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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노출이 제어된 영상에 대한 부호화 모드 결정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압축에 사용되는 입력된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 결정 방법은,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

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상기 움직임 벡터 값을 제 1 임계값과 비교하여 1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단

계와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단

계와 그리고, 상기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으로 판별되면, 상기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

의 합과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새로운 현재 블록의 변위

량간의 차를 제 2 임계값과 비교하여 2 차 블록 모드를 재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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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영상 부호화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블록 모드 결정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된 블록 모드 결정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된 블록 모드 결정부에서 변위량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 5는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에 대해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 제 1 프레임 메모리 102 : 변환부

103 : 양자화부 104 : 코딩부

105 : 역양자화부 106 : 역변환부

107 : 제 2 프레임 메모리 108 : 움직임 추정부

109 : 움직임 보상부 110 : 블록 모드 결정부

201, 301 : 제 1 누적부 202, 302 : 제 2 누적부

203, 304 : 제 1 비교부 303 : 제 3 누적부

305 : 모드 인식부 306 :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

307 : 제 2 비교부 308 : 모드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처리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자동노출이 제어된 영상에 대해 압축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호화

모드 결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영상 부호화 시스템의 프레임간 상관성을 이용한 부호화는 다른 프레임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 압

축을 수행하는 인트라(Intra) 방식과 다른 프레임 데이터에서 자신의 데이터와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찾아 두 데이터의 차

성분만을 부호화하는 인터(Inter) 방식이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영상 부호화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입력 이미지(Input Image)는 제 1 프레임 메모리(101)에 저장된 후, 블록 모드 결정부(110)에서 정해진 부호화 모드에 따

라 각기 다른 픽셀(Pixel) 값이 변환부(102)로 입력된다. 예를 들면, 인트라 모드인 경우 현재 블록의 픽셀 값이 변환부

(102)로 입력되고, 인터 모드인 경우 현재 블록의 픽셀 값과 이전 블록의 픽셀 값의 차(111)가 변환부(102)로 입력된다.

변환부(102)는 입력되는 이미지의 프레임 데이터를 공간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인 이산여현변환

(DCT : Discrete Cosine Transform)이 수행되는 곳이다. 이산여현변환은 영상에 있어서 고주파 부분을 버리고, 저주파

부분에 집중시켜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고주파 부분은 영상에서 화소간의 변화가 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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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에지(Edge)가 많은 부분, 즉 얼굴의 윤곽이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부분 등은 화소 변화가 많으므로, 이산여

현변환은 이 부분을 제거하여 압축률을 높이게 된다. 변환부(102)를 거친 이산여현변환 계수는 양자화부(103)에서 양자화

된다. 양자화부(103)는 이산여현변환으로 구해진 영상 정보의 계수 값을 더 많은 '0'이 나오도록 일정한 값(Quantizer

Value)으로 나누어준다. 양자화부(103)를 거친 신호는 가변장 부호화(VLC : Variable Length Coding)등의 코딩부(104)

에서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와 함께 압축 부호화되어 출력 스트림(Output Stream)으로 출력된다. 가변장 부호화는

발생확률이 높은 데이터는 짧은 부호를 할당하고 발생확률이 낮은 데이터는 긴 부호를 할당하는 부호화이다. 움직임 벡터

는 움직임 추정부(ME : Motion Estimation, 108)에서 얻어진다. 즉, 제 2 프레임 메모리(107)에 저장된 과거 화면의 검색

영역 내에서 제 1 프레임 메모리(101)에 저장된 현재의 블록과 가장 특성이 유사한 블록과의 움직임 벡터를 얻게 된다.

양자화부(103)에서 나온 신호는 다시 역양자화부(105)와 역변환부(106)를 거쳐서 복원된다. 복원된 신호는 움직임 추정

부(ME, 108) 및 움직임 보상부(MC : Motion Compensation, 109)의 신호와 함께 제 2 프레임 메모리(107)에 저장된다.

움직임 추정부(ME, 108) 및 움직임 보상부(MC : Motion Compensation, 109)는 입력 이미지와 상기 메모리된 영상 신호

(이전 프레임과 블록의 재구성된 영상 신호)를 함께 고려하여 움직임 추정과 보상을 행한다.

도 2는 일반적인 블록 모드 결정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로 도 2를 참조하여 인트라 모드와 인터 모드가 어떻게 결정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가 블록 모드 결정부(110)로 입력되면 제 1 누적부(201)는 현재 블록의 변위량(VAR)을 구한

다. 현재 블록의 변위량(VAR)은 현재 프레임의 각각의 픽셀 값과 블록의 평균값과의 차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블록의

평균값은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제 2 누적부(202)는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을 구한다. SAD 값은 현재 프레임의 픽셀과 이전 프레임의 픽셀간의 차이 값의 절대값

을 취하고, 상기 절대값을 누산한 값이 된다. 상기 최적의 SAD 값은 현재 움직임 추정 블록에 대해 검출된 복수개의 SAD

값 중에서 최소 SAD(Min SAD) 값이 된다.

제 1 비교부(203)는 상기 제 1 누적부(201)에서 구한 변위량(VAR)과 상기 제 2 누적부(202)에서 구한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를 설정되어 있는 제 1 임계값(TH1)과 비교하여 블록 모드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변위량(VAR)과 최

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1 임계값(TH1)보다 크면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고,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1 임계값(TH1)보다 작으면 인터 모드로 결정된다.

상기 블록 모드 결정부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은 영상 부호화기를 통한 영상 압축 시 현재 블록의 픽셀 값 전체가

압축이 된다. 반면, 인터 모드로 결정된 영상은 영상 부호화기를 통한 영상 압축 시 현재 블록과 이전 블록의 차 성분만을

압축하기 때문에 인트라 모드에 비해 압축 효율성이 증대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포함하는 시스템은 영상의 광양을 조절하는 자동 노출 제어부가 존재한다. 자동 노출 제어부는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이게 된다.

상기 자동 노출을 제어하여 생성된 영상은 휘도 성분에 있어 한 프레임 내 모든 픽셀 값이 이전 프레임 픽셀 값에 대해 일

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게 된다. 상기 오프셋 값은 움직임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도 이전 프레임 블록과 현재 프레임 블록간

의 휘도 성분 차를 크게 만든다. 따라서 자동 노출을 제어하여 생성된 영상을 영상 부호화기를 통하여 압축을 할 경우, 상

기 오프셋 값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적은 영상이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어 압축된 비트 스트림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즉, 자동 노출을 제어하여 생성된 영상을 압축할 경우, 압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자동 노출을 제어하

여 생성된 영상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블록 모드를 결정하여 전체적인 영상 압축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압축에 사용되는 입력된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 결정 방법은,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

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상기 움직임 벡터가 가리키는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현

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를 제 1 임계값과 비교하여 1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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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제어된 영상으로 판별되면, 상기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새로운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를 제 2 임계값과 비교하여 2 차 블록

모드를 재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

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차로 상기

입력된 영상의 움직임 변화량이 이전 영상에 비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상기 움직임 벡터가 가리키는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

과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되고, 상

기 움직임 벡터가 가리키는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

보다 크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

를 판별하는 단계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이 아니라고 판별하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

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상기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새로운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

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재결정되고, 상기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

과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새로운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

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재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압축에 사용되는 입력된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 결정 방법은,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

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 프

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블록의 평균값과의 차의 합인 제 1 변위량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최적의 SAD와 상기 제 1 변위량을

비교하여 1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일 경우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블록

의 평균값과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의 차의 합인 제 2 변위량을 구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최적의 SAD

와 상기 제 2 변위량을 비교하여 2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SAD 값은 현재 움직임 추정 블록에 대해 검출된 복수개의 SAD 값 중에서 최소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블록의 평균값은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눈 결과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

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1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

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고,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이 아니라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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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고,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이라면, 2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2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록 모드는 상기 인터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크면 블록 모드는 상기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블록 모드 결정부는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상

기 움직임 벡터 값을 제 1 임계값과 비교하여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1 차 블록 모드 결정부와 상기 1 차 블

록 모드 결정부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자동 노출 확인부와 그리

고, 상기 자동 노출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으로 판별되면,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

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움직임 벡터의 값을 구하여 제 2 임계값과 비교하여 상기 입력

된 영상의 블록 모드를 재결정하는 2 차 블록 모드 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

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차로 상기

입력된 영상의 움직임 변화량이 이전 영상에 비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부는 상기 움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력된 영

상의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하고, 상기 움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

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부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

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이 아니라고 판별하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부는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

프셋 값을 제거한 움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재결정

되고,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움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재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블록 모드 결정부는 입력된 영상의 현재 프레임 픽셀 데이터와 블록의 평균값과의 차의 합인 제 1 변위량

을 구하는 제 1 누적부와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을 구하는 제 2 누적부와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일 경우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블록의 평균값과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의 차의 합인 제 2 변위량을

구하는 제 3 누적부와 상기 최적의 SAD와 상기 제 1 변위량을 비교하여 1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제 1 비교부와 상기 제

1 비교부에서 결정한 모드 값이 인트라 모드인지 인터 모드인지를 판별하는 모드 인식부와 상기 모드 인식부에서 인트라

모드로 판별한 경우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자동 노출 확인부와 상기 자동 노출 확

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 제어된 영상일 경우, 상기 최적의 SAD와 상기 제 2 변위량을 비교하여 2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제 2 비교부와 그리고 상기에서 결정된 블록 모드 값을 출력하는 모드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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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SAD 값은 현재 움직임 추정 블록에 대해 검출된 복수개의 SAD 값 중에서 최소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블록의 평균값은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눈 결과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

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1 임계값과 비

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

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 인식부는 상기 제 1 비교부에서 결정된 블록 모드 값이 인터 모드이면 상기 모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 인식부에서 상기 제 1 비교부에서 결정된 블록 모드 값이 인트라 모드이면, 상기 입력된 영

상은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는 상기 입력된 영상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자동 노출 제어 값을 참조하여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되지 않은 영상으로 판별하면

상기 모드 출력부를 통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가 인트라 모드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으로 판별하면, 상기 제

2 비교부에서 2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2 임계값과 비

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

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크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에서 결정된 2 차 블록 모드 값은 상기 모드 출력부를 통하여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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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된 블록 모드 결정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로, 자동 노출을 제어하여 생성된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 결정 방법을 보여준다. 도 2의 종래 기술을 따른 블록 모드 결정부에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블록

모드 결정에서 제거하는 부분을 도 3에서 더 추가하게 된다. 도 3의 제 1 비교부(304)에서의 모드 결정은 상기 종래 기술

에서 상술한 도 2의 제 1 비교부(203)의 동작과 일치한다.

제 3 누적부(303)는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 값에 포함된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후, 픽셀

데이터 값과 블록의 평균값과의 차의 합으로 블록의 제 2 변위량(VAR')을 구하게 된다.

제 1 비교부(304)에서 모드가 결정되면, 모드 인식부(305)는 입력된 현재 블록에 대한 모드가 인트라 모드인지 인터 모드

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드 인식부(305)에서 인터 모드로 판별하면 모드 출력부(308)를 통해 입력된 현재 블

록의 모드 값이 출력된다. 반대로, 모드 인식부(305)에서 인트라 모드로 판별하면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306)로 진행하여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306)는 입력되는 영상마다 설정되

어 있는 자동 노출 설정 값을 참조하여 판별하게 된다. 만약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이 없으므로, 제 1 비교부(304)에서 결정된 모드가 최종 모드 결정값이 되어 모드 출력

부(308)를 통해 출력되게 된다. 반대로,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설정된 경우는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연산 결과값과 제 2 임계값(TH2)을 비교하여 모드를 결정하는 제 2 비교부(307)로 진행하게 된다.

제 2 비교부(307)는 제 3 누적부(303)에서 구한 제 2 변위량(VAR')과 제 2 누적부(302)에서 구해진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를 설정되어 있는 제 2 임계값(TH2)과 비교하여 블록 모드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 2 변위량(VAR')

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2 임계값(TH2)보다 크면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고, 제 2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2 임계값(TH2)보다 작으면 인터 모드로 결정된다. 제 2 비교부(307)에서 결정된 모드 값은

모드 출력부(308)를 통하여 출력되게 된다.

즉, 제 2 비교부(307)를 통하여 블록 모드 결정에 사용되는 제 2 변위량(VAR')은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

이 제거된 값이므로, 오프셋 값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적은 영상이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어 압축된 비트 스트림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움직임이 적은 영상은 인터 모드로 결정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된 블록 모드 결정부에서 변위량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블록 모드 결정부로 현재 프레임 픽셀 데이터(CD : Current Frame Pixel Data)가 입력되면(S410), 자동 노출 제어가 설

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S420). 자동 노출 제어의 설정 여부는 변위량을 구할 때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

한 오프셋 값(AE_offset)을 제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 노출 제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 노

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offset)을 제거하지 않고 입력된 영상에 대한 변위량을 구하게 된다. 즉, 현재 프레임

픽셀 데이터(CD) 값은 그대로 자신의 값을 갖게 되고,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눈 블록의 평균값( )

을 계산한다(S421). 그리고 현재 블록의 제 1 변위량(VAR)을 현재 프레임의 각각의 픽셀 값과 블록의 평균값( )과의 차

의 합으로 구하게 된다(S422). 반대로 자동 노출 제어가 설정되어 있다면,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

offset)을 제거하여 입력된 영상에 대한 변위량을 구하게 된다. 자동 노출 제어가 설정되어 있다면, 컨트롤 모드(Control

Mode)의 값이 0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S430). 컨트롤 모드의 값은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

offset)을 어떤 연산 시 제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컨트롤 모드의 값이 0이면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

(CD) 값에서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offset)을 제거한 후 제 2 변위량(VAR')을 구하게 된다. 즉, 현

재 프레임 픽셀 데이터(CD) 값은 자신의 값에서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offset)을 제거한 값이 되고,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눈 블록의 평균값( )을 계산한다(S431). 그리고 현재 블록의 제 2 변위량

(VAR')을 상기에서 계산된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offset)이 제거된 현재 프레임의 각각의 픽셀 값

과 블록의 평균값( )과의 차의 합으로 구하게 된다(S432). 반대로 컨트롤 모드의 값이 0이 아니면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

이터(CD) 값은 그대로 자신의 값을 갖게 되고, 제 2 변위량(VAR')을 구할 때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

(AE_offset)을 제거하게 된다. 즉, 현재 프레임 픽셀 데이터(CD) 값은 그대로 자신의 값을 갖게 되고,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눈 블록의 평균값( )을 계산한다(S441). 그리고 현재 블록의 제 2 변위량(VAR)을 현재 프레임

의 각각의 픽셀 값과 블록의 평균값( ), 그리고 현재 블록의 픽셀에 대한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

offset)의 차의 합으로 구하게 된다(S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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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4의 흐름도를 따라 구해진 변위량은 블록 모드 결정부에서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에 대해 블록 모드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도 5는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에 대해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블록 모드 결정부로 이전 프레임 픽셀 데이터(PD : Previous Frame Pixel Data)와 현재 프레임 픽셀 데이터(CD :

Current Frame Pixel Data)가 입력되면(S510), 입력된 영상들에 대한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게 된다(S520). 그리고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CD)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PD)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SAD(Min SAD) 값을 구

한다(S530). 상기 도 4에서 구해진 제 1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를 설정되어 있는 제 1 임계값

(TH1)과 비교한다(S540). 제 1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1 임계값(TH1)보다 작으면 인터 모

드로 결정된다(S570). 반대로 제 1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1 임계값(TH1)보다 크면, 입력

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인지를 판별하게 된다(S550). 만약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이 아니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한다(S580). 그러나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이라면, 상기 도 4에서 구해진

제 2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를 설정되어 있는 제 2 임계값(TH2)과 비교한다(S560). 제 2 변위량

(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2 임계값(TH2)보다 작으면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된다(S570). 반

대로 제 2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2 임계값(TH2)보다 크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

한다(S580).

따라서 블록 모드 결정 시, 제 1 변위량(VAR)과 최적의 SAD(Min SAD) 값의 차가 제 1 임계값(TH1)보다 클 경우, 바로

인트라 모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인지를 다시 판별하게 된다. 만약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

일 경우,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offset)을 제거한 제 2 변위량(VAR')을 블록 모드 결정에 적용함으

로서 오프셋 값(AE_offset)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적용 영상이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 노출을

제어하여 생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블록 모드 결정 시,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AE_offset)을 블록 모드 결

정에서 제거하여 압축된 비트 스트림의 양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영상 압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

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

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자동 노출을 제어하여 생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블록 모드 결정 시, 자동 노출 제어에 의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블록 모드 결정에서 제거하여 압축된 비트 스트림의 양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영

상 압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압축에 사용되는 입력된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 결정 방법에 있어서,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상기 움직임 벡터가 가리키는 이전 프

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를 제 1 임계값과 비교하여 1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단

계와;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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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으로 판별되면,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상기 현재 프레

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새로운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를 제 2 임계

값과 비교하여 2 차 블록 모드를 재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차로 상기 입력된 영상의 움직

임 변화량이 이전 영상에 비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상기 움직임 벡터가 가리키는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현재 블록의 변위

량간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되고, 상기 움직임 벡터가 가

리키는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입력

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이 아니라고 판별하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상기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새로운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

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재결정되고, 상기 이전 프레임의 블록 픽셀 데이터간 차의 합과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새로운 현재 블록의 변위량간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

값보다 크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재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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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영상 압축에 사용되는 입력된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 결정 방법에 있어서,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블록의 평균값과의 차의 합인 제 1 변위량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최적의 SAD와 상기 제 1 변위량을 비교하여 1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일 경우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블록의 평균값과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의 차의 합인 제 2 변위량을 구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최적의 SAD와 상기 제 2 변위량을 비교하여 2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SAD 값은 현재 움직임 추정 블록에 대해 검출된 복수개의 SAD 값 중에서 최소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의 평균값은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눈 결과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1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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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고,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

이 아니라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고,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

이라면, 2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 단계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2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 시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록 모드는 상기 인터 모드로 결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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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크면 블록 모드는 상기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 방법.

청구항 20.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상기 움직임 벡터 값을 제 1 임계값과

비교하여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1 차 블록 모드 결정부와;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부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자동 노출

확인부와; 그리고

상기 자동 노출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으로 판별되면,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

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움직임 벡터 값을 구하여 제 2 임계값과 비교하여 상기 입력된 영

상의 블록 모드를 재결정하는 2 차 블록 모드 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는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차로 상기 입력된 영상의 움직

임 변화량이 이전 영상에 비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부는 상기 움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

터 모드로 결정하고, 상기 움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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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 차 블록 모드 결정부에서 인트라 모드로 결정된 영상에 대해 자동 노출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

이 제어된 영상이 아니라고 판별하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2 차 블록 모드 결정부는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움

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재결정되고, 상기 현재 프레

임의 픽셀 데이터에서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을 제거한 움직임 벡터의 값이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재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6.

입력된 영상의 현재 프레임 픽셀 데이터와 블록의 평균값과의 차의 합인 제 1 변위량을 구하는 제 1 누적부와;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이전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을 구하는 제 2 누적부와;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일 경우 상기 현재 프레임의 픽셀 데이터와 상기 블록의 평균값과 자동 노출

제어로 인해 발생한 오프셋 값의 차의 합인 제 2 변위량을 구하는 제 3 누적부와;

상기 최적의 SAD와 상기 제 1 변위량을 비교하여 1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제 1 비교부와;

상기 제 1 비교부에서 결정한 모드 값이 인트라 모드인지 인터 모드인지를 판별하는 모드 인식부와;

상기 모드 인식부에서 인트라 모드로 판별한 경우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자동 노출

확인부와;

상기 자동 노출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 제어된 영상일 경우, 상기 최적의 SAD와 상기 제 2 변위량을 비

교하여 2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제 2 비교부와; 그리고

상기에서 결정된 블록 모드 값을 출력하는 모드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SAD 값은 현재 움직임 추정 블록에 대해 검출된 복수개의 SAD 값 중에서 최소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의 평균값은 블록의 픽셀 전체의 합을 블록의 픽셀 수로 나눈 결과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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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광양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광양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는

픽셀의 노출 시간을 늘여 상기 자동 노출이 적용된 영상은 원 영상에 비해 일정한 오프셋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1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교부는 상기 제 1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1 임계값보다 크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인식부는 상기 제 1 비교부에서 결정된 블록 모드 값이 인터 모드이면 상기 모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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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인식부에서 상기 제 1 비교부에서 결정된 블록 모드 값이 인트라 모드이면, 상기 입력된 영상은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는 상기 입력된 영상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자동 노출 제어 값을 참조하여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되지 않은 영상으로 판별하면 상기 모드 출력부를

통해 상기 입력된 영상의 블록 모드가 인트라 모드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노출 영상 확인부에서 상기 입력된 영상이 자동 노출이 제어된 영상으로 판별하면, 상기 제 2 비교부에서 2 차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를 임의의 설정된 제 2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인터 모드나 인트라 모드 중 어느 하나로 블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작으면 블록 모드는 인터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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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는 상기 제 2 변위량과 상기 최적의 SAD와의 차가 상기 제 2 임계값보다 크면 블록 모드는 인트라 모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정부.

청구항 43.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교부에서 결정된 2 차 블록 모드 값은 상기 모드 출력부를 통하여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모드 결

정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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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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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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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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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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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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