 정보에 의해 정의되는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활성도를 이

용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수단의 선택에 사용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에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포함시킨 경

우는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의해 나타난,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유의 직교 변환 계수의 출현 패턴의 방향적 

치우침을 이용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부호

화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수단이 독립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부호화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수단이 독립적으로 갱신됨으로써, 보다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복호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수단이 독립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전송 시스템은 화상을 부호화하는 화상 부호화부와, 상기 화상 

부호화부에 의해서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송신하는 비트 스트림 송신부와, 상기 송신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비

트 스트림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비트 스트림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전송 시스템으로서, 상기 화

상 부호화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부호화 심볼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복수의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전송 시스템은 화상을 부호화하는 화상 부호화부와, 상기 화상 부호화부에 의해서 부호화된 비

트 스트림을 송신하는 비트 스트림 송신부와, 상기 송신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비트 스트림 수신부와, 상기 수신

된 비트 스트림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전송 시스템으로서, 상기 화상 복호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복호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 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축적 시스템은 화상을 부호화하는 화상 부호화부와, 상기 화상 

부호화부에 의해서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축적하는 비트 스트림 축적부를 구비하는 화상 축적 시스템으로서, 상기 

화상 부호화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부호화 심볼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복수의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재생 시스템은 축적된 비트 스트림을 보유하는 비트 스트림 축적부와, 상기 비트 스트림 축적부

로부터 판독한 비트 스트림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재생 시스템으로서, 상기 화상 복호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복호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은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직교 변환을 

하고,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으로서, 상기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

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장치는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직교 변환을 하여, 직교 변환 계수 정

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로서, 상기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구비하고, 상

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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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은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직교 변환이 행해지고,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가 행해진 부호화 데이터 입력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 방법으로서, 정보원 복호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장치는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직교 변환이 행해지고,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가 행해진 부호화 데이터 입력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 장치로서, 정보원 복호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구비하고,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 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사전

에 전송된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있어서의 유의 계수의 계수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이 적합하다.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있어서의 유의 계수의 계수치에 기초하여,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의 변화를, 사전에 전송된 계수치로부터 예측하고, 직교 변환 계수 정

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사전에 전

송된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있어서의 유의 계수의 계수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사전

에 전송된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있어서의 제로런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교 변환 계수 정보 에 있어서의 제로런수에 기초하여,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의 변화를, 사전에 전송된 제로런수로부터 예측하여,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

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사전에 전

송된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있어서의 제로런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속하는 공간 주파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교 변환 계수 정보가 속하는 공간 주파수에 기초하여,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의 변화를, 공간 주파수로부터 예측하여,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가 속하는 공간 주파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있어서의 부호표로의 할당 순위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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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이 변화하고, 그 정보마다의 출현 빈도가 변화한 경우에 있어서도,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있어서의 부호표로의 할당 순위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있어서의 부호의 구성 방법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로써,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이 변화하고, 그 정보마다의 출현 빈도의 분포의 치우침이 변화한 경우에 있어서

도,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복수의 수단은 각각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있어서의 부호의 구성 방법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대한 정보원 부호화는 

직교 변환 계수열에 있어서의 제로런수 및 계수치의 조합에 대하여 행해져도 좋고, 직교 변환 계수열에 있어서의 제

로런수 및 계수치 각각에 대하여 개별로 행해져도 좋다.

동일하게,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대한 정보원 복호는 직

교 변환 계수열에 있어서의 제로런수 및 계수치의 조합에 관해서 행해져도 좋고, 직교 변환 계수열에 있어서의 제로

런수 및 계수치 각각에 대하여 개별로 행해지더라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로서, 같은 크기의 레벨치

가 연속되는 수가 부호표로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더욱 효율이 좋은 부호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로서, 같은 크기의 레벨치가 연

속되는 수가 부호표로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정보에 따라서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를 저주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더욱 효율이 좋은 부호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복호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복호가 완료된 정보에 따라서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를 저주파성분과 고주파 성분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차례로 복호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사전

에 전송된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전에 전송된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에 기초하여,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선택

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의 변화를, 사전에 전송된 움직임 벡터 차분치로부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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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정보원 복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의 선택은 사전에 

전송된 복호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부호 화 대상이 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는 블

록 내의 제로런 길이의 합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제로런 길이의 합계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복호 대상이 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는 블록 내의

제로런 길이의 합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

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전송 시스템은 화상을 부호화하는 화상 부호화부와, 상기 화상 부

호화부에 의해서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송신하는 비트 스트림 송신부와, 상기 송신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비트

스트림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비트 스트림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전송 시스템으로서, 상기 화상 

부호화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전송 시스템은 화상을 부호화하는 화상 부호화부와, 상기 화상 

부호화부에 의해서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송신하는 비트 스트림 송신부와, 상기 송신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비

트 스 트림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비트 스트림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전송 시스템으로서, 상기 화

상 복호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복호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축적 시스템은 화상을 부호화하는 화상 부호화부와, 상기 화상 

부호화부에 의해서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축적하는 비트 스트림 축적부를 구비하는 화상 축적 시스템으로서, 상기 

화상 부호화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화상 재생 시스템은 축적된 비트 스트림을 보유하는 비트 스트림 축적

부와, 상기 비트 스트림 축적부로부터 판독한 비트 스트림을 복호하는 화상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재생 시스템으로

서, 상기 화상 복호부는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복호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기 어느 하나의 화상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는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 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

단을 복수 준비하고,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이들 복수의 수단

으로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부호화 심볼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

단을, 복수의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서, 부호화 심볼의 정보원 부

호화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는 한 개의 부호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복호를 하기 위한 수단

을 복수 준비하고,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을 이들 복수의 수단으로

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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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복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에 대하여 정보원 부호화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

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직교 변환 계수의 주파수 영역이나 다른 직교 변환 계수의 경향에 따라서 변화한,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성질에 적합한 정보원 부호화를 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부호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복호 장치는 정보원 복호를 하기 위 한 수단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직교 변환 

계수 정보의 정보원 복호에 사용하는 수단을 상기 복수의 수단으로부터 선택한다. 따라서, 상술한 화상 부호화 방법 

또는 화상 부호화 장치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동화상 부호화 수법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플로차트.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동화상 부호화 장치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3a 내지 도 3c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 종별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a, 도 4b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직교 변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동화상 복호 수법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플로차트.

도 6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동화상 복호 장치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7a, 도 7b는 비영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분포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매크로 블록 내의 블록과 인접하는 블록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9a, 도 9b는 휘도 신호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와 인덱스치의 관계를 나 타내는 맵 테이블의 일 예 및, 인덱스치와

가변 길이 부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a, 도 10b는 휘도 신호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본 발명에 따른 맵 테이블의 교체를 적용한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a, 도 11b는 색차 신호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와 인덱스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맵 테이블의 일 예 및, 인덱스치

와 가변 길이 부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a, 도 12b는 색차 신호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본 발명에 따른 맵 테이블의 교체를 적용한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가변 길이 부호화부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15a, 도 15b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콘텍스트(context) 생성에 사용하는 블록의 위치의 일 예

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6a, 도 16b는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및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

하는 도면.

도 17a, 도 17b는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경우의 매크로 블록과 인접하는 블록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a 내지 도 18d는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에 본 발명에 따른 맵 테이블의 교체를 

적용한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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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는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의 색차 신호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본 발명에 따른 맵 테이블의 교체를 적

용한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a, 도 20b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각 심볼의 출현 확률의 분포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1a 내지 도 21c는 복수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2a 내지 도 22d는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부호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3은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과,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의 위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a 내지 도 24j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 종별의 다른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5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에 대한 포인트의 정의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6a, 도 26b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와 인덱스치의 관계를 도시하는 맵 테이블의 일 예 및, 인덱스치와 가변 길

이 부호의 관계를 도시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7은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에 대한 포인트의 정의의 다른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8a, 도 28b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와 인덱스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맵 테이블의 다른 일 예 및, 인덱스치와 가

변 길이 부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다른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9a는 화상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9b는 화상 축적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9c는 화상 재생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가변 길이 부호화부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31은 CX가 0으로부터 7까지의 값을 취하는 경우의 맵 테이블 MT(CX)을 도시하는 도면.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33은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과,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의 위치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34a, 도 34b는 비영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치와 인덱스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맵 테이블의 일 예 및, 인덱스치와 가

변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5a, 도 35b는 본 발명에 따른 맵 테이블의 변경예, 및 변경 후의 맵 테이블을 사용한 부호열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6은 레벨치의 절대치가 1인 것이 연속하는 수를 부호표에 할당한 맵 테 이블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7a 내지 도 37c는 복수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다른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8a 내지 도 38c는 확률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제 1 실시예)

이하, 도면과 함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복호 장

치, 화상 전송 시스템, 화상 축적 시스템, 화상 재생 시스템의 실시예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는 동일 요소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중복하는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도형의 치수 비율은 설명한 것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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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으로서 입력되는 입력 프레임 화상에 관해서, 시계열의 프레임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동화상을 상정하여 설명한다.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특징인 부호화 보조 정보(D8)에 포함되는 CBP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수순 및 그 적합

한 부호화 조건에 관해서, MPEG-4 부호화 방식을 예로서, 구체예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또, 이하에 설명하는 부호

화 방법 및 부호화 조건에 대해서는 도 1, 도 2에 도시한 화상 부호화 방법 및 화상 부호화 장치, 도 5, 도 6에 도시한 

화상 복호 방법 및 화상 복호 장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구체적인 부호화 방식, 복호 

방식에 관해서 는 상기한 MPEG-4 부호화 방식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MPEG-4에 있어서 CBP는 인트라 부호화 모드가 선택된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는 각 블록에 있어서 직교 변환 계수의

비영 교류 성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또한, 인터 부호화 모드가 선택된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는 

각 블록에 있어서 직교 변환 계수의 비영 직류 성분 또는 비영 교류 성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이다.

그런데,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 영역은 화상의 공간적 특징 및 양자화 파라미터에 크게 의존한다. 도 7a, 도 

7b는 화상의 공간적 특징과 비영 직교 변환 계수의 관계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7a, 도 7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화면 중의 배경 부분은 움직임이 적고, 비교적 움직임 보상 예측이 들어맞기 때문에, 비영 직교 변환 계수는 출현하기 

어렵다. 반대로, 화면 중을 이동하는 인물의 부분은 움직임이 심하고 텍스처의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움직임 보상 예

측에 의한 잔차가 많이 출현된다. 그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는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출현하기 쉽다. 즉, 텍스처나 움

직임에 변화가 적은 영역은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출현하기 어렵고, 반대로 텍스처나 움직임에 변화가 많은 영역은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출현하기 쉽다. 또한, 특히 자연 화상 등에서는 형상이나 움직임의 변화의 경향이 근방 영역에

서 유사한 것이 많다.

여기서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휘도 성분 화상에 있어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각 블록을 각각 래스터 스캔

순으로 블록(A), 블록(B), 블록(C), 블록(D)으로 하고, 상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의 하측의 블록을 각각 블록(E), 블

록(F)으로 한다. 또한, 왼쪽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의 우측의 블록을 각각 블록(G), 블록(H)으로 한다. 또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Cb, Cr의 블록을 각각 블록(I, L)으로 하고, 각각의 위에 인접하는 블록을 블록(J, M), 

왼쪽에 인접하는 블록을 각각 블록(K, N)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블록(E, F, G)의 전부에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상의 공간적 연속성을 고

려하면 블록(A)에도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예를 들면 블록(E, 

F, G)이 모두 비영 직교 변환 계수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블록(A)에도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각 블록에 대하여, 근방의 블록의 비영 직교 변환 계

수의 유무에 의해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할 확률이 변화한다. 상기를 기

초로 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화상 부호화 방법은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근방의 블록의 비영 직

교 변환 계수의 유무를 바탕으로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하고, 공간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C

BP의 가변 길이 부호화에 사용하는 맵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CBP의 부호화에 있어서의 가변 길이 부호화에 사용하는 맵 테이블의 교체 

수단의 일 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우선, 휘도 성분에 대한 CBP인 CBPY 및 색차 성분에 대한 CBP인 CBP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간 콘텍스트를 도입하여, 공간 콘텍스트에 따라서 맵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 한다.

도 9a에 CBPY와 각각의 CBPY에 대응하는 인덱스치를 관련시킨 맵 테이블을 도시한다. 또한, 도 9b에는 인덱스치와

각각의 인덱스치에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를 관련시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한다. CBPY는 4비

트로 나타내고, MSB(Most Significant Bit)측에서 차례로 블록(A, B, C, D)에 대응하고 있고,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1로 하고,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0으로 한다. 여기서, 블록(A, B, C, D)과 그 근방의 블록과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포인트 P(A), P(B), P(C), 및 연산자「==」를 도입한다. 연산자「==」는 2개의 수치가 일

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을 돌려주고,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돌려주는 연산자이다. 즉, 블록(A)의 CBP인 

CBP(A)가 블록(G)의 CBP인 CBP(G)와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하에 나타내는 식 1의 연산 결과는 1이 된다.

식 1 : CBP(A) == CBP(G)

즉, CBP(A) 및 CBP(G)가 모두 1이거나, 혹은 모두 0이면 식 1의 연산 결과는 1이 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식 1의 연

산 결과는 0이 된다. 여기서, 포인트 P(A), P(B), P(C)를 이하의 식 2, 식 3, 식 4에 의해서 정의한다.

식 2: P(A)=2·(CBP(A)==CBP(E))+2·(CBP(A)==CBP(G))+(CBP(A)==CBP(H))+

(CBP(A)== CB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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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P(B)= 4·(CBP(B)==CBP(F))+ 2·(CBP(B)==CBP(E))

식 4: P(C)= 4·(CBP(C)==CBP(H))+ 2·(CBP(C)==CBP(G))

이들 식에 의해서 블록(A, B, C)에 대하여 근방 블록과의 CBP에 관한 상관도 를 포인트 P(A), P(B), P(C)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

도 9a, 도 9b에 도시한 맵 테이블의 모든 패턴에 대하여 P(A), P(B), P(C)를 산출하고, 그 합계치를 P(CBPY)로 한다.

즉, P(CBPY)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식 5: P(CBPY)=P(A)+P(B)+P(C)

단,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근방 블록이 화면 외 또는 슬라이스 외가 되는 경우에는 상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연산자「==」에 의한 연산 결과를 항상 0으로 한다. 즉 예를 들면 블록(G, H)이 화면 외 또는 슬라이스 외가 되는 경

우에는 예를 들면(CBP(A)==CBP(G)) 및 (CBP(A)==CBP(H))의 값은 항상 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P(CBPY)는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에서의 CBPY와의 공간적 상관이 높은 CBPY 일수

록 큰 값을 제공한다. 즉, 공간적 콘텍스트를 기초로 한 경우에 출현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되는 CBPY일수록 P(CBPY

)가 큰 값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진 P(CBPY)의 값이 큰 순으로 도 9a에서의 CBPY의 인덱스치가 작아지

도록 배열이 바뀐 맵 테이블을 작성한다. 단, P(CBPY)가 같은 경우에는 도 9a의 맵 테이블에 있어서 인덱스치가 작은

것이 새로운 맵 테이블에 있어서도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한다. 도 10a, 도 10b에는 블록(E, F, G, H)의 CBP가 각각

1, 1, 0, 0인 경우(도 10a)와, 0, 1, 1, 0인 경우(도 10b)를 예로서 CBPY의 맵 테이블을 도시한다.

다음에, CBP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간 콘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맵 테이블을 바꾼다. 도 11a에 CBPC의 맵 테이

블을 도시하고, 도 11b에 CBPC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한다. CBPC는 2비트로 나타내고, MSB 

측에서 차례로 Cb, Cr 대응하고 있어,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1로 하고,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0으로

한다. 도 8에 따라서, CBPY일 때와 같이, P(I), P(L), P(CBPC)를 이하의 식 6, 식 7, 식 8에 의해서 정의한다.

식 6: P(I)= (CBP(I)==CBP(J))+(CBP(I)==CBP(K))

식 7: P(L)=(CBP(L)==CBP(M))+(CBP(L)==CBP(N))

식 8: P(CBPC)=P(I)+ P(L)

단,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근방 블록이 화면 외 또는 슬라이스 외가 되는 경우에는 상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연산자「==」에 의한 연산 결과를 항상 0으로 한다. 즉 예를 들면 블록(K)이 화면 외 또는 슬라이스 외가 되는 경

우에는 예를 들면 (CBP(I)==CBP(K))의 값은 항상 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P(CBPC)는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에서의 CBPC와의 공간적 상관이 높은 CBPC일수록

큰 값을 제공한다. 즉, 공간 콘텍스트를 기초로 한 경우에 출현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되는 CBPC일수록 P(CBPC)가 

큰 값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구해진 P(CBPC)의 값이 큰 순으로 도 11a에서의 CBPC의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바꾸어 배열한 맵 테이블을 작성한다. 단, P(CBPC)가 같은 경우에는 도 11a의 맵 테이블에 있어서 인덱스치가 작은 

것이 새로운 맵 테이블에 있어서도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한다. 도 12a, 도 12b에는 도 8에 있어서의 J, K, M, N의 

CBP가 각각 (0, 1, 0, 0)인 경우(도 12a)와, (0, 0, 1, 1)인 경우(도 12b)를 예로서 CBPC의 맵 테이블을 도시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CBPY 및 CBPC의 맵 테이블을 화상 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바꾸도록 구성

하였기 때문에, 출현하기 쉬운 심볼에 짧은 부호어를, 출현하기 어려운 심볼에 긴 부호어를 할당할 수 있어, CBP를 

적합하게 부호화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CBP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H2)로서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CBP

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서 상기 수법에 기초하여 CBP의 부호화에 대하여 사용하는 부

호화 맵 테이블이 결정되고, 부호화 맵 테이블(H4)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된다. 또,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를 입력할 수 있지만, 본 실시 예에서는 이 입력

이 없어도 좋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 CBP는 가변 길이 부호화되어,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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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CBP의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할 때에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블록만을 참

조했었지만, 물론 인접하고 있는 블록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도 15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인접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근방에 존재하는 블록의 CBP의 정보도 더하여 이용함으로써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

하여도 좋고, 물론, 예를 들면 도 15b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로서는 사용하지 않은 매크로 블

록 내의 블록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서는 CBPY와 CBPC를 별도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

여 각각 별도로 가변 길이 부호화하도록 설명하였지만, 물론 예를 들면 6비트로 나타나고 MSB측의 4비트가 CBPY, 

LSB측의 2비트가 CBPC로 되어 있는 CBP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및 맵 테이블을 사용하여 맵 테이블을 바

꿈으로써 CBPY와 CBPC를 나누지 않고서 부호화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식 5와 식 8에 의

해서 산출되는 P(CBPY) 및 P(CBPC)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이하의 식 9에 의해서 얻어지는 P(CBP)의 값을 이용하

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식 9: P(CBP)= P(CBPY)+P(CBPC)

또,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서는 이미 부호화가 완료된 근방 블록에 있어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복호할 때에도 같은 공간 콘텍스트를 재생할 수 있고, 부호화측과 마찬가지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을 바꿀 수 있다.

즉, 도 14에 도시한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

로부터 주변 블록의 CBP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 참조 정보(H7)로서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

2)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H9)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또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부터는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또,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는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참조 정보(H8)

를 입력할 수 있지만, 본 실시의 예에서는 이 입력이 없어도 좋다. 그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CBP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CBP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의 설명으로서 MPEG-4 부호화 방식을 예로 설명하였지만, 물론 그 

밖의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도 CBP의 부호화에 공간 콘텍스트를 동일하게 생성하고, 공간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의 부호화 방식으로서 H.26L 부호화 방식에 있

어서의 CBP의 부호화 방법에 관해서 본 발명의 제 1 실시 형태를 적용한 예를 이하에 제시한다.

도 16a, 도 16b에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의 구성 및 CBP의 구성을 도시한다. H.26L에서 매크로

블록은 휘도 성분 화상이 16화소 ×16라인의 크기로 이루어지고, 2종류의 색차 성분 화상이 8화소 ×8라인의 크기로 

이루어진다. 직교 변환은 각각 4화소 ×4라인 단위로 행해지지만, 이렇게 해서 생성된 직교 변환 계수 중 색차 성분 화

상의 DC 성분은 또한 2화소 ×2라인의 직교 변환이 행해진다. 인트라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의 경우, 부호화 모드로서

인트라 4 ×4 부호화 모드와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의 2종류의 부호화 모드가 있고, 각각 CBP의 구성이 다르다.

우선, 인트라 4 ×4부호화 모드에서는 CBPY에 대해서는 MPEG-4와 동일하게 매크로 블록을 4개의 8화소 ×8라인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블록 내에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한편, CBPC는 「0」,

「1」,「2」의 3가지가 있다. CBPC로서 「0」은 색차 성분에 관해서는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1」은 색차 성분의 DC 성분에만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고, AC 성분에는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2」는 색차 성분의 AC 성분에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적어도 1개 이상 존재하는 것

을 나타낸다. 또 인터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으로서는 인트라 4 ×4 부호화 모드와 같은 CBP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인트라 16 ×l6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의 CBP에서, CBPY는 매크로 블록 내의 AC 성분에 비영 직교 변환 계수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1 비트만으로 구성된다.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의 CBPC는 인트라 4 ×4부호화 모드

와 동일하다.

우선, CBPY의 구성은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MPEG-4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의 경우만 예외 처리로서 취급하고, 그 밖의 부호화 방법은 MPEG-4에 적용한

경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 8에 있어서의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이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로 부호

화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하의 식 10을 사용하여 P(CBPY)를 산출하고, P(CBPY)의 값이 큰 것을 우선도가 높은 

CBPY로 한다. 도 17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전체를 블록(Q)으로 하여, CBP(Q)는 부

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CBPY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도 18a, 도 18b에는 도 9a, 도 9b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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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H.26L에 적용한 경우의 CBPY의 부호화에 있어서의 맵 테이블 및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도시한다.

식 10: P(CBPY)=(CBP(Q)==CBP(E))+(CBP(Q)==CBP(F))+(CBP(Q)==CBP(G))+(CBP

(Q)== CBP(H))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이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로 부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로 부호화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의 휘도 성분에 대한 CBP는 전부 상기 인트라 16 ×l6부

호화 모드로 부호화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의 CBPY와 동일한 값으로 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MPEG-4

에 적용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를 한다. 즉, 예를 들면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왼쪽에 인접하는 매

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가 인트라 16 ×16 부호화 모드이고, 또한, 그 CBPY가 「1」인 경우에는 도 8에 있어서의 

블록(G) 및 블록(H)의 CBP의 값인 CBP(G) 및 CBP(H)예 어긋남도 「1」로 하여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한다.

다음에, CBPC의 구성은 부호화 모드에 한정되지 않고 공통이기 때문에, 부호화 방법에 예외 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도 17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색차 성분 화상의 블록을 블록(I)으로 하고, 상에 인접하는 

블록을 J로 하고, 왼쪽에 인접하는 블록을 K로 한다. H.26L에 적용한 경우의 CBPC의 부호 화에 있어서의 맵 테이블 

및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도 18c, 도 18d에 도시한다. H.26L에 적용한 경우의 CBPC는 「0」,「1」,「2」의 어

느 하나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이 값은 근방 블록에 있어서의 CBPC의 값과 유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블록(I)의 C

BPC의 값을 블록(J) 및 블록(K)의 CBPC의 값으로부터 추측하도록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한다. 즉, 블록(J)에서의 CB

PC의 값을 CBPC(J), 블록(K)에서의 CBPC의 값을 CBPC(K)로 하면, 다음에 나타내는 식 11에 의해서 산출되는 P(C

BPC)를 구하고, CBPC의 값이 P(CBPC)에 가까운 순으로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맵 테이블을 바꾼다.

식 11: P(CBPC)=(CBPC(K)+ CBPC(J))/2

즉, 예를 들면 CBPC(J)=CBPC(K)=2인 경우에는 식 11로부터 P(CBPC)=2가 되기 때문에, 도 19에 도시하는 테이블

처럼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CBPC로서 CBPC=2의 인덱스치가 가장 작은 값이 되고, 계속해서 CBPC=

1, 맨 마지막에 CBPC=0의 순으로 인덱스치가 증가하도록 맵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하면,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도, CBP의 부호화를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근방 블록에서의

정보를 이용한 공간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맵 테이블을 바꿀 수 있고, 출현 확률이 높은 심볼에 짧은 부호어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CBP의 적합한 부호화가 실현된다.

(제 2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CBP의 부호화를 할 때에 근방 블록에 있어서의 CBP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콘텍스트

를 생성하고, 상기 공간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맵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함으로써 CBP의 적합한 부호화를 실현하는 

방법을 나타내었지만,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및 장치에서는 CBP의 부호화를 할 때에 또한 근방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모드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함으로써 맵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부호화 효율

을 향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및 복호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MPEG-

4 부호화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CBP의 부호화를 

할 때에 그 근방 블록에 있어서의 CBP의 값을 이용하여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하고, 상기 공간 콘텍스트에 따라서 CB

P의 맵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하였지만,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또한 상기 공간 콘텍스트의 생성에 근방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모드 정보를 이용한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MPEG-4에 있어서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는 2종류의 인터 부호화 모드 및 1종류의 인트라 

부호화 모드로 구성된다. 인터 부호화 모드 중 4개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 부호화 모드 1

은 매크로 블록 내의 각각의 블록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된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에는 움직임이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도 8에 도시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근방 블록의 CBP에 대하여, 만약 근방 블록이 속하는 매크로 블록이 인터 부호화 모드 1에 의해 서 부호화되

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CBP의 값에 관계없이 CBP=1인 것으로서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하도록 구성한다. 이와 같

이 구성하면, 움직임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인터 부호화 모드 1의 주변 영역의 움직임도 복잡하기 때문에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출현하기 쉬운 것을 반영한 맵 테이블의 설정이 가능해져, CBP의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복호할 때에도 상기와 같은 수단에 의해서 맵 테이블을 설정함으로써, 상기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

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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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근방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

의 부호화 모드에 따라서 공간 콘텍스트 을 생성하도록 설명하였지만, 물론,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

의 부호화 모드도 참조하여 공간 콘텍스트를 생성하여도 좋다.

(제 3 실시예)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은 CBP의 부호화에 있어서, CBP의 각각의 패턴이 출현할 확률의 분포에 

따라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도 20a, 도 20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CBPY의 인덱스 순으로 대한 심볼의 발생률이 화상에 의해서 다른 경우가 있다. 도 20a는 상위의 몇 개의 인덱스치에

대한 발생 확률이 높고, 그 밖의 발생 확률이 낮은 경우를 나타낸 표이다. 도 20b는 인덱스치에 대한 발생 확률에 그

다지 치우침이 없는 경우를 나타낸 표이다. 이와 같이 특성이 다른 발생률의 분포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의 특성에 적합

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준비해두고, 이들을 적응적

으로 바꾸도록 제어한다. 일 예로서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은 exp-Golomb 

부호라고 불리고,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즉, j+1 비트의 Unary 파트에 대하여, k+j 비트의 Binary 파트를 추가함으

로써 부호를 구성한다(j= 0, 1, . . . ). 즉, j는 그 부호에 있어서의 Binary 파트의 「O」의 개수에, 또한 k는 0번째의 

부호에 있어서의 Binary 파트의 부호 길이와 같다. 도 21a는 k=0인 경우, 도 21b는 k=1인 경우, 도 21c는 k=2인 경

우의 exp-Golomb 부호이다. 도면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k의 값이 클수록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이 작아지

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적응적으로 

이들을 바꾼다. 이들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교체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양자화 파라미터가 큰 경우에는 비

영 직교 변환 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CBPY 각 비트가 「0」으로 될수록 출현하기 쉽고, 공간 콘텍스트에 의한 예

측도 들어맞기 쉽다. 반대로 CBPY의 각 비트가 「1」이 되는 것은 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간 콘텍스트에 의한 

예측이 어긋나기 쉽다. 양자화 파라미터가 작은 경우에는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CBPY의 각 

비트가 「1」로 될수록 출현하기 쉽고, 공간 콘텍스트에 의한 예측도 들어맞기 쉽다. 반대로 CBPY의 각 비트가 「0

」이 되는 것은 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간 콘텍스트에 의한 예측은 어긋나기 쉽다. 양자화 파라미터가 크지도 작

지도 않은 경우에는 CBPY의 각 비트가「0」이나 「1」에 치우치기 않기 때문에, 각각의 패턴이 발생하고, 공간 콘텍

스트에 의한 예측도 들어맞기 어렵다. 그래서,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터의 값을 참조하여, 양

자화 파라미터가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1보다 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 21a의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양자화 파라미

터가 임계치 Th1 이하이고 임계치 Th2보다 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 21c의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양자화 파라미터

가 임계치 Th2보다 작은 경우에는 도 21a의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을 제공할 수 있어, 부호화 효율이 좋은 가변 길이 부호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교체 방법의 다른 예에서는 CBPY의 인덱스치에 따른 실제의 CBPY의 출현수를 카

운트한다. 즉, C(n)를 CBPY의 각각의 인덱스치에 따른 출현 회수의 카운터로 하고(n=1 내지 15), C(n)를 정규화한 C

′(n)의 분산치가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3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 21c의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임계치 T

h3 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 21a의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제공할 수 있고, 부호화 효율이 좋은 가변 길이 부호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도 21a 내지 도 21c에서는 3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의 개수나 그 값은 도 21a 내지 도 21c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메모리

에 보유하여 둠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예로서 나타낸 exp-Golomb 부호 등의 Univers

al 부호를 사용하여 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CBP가 입력된

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2)로

서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CBP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서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수법에 기초하여 CBP의 부호화에 대하여 사용하는 부호화 맵 테이블이 결정되고, 부호화 테이블(H4)이 가

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는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터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서,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수법에 기초하여 CBP의 부호화에 대하여 사용하

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이 결정되고, 상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된

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 CBP은 가변 길이 부호화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도 14에 도시한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

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면, 이미 복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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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심볼로부터 복호 대상 매크로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터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 터 복호 맵 테이블 참조 

정보(H7)로서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H9)

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또한,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가변 길

이 복호 테이블 참조 정보(H8)로서 복호 대상 매크로 블록의 이미 복호 완료된 주변 블록에 있어서의 CBP가 가변 길

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서,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이 선택되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로서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CBP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또,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서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양자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하였지만, 물론,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해야 할 

화상이 복잡함에 영향을 미치는 부호화 정보라면, 어떠한 정보라도 동일한 수단에 의해서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는 매크로 블록이 보다 미세한 블록으로 분할되는 모드일수록, 화상의 복잡함의 

정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분할 블록수가 적을수록, 화상이 복잡함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에 기초하여 화상이 복잡함의 정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비영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가 발생

하기 쉽기 때문에, 모든 CBP의 발생 가능성이 생각되기 때문에, CBP 부호화를 위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 서 

보다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호화하도록 제어한다. 반대로 화상이 복잡함

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CBP 부호화를 위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보다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호화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예를 들면 움직임 벡터에 대해서도, 움직임 벡

터가 길면 길수록 부호화해야 할 화상이 복잡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상기 매크로 블록에 있어

서의 움직임 벡터의 길이가 길수록,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도록 

제어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주위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부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여, 예

측치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를 부호화하는 부호화 방식의 경우에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

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를 기초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즉, 움직임 벡터 차분치가 

크면 클수록,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근방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복잡하고, 그 결과로서 비영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가 발생하기 쉽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의 절대치가 크면 클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적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제어하도록 구성하

여도 좋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서는 각 CBP가 발생할 확률의 분포에 따라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도

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효율 좋게 부호화를 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의 직교 변환 계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수순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공간 화상 데이터를 주파수 화상 데이터로 변환하는 직교 변환으로서는 이산 코사인 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상정한다. 도 22a는 도 4b에 도시한 8화소 ×8라인의 직교 변환 계수 f 11 내지 f 88

에 양자화 처리를 가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q 11 내지 q 88 의 구체적인 일 수치예를 나타내고 있다. 화상 부호화 

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에서는 이러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에 대하여 소정의 처리 수순으로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생성한다.

계수 q ij 의 첨자의 값 i, j가 대응하는 수직 주파수, 수평 주파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q 11

내지 q 88 에 있어서는 공간 화상 데이터에서의 화상 성분 a 11 내지 a 88 (도 4a 참조)과는 달리, 각 양자화 직교 변

환 계수가 그 계수치의 크기 등에 대하여, 대응하는 공간 주파수의 값에 의존한 데이터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 화상에 있어서는 저주파수 영역으로 큰 직교 변환의 계수치가 얻어져, 고주파수가 됨에 따라서 계수치가 작아진

다. 이 분포는 영을 피크에 갖는 라플라스(Laplace) 분포에 의해 근사할 수 있다. 또한, 그 때 각 블록 내의 각 화소의 

농도의 변화가 격심할수록 변환 계수의 분포의 확대도 커져, 계수의 평균 진폭치가 증대한다.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처리 수순에 있어서는 우선, 2차원 데이터인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q 1

1 내지 q 88 이, 예를 들면 도 22b에 도시하는 지그재그·스캔에 의해서, 1차원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 지그재그·스

캔으로서는 스캔 후의 1차원 데이터가 저주파수 영역으로부터 고주파수 영역으로 이행해 가는 데이터열이 되도록, 양

자화 직교 변환 계수가 스캔된다. 이로써, 저주파수 영역으로부터 고주파수 영역으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가 나란히

배열되는 도 22c에 도시하는 1차원 데이터가 얻어진다.

이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1차원 데이터는 그 데이터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또한, 도 22d에 도시하는 Level(레벨) 

및 Run(런)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로 변환된다. 여기서, Level은 복수의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중에 비영 계수치를 

갖는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에서의 계수 레벨을 나타낸다. 또한, Run은 0이 아닌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직전에 있

는 계수치가 0의 데이터의 수인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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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도 22a에 도시한 DCT 계수의 데이터예에서는 도 22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64개의 DCT 계수 q 11 내

지 q 88 이, O이 아닌 계수치를 가지는 DCT 계수의 출현 위치에 기초하여, 계수 q 11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1 , 계

수 q 12 , q 21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2 , 계수 q 31 내지 q 13 으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3 , 계수 q 14 내지 q 32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4 , 계수 q 41 내지 q 15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5 , 및 계수 q 16 내지 q 88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6 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의 계수군 S i (i=1 내지 6)에 대하여, 도 22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각 Level치 L i 및 Run치 R i 가 

구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계수군 S 1 에서는 L 1 =q 11 =10, R 1 =O 이다. 또한, 계수군 S 2 에서는 L 2 =q 21 =-2, 

R 2 =1이다. 또한, 계수군 S 3 에서는 L 3 =q 13 =2, R 3 =2이다. 또한, 계수군 S 4 에서는 L 4 =q 32 =-1, R 4 =2

이다. 또한, 계수군 S 5 에서는 L 5 =q 15 =1, R 5 =5이다. 또한, 최후의 계수군 S 6 은 모든 계수 q 16 내지 q 88 의

계수치가 O으로 되어 있는 계수군이고, L 6 =0이고, R 6 은 미정의이다.

그런데, 도 22d에 도시한 Level 및 Run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 CC 및 Run 합계치 RT를 산출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도 22d로부터 비영 계수 수 CC=5, Run 합계치 RT=

10이 된다.

여기서, 이들의 계수군 및 비영 계수 수 CC나 Run 합계치 RT의 부호화를 할 때에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로서 예를 들면 도 9b에 도시한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좌측의 항은 인덱스

치를 나타내고, 우측은 인덱스치에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입력 심볼(H1)로

서 비영 계수 수 CC 및 Run 합계치 RT가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 및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 입력

된다.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는 입력 심볼(H1)에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예를 들면 도 

9b에 도시한 바와 같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하여, 입력 심볼(H1)은 가

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즉, 비영 계수 수 CC의 값으로부터 1을 줄인 값을 인덱스치로서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를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한다. 또한 같이 Run 합계치 RT의 값을 인덱스치로서 대응

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한다.

다음에, 고주파측의 계수군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한다. 단, 모든 계수치가 0으로 되어 있는 계수군에 관해서는 부호

화하지 않는다. 우선, 모든 계수군의 Run치 R i 가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되면, Run치

R i 를 인덱스로서 같이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호화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다음에, Level치의 부호화를 고주파측의 계수군으로부터 차례로 모든 비영 Level치에 대하여 행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의 Level치의 부호화를 할 때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의 주변에서 부호화가 완료된 블록에 있어서의 Level치에 따라서 바

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을 블록(A), 상에 인접하는 블록을 블록(B), 왼쪽에 인

접하는 블록을 블록(C)으로 한다. 화상 신호에 있어서 텍스처나 움직임에 변화가 적은 영역은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출현하기 어렵고, 반대로 텍스처나 움직임에 변화가 많은 영역은 비영 직교 변환 계수가 출현하기 쉬운 것이 알려져 

있다. 또한, 특히 자연 화상 등에서는 텍스처나 움직임의 변화의 경향이 근방 영역에서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부

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의 주변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계수가 출현하는 경향으로부터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

어서의 부호화 계수의 출현하는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A)에 인접하는 블록(B) 및 블록(C)에서 예를 들면 Level치가 큰 계수가 다수 출현하고 

있으면, 그 근방 영역은 화상 신호에 있어서 텍스처나 움직임의 변화가 복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호화 대상 블

록(A)에서도 Level치가 큰 계수가 다수 출현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예를 들면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A)에

인접하는 블록(B) 및 블록(C)에서 Level치가 작은 계수밖에 출현하지 않거나, 또는 Level치가 비영의 계수가 존재하

지 않으면, 그 근방 영역은 화상 신호에 있어서 텍스처나 움직임이 단조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호화 대상 블록(C)

에서도 Level치가 작은 계수가 출현하기 쉽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Level치가 큰 값이 다수 출현하는 경우에는 Level치가 작은 값을 취할지 큰 값을 취할지를 유추하는 것은 어

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각 Level치에 대한 부호 길이가 치우치지 않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부

호화를 효율 좋게 행할 수 있다. 반대로, Level치가 작은 값을 취하기 쉬운 경우에는 Level치가 작은 계수에 대한 부

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부호화를 효율 좋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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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테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Level치에 따라서 상기 부호화 대상 Level치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꾼다. 즉,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Level치보다,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L

evel치는 작은 값이 출현하기 쉽다고 유추되는 경우에는 도 21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테

이블을 사용하도록 제어하고, Level치가 큰 값도 출현하기 쉽다고 유추되는 경우에는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Level치를 부호화할 때에 예를 들면 도 23에 있어서의 블록(B) 

및 블록(C)에서의 Level치의 절대치의 최대치 MaxL를 구하고,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7 및 Th8(Th7<Th8)에 대하

여, MaxL이 Th7보다 작으면 도 21a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MaxL이 Th7 이상이고 Th8보다 작

으면 도 21b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MaxL이 Th8 이상이면 도 21c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바꾼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 심볼(H1)로서 Level치가 입력되면

,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MaxL이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입력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수법에 의해서 선택되는 가변 길

이 부호화 테이블(H5)을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한다. 다른 동작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 내지 제 3 실시

예와 같다.

이렇게 구성하면,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의 근방 블록으로부터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출

현 경향을 유추할 수 있고, 작은 Level치가 출현하기 쉬운 경우에는 작은 Level치에 대하여 짧은 부호 길이를 할당하

고, Level치가 작은 값을 취할지 큰 값을 취할지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큰 Level치에 대하여도 길지 않는 부호 

길이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Level치의 부호화를 효율 좋게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부호화 대상 블

록의 근방에 있는 블록(B) 및 블록(C)의 Level치의 절대치 MaxL을 사용하도록 설명하였지만, 물론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부호화가 완료된 근방 블록도 참조의 범위에 넣은 후에 Level치의 절대치의 최대치를

사용하여도 좋고, 최대치의 대신에 중간치, 절대치의 합계치, 분산치, 절대치의 평균치 등, 근방 블록에 있어서의 Lev

el치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Run치의 부호화를 Level치의 앞에 행하도록 기술하였지만,

물론 본 발명은 Run치를 Level치의 뒤에 부호화하여도 Run치와 Level치를 교대로 부호화하여도 좋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

면,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MaxL이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일 때와 동일

한 처리에 의해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는 사용하는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을 결정하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H9)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

고, 복호 심볼(H6)로서 Level치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변 길이 복호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테이블치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지

만, 물론 본 발명은 이들의 값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8화소 ×8라인의 DCT 계

수를 예로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직교 변환의 종류나 블록의 크기가 이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 5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그런데, 움직임 벡터정보(D2)는 예를 들면 M

PEG-4에 있어서의 부호화에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에 대하여,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

서의 움직임 벡터의 중간치가 예측치로서 생성되고, 상기 예측치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와의 차분치 MVD를 부호화한

다.

여기서, 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A), 위에 인접하는 블록을 매크

로 블록(B), 왼쪽에 인접하는 블록을 매크로 블록(C)으로 한다. 화상 신호에 있어서, 특히 자연 화상 등인 한 영역의 

텍스처나 움직임의 변화의 경향이 그 근방 영역에서 유사하고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

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

임의 변화도 심하고,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가 어떠한 값을 취하는지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다. 반대로, 주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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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의 변화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그 근방 영역은 단조로운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정

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도 움직임 벡터 차분

치의 절대치는 작은 값을 취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가 작은 경우

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이 되는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는 0 근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 근방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반대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가 큰 경우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이 되는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가 O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 차분

치의 절대치가 큰 값이라도 작은 값이라도 부호 길이에게 그다지 차가 없는 가변 길이 부호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

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의 크기에 따라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

직임 벡터 차분치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도 23에 도시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A)의 주변 매크로 블록으로서 위에 인접하는 매크

로 블록(B) 및 왼쪽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C)에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를 MVD(B) 및 MVD(C)로 한다.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0에 대하여, MVD(B) 및 MVD(C)의 모두 Th0보다 작으면, 매크로 블록(A)에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도 21a의 테이블을, MVD(B) 또는 MVD(A)의 어느 한쪽만 Th0과 동일하거

나 Th0보다 크면 도 21b의 테이블을, MVD(B) 및 MVD(C)의 양쪽이 Th0과 동일하거나 Th0보다 크면 도 21c의 테

이블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도록 구성한다. 단, 매크로 블록(B) 또는 매크로 블록(C)이 화면 외 또는 슬라

이스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는 미리 설정하여 둔 값 Z(Z≥Th0)로서

처리한다. 이것은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이 화면 외 또는 슬라이스 외이면, 움직임 벡터의 예측치가 들어맞기 어렵고, 

부호화 대상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취할 수 있는 값이 O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

하는 매크로 블록이 인트라 매크로 블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는 Z

라고 처리한다. 이것도, 상기와 같이 부호화 대상의 움직임 벡터의 예측치가 들어맞기 어렵고, 부호화 대상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취할 수 있는 값이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움직임 벡터 차

분치 MVD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MVD(B) 및 MVD(C)이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MVD(B) 및 MVD(C)가 미리 설정해 둔 임계치 Th0과 비교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호화 대상 움직

임 벡터에 대하여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이 결정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

력부(30)에 제공된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 움직임 벡터는 가변 길이 부호화되어,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MVD치가 0 근방에 집중하기 쉬운 경우에는 0 근

방의 부호 길이가 짧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MVD치가 0 근방인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고, MVD치가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꿈으로

써 MVD치가 큰 값이라도 부호 길이가 길어지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MVD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 도 21a 내지 도 21c에서는 3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의 개수나 그 값은 도 21a 내지 도 21c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의 메모리에 보유해두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3)의 제공을 교체함으로써 실

현하더라도, 예로서 제시한 exp-Golomb 부호 등의 Universal 부호를 사용하여 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에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3)을 생성함으로써 실현하여도 좋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

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로부터 산출된 MVD(B) 및 MVD(C)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

블 참조 정보(H8)로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부

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

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MVD치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변 길이 복호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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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실시예)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위의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에 따라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하였지만,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

법에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위의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에 따라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미 도 3a 내지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MPEG-4에 있어서는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로서, 인터 부

호화 모드 0, 인터 부호화 모드 1, 인트라 부호화 모드의 3개로 분류된다. 그런데, 인터 부호화 모드 1은 인터 부호화 

모드 0보다도 화면의 움직임이 복잡한 경우에 의해 효과적으로 4개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하는 부

호화 모드이다. 따라서, 인터 부호화 모드 1이 선택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는 화면의 움직임은 인터 부호화 

모드 0이 선택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에 비교하고 복잡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임의의 매크로 블록(MB)에 대하여 각 부호화 모드에 따라서 복

잡함을 나타내는 포인트 P(MB)를 정의한다. 이들을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도 8에 도시한 매크

로 블록(B 및 C)에 대하여 산출한 포인트를, 포인트 P(B) 및 P(C)로 한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A

) 에 대한 포인트를 이하의 식 12에 의해서 정의한다.

식 12: P(A)= P(B)+P(C)

그런데, 이상에 의해서 산출된 포인트 P(A)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 록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화면의 움직임의 복잡함 및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으로부터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예측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포인트가 크면 클수록 예측이 어렵거나 움직임이 복잡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

블을 복수 준비하고,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로부터 산출한

포인트 P(A)의 크기에 따라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을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1 및 Th2(Th1<Th2)에 대하여, 포인트 P(A)가 Th1보다 작으면, 움

직임이 복잡하지 않고 움직임 벡터 예측치가 들어맞기 쉽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의 절대치가 0에 가

까운 부호가 보다 짧은 부호 길이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도 21a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도록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P(A)가 Th1 이상이고 Th2보다 작으면 도 21b의 테이블을, P(A)가 Th2 이상이면 도 21c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도록 구성한다. 단, 매크로 블록(B) 또는 매크로 블록(C)이 화면 외 또는 슬

라이스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매크로 블록의 포인트 P(X); 단 X는 B 또는 C는 인트라 부호화 모드(A

C 계수 있음)에 대한 포인트와 같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이 화면 외 또는 슬

라이스 외이면, 움직임 벡터의 예측치가 들어맞기 어렵고, 부호화 대상의 움직임 벡터 차분 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움직임 벡터 차

분치 MVD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매크로 블록(B) 및 매크로 블록(C)의 부호화 모드 정보가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

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포인트 P(A)가 산출되어 미리 설정해 둔 임계치 Th1 및 Th2와 

비교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호화 대상 움직임 벡터에 대하여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이 결정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 움직임 벡터는 가변 길이 부

호화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위의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로부터 유추하여, MVD치가 0 근방에 집중하기 쉬운 경우에는 0 근방의 부

호 길이가 짧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MVD치가 0 근방인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고,

MVD치가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MVD치

가 큰 값이더라도 부호 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MVD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 도 21a 내지 도 21c에서는 3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의 개수나 그 값은 도 21a 내지 도 21c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의 메모리에 보유해 두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의 제공을 바꿈으로써 실현

하더라도, 예로서 제시한 exp-Golomb 부호 등의 Universal 부호를 사용하여 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에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생성함으로써 실현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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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

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로부터 산출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B 및 C)에 있어

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참조 정보(H8)로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

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

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MVD치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변 길이 복호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있어서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를 이용한 움직 임 벡터 차분치가 적합한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을 MPEG-4에 적용한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부호화 방법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일 예

로서, H.26L 부호화 방식에 적용한 부호화 방법을 이하에 제시한다.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는 도 24a 내지 도 2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개의 스킵(Ski

p) 모드 0과, 7개의 인터 모드 1 내지 7과, 2개의 인트라 모드 8, 9의 10개의 부호화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

이 중, 스킵 모드 0은 화상의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고, 움직임 보상에 사용하는 참조 프레임과 동일 위치의 화상을 카

피하는 모드이다.

또한, 인터 모드 1 내지 7은 각각 다른 블록 구분을 사용하여 인터 프레임 부호화(프레임간 부호화)를 하는 경우의 모

드이다. 각각에서의 움직임 보상용 블록에 대해서는, 도 24a 내지 도 2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모드 1에서는 16화소

×16라인의 사이즈로 1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2에서는 16화소 ×8라인의 사이즈로 2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

드 3에서는 8화소 ×16라인의 사이즈로 2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4에서는 8화소 ×8라인의 사이즈로 4개의 블록

이 사용된다. 모드 5에서는 8화소 ×4라인의 사이즈로 8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6에서는 4화소 ×8라인의 사이즈

로 8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7에서는 4화소 ×4라인의 사이즈로 16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도 28a에는 이들의 모

드와 인덱스치의 대응을 나타내는 맵 테이블을 도시하고, 도 28b에는 각각의 인덱스치와 대응하는 부호를 나타내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도시한다.

또한, 인트라 모드 8, 9는 각각 다른 블록 구분을 사용하여 인트라 프레임 부호화(프레임내 부호화)를 하는 경우의 모

드이다. 각각에서의 블록에 대해서는 도 24a 내지 도 2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모드 8에서는 4화소 ×4화소의 사이

즈로 16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9에서는 16 ×16의 사이즈로 1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들의 10개의 부호화 모드에 대하여, MPEG-4에 적용한 예와 마찬가지로 포인트(P)를 정의한다. 예를 들면

,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포인트를 정의한다. 즉, 인터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는 블록 구분수가 많을수록 움직임

이 복잡하다고 유추되기 때문에, 블록 구분수가 많을수록 포인트가 큰 값을 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스킵 모드

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위의 움직임도 없거나 작은 것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가 작은 값을 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트라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도, 블록 구분수가 많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복잡하고,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의 예측이 들어맞기 어렵고, 블록 구분수가 적은 경우에는

움직임은 복잡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움직임 벡터의 예측은 들어맞기 어렵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모드 8에서는 

포인트가 큰 값을 취하도록, 모드 9에서는 모드 8보다도 포인트가 작은 값을 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값은 설

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 예로서 들었을 뿐이고, 본 발명은 이들의 테이블의 구체적인 값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다.

그런데, 도 27에 있어서의 부호화 모드에 대한 포인트의 표를 사용하여, MPEG-4에 적용한 예와 동일하게,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B) 및 매크로 블록(C)의 포인트 P(B) 및 P(C)를 구한다. 그리고, P(

B) 및 P(C)로부터,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대한 포인트 P(A)가 구해진다.

이하, 같이 P(A)와 임계치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H.26L 부호화 방식

에 있어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제 7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그런데,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는 이미 도 3

a 내지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MPEG-4에 있어서는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로서, 인터 부호화 모드

0, 인터 부호화 모드 1, 인트라 부호화 모드의 3개로 분류된다. 그런데, 인터 부호화 모드 1은 인터 부호화 모드 0보다



공개특허 10-2004-0068535

- 33 -

도 화면의 움직임이 복잡한 경우나 텍스처가 복잡한 경우에 의해 효과적으로 4개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하는 부호화 모드이다. 따라서, 인터 부호화 모드 1이 선택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는 화면의 움직임이

나 텍스처는 인터 부호화 모드 0이 선택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과 비교하여 복잡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인트라 

부호화 모드에 대해서는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비영 계수 수가 많으면 텍스처가 복잡하다고 생각되고, 반대로 비영

계수 수가 적으면 텍스처가 단조롭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A), 상에 인접하는 블록을 매크

로 블록(B), 왼쪽에 인접하는 블록을 매크로 블록(C)으로 한다. 화상 신호에 있어서, 특히 자연 화상 등인 영역의 텍스

처나 움직임의 변화의 경향이 그 근방 영역에서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

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이나 텍스처가 복잡한 경우에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나 텍스처도 복잡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이나 텍스처가 단조로운 경우

에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이나 텍스처도 단조롭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 등의 정보로부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 출현하기 쉬운 부호화 모드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임의의 매크로 블록(MB)

에 대하여 각 부호화 모드에 따라서 복잡함을 나타내는 포인트 P(MB)를 정의한다. 단, 인트라 부호화 모드에 대해서

는 휘도 성분의 직교 변환 계수의 AC 성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다른 포인트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을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도 23에 도시한 매크로 블록(B 및 C) 대하여 산출한 포인트를, 

포인트 P(B) 및 P(C)로 한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A)에 대한 포인트를, 이하의 식 13에 의해서 

정의한다.

식 13: P(A)=(P(B)+ P(C))/2

그런데, 이상에 의해서 산출된 포인트 P(A)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이나 텍스처의 복잡함을 나타내고 있 다. 포인트가 크면 클수록 움직임이나 텍스처가 복잡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 26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맵 테이블 및 도 2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준비하

고,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로부터 산출한 포인트 P(A)의 

크기에 따라서, 맵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의 가변 길이 

부호화에 있어서의 부호어의 할당을 바꾼다. 단, 인트라 매크로 블록에 대해서는 2개의 포인트가 산출되기 때문에, 작

은 값쪽을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산출한 포인트 P(A)와 각 부호화 모드에 대하여 정의된 포인트의 차 DP를 구하고, DP가 작

은 부호화 모드일수록 맵 테이블에 있어서의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맵 테이블을 바꾼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매크로 블록 부

호화 모드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H2)로서 매크로 블록(B) 및 매크로 블록(C)의 부호화 모드 정보 및 CBP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포인트 P(A)가 산출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호화 맵 테이블이 결정되고, 부호화 

맵 테이블(H4)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그리고,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가 가변 길이 부호화

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출현하기 쉽다고 유추되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가 보다 짧은 부호 길이로 부호화되도록 맵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

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인 매크로 블록(B 및 C)에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 및 CBP가 복호 심볼 메모리(41)

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 참조 정보(H7)로서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

)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H9)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또한, 가변 길

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심

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부호화 모드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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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가변 길이 복호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위 의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정보를 이용한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의 적합한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을 MPEG-4에 적용한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

론, 부호화 방법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일 예로서, H.26L 부호화 방식에 적용한 부호화 방법을 이하에 나타낸

다.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는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는 도 24a 내지 도 2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개의 스킵(Ski

p) 모드 0과, 7개의 인터 모드 1 내지 7과, 2개의 인트라 모드 8, 9의 10개의 부호화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

이 중, 스킵 모드 0은 화상의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고, 움직임 보상에 사용하는 참조 프레임과 동일 위치의 화상을 카

피하는 모드이다.

또한, 인터 모드 1 내지 7은 각각 다른 블록 구분을 사용하여 인터 프레임 부호화(프레임간 부호화)를 하는 경우의 모

드이다. 각각에서의 움직임 보상용 블록에 대해서는 도 24a 내지 도 2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모드 1에서는 16화소 

×16라인의 사이즈로 1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2에서는 16화소 ×8라인의 사이즈로 2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3에서는 8화소 ×16라인의 사이즈로 2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4에서는 8화소 ×8라인의 사이즈로 4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5에서는 8화소 ×4라인의 사이즈로 8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6에서는 4화소 ×8라인의 사이즈로 

8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7에서는 4화소 ×4라인의 사이즈로 16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또한, 인트라 모드 8, 9는 각각 다른 블록 구분을 사용하여 인트라 프레임 부호화(프레임내 부호화)를 하는 경우의 모

드이다. 각각에서의 블록에 대해서는 도 24a 내지 도 2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모드 8에서는 4화소 ×4화소의 사이

즈로 16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모드 9에서는 16 ×l6의 사이즈로 1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들의 10개의 부호화 모드에 대하여, MPEG-4에 적용한 예와 동일하게 포인트 P를 정의한다. 예를 들면,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포인트를 정의한다. 즉, 인터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는 블록 구분수가 많을수록 움직임이나 

텍스처가 복잡하다고 유추되기 때문에, 블록 구분수가 많을수록 포인트가 큰 값을 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스

킵 모드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위의 움직임도 없거나 작은 것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작은 값을 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트라 부호화 모드에 있어서도, 블록 구분수가 많은 경우에는 움

직임이나 텍스처가 복잡하고,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의 예측이 들어맞기 어렵고, 블록 구

분수가 적은 경우에는 움직임이나 텍스처는 복잡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움직임 벡터의 예측은 들어맞기 어렵다

고 예상되기 때문에, 모드 8에서는 포인트가 큰 값을 취하도록, 모드 9에서는 모드 8보다도 포인트가 작은 값을 취하

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값은 설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 예로서 들었을 뿐이고, 본 발명은 이들의 테이블의

구체적인 값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도 27에 있어서의 부호화 모드에 대한 포인트의 표를 사용하여, MPEG-4에 적용한 예와 같이,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B) 및 매크로 블록(C)의 포인트 P(B) 및 P(C)를 구한다. 그리고, P(B) 및 P

(C)로부터 식 13을 사용하여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에 대한 포인트 P(A)가 구해진다.

이하, 동일하게 P(A)의 값을 참조하여, 각 부호화 모드의 포인트가 포인트 P(A)의 값에 가까울수록 인덱스치가 작아

지도록 맵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제 8 실시예)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있어서는 맵 테이블만을 바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주위의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에 따라

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보다 효율이 좋은 부호화를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도 23에 이미 도시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A)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B와 C)에서, 동일한 정도

의 복잡함을 나타내는 부호화 모드가 선택되고 있는 경우에는 매크로 블록(A)에서도 매크로 블록(B) 및 매크로 블록(

C)과 동일한 정도의 복잡함을 나타내는 부호화 모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매크로 블록(

B와 C)에서 완전히 다른 복잡함을 나타내는 부호화 모드가 선택되고 있는 경우에는 매크로 블록(A)에서 어떠한 부호

화 모드가 선택되는지를 유추할 수 없다. 그래서, 매크로 블록(B 및 C)에서 선택된 부호화 모드의 복잡도가 유사한 경

우에는 인덱스치가 작은 부호화 모드에 대하여 보다 짧은 부호 길 이로 부호화하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가변 길

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고, 반대로 매크로 블록(B 및 C)에서 선택된 부호화 모드의 복잡도가 유사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인덱스치가 작은 부호화 모드라도 큰 부호화 모드라도 부호 길이에 큰 차가 나지 않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적

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 모드를 가변 길이 부호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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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포인트 P(B) 및 P(C)의 차의 크기에 

따라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H.26L 부호화 방식에 적용한 경우에는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맵 테이블을 바꾸는 동

시에, 도 27에 있어서의 표로부터 매크로 블록(B 및 C)에 대하여 구해진 포인트 P(B) 및 P(C)의 차분치의 절대치 PD

를 산출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1 및 Th2에 대하여 (Th1<Th2), PD가 Th1보다 작은 경우에

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도 21a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PD가 Th1 이상이고 동시에 Th2보다 작

은 경우에는 도 21b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PD가 Th2 이상이면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도 21c의 가변 길

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꿈으로써,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매크로 블록 부

호화 모드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H2)로서 매크로 블록(B) 및 매크로 블록(C)의 부호화 모드 정보가 입력된다. 또한, 동일하게 부호화 심볼 메모

리(31)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매크로 블록(B) 

및 매크로 블록(C)의 부호화 모드 정보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포인

트 P(A)가 산출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호화 맵 테이블이 결정되고, 부호화 맵 테이블(H4)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

30)에 제공된다.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포인트 P(B)와 포인트 P(C)의 차

분치의 절대치 PD와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1 및 Th2를 비교함으로써 선택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그리고,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가 가변 길이 부호화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또한 도 14에 도시한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에서는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

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인 매크로 블록(B 및 C)에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 정보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복호 맵 테

이블 참조 정보(H7)로서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에 입력된다. 마찬가지로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인 매크로 블록

(B 및 C)에서의 매크로 블록 부호화 모드 정보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참조 정보(H8)

로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H9)이

부호화와 동일한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또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

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된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

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부호화 모드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

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변 길이 복호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제 9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8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주위의 콘텍스트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부호화 맵 테

이블 혹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지만,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

법에 있어서는 또한 각 부호화 맵 테이블에 있어서의 각 인덱스치에 대응하는 부호화 정보를 과거의 부호화 결과로부

터 학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30은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학습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화부(50)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3

0에 있어서는 도 13에 있어서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와 동일 요소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중복하는 설명은 생략

한다.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학습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화부(50)에 있어서, 피드백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51)는 도 13에 있어서의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의 기능에 더하여, 또한 부호화 맵 테이블에 있어서

의 입력 심볼에 대한 인덱스치인 채용 인덱스치 H11을 출력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

습 기능 첨부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52)는 도 13에 있어서의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의 기능에 더하여, 또한 

채용 인덱스치 H11을 입력하고, 입력 심볼(H1)에 대한 콘텍스트에 있어서의 맵 테이블을 갱신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학습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화부(50)에 입력 심볼(H1)이 입력되면, 학습 기

능 첨부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52)는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H2) 및 과거의 학습 결과를 기초로 사용하는 맵 

테이블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맵 테이블(H4)을 피드백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51)에 제공한다. 또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는 필요하면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를 기초로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을 결정하여,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피드백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51)에 

제공한다. 피드백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51)는 이렇게 해서 얻어진 맵 테이블 및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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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입력 심볼(H1)을 가변 길이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D9)를 출력하는 동시에, 입력 심볼(H1)에 대응하는

맵 테이블에 있어서의 인덱스치인 채용 인덱스치 H11을 학습 기능 첨부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52)에 제공한다. 학

습 기능 첨부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52)에서는 입력된 채용 인덱스치 H11을 기초로 하여 사용한 맵 테이블을 갱신

하고, 다음 번과 같은 콘텍스트가 선택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갱신된 맵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호화가 행해진다.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맵 테이블의 갱신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서는 부호화 대상 심볼로서 H.2

6L에서의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를 예로 들어,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적용한 경우에 관해서 설명한다.

H.26L에서의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는 도 24a 내지 도 24j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0이지 존재하고,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의 일 예로서는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포인트를 정의하여, 도 23에 도시하는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A)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B 및 C)의 부호화 모드에 대한 포인트 P(B) 및 P(C)로부터 식 13에 의해서 포인트 P(A)

를 구하여, 포인트 P(A)를 콘텍스트로서 맵 테이블을 바꾸고 있었다.

식 13으로부터, P(A)가 취할 수 있는 값은 O에서 7까지의 8종류의 정수인 것은 자명하다. P(A)의 값 CX에 따라서 생

성되는 맵 테이블 MT(CX)은 8종류인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CX가 0부터 7까지의 값을 취하는 경우의 맵 테이블 M

T(CX)을 도 31에 도시한다. 도 31에 도시한 테이블에 있어서, 맵 테이블 MT(CX)에 있어서 부호화 모드 M에 대응하

는 인덱스치를 MT(CX, M)로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도 3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P(A)=3에 대한 맵

테이블 MT(3, M)는 M=0으로부터 9의 수순으로, 7, 2, 0, 1, 3, 4, 5, 8, 9, 6의 인덱스치를 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콘텍스트로서 P(A)=3이고, 부호화 대상이 되는 부호화 모드가 모드 8인 경우, 맵 테이블 MT(3)을 사용하여 

MT(3,8)에 해당하는 인덱스치 9에 대응하는 부호를 예를 들면 도 9b에 도시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에 의해서 

출력한다. 그런데, 혹시, 콘텍스트 P(A)=3이 발생한 경우에 부호화 모드로서 모드 8이 선택되는 빈도가 많은 경우에

는 대응해야 할 인덱스치를 보다 작은 값으로 함으로써, 짧은 부호를 모드 8에 할당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MT(3)에 있어서 모드 8이 선택되는 회수 C(3,8)를 카운트하여, 그 회수가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

9보다 커진 경우에는 모드 8에 대응하는 인덱스치 MT(3,8)를, MT(3,8)의 다음에 작은 인덱스치를 가지는 MT(3,7)

와 교체한다. 또한, 모드 8에 대응하는 선택 회수 C(3,8)를 리셋으로 하여 0으로 한다. 이와 같이, 선택 회수가 많은 

모드는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제어하여, 각 맵 테이블마다 독립하여 맵 테이블을 갱신해감으로써, 각 콘텍스트에 따

라서 각각의 맵 테이블을 최적화할 수 있다.

여기서 설명한 맵 테이블의 갱신 방법 불과 일 예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이 콘텍스트마다 맵 테이블의 최적화를 하면,

보다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의 성질에 따라서 효율 좋은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도 32는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학습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복호부(60)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32에

있어서는 도 14에 있어서의 가변 길이 복호부(21)와 동일 요소인 것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중복하는 설명은 생략

한다.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학습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복호부(60)에 있어서, 피드백 기능 첨부 복호 심볼 출

력부(61)는 도 14에 있어서의 복호 심볼 출 력부(40)의 기능에 더하여, 또한 복호 맵 테이블에 있어서의 출력 심볼에 

대한 인덱스치인 사용 인덱스치 H12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습 기능 첨부 복

호 맵 테이블 제공부(62)는 도 14에 있어서의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의 기능에 더하여, 또한 사용 인덱스치 H12

를 입력하여, 출력 심볼(H6)에 대한 콘텍스트에 있어서의 맵 테이블을 갱신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학습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복호부(60)에 있어서 학습의 과정을 본 발

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학습의 과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

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있어서는 H.26L 부호화 방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의 부호화 모드를 예로 하여 학습

의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물론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부호화 심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적합

한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른 맵 테이블의 교체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

지만, 물론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심볼에 할당하는 부호어를 선택하는 수단을 갖는 모든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적합한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0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 MVD를 움직임 벡터정보 D2로서 부호화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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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를 참조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도록 구성하였지만,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움직임 벡터 정보(D2)는 예를 들면 MPEG-4에 있어서의 부호화에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매

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에 대하여,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의 중간치가 예측치로서 생성되고, 상기

예측치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 MVD를 부호화하지만,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가 서로 같

은 값이 되는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의 예측치를 신뢰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 차분치 MVD

는 0 근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O 근방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반대로,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가 서로 크게 

다른 값이 되는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 예측치가 신뢰할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 차분치 MVD

는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절대치가 큰 값이라도 작

은 값이라도 부호 길이에 그다지 차가 없는 가변 길 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변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각 움직임 벡터끼리의 절대 차분합의 크기에 따라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

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도 33에 도시한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A)의 주변 매크로 블록으로서 위에 인접하는 매크

로 블록(B) 및 왼쪽에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C) 및 오른쪽 위에 있는 매크로 블록(D)에서의 움직임 벡터를 MV(B) 및 

MV(C)및 MV(D)으로 한다.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10, Th11에 대하여(단 Th10<Th11로 한다), 각각의 움직임 벡터

의 절대 차분합으로서 S=│MV(B)-MVD(C)│+│MV(C)-MV(D)│의 값이 Th10보다 작으면, 매크로 블록(A)에서

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도 21a의 테이블을, S가 Th10 이상이고 또한 Th11보다 작으

면 도 21b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S가 Th11 이상이면 도 21c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도록 구성

한다. 단, 매크로 블록(B) 또는 매크로 블록(C) 또는 매크로 블록(D)이 화면 외나 슬라이스 외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인트라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인 경우에는 그 매크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와의 절대 차분치는 미리 설정해 둔 값 Z10(Z

10≥Th10)으로서 처리한다. 이것은 움직임 벡터 예측치를 생성하기 위한 매크로 블록이 화면 외나 슬라이스 외 또는

인트라 부호화되어 있는 것 이면, 움직임 벡터의 예측치가 들어맞기 어렵고, 부호화 대상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의 취

할 수 있는 값이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움직임 벡터 차

분치 MVD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MV(B), MV(C) 및 MV(D)가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

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MV(B), MV(C) 및 MV(D)의 절대 차분합(S)이 미리 설정해 둔 임계치 Th10 및 Th11과 비교

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호화 대상 움직임 벡터에 대하여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이 결정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 움직임 벡터는 가변 길이 부호화

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MVD치가 0 근방에 집중하기 쉬운 경우에는 0 

근방의 부호 길이가 짧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MVD치가 0 근방인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여, MVD치의 예측이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

꿈으로써 MVD치가 큰 값이라도 부호 길이가 길어지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MVD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 도 21a 내지 도 21c에서는 3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의 개수나 그 값은 도 21a 내지 도 21c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의 메모리에 보유해두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3)의 제공을 바꿈으로써 실현

하더라도, 예로서 나타낸 exp-Colomb 부호 등의 Universal 부호를 사용하여 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에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3)을 생성함으로써 실현하여도 좋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

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

되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로부터 산출된 MV(B), MV(C) 및 MV(D)이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가변 길이 복

호 테이블 참조 정보(H8)로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2)에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

43)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

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움직임 벡터가 복호되어 출

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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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가변 길이 복호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제 11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에 있어서는 블록 내의 비영 계수 수 CC를 부호화할 때에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비영 계수 수 CC를 부호화할 때에 주위의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를 참조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화면내의 어떤 지점에서의 화상의 특징은 그 근방 영역에서의 화상의 특징과 유사한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어떤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는 근방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에 가까운 값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의 주변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가 0에 가까운 값인 경우에는 부호화 대

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 CC도 0에 가까운 값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0 근방

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반대로, 주변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가 0에 가까운 값인 경우에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 CC는 0 근방

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영 계수 수 CC의 값이 큰 값이라도 작은 값이라도 부

호 길이에 그다지 차가 없는 가변 길이 부호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 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변 

블록에 있어서의 각 비영 계수 수의 값의 평균치에 따라서,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 CC에 대한 가

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도 23에 도시한 부호화 대상 블록(A)의 주변 블록으로서 위에 인접하는 블록(B) 및 왼쪽에 

인접하는 블록(C)에서의 비영 계수 수를 CC(B) 및 CC(C)로 한다.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12, Th13에 대하여(단 Th1

2<Th13으로 한다), 각각의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의 평균치로서 MC=(CC(B)+ CC(C))/2의 값이 Th12보다 

작으면, 블록(A)에서의 비영 계수 수 CC(A)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도 21a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MC가 Th1

2 이상이고 또한 Th13보다 작으면 도 21b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MC이 Th13 이상이면 도 21c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도록 구성한다. 단, 블록(B) 또는 블록(C)이 화면 외나 슬라이스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블

록의 비영 계수 수는 미리 설정하여 둔 값 Z11(Z11≥Th12)로서 처리한다. 이것은 인접 블록이 화면 외나 슬라이스 

외 또는 인트라 부호화되어 있는 것이면, 부호화 대상의 비영 계수 수의 취할 수 있는 값이 예상되기 어렵기 때문에,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비영 계수 수 C

C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

블 참조 정보(H3)로서 CC(B) 및 CC(C)′이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로써 상기한 바와

같이 CC(B) 및 CC(C)의 평균치 MC가 미리 설정해 둔 임계치 Th12 및 Th13과 비교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호화 

대상 비영 계수 수에 대하여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이 결정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이 가변 길

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그리고, 부호화 대상 움직임 벡터는 가변 길이 부호화되어,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비영 계수 수 CC가 0 근방에 집중하기 쉬운 경

우에는 0 근방의 부호 길이가 짧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비영 계수 수 CC가 0 근방인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고, 비영 계수 수 CC의 예측이 0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비영 계수 수 CC가 큰 값이더라도 부호 길이가 길지 않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비영 계수 수 CC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 도 21a 내지 도 21c에서는 3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의 개수나 그 값은 도 21a 내지 도 21c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의 메모리에 보유해두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3)의 제공을 바꿈으로써 실현

하더라도, 예로서 나타낸 exp-Golomb 부호 등의 Universal 부호를 사용하여 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내에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3)을 생성함으로써 실현하여도 좋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

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

되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로부터 산출된 CC(B) 및 CC(C)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참조 정보(H8)로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2)에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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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비영 계수 수 CC가 복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제 12 실시예)

우선, 도 22a 내지 도 22d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의 화상 데이터인 직교 

변환 계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수순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공간 화상 데이터를 주파수 화상 데이터로 변환

하는 직교 변환으로는 이산 코사인 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상정한다. 도 22a는 도 4b에 도시한 

8화소 ×8라인의 직교 변환 계수 f 11 내지 f 88 에 양자화 처리를 가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q 11 내지 q 88 의 구

체적인 일 수치예를 나타내고 있다. 화상 부호화 장치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에서는 이러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에 

대하여 소정의 처리 수순으로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생성한다.

계수 q ij 의 첨자의 값(i, j)이 대응하는 수직 주파수, 수평 주파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q 11

내지 q 88 에 있어서는 공간 화상 데이터에서의 화상 성분 a 11 내지 a 88 (도 4a 참조)과는 달리, 각 양자화 직교 변

환 계수가 그 계수치의 크기 등에 관해서, 대응하는 공간 주파수의 값에 의존한 데이터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 화상에 있어서는 저주파 영역에서 절대치가 큰 직교 변환의 계수치가 얻어지고, 고주파수가 됨에 따라서 계수치

의 절대치는 작아진다. 이 분포는 영을 피크에 갖는 라플라스 분포에 의해 근사할 수 있다. 또한, 그 때 각 블록 내의 

각 화소의 농도의 변화가 격렬할수록 변환 계수의 분포의 확장도 커져, 계수의 평균 진폭치가 증대한다.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의 처리 수순에 있어서는 우선, 2차원 데이터인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q 1

1 내지 q 88 이, 예를 들면 도 22b에 도시하는 지그재그·스캔에 의해서, 1차원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 지그재그·스

캔으로서는 스캔 후의 1차원 데이터가 저주파수 영역으로부터 고주파수 영역으로 이행하는 데이터열이 되도록, 양자

화 직교 변환 계수가 스캔된다. 이로써, 저주파수 영역으로부터 고주파수 영역으로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가 나란히 

배열되는, 도 22c에 도시하는 1차원 데이터가 얻어진다.

이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1차원 데이터는 그 데이터량을 저감하기 때문에, 또한, 도 22d에 도시하는 Level(레벨) 

및 Run(런)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로 변환된다. 여기서, Level은 복수의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 중에 비영 계수치를 

갖는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에서의 계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Run은 0이 아닌 양자화 직교 변환 계수의 직전에 있는 

계수치가 0의 데이터의 수인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도 22a에 도시한 DCT 계수의 데이터예로서는 도 22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64개의 DCT 계수 q 11 내

지 q 88 이, 0이 아닌 계수치를 가지는 DCT 계수의 출현 위치에 기초하여, 계수 q 11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1 , 계

수 q 12 , q 21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2 , 계수 q 31 내지 q 13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3 , 계수 q 14 내지 q 32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4 , 계수q 41 내지 q 15 로 이루어지는 계수군 S 5 및 계수 q 16 내지 q 88 로 이루어지는 계수

군 S 6 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것들의 계수군 s i (i=1 내지 6)에 대하여, 도 22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각 Level치 L i 및 Run치 R i 가 

구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계수군 S 1 으로서는 L 1 =q 11 =10, R 1 =0이다. 또한, 계수군 S 2 으로서는 L 2 =q 2l =

-2, R 2 =1이다. 또한, 계수군 S 3 으로서는 L 3 =q 13 =2, R 3 =2이다. 또한, 계수군 S 4 으로서는 L 4 =q 32 =-1,

R 4 = 2이다. 또한, 계수군 S 5 으로서는 L 5 =q 15 =1, R 5 =5이다. 또한, 최후의 계수군 S 6 은 모든 계수 q 16 내

지 q 88 의 계수치가 O으로 되어 있는 계수군이고, L 6 =O, R 6 은 미정의이지만, 편의 상, O으로서 취급하기로 한다

.

그런데, 도 22d에 도시한 Level 및 Run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로부터,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 CC 및 Run 합계치 RT를 산출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도 22d로부터 비영 계수 수 CC=5, Run 합계치 RT=

10이 된다.

여기서, 계수군 S i 의 Run치를 R i , Level치를 L i , 스캔 후의 비영 계수의 주파수 위치를 P i , 직전에 부호화한 S 

i+1 의 Level치를 L i+1 로 한다. 또한,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Run 합계치를 RT, 비영 계수 수를 CC로 

하고, 계수군 S i 에서의 Run 합계치 나머지를 RT i , 비영 계수 나머지수를 CCi로 한다. RTi 및 CCi는 다음에 나타

내는 식 1 및 식 2에 의해서, P i 는 다음 식 3에 의해서 산출된다. 단, 최후의 계수군 S j 에 대한 비영 계수 나머지수

는 편의 상, CC j =CC+1로 한다.

식 1: RT i =RT i+1 -R i+1

식 2: CC i =CC i+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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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P i =RT i +CC i

여기서, 이들의 계수군 및 비영 계수 수 CC나 Run 합계치 RT의 부호화를 할 때에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의 일 예를 도 34b에 도시한다. 이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좌측의 항은 인덱스치를 나타내고, 중앙은 인덱스치에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를 나타내고, 우측은 가변 길이 부호 각각의 부호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입력 심볼(H1)로

서 비영 계수 수 CC 및 Run 합계치 RT가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된다.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

3)는 입력 심볼(H1)에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예를 들면 도 34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H5)을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하고, 입력 심볼(H1)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사용하

여 부호화된다. 즉, 비영 계수 수 CC의 값으로부터 1 뺀 값을 인덱스치로서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를 부호화 데이

터(D9)로서 출력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Run 합계치 RT의 값을 인덱스치로서 대응하는 가변 길이 부호를, 부호화 데

이터(D9)로서 출력한다.

다음에, 고주파측의 계수군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를 한다. 단, 모든 계수치가 0으로 되어 있는 계수군에 대해서는 부

호화하지 않는다. 우선, 모든 계수군의 Run치 R i 가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되면, Run

치 R i 를 인덱스로서 같이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부호화되어,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다음에, Level치의 부호화를 고주파측의 계수군으로부터 차례로 모든 비영 Level치에 대하여 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DCT에서 직교 변환 계수는 고주파수가 됨에 따라서 Level치의 절대치가 작아지고, 이 분포는 영을 피크에 갖는

라플라스 분포에 의해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부호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 Level치의 절대치는 상기 부호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계수의 직전에 부호화한 Level치의 절대치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즉, 주파수축 상에서 고주파측에서 차례

로 부호화를 하기 위 해서, 부호화 대상 Level치가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에 주파수축 상에서 가

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호화 대상 Level치의 절대치는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와 

동일한 정도의 값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부호화 대상 Level치의 1개 고주파측

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에 의해서 콘텍스트를 생성하고, 상기 콘텍스트에 기초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에 있어서의 인덱스치와 Level치의 절대치를 관련짓기 위한 맵 테이블을 교체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호화 대상 Level치의 절대치를 ｜L i ｜, 양음을 나타내는 부호를 sign(L i ),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 

S i+1 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를 ｜L i+1 ｜로 한다. 우선,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는 부호화 심볼 메모

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H2)로서 ｜L i+1 ｜가 입력되고, ｜L i ｜는 ｜L i+1 ｜에 가까운 값을 취

하는 것으로 유추되므로, ｜L i+1 ｜이 가장 짧은 가변 길이 부호가 되는 인덱스치에 대응하여, 계속해서 ｜L i+1 ｜-

1 및 ｜L i+1 ｜+ 1이 다음에 짧은 가변 길이 부호가 되는 인덱스치에 대응하도록, 마찬가지로 ｜L i+1 ｜에 가까울

수록 짧은 가변 길이 부호가 되는 인덱스치에 대응하도록 맵 테이블(H4)을 작성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도 22c에 도시한 계수군 S 5 에 대해서는 S 6 의 Level치의 절대치인 「0」에 가까울수록 인덱스

치가 작아지도록 도 34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맵 테이블을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계수군 S 4 에 대해서는 S 5 의 Le

vel치의 절대치인 「1」에 가까울수록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도 34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맵 테이블을 구성한다. 

계수군 S 3 에 대해서는 S 4 의 Level치의 절대치인 「1」에 가까울수록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도 34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맵 테이블을 구성한다. 계수군 S 2 에 대해서는 S 3 의 Level치의 절대치인 「2」에 가까울수록 인덱스치

가 작아지도록 도 35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맵 테이블을 구성한다. 계수군 S 1 에 대해서는 S 2 의 Level치의 절대

치인 「2」에 가까울수록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도 35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맵 테이블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맵 테이블(H4)을 생성하고, 각각 대응하는 Level치의 절대치를 인덱스치로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

)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여, 각각의 가변 길이 부호에 계속되어 양음

을 나타내는 부호를 양의 경우에는「0」, 음의 경우는「1」로 나타나는 1 비트에 의해서 부호화한다. 결국, 가변 길

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 심볼로서 Level치 L i 가 입력되면,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에는 부호화 심볼 메모

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H2)로서 ｜L i+1 ｜이 입력되고, 대응하는 부호화 맵 테이블(H4)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되는 동시에,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

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되어, 입력 심볼(H1)이 가변 길이 부호화되어 부호화 데이터(D9)가 출력된다.

도 22c에 도시한 구체예의 계수열을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를 한 경우의 Level치의 부호화 결과와, 

종래의 맵 테이블을 바꾸지 않은 경우의 부호화 결과를 도 35b에 도시한다.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 계수에 대하여 주파수축 상에서 근방에 있는 Le

vel치를 참조하여, 부호화 대상 Level치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값이 짧은 가변 길이 부호에 할당되도록 맵 테이

블을 바꿔 가변 길이 부호화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Level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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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Run치의 부호화를 Level치의 앞에 행하도록 기술하였지

만, 물론 본 발명은 Run치를 Level치의 뒤에 부호화하더라도 Run치와 Level치를 교대로 부호화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도 36은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

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

되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 ｜L i+1 ｜이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 참조 정보(H7)로서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로부터 복호 맵 테이블(H9)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

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되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부터는 가변 길이 복호 테이

블(H10)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Level치가 복 호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복호 심볼 메모리(41)에 기억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변 길이 복호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

화된 부호화 데이터는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있어서는 Level치를 DCT 계수의 고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하도록 구성하였

지만, 그 때는 Level치의 고주파 성분의 절대치가 「1」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측에서 「1」의 연속하는

수를 Level치의 맵 테이블에 더함으로써 더욱 적합한 부호화 및 복호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맵 테이블의 일 예를 도 3

6에 도시한다.

(제 13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더하여,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Leve

l치의 부호화를 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Run치를 사용하여 맵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Level치의 앞에 상기 부호

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Run치가 부호화되도록 구성한다. 즉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

서는 도 13에 도시한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부호화 맵 테이블 참조 정보(

H2)로서 Level치 ｜L i+1 ｜에 더하여 Run치가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 부(32)에 입력된다. 즉, 예를 들면 Run치가 

큰 경우에는 부호화 대상 계수는 라플라스 분포에 있어서 기슭에 위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출현하는 Level치는 

작은 값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리 임계치 Th0을 설정해두고, Run치가 임계치 Th0보다 큰 경우에는 L

evel치에 대한 맵 테이블은 Level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덱스치가 작아지도록 구성된 맵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제어

한다. 그 밖의 동작은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과 같다.

이상과 같이 구성하였으므로, 본 발명의 제 13 형태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서는 Run치가 큰 경우에는 Level치가 작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un치가 큰 경우에는 출현하기 쉬운 작은 Level치를 짧은 부호 길이로 부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Level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과 동일한 수속으로써 부호화 맵 테이블(복호 맵 테이블)의 교체를 

행하고,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과 동일한 처리를 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이 실현된다.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제 14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2 및 제 13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더하여,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

서는 또한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부호화를 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주파수 

위치 P를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부

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Level치의 앞에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Run치가 부호화되도

록 구성한다.

즉, 예를 들면 주파수 위치 P가 크면 클수록, 부호화 대상 계수는 라플라스 분포에 있어서 범위 쪽이라고 생각되기 때

문에, 출현하는 Level치는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에 가까운 값일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

다. 또한, 주파수 위치 P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호화 대상 계수는 라플라스 분포에 있어서 정상에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출현하는 Level치는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로부터의 유추 정밀도가 저하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준비해 두고, 이들을 적응적

으로 바꾸도록 제어한다. 일 예로서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은 exp-Golomb 

부호라고 불리고,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즉, j+1 비트의 Unary 파트에 대하여, k+j 비트의 Binary 파트를 추가함으

로써 부호를 구성한다(j=O, 1, …). 즉, j는 그 부호에 있어서의 Binary 파트의 「0」의 개수와 같고, 또한 k는 O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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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호에 있어서의 Binary 파트의 부호 길이와 같다. 도 21a는 k=0의 경우, 도 21b는 k=1인 경우, 도 21c는 k=2의 

경우의 exp-Golomb 부호이다. 도면으로부터 자명한 바와 같이, k의 값이 클수록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이 작아

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주파수 위치 P에 따라서 상기 부호화 대상 Level치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꾼

다. 즉, 주파수 위치 P가 큰 경우에는 도 21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제어하고, 주파수 위치가 작은 경우에는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

도록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리 임계치 Th1 및 Th2를 설정해두고(단 Th1> Th2), 부호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계수군 

Si)에서의 주파수 위치 Pi가 임계치 Th1보다 큰 경우에는 도 21a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Pi가 임

계치 Th1 이하이고 Th2보다 큰 경우에는 도 21b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Pi가 임계치 Th2보다 작

은 경우에는 도 21c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바꾼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 심볼(H1)로서 Level치가 입력되면

, 부호화 심볼 메모리(31)에 있어서 산출된 부호화 대상 계수군 S i 에서의 주파수 위치 P i 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

블 참조 정보(H3)로서 입력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에 

기초하여 상기 의 제어 수법에 의해서 선택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한

다. 다른 동작은 본 발명의 제 12 및 제 13 실시예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Level 치의 예측이 들어맞기 쉬운 경우에는 부

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예측이 들어맞는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고, Level치의 

예측이 들어맞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예측이 들어맞지 않은 경우의 부

호 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Level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 도 21a 내지 도 21c에서는 3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의 개수나 그 값은 도 21a 내지 도 21c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2)내의 메모리에 보유해두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의 제공을 바꿈으로써 실현

하더라도, 예로서 나타낸 exp-Golomb 부호 등의 Universal 부호를 사용하여 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2)내에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생성함으로써 실현하여도 좋다.

또,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과 같은 수속으로써 부호화 맵 테이블(복호 맵 테이블)의 교체를 행하

고,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과 동일한 처리를 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이

실현된다.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제 15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2 내지 제 1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더하여,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

어서는 또한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부호화를 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의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를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예를 들면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가 크면,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Le

vel치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가 작으면,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에 대한 예측은 들어맞기 쉽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과 동일하게,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준비해 두고, 

이들을 적응적으로 바꾸도록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리 임계치 Th3 및 Th4를 설정해두고(단 Th3<Th

4), 부호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계수군 S i 에서의 Level치 Li의 부호화 시에 1개 고주파측의 계수군 S i+1 에서의 Le

vel치의 절대치 ｜L i+1 ｜가 Th3보다 작은 경우에는 도 21a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L i+1 ｜

이 Th3 이상이고 Th4보다 작은 경우에는 도 21b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L i+1 ｜이 Th4 이상

인 경우에는 도 21c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바꾼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 에 입력 심볼(H1)로서 Level치가 입력되

면,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L i+1 ｜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입력되고, 가변 길이 부

호화 테이블 제공부(33)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수법에 의해서 선택되는 가

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한다. 다른 동작은 본 발명의 제 12 내지 제 14 실시

예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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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Level치의 예측이 들어맞기 쉬운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예측이 들어맞는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고, Level치의 예

측이 들어맞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예측이 들어맞지 않은 경우의 부호 

길이가 길어지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Level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Run치의 부호화를 Level치의 앞에 행하도록 기술하였지

만, 물론 본 발명은 Run치를 Level치의 뒤에 부호화하더라도 Run치와 Level치를 교대로 부호화하여도 적용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과 같은 수속으로써 부호화 맵 테이블(복호 맵 테이블)을 바꾸고, 본

발명의 제 12 실시 형태에 따른 복호 방법과 동일한 처리를 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이 실

현된다.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 다.

(제 16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Run치의 부호화를 할 때 상

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를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부호화 대상이 되는 Run치의 앞에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가 부호화되도록 구성한다.

즉,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가 크면,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는 라플라스 분포에 있어서

정상에 가까운 부분에 위치한다고 생각되고, 근방의 주파수 성분도 비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Run

치는 작은 값을 취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상기 부호화 대상군에 있어서의 Level치의 절대치가 작으면, 상기 

부호화 대상 계수는 라플라스 분포에 있어서 기슭의 부분에 위치한다고 생각되고, 근방의 주파수 성분도 비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Run치의 예측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과 동일하게,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복수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준

비해 두고, 이들을 적응적으로 바꾸도록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리 임계치 Th5 및 Th6을 설정해두고( 

단 Th5>Th6), 부호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계수군 S i 에서의 Run치 R i 의 부호화 시에 계수군 S i 에서의 Level치

의 절대치 ｜L i ｜가 Th5보다 큰 경우에는 도 21a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L i ｜이 Th5 이하

이고 Th6보다 큰 경우에는 도 21b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L i ｜이 Th6 이하인 경우에는 도 21

c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바꾼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입력 심볼(H1)로서 Run치가 입력되면,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보다 ｜L i ｜이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입력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

이블 제공부(33)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수법에 의해서 선택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을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한다. 다른 동작은 본 발명의 제 12 내지 제 15 실시예와 동

일하다.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Run치가 작은 값을 취하면 예측하기 쉬운 경우

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큰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예측이 들어맞는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고, Run

치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예측이 들어맞지 않은 경우의 부호 길

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Run치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과 동일한 수속으로써 부 호화 맵 테이블(복호 맵 테이블)을 바꾸고,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과 동일한 처리를 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이 실

현된다.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복호 방법에 의해서,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를 적합하게 복호할 수 있다.

(제 17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에 있어서는 블록 내의 Run 합계치 RT를 부호화할 때에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블록 내의 Run 합계치 RT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 차분치 DMV에 따라서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블록 내의 Run 합계치 RT는 블록 내의 비영 계수 수 CC의 값 및 DCT 계수가 자연 화상으로서는 라플라스 분포로 근

사할 수 있는 것 등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예측된 Run 합계치를 PRT로 한다. 그런데, 주변 블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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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예측된 움직임 벡터 예측치와 부호화 대상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움직임 벡터 차분치 DMV가 작은 경

우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 출현하는 DCT 계수는 라플라스 분포로 근사하기 쉬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에는 블록 내의 Run 합계치 RT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Run 합계치의 예측치 PRT의 근방 에 있

어서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반대로 상기 부호

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 DMV가 큰 경우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주변에서 움직임이나 텍스

처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DCT 계수는 라플라스 분포로 근사할 수 없는 가능성

이 높고, 부호화 대상이 되는 블록에 있어서의 Run 합계치 RT는 Run 합계치의 예측치 PRT의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Run 합계치 RT가 어떠한 값이라도 부호 길이에 그다지 차가 없는 가변 길

이 부호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부호 길이의 분포의 치우침의 특성이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복수 준비하고,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

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 DMV의 크기에 따라서,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Run 합계치 RT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

화 테이블을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움직임 벡터 차분치 DMV의 크기｜DMV｜에 대하여 미리 설

정한 임계치 Th7, Th8(단 Th7<Th8로 한다)과 비교함으로써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꾼다. IDMVI의 값이 Th7

보다 작으면,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Run 합계치 RT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서 도 21a의 테이블을 사용

하여, IDMV1이 Th7 이상이고 또한 Th8보다 작으면 도 21b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DMV｜가 Th8 이상이면 도 21

c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 부호화를 하도록 구성한다.

즉, 도 13의 가변 길이 부호화부(16)에 있어서 우선 입력 심볼(H1)로서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Run 합계치 RT

가 입력된다. 그리고 부호화 심볼 메모리(31)로부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에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참조 정보(H3)로서 부호화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DMV｜가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

)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DMV｜가 미리 설정해둔 임계치 Th7 및 Th8과 비교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호화 대상 블

록에 있어서의 Run 합계치 RT에 대하여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이 결정되고,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H5

)이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에 제공된다. 그리고, Run 합계치 RT는 가변 길이 부호화되고, 부호화 데이터(D9)로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Run 합계치가 Run 합계치의 예측치 PRT의 근

방에 집중하기 쉬운 경우에는 PRT의 근방의 부호 길이가 짧은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PRT의 근방인

경우의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어하고, Run 합계치가 Run 합계치의 예측치 PRT의 근방에 집중한다고는 한정하

지 않는 경우에는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은 테이블로 바꿈으로써 Run 합계치 RT가 어떠한 값이더라도 부호 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Run 합계치 RT를 효율 좋게 부호화할 수 있다.

도 36은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 17 실시예

에 따른 부호화 방법에 의해서 부호화된 부호화 데이터(D9)가 가변 길이 복호부(21)의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

되면, 이미 복호가 완료된 심볼로부터 산출된 ｜DMV｜가 복호 심볼 메모리(41)로부터 가 변 길이 복호 테이블 참조 

정보(H8)로서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에 입력된다. 그리고,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로부터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H10)이 부호화와 같은 수속으로써 선택되어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입력된다. 그리고, 복호 심볼 

출력부(40)에 있어서 가변 길이 복호가 이루어지고, 복호 심볼(H6)로서 Run 합계치 RT가 복호되어 출력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부호화 장치 및 복호 장치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들은 하드웨어로 실현하더라도 소프트웨

어로 실현하여도 좋다. 또한, 설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이나 화상 부호화 방식

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본 발명은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호화 조건이나 화상 특징을 사용하여 부호화 테이블 및 맵 테이블을 바꾸

는 방법은 용이하게 여러 가지의 변경예를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전부에 본 발명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동화상 부호화의 일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대상이 되는 

부호화 심볼 및 이용하는 콘텍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면, 모든 동화상 부호화 방식 및 정지화상 부호화 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따른 화상 부호화 방식 및 화상 복호 방식은 도 29a, 도 29b, 도 29c에 도시한 화상 전송 시스템,

화상 축적 시스템, 화상 재생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전송 대역이나 축적 용량 등의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데 적

합한 것이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도 21a 내지 도 21c의 3개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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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부호화 테이블의 개수나 그 값은 도 21a 내지 21c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도 37a 내지 37c에 도시

하는 바와 같이 exp-Golomb 부호의 다른 계수를 바꿈으로써 생성한 부호 길이 분포가 다른 가변 길이 부호가 테이

블을 사용하여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테이블치를 사용하고 설명하였지만, 물론 본 

발명은 이들의 값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8화소 ×8라인의 DCT 계수를 예로 사용하

여 설명하였지만, 물론 직교 변환의 종류나 블록의 크기가 이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Run치는 고주파 성분에 관한 것으로부터 차례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지만, 물론, 저주

파 성분으로부터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상기 처리 대상 블록에 있어서의 비영 

계수 수 CC의 값에 따라서 Run치를 처리하는 수순을 변경하도록 구성하면, 더욱 적합한 부복호가 가능하다. 즉, 예를

들면 미리 설정한 임계치 ThC에 대하여, 비영 계수 수 CC가 작은 경우에는 Run치를 저주파 성분으로부터, 상기 임계

치 ThC에 대하여 비영 계수 수 CC가 동일하거나 큰 경우에는 Run치를 고주파 성분으로부터 처리함으로써, Run치에

대하여 보다 작은 값이 처리되는 가능성이 높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부호화 및 복호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은 각각 별도의 실시예 로서 기술하였지만, 물론 그 중의 복수 방

법을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 방법 및 복호 방법에 있어서는 Run치 및 Level치를 각각 1차원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직렬적으로 부복호하도록 설명하였지만, 물론 2차원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여 병렬

적으로 Run치와 Level치의 조합에 대하여 부복호하도록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그러나, Run과 Leve

l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2차원 가변 길이 테이블에 있어서 맵 테이블의 교체에 의한 인덱스치를 변경하면, Run과 Lev

el의 상관 관계가 무너져 버려 부호화 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설명한 1차원의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사용하는 쪽이 효율이 좋은 부호화를 할 수 있다.

또, 실시예에서는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을 바꾸는 가변 길이 부호화를 사용하여 부호화를 하도록 기술하였지만, 

물론 산술 부호화를 사용하여 이러한 처리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술 부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짧은 부호 길이를 할당하는 부호화 대상 심볼에 대해서는 산술 부호화에 있어서의 심볼 발생 

확률이 큰 확률 테이블을, 긴 부호 길이를 할당하는 부호화 대상 심볼에 대해서는 산술 부호화에 있어서의 심볼 발생 

확률이 작은 확률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한 부호 길이에 치우침이 큰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에 대해서는 산술 부호화에 있

어서의 각각의 심볼에 대응하는 심볼 발생 확률의 치우침이 큰 확률 테이블을, 부호 길이에게 치우침이 작은 가변 길

이 부 호화 테이블에 대해서는 산술부호화에 있어서의 각각의 심볼에 대응하는 심볼 발생 확률의 치우침이 작은 확률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도 21a 내지 도 21c의 가변 길이 부호

화 테이블에 대하여, 다음의 도 38a 내지 도 38c의 확률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

른 동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실시 형태와 같기 때문에 상세를 생략한다.

또한, 상기 각 실시예에 있어서 나타낸 움직임 검출부(11),움직임 보상부(12), 직교 변환부(14), 양자화부(15), 가변 

길이 부호화부(16), 역양자화부(17), 역직교 변환부(18), 가변 길이 복호부(21), 역양자화부(22), 역직교 변환부(23), 

움직임 보상부(24), 부호화 맵 테이블 제공부(32), 가변 길이 부호화 테이블 제공부(33),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30), 

복호 심볼 출력부(40),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42), 가변 길이 복호 테이블 제공부(43), 학습 기능 첨부 부호화 맵 테

이블 제공부(52), 피드백 기능 첨부 가변 길이 부호 출력부(51), 학습 기능 첨부 복호 맵 테이블 제공부(62), 피드백 

기능 첨부 복호 심볼 출력부(61) 각각의 기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 컴퓨터 프로

그램을 반송파에 실어 전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화상 부호화 장치, 화상 복호 장치, 화상 부호화 방법, 화상 복호 방법,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 및 화상 복호 

프로그램으로서 이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화 대상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

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을 하여 움직임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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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부와,

상기 움직임 검출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을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부와,

상기 움직임 보상부에 의해서 생성된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의 차분 연산을 행하고 예측 잔차(殘差)

화상을 출력하는 감산부와,

상기 감산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변환부와,

상기 변환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

자화부와,

상기 움직임 검출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와 상기 매크로 블록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

화부를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로서,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부호화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

공하는 부호화 수순 제공부와,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

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

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매크로 블록 내의 각각의 상기 변환 블록에 대하여, 비영(非零)인 상기 양자

화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비영 계수 존재 플래그를 포함하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압축 부

호화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과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타입이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을 가장 많은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크로 블록 타입인 경우

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내의 모든 부호화 블록은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 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

화 블록 패턴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

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양자화 계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

에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적은 것을 나타내는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블록수가 많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

우침이 작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부

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클수

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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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부

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매

크로 블록 타입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부

호화할 때에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블록 내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부호화하는 기능을 구비하

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부호화

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

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많은 것을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

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부호화할 때에 상

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다 작은 차분 움직임 벡터치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부호화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

하는 변환부와,

상기 변환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

자화부와,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부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

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부를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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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O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zero run)치와 상기 양

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부호화하는 기능을 구비

하고,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부호화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부호

화 수순 제공부와, 상기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에 의해 가까운 값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제로런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작은 레벨치일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주파수 대역이 클

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

화 장치.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부는 상기 제로런치를 부호화할 때에 부호화 대상 제로런치의 근방의 주파

수에 있어서의 레벨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는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압축 부호화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저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블 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고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로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20.
부호화 대상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이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

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이 행해져 출력된 움

직임 벡터와,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이 생성되고,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의 차분 연산이 행해지고 예측 화상이 출력되고,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이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

환 부호화되어 변환 계수가 출력되고, 상기 변환 계수가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

호부를 구비한 화상 복호 장치로서,

상기 복호부는 복호가 완료된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복호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

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순 제공부와,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

하여, 소정의 복호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여,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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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부는 상기 매크로 블록 내의 각각의 상기 변환 블록에 대하여, 비영인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비영 계수 존재 플래그를 포함하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

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매크로 

블록 타입이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을 가장 많은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크로 블록 타입인 경우

에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내의 모든 부호화 블록은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

화 블록 패턴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부호화 블

록 패턴 정보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양자화 계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

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적은 것을 나타내는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부

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

치.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

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블록수가 많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

침이 작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복

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클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복

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과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사이에서 상기 매크

로 블록 타입의 공간적 상관이 높아질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7.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복

호할 때에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

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8.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부는 상기 블록 내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복호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복호할 때

에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

은 경우에는 상기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 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

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29.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

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공개특허 10-2004-0068535

- 50 -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의 주위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블록수가 보다 많은 것을 나타내는 부호화 블록 패턴 정보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0.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

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복호할 때에 상기 부

호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다 

작은 차분 움직임 벡터치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는 주위 블록으로부터 예측한 예측 움직임 벡터와 실제의 움직임 벡터의 차

분치인 차분 움직임 벡터치를 보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을 복호할 때에 상기 부호

화 대상 블록의 주위 블록에 있어서의 차분 움직임 벡터치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보다 많은 

블록을 포함하는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

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2.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

하고,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출력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부를 구비하는 화상 복호 장치로서,

상기 복호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

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O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

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복호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복호가 

완료된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복호 심볼 메모리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

순 제공부와, 상기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

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가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

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

서의 레벨치에 의해 가까운 값에 대하여 부호 길이가 보다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

서의 제로런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작은 레벨치일수록 부호 길이가 짧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

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주파수 대역이 클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

호 장치.

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레벨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레벨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

서의 레벨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작아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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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7.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순 제공부는 상기 제로런치를 복호할 때에 부호화 대상 제로런치의 근방의 주파수에 

있어서의 레벨치가 작을수록 부호 길이의 치우침이 커지도록 제공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8.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부는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비영인 양자화 변환 계수의 수를 복호하는 기능을 구

비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저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로 복호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의 비영인 양자화 계수의 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레벨치 및 상기 제로런치를 고주파 성분으로부터 차례로 복호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상 복호 장치.

청구항 39.
부호화 대상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

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을 하여 움직임 벡터

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 스텝과,

상기 움직임 검출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을 생성하는 움직

임 보상 스텝과,

상기 움직임 보상 스텝에 있어서 생성된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과의 차분 연산을 행하고 예측 잔차 

화상을 출력하는 감산 스텝과,

상기 감산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

를 출력하는 변환 스텝과,

상기 변환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스텝과,

상기 움직임 검출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

화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

력하는 부호화 스텝을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으로서,

상기 부호화 스텝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준비해 두고, 부호 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 중에서 어

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

청구항 40.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

하는 변환 스텝과,

상기 변환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스텝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 스텝에 있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스텝을 구비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으로서,

상기 부호화 스텝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O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부호화하는 스텝이고, 1개 또

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준비해 두고, 부호화 심 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

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

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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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부호화 대상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이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

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이 행해져 출력된 움

직임 벡터와,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이 생성되고,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의 차분 연산이 행해지고 예측 화상이 출력되고,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이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

환 부호화되어 변환 계수가 출력되고, 상기 변환 계수가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스텝을 구비한 화상 복호 방법으로서,

상기 복호 스텝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준비해 두고,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복호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방법.

청구항 42.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

하고,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출력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스텝을 구비하는 화상 복호 방법으로서,

상기 복호 스텝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

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

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복호하는 스텝으로서,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준비해 두고,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

고,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으

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방

법.

청구항 43.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을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을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

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을 하여 움직임 벡터

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 수단과,

상기 움직임 검출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을 생성하는 움직

임 보상 수단과,

상기 움직임 보상 수단에 의해서 생성된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과의 차분 연산을 행하고 예측 잔차 

화상을 출력하는 감산 수단과,

상기 감산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

를 출력하는 변환 수단과,

상기 변환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수단과,

상기 움직임 검출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움직임 벡터와 상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

화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

력하는 부호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부호화 수단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부호화 수순 제공 수단과,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 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 수단

이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

호화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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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

하는 변환 수단과,

상기 변환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양자화 변환 계수를 출력하는

양자화 수단과,

상기 양자화 계수와 상기 양자화 수단에 의해서 출력된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부호화 수단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부호화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수순을 제공하는 부호화 수순 제공 수단과, 부호화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수순 제공 수단이 제공하는 어느 하나

의 부호화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화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화 데이

터를 출력하는 부호화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부호화 프로그램.

청구항 45.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이 소정 사이즈의 매크로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매크로 블록이 매크로 블록 타입에 기초하여 특

정되는 소정의 형상 및 사이즈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상기 블록을 단위로 하여 움직임 보상 예측이 행해져 출력된 움

직임 벡터와, 상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참조 화상으로부터 예측 화상이 생성되고, 상기 예측 화상과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과의 차분 연산이 행해지고 예측 화상이 출력되고,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이 소정의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되어 변환 계수가 출력되고, 상기 변환 계수가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

기 매크로 블록 타입과,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복호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복호 수단은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순 제공 수단과,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복호가 완료된 부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복호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 수단

이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이고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

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는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프로그램.

청구항 46.
컴퓨터를,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에 기초하여 생성된 예측 잔차 화상을 소정의 변환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대상 화상 또는 상기 예측 잔차 화상을 상기 변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변환 부호화하여 변환 계수를 출력

하고, 출력된 상기 변환 계수를 양자화 계수에 기초하여 양자화하여 출력된 양자화 변환 계수와, 상기 양자화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관련 정보를 압축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화상 복호 프로

그램으로서,

상기 복호 수단은 상기 부호화 대상 블록 내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를 주파수에 따라서 1차원 계열로 변환하고, 상

기 1차원 계열에 있어서의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절대치가 0이 되는 계수의 연속수인 제로런치와 상기 양자화 변

환 계수의 절대치인 레벨치와 상기 양자화 변환 계수의 양음을 나타내는 양음 부호를 복호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1개 

또는 복수 종류의 복호 수순을 제공하는 복호 수순 제공 수단과, 복호 심볼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는 부호화 관련 정보

를 이용하여, 소정의 부호화 수순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수순 제공 수단이 제공하는 어느 하나의 복호 수순

으로서 복호 대상이 되는 부호화 관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된 부호화 수순에 대응하는 복호 수순을 선택하고, 선택된

복호 수순에 기초하여 상기 부호화 관련 정보를 복호하여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복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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