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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이 발생하는 목표 발생 비트량과 실제로 발생한 발
생 비트량과의 오차가 복수의 다른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각각이 발생하는 목표 발생 비트량에 반영되
고, 어떤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subset)를 부호화 했을 때의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범위 내에 존재하
지 않을 경우, 후속하는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양자화 파라미터는 그 이전의 양자화 파라
미터와는 다른 값으로 제어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MPEG-2 부호화기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도 2는 MPEG-2의 픽쳐 구성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모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4는 도 3에서의 부호화 복잡도 산출 처리부(4)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5는, 도 3에서의 양자화기 제어블럭(6)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6은, 도 5에서의 제어블럭(16)에 의한 양자화 파라미터의 산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7은 양자화 파라미터의 산출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래프.

도 8은 픽쳐마다의 양자화 파라미터의 산출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9는 부호화 복잡도가 증가 했을 경우의 GOP당의 발생 비트수의 증감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10는 부호화 복잡도가 큰 정보가 길게 계속된 경우의 GOP 주변의 발생 비트수 및 화질의 변화를 모식
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11는 종래의 방법과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방법과의 매크로 블럭당 목표 발생 비트수 및 발생 
비트수의 비교를 나타내는 타이밍도.

도 12는 부호화 복잡도를 계산하는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4는 도 13에 있어서 양자화 제어 블럭(22)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5는 도 14의 양자화 제어 블럭(22)이 행하는 양자화 파라미터 산출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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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및 도 17은, 양자화 제어 블럭(22)이 행하는 양자화 파라미터 산출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8은 화상의 부호화의 복잡도의 변화와 발생 비트수와 화질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
트.

도 19는 반응계수 T 를 제어하기 위한 일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0은 반응계수 T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프레임 변환 블럭2 : 1 프레임 지연 블럭

3 : 부호화 프로세서4 :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

5 : 움직임 검출 블럭6 : 양자화기 제어 블럭

7 : 엔코더 송출 버퍼             

101 : 프레임 변환 블럭102 : 변환 블럭부

103 : 감산기104 : DCT 변환 블럭

105 : 양자화기106 : 가변 길이 부호화 블럭

107 : 역양자화 블럭108 : 역DCT 블럭

109 : 움직임 보상 예측 처리 블럭110 : 모드 판단 블럭

111 : 움직임 검출 블럭112 : 양자화기 제어 블럭

113 : 엔코더 송출 버퍼114 : 가산기 블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신호와 같은 화상의 디지털 압축 부호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호화할 때
의 양자화 폭의 제어 및/또는 발생 비트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화상 신호를 압축하여 디지털 부호로 변환하는 변환 형식으로서, ISO/IEC 13818-2 (소위 MPEG-2)에 
국제표준안이 제안되어 있다.   또한, 화상 신호를 이 형식에 의거하여 디지털 부호화 하는 대표적인 방
법이, ISO-IEC/JTC/SC29/WG11 NO328의 테스트 모델(Test Model) 3에 기재되어 있다.   도 1에, 전형적인 
MPEG-2 영상 부호화 장치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 MPEG-2 영상 부호화 장치는, 입력 영상 신호 
부호화 순서에 따라 변환하는 프레임 변환 블럭(frame converter)(101), 픽쳐 데이터를 매크로 블럭 단위
로 변환하는 변환 블럭부(102), 입력 매크로 블럭과 그 화상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간의 차분을 구하는 
감산기(103), DCT 변환 블록(DCT; discrete cosine transform)(104), 양자화기(105), 가변 길이 부호화 
블럭(106),  역양자화 블럭(107),  역DCT  블럭(108),  움직임 보상 예측 처리 블럭(109),  모드 판단 블럭
(110), 움직임 검출 블럭(111), 양자화기 제어 블럭(112), 엔코더 송출 버퍼(113) 및 가산기 블럭(114)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MPEG-2 영상 부호화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부호화를 위한 화상 데이터 구조
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부호화 되는 화상의 각 픽쳐는 매크로 블럭으로 분할되어 부호화 된다.   픽쳐는 프레임(frame) 또는 필
드(field) 단위의 화상이지만, 이하 설명에 있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프레임을 「픽쳐」라고 부른
다.   이 매크로 블럭은 16×16 화소 영역의 데이터이며, 또한 휘도 및 색차 신호는 각각 8×8의 블럭으
로 분할되어 부호화 된다. 

복수의 매크로 블럭에서 하나의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단위가 구성되고, 하나의 픽쳐는 복수의 
「슬라이스」로 구성된다.   픽쳐는 픽쳐 내에서 부호화 되는 I 개의 픽쳐, 시간적으로 과거의 픽쳐로부
터 예측 부호화 되는 P 픽쳐 및 시간적으로 I 픽쳐와 P 픽쳐로부터 예측 부호화 되는 B 픽쳐로 구성된다.   
도 2에는 픽쳐의 전형적인 배치가 예로서 도시되어 있고, 최초의 I 픽쳐를 이용하여 3 항 앞의 P 픽쳐를 
예측 부호화 하고, 그 사이에 포함되는 B 픽쳐를 양측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부호화시 최초로 I 픽쳐
를 부호화한 다음, P 픽쳐, B 픽쳐를 차례로 부호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문에 본래의 시간 방향의 화
상 순서를 변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I 픽쳐로부터 시작되는 복수의 픽쳐에 의해 GOP(group of picture)가 구성되고, 또한 임의의 수를 
가지는 GOP로 하나의 영상 시크스가 구성된다.   상술하면, 매크로 블럭이 화상 세그먼트로서 정의되고, 
복수의 매크로 블럭으로 구성되는 슬라이스, 픽쳐, GOP를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GOP를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으로 했을 경우, 이보다 작은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픽쳐
는, GOP, 즉,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서브세트(subset)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도 1의 MPEG-2 영상 부호화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입력 신호는, 화상 정렬 변환 블럭(101)에 입력되어 입력 화상의 각 픽쳐의 순서가 바뀌어진다.   화상 
정렬 변환 블럭(101)의 출력은 주사선 변환 처리 블럭(102)에 공급되고, 주사선 변환 처리 블럭(102)은 
입력된 화상을 16×16 화소의 매크로 블럭으로 분할하여 감산기(103)에 공급한다.   감산기(103)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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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보상 예측 처리 블럭(109)으로부터 얻어진 예측값을, 주사선 변환 처리 블럭(102)으로부터 공급된 
신호부터 감산함으로써 예측 오차가 구해진다.   예측 오차는 DCT 변환블럭(104)에서 8×8 블럭 단위로 
DCT 변환하고, 각 변환계수는 양자화기(105)에서 양자화 처리됨으로써 양자화 데이터가 생성된다.   양자
화 데이터는 가변 길이 부호화 블럭(106)에서 가변 길이 부호화 되어 압축된 부호화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 압축된 부호화 데이터는, 원하는 전송율로 전송되기 때문에, 일단 엔코더 송출 버퍼(113)에 저장된 후 
출력된다.

한편, 양자화기(105)에서 양자화된 양자화 데이터는, 예측 화상을 생성하기 위해, 역양자화 블럭(107), 
역DCT 변환 블럭(108)에 의해 재생 처리 된다.   재생된 화상 데이터는 움직임 보상 예측 처리 블럭(10
9)에서 예측값이 산출되어 감산기(103)에 공급된다.   움직임 검출 블럭(111)은, 매크로 블럭 단위로 움
직임 벡터를 산출하고, 움직임 벡터는 움직임 보상 예측 처리 블럭(109)에 입력됨과 동시에 가변 길이 부
호화 블럭(106)에 공급된다.   양자화기 제어 블럭(112)은, 가변 길이 부호화 블럭(106)으로부터 생성된 
비트 스트림의 발생 비트수와 목표 전송율로부터 환산한 목표의 발생 비트수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목
표 비트수로 부호화가 완료되도록 양자화기(105)의 양자화 폭을 제어한다.

다음에, 양자화기 제어 블럭(112)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목표 전송율로부터 환산한 
GOP당 목표 비트수를 G라 하고, 부호화 과정에서 GOP 중에 남은 비트수를 R, 직전에 부호화된 I, P, B 각
각의 픽쳐 화상의 발생 비트수를 SI, SP, SB, 그 때의 양자화 파라미터의 평균치를 각각 QI, QP, QB라 한
다.   이때, 각 픽쳐의 부호화 복잡도 XI, XP, XB는 각각, XI=SI×QI, XP=SP×QP, XB=SB×QB로 정의되며, 
각 픽쳐를 부호화할 경우의 목표 비트수를 I, P, B 각 픽쳐에 있어서 각각 하기식에 따라 계산한다.

[수학식 1]

 

[수학식 2]

 

[수학식 3]

 

여기에서 Kp, Kb는 상수, NP 및 NB는 아직 부호화되지 않은 남은 P 픽쳐 및 B 픽쳐의 수이다.   R 값은 
픽쳐에서 발생 비트수를 S로 하면, R=R-S로 갱신되고, GOP는 최초 R=R+G로 갱신된다.   즉, GOP당 발생 
비트수를 구하여 이를 각 픽쳐의 구성비에 따라 비트를 할당하여 부호화하고, 각 픽쳐마다 발생 비트수를 
계산함과 동시에, 그 값을 R로부터 빼서 다시 각 픽쳐에 목표 발생 비트수를 수정하여 할당하는 작업이 
행해진다.   또한, 하나의 GOP를 부호화 했을 때에 필요한 비트수가 GOP에 할당된 목표 비트수와 다를 경
우, 그 차이가 다음 GOP의 목표 발생 비트수에 할당된다.

다음으로,  각  픽쳐의  목표  발생  비트로부터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후에  설명한다.    
먼저, I, P, B 각 픽쳐에 대하여 가상 버퍼가 상정되고, i 번째의 매크로 블럭을 부호화할 때의 각 매크
로 블럭에서의 목표 발생 비트수를 일정하게 하여, 각 가상 버퍼의 데이터 잔량을 각각 dIi, dPi, dBi로 
하면,

[수학식 4]

dIi=dI0+Bi-1-TI×(i-1)/MB- cnt   

[수학식 5]

dPi=dP0+Bi-1-TP×(i-1)/MB-cnt  

[수학식 6]

dBi=dB0+Bi-1-TB×(i-1)/MB-cnt  

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Bi는 i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모든 매크로 블럭의 발생 비트수, MB-cnt는 1 픽쳐
당 포함되는 매크로 블럭수, dI0, dP0, dB0는 각각 픽쳐의 선두에서의 버퍼 잔량의 초기값이다.   상기 
식에 있어서, 우변 제 2 항은 직전의 매크로 블럭까지를 부호화 하는데 필요한 비트수를, 제 3 항은 직전
의 블럭까지 부호화함에 필요한 목표 비트수를 각각 나타내고, 우변 제 2 항과 제 3 항의 차를 이용하여, 
실제 부호화에 필요한 비트수와 목표 비트수와의 오차가 구해진다.   이 오차를 버퍼 잔량의 초기값에 더
함으로써, i 번째의 매크로 블럭을 부호화할 경우의 버퍼 잔량이 구해진다.

이상의 식에서 계산된 버퍼 잔량을 이용하여, i번째의 매크로 블럭에서의 양자화 파라미터 Qi는 

[수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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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해진다.   또, r=2×(목표 전송율)/(픽쳐 레이트) 이다. 

이상의 동작을 정리하면, 목표의 전송율에 대하여, 픽쳐 단위로 목표 발생 비트가 설정되고, 그 픽쳐가 
포함된 GOP 단위로 발생 비트수가 목표 비트수로 제한된다.   또한, 각 매크로 블럭에 있어서, 발생 비트
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목표 비트수와, 실제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에 기초하여 양자화 파라미
터가 제어된다.   그 결과, 각 픽쳐의 목표 발생 비트수에 가까운 부호 발생량이 되도록 화상이 부호화된
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부호화 방법에서는, 픽쳐 단위로 목표의 발생 비트수를 설정하고, 이의 픽쳐가 포함
되는 GOP 단위로 발생 비트수가 목표의 발생수에 가산되도록 양자화 파라미터가 제어되기 때문에, 화상이 
급격히 변화하여 부호화시에 필요한 비트수가 많아지게 되어, 목표 비트수를 억제하기 위해 양자화 폭을 
크게  제어하게 된다.   그 때문에, 화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어느 GOP에서의 목표 발생 비트수보다도 실제의 발생 비트수가 상당히 증가했을 경우에는, 다음 
GOP에 있어서 목표 발생 비트수가 그 오차를 흡수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GOP에서의 화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하나의 픽쳐 내에 있어서 전반부분에 비교적 평탄한 화상이 집중하고, 후반부분에 복잡한 화상이 
집중한 경우, 후반부분에 많은 비트를 할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기한 방법에서는, 각 매크로 
블럭에 균일한 목표 비트수를 할당하여, 각 매크로 블럭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트수와의 오차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가 설정되기 때문에, 전반부분에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후반부분에서 상당한 비트
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전반부에 복잡한 부분이 집중할 경우에는, 전반부에
서의 발생 비트수가 억제되어 비트의 할당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
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일단 전체 화상을 부호화하여, 화상 전체에 걸쳐서 최적의 비트 배분을 
구한  후,  재차  부호화하는  방법도  고려되지만,  이것으로는  실시간에서  부호화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화상의 부호화에 있어서, 부호화의 복잡도에 대응한 적절한 비트 배분을 할 수 
있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화상을 일단 부호화하지 않고, 적절한 비트 배분을 한 다음 적정한 양자화 폭
을 설정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GOP 등 복수의 픽쳐로부터 되는 하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에 있어서 발생할 
목표 발생 비트수와, 실제로 발생한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복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에 걸쳐 서서
히 흡수하도록 목표 발생 비트를 정하는 화상 압축 부호와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인접하는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에서의 목표 발생 비트량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
도록 목표 발생 비트량을 제어할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하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에 있어서 발생할 목표 발생비트수에 기초하여 적
당한 양자화 폭을 제어할 수 있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면, 어느 하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이 발생할 목표 발생 비트량과, 실제로 발생한 발생 
비트량과의 오차가 복수의 다른 화상 세그먼트 그룹 각각이 발생할 목표 발생 비트량에 전가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어트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했을 때의 발생비트수가 소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후속하는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양자화 파라미터는 그 이전의 양자화 파
라미터와는 상이한 것으로 제어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는, 프레임 변환 블럭(1), 1 프레임 지연 블럭(2), 부호화 프로세서(3), 입력 화상
을 해석하고 부호화의 복잡도를 산출하는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 움직임 검출 블럭(5), 양자화기 
제어 블럭(6), 엔코더 송출 버퍼(7)를 포함한다.   부호화 프로세서(3)는, 도 1에 도시한 전형적인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변환 블럭부(102), 감산기(103), DCT 변환 블럭(104), 양자화기(105), 가변 
길이 부호화 블럭(106), 역양자화 블럭(107), 역DCT 블럭(108), 움직임 보상 예측 처리 블럭(109), 모드 
판단 블럭(110) 및 가산기 블럭(114)을 포함한다.

입력 화상은, 프레임 변환 블럭(1)에 있어서, 입력 화상을 부호화하는 순서로 정렬 변환하다.   움직임 
검출 블럭(5)은 P 픽쳐, B 픽쳐에 대하여, 각각 참조 픽쳐와의 비교에 의하여, 각 매크로 블럭에 대한 움
직임 벡터를 산출한다.   이 움직임 벡터는 부호화 프로세서(3)에 전송되어 움직임 보상된 예측 화상의 
생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이 움직임 벡터는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에도 공급된다. 

도 4는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
(4)은, 예측 오차 화상 생성 블럭(8), DCT 처리 블럭(9), 가변 길이 부호화 블럭(11), 발생 비트수 카운
터(12)를 포함한다.   프레임 변환 블럭(1)으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는, 움직임 벡터 신호와 함께 예측 오
차 화상 생성 블럭(8)에 공급된다.   예측 오차 화상 생성 블럭(8)에서는, 입력 화상이 I 픽쳐인 경우에
는 그대로 화상을 유지하고, P 픽쳐인 경우에는 움직임 검출 블럭(5)으로부터의 움직임 벡터에 의하여, 
예측된 화상과 입력 화상과의 차에 의하여 예측 오차 화상을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B 픽쳐의 경우에는 
상기 예측 결과에 의하여 예측 오차 화상을 생성한다. 

그 다음, DCT 처리 블럭(9)에서 블럭마다 화상의 DCT 처리를 하고, 양자화 블럭(10)에서 양자화한 후, 가
변 길이 부호화 블럭(11)에서 부호화 처리된다.   이때, 양자화 블럭(10)은 일정한 양자화 파라미터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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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한다.    양자화  파라미터(q_scale)의  값은  임의값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q_scale=10으로서 양자화 처리된다.   발생 비트수 카운터(12)는, 부호화된 데이터의 비트수를 매크로 블
럭마다  검출하여,  고정  q-scale의  값과  곱하여  매크로  블럭마다  부호화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복잡도
(complexity)를 산출한다.   그리고, 발생 비트수 카운터(12)는 각 매크로 블럭마다의 복잡도를 합산하여 
픽쳐당 복잡도를 양자화기에 공급한다. 

한편 입력 화상은 1 프레임 지연 블럭(2)에 있어서 1 픽쳐분 지연된 후, 부호화 프로세서(3)로 공급된다.   
기본 부호화 블럭(3)은, 도 1에 도시된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와 같이 양자화기(6)로부터 공급되는 양자
화 파라미터에 따라 부호화 처리하고, MPEG 표준에 준거한 비트 스트림을 생성한다. 

양자화기 제어 블럭(6)은, 부호화 프로세서(3)로부터의 비트 스트림의 발생 비트수와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으로부터의 복잡도 및 목표 전송율을 기본으로 양자화 파라미터 q_scale을 결정하여, 부호화 프로
세서(3)에서의 부호화 때의 양자화 폭을 결정한다.

도 5에는 양자화기 제어 블럭(6)의 한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양자화기 제어 
블럭(6)은, 부호화 프로세서(3)으로 생성된 1 GOP 분의 비트 스트림의 발생 비트수를 카운트하는 발생 비
트 카운터(13), 1 픽쳐분의 비트 발생수를 카운트하는 발생비트 카운터(14),  1 매크로 블럭분의 비트 발
생수를 카운트하는 발생 비트 카운터(15), 및 제어 블럭(16)을 포함한다.   제어 블럭(16)은, 발생 비트 
카운터(13, 14, 15)에서 구해진 발생 비트수와 목표 전송율, 영상 디코더에 비트 스트림을 전송할 경우의 
최대 전송 레이트 Dec_R 및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으로부터 구해진 복잡도에 기초하여 매크로 블럭 
타이밍마다 양자화 파라미터 q_scale을 생성한다.

도 6은 제어 블럭(16)으로 구성된 q_scale 산출인 알고리즘(algorithm)의 한 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스탭(S1)에서 시퀀스 부호가 검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검출되지 않으면 스탭(S2)에서는 
j번째의 GOP를 부호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먼저 직전의 GOP에서의 발생 비트수 GOP_Bj-1를 발생 비트 카
운터(13)에 의하여 판독한다.   다만 최초의 GOP에서는 0으로 한다.   그 후, 스탭(S3)에서 j번째의 GOP
를 부호화하기 직전의 발생 비트수와, 전GOP가 같은 비트수를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할 수 있는 목표 
비트수 G와의 오차 DIF-Gj를 하기 식을 기초하여 산출한다. 

[수학식 8]

DIF Gj=DIF Gj-1+GOP Bj-1 G    

다만,  DIF G1=0로 한다.   또한 GOP가 15 프레임의 화상으로 구성되면, 하나의 GOP는 0.5초의 움직임 화
상을 나타내게 되므로, 이 경우의 G는 목표 전송율, 즉 1 초당 전송되는 전송율의 1/2이 된다.

그 다음, 스탭(S4)에서 j번째의 GOP를 부호화할 경우의 목표 발생 비트수 R(j)를 하기 식에 기초하여 산
출한다.

[수학식 9]

×DIF-Gj   

다만, T는 2 이상의 정수이다.   이 식은, 어떤 GOP에서 발생한 발생 비트수와, 미리 설정한 목표 비트수 
G와의 오차 DIF-Gj를, 다음 GOP에 대하여 할당하는 목표 비트수에 의해 즉시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오차 
DIF-Gj의 일부, 즉 1/T만이 흡수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하는 GOP에 있어서도 차차 부호화
되기 때문에, 각각의 GOP의 목표비트 조정 과정에 있어서 오차 성분은 후속하는 GOP의 목표 비트수에 서
서히 흡수되게 되어, 급격한 목표 비트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T의 값에 관하
여는, 2 이상인 수치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수 초 간에 걸쳐 목표 비트수가 조정될 경우에는, 하
나의 GOP가 15 프레임 정도의 화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10-30 정도의 값이 적당하다.   물론 수 분 간
에 걸쳐 목표 비트수를 조정할 경우라면, 더욱 큰 값을 취하여도 지장없다. 

그런데, 하나의 GOP당 목표 발생 비트수가 구해지면, 스탭(S5)에서, 각 픽쳐당 목표 발생 비트수의 잠정
치 TTI, TTP, TTB를 하기 식에 기초하여 구한다. 

[수학식 10]

  

[수학식 11]

 

[수학식 12]

 

여기에서 XI, XP, XB는 I, P, B 각 픽쳐에서의 복잡도의 예측값이나, 여기에서는 이들 비율이 중요하다.   
이 값은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으로부터 얻어진 직전 GOP의 최후의 I, P, B 픽쳐에 있어서 복잡도를 
사용해도 되고, 예를 들어 XI : XP : XB = 160 : 60 : 42와 같은 고정값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NP,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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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OP 내에 있는 P 픽쳐 및 B 픽쳐의 수이다.   Kp, Kb는 양자화 매트릭스로부터 결정되는 보정용의 정
수이며, 여기에서는 Kp=1, 0, Kb=1로 한다. 

다음으로 I, P, B 각 픽쳐에 대하여, 스탭(S6)에서 기준이 되는 부호화 복잡도의 기준 복잡도가 되는 CI, 
CP, CB를 설정한다.   다만, 스탭(S6)은 스탭(S8) 및 스탭(S9)의 판단 루틴의 결과, 이미 기준 복잡도가 
판독되어 있고 목표 전송율의 변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스킵(skip)어 직전 값이 그대로 설정값이 된다.   
기준 복잡도는 양자화 파라미터 q_scale을 10으로 설정하고, 이 양자화 파라미터로 부호화했을 때에 발생
하는 비트수가 목표 발생 비트수의 잠정치 TTI, TTP, TTB 와 동등하게 되는 값을 설정한다. 

그 다음, 스탭(S9)에 있어서, 기준 복잡도 CI, CP, CB를, 그 시점에서의 픽쳐의 TTI, TTP 또는 TTB의 발
생 비트수가 되도록 부호화할 경우의 평균 양자화 파라미터 q_pic를 설정한다.

그 후, 스탭(S10)에서 부호화할 픽쳐의 목표 발생 비트수 TI, TP, TB를 설정한다. 이는 부호화 복잡도 산
출 블럭(4)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잡도를 사용하여, 설정된 q_pic로 부호화 했을 때에 필요한 비트수를 TI, 
TP, TB로서 설정한다.

또한 스탭(S11)에서 픽쳐내 양자와 파라미터가 제어되지만 이 스탭의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스탭(S12)에 있어서 GOP 종료 코드가 검출되었는지에 여부가 판단되고, GOP 종료 코드가 검
출되지 않았으면, 스탭(S9)로부터의 처리를 반복하고, GOP 종료 코드가 검출되면 스탭(S1)로 돌아간다.

이러한 잠정 목표 발생 비트수 TTI, TTP, TTB의 결정 스탭(S5)으로부터 목표 발생 비트수 TI, TP, TB의 
결정 스탭(S10)까지의 공정을 도 7의 그래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의 그래프의 가로 축은 부호화의 복잡도이며, 세로 축은 발생 비트수를 나타낸다.   q_scale=10으로 
양자화 했을 경우의 복잡도와 발생 비트수와의 관계가 선(a)로 표시되어 있다.   최초의 픽쳐에 있어서, 
픽쳐당 잠정적인 목표 발생 비트수 TT0와 선(a)로 교차하는 점이 기준 복잡도가 된다.   다음 픽쳐에서의 
복잡도가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에 의하여 검출되고, 그 값이 CC0인 경우, 이 픽쳐의 목표 발생 비
트수는 도시한 바와 같이 T0로 된다.   픽쳐당 목표 발생 비트수는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으로부터 
얻어진 복잡도에 따라 정해지고, 하나의 GOP가 완결되기까지 동일한 작업이 반복된다.

하나의 GOP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GOP에 대하여 할당될 목표 발생 비트수 R(j)가 식(9)에 의하여 
구해진다.   그러면 새로이 할당된 GOP당 목표 발생 비트수에 따라, 식(10)∼(12)로부터 얻어진 각 픽쳐
의 잠정 목표 발생 비트수도 변화한다.   이때, 잠정적인 목표 발생 비트수가 TT1인 경우, TT1과 기준 복
잡도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b)이 새로이 그어진다.   그리고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으로부터 얻어
진 복잡도가 CCI인 경우에는, 직선(b)과 CCI의 교점에서의 목표 비트수 TI가, 그 시점의 픽쳐의 목표 비
트수가 된다.

또한, 도 7에 있어서 직선은 상한값 및 하한값을 가지고 있다. 상한값은, 재생측의 디코더 버퍼 내의 데
이터 잔량을 VBV_fullness로 하여, 초기값을 표준 디코더의 버퍼 용량인 1.8  메가비트, 픽쳐 레이트를 
Pic＿R로 했을 때,

[수학식 13]

  

로 구해진다.   단, B＿pic는 픽쳐 카운터(14)에서 검출되는, 부호화된 픽쳐의 발생 비트수이며, Dec＿R
은 디코더에 입력되는 최대 레이트를 나타낸다.   또한 식(10)∼(12)에서 구해진 목표 발생 비트수의 잠
정값 TTI, TTP, TTB와 VBV＿fullness 중 보다 작은 값이 상한값으로 된다. 

한편, q_scale의 직선의 하한값은 경험적으로 전송율이 2Mb/s 이하가 되지 않도록 결정된다. 

도 6의 흐름도에서의 스탭(S11)의 픽쳐 내 양자화 파라미터 제어에 의한 매크로 블럭마다의 q_scale 제어
를 상세하게 이후 설명한다. 

도 8은 픽쳐내 양자화 파라미터 제어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여기에서, i 번째의 매크로 블
럭에서의 양자화 파라미터 q_scale의 값을 MQUANTi, 양자화기 제어용 가상 버퍼를 정의해두고 i 번째인 
매크로 블럭이 부호화 되기 전의 데이터 잔량을 di라고 한다.   단, di의 초기값은 

[수학식 14]

   

로 구해진다.   여기에서, r은 반응 파라미터이며,  

[수학식 15]

r=2×(픽쳐의 목표 발생 비트수)   

로서 정의된다.

먼저, 스탭(S111)에서 픽쳐 전체의 복잡도 C_pic가 판독된다.   스탭(S112)에 있어서는, 최초의 매크로 
블럭인지 아닌지 판단되고, 최초의 매크로블럭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스탭(S113)에 있어서 최초의 
매크로 블럭의 양자화 파라미터 q_scale의 값인 MQUANTi가 q_pic로, di=d0로 설정된다. 

스탭(S112)의 판단 결과, 최초의 매크로 블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크로 블럭을 부호화
하기 전의 데이터 잔량 di를 아래 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먼저, 스탭(S114)에서 직전의 매크로 블럭에서의 발생 비트수 B_mb(i-1)을 매크로 블럭(15)으로부터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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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음에,  스탭(115)에서  부호화  복잡도  산출  블럭(4)으로부터,  직전  매크로  블럭의  복잡도인 
C_mb(i-1)을 구한 후, 직전 매크로 블럭에서 발생된다고 예상된 비트수 T_mb(i-1)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수학식 16]

  

여기에서, T＿pic은 1 픽쳐인 경우는 TI 이며, P 픽쳐인 경우에는 TP, B 픽쳐인 경우는 TB 이다.   그리
고, 스탭(S116)에서 di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다.

[수학식 17]

di = d(i-1)+B＿MB(I-1)-T＿BM(I-1) 

그리고, 스탭(S117)에서 MQUNATi를 다음 식으로 구하여, 부호화 프로세서(3)에 공급한다.

[수학식 18]

     

이상과 같이, 매크로 블럭마다의 양자화 매트릭스의 설정은, 스탭(S118)의 판단 루틴에 따라 마지막 픽쳐
까지 반복된다. 

즉, 목표 전송율로부터 산출되는 픽쳐마다 기준이 되는 복잡도에 의하여 잠정 목표발생 비트수 TTI, TTP, 
TTB가 구해지고, 이 기준 복잡도와 부호화 복잡도 처리 블럭(4)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시점의 픽쳐에서의 
복잡도와의 상대관계에서 목표 발생 비트수를 잠정치로부터 수정함으로써, 신 체인지(scene change)나 영
상 내에서 동작이 급격한 영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부호화의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응
적으로 비트수가 할당된다. 

또한, 픽쳐마다 부호화 복잡도에 따라 제어된 발생 비트수와, 목표 발생 비트로부터의 오차는 복수의 GOP
에 대해 조정됨으로써, 어떤 GOP에 대한 직후의 GOP에 대한 비트 배분의 영향을 작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9는 일정한 복잡도의 화상 중에서, 순간적으로 복잡도가 증가했을 경우의 GOP 단위에서의 
발생 비트수의 변화가 모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정 기간은 일정한 복
잡도의 화상이 계속되고, 어떤 시점에서 복잡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후 재차 일정한 복잡도의 화상이 
계속되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종래의 발생 비트수의 할당 방법에서는, 급격하게 복잡도가 변화하여 많
은 비트수가 할당된 GOP 직후의 GOP는, 극히 적은 비트수가 할당되어져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실시예
에서는, 직후의 GOP에서의 목표 발생 비트수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GOP의 발생 
비트수가 2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GOP의 목표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 중에서 1/T만이 직후의 GOP의 
목표 발생 비트에 영향을 주게된다.   또한, T=20으로 하고 하나의 GOP가 0.5초 간의 화상을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 10초 후에는 거의 전체 전송율은 목표한 전송율로 회복한다. 

도 10은, 일정한 복잡도의 화상이 계속된 후, 조금 복잡하고 일정한 복잡도의 화상이 계속되고, 재차 원
래의 복잡도의 화상이 계속되었을 경우의 GOP마다의 발생 비트수와, 양자화 폭에 기초하여 화질이 저하되
는 상태가 모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즉, 복잡도가 증가했을 때, GOP의 발생 비트수는 화질을 유지하
기 위해 증가하지만, 지수 함수적으로 전송율을 유지하기 위한 발생 비트수로 수정된다.   이때, 화질은 
급격하게 저하되지 않고, 수 초 기간에서 연속적으로 저하된다.   그리고, 재차 원래의 복잡도로 되돌아 
갔을 때, 그 직후의 GOP에서 발생 비트수는 감소하지만, 이것 또한 지수 함수적으로 원래의 최적의 발생 
비트수로 되돌아 간다.  그 때의 화질도, 부호화가 곤란했었을 때의 화질로부터 수 초 동안 연속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부호화 도중에서 목표 전송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화질을 제어할 수 있다.   즉, 목표 
전송율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복잡도의 기준 설정값도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   따라서, 거의 목표한 전
송율 부호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픽쳐의 잠정 목표 발생 비트수도, 거의 목표발생비트수에 비례하
여 감소하기 때문에, 픽쳐의 평균 양자화 파라미터는 그 대로 목표 발생 비트수가 유지되고 있었던 경우
와 거의 같게 되고, 그 후의 픽쳐에서 지수 함수적으로 변화해 간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픽쳐 내의 각 매크로 블럭의 복잡도에 따라 매크로 블럭당의 양자화 폭도 제
어되므로, 목표 전송율(25)와의 오차가 적고, 또한 최적의 비트 분배로 픽쳐를 부호화할 수 있다. 

도 11은 종래의 방법에 있어서의 양자화 파라미터의 제어와,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양자화 파라미터의 제
어와의 비교가 모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11(a)에는 종래의 방법에 따른 실시의 발생 비트수와, 목
표 발생 비트수가 도시되어 있고, 도 11(b)에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실제의 발생 비트수와, 목표 발생 
비트수가 도시되어 있다. 

어떤 픽쳐에 있어서의 목표 발생 비트수 T가 설정되면, 종래의 방법에 따르면 각 매크로 블럭 내에서의 
발생 비트수를 일정하게 가정하여 실제의 발생 비트수와의 차이를 가상 버퍼의 데이터 잔량으로서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했다.   따라서, 화상의 후반에 복잡도의 피크를 가지는 경우의 화상에서는, 화상의 전반
부는 실제 비트 발생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양자화 파라미터는 감소하고, 본래 구하려는 화질보다도 높은 
화질로 부호화 된다.   그러나, 화소의 후반부에서는 비트 발생량이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목표한 발생 
비트수보다도 많은 비트수가 되어, 버퍼 잔량의 증가 때문에 급격하게 양자화 파라미터가 증가함으로써, 
화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르면, 목표한 발생 비트수를 복잡도에 따라 각 매크로 블럭에서의 발생 비트수를 상
기 수학식 16과 같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픽쳐 내의 복잡도의 분포에 가까운 비트 분배가 이루어지고, 
화질 및 비트 발생수도 목표한 값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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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실시예서는, GOP 단위로 목표 전송율과 발생 비트수와의 차이를 구하고, 목표한 발생 비트수
를 수정하지만, 픽쳐 단위 혹은 다른 단위로 하여도 무방하다.   즉,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부호화의 처
리  단위의  최소값인  매크로  블럭을  화상  세그먼트로  정의하고,  화상  세그먼트의  집합체인  슬라이스, 
픽쳐, GOP 등을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으로 정의하면, 임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단위로 하여 목표한 
발생 비트수를 수정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부호화의 복잡도의 기준값의 설정에 대해서도, q_scale=10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
고, 다른 양자화 파라미터를 사용해도 무방하고, 목표한 전송율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정
된 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각 파라미터를 구하는 데에 복잡도가 사용 되었는데, 별도의 인덱스를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각 픽쳐의 액티비티(activity)에 대응하는 평균과 오차의 제곱합을 구하여, 이것을 전술한 각 식에서 복
잡도로 치환해도 무방하다.   도 12는 이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본 실시예를 구성할 경우에 대한 블럭도이
다.   예측 오차 화상 생성 블럭(17)은 도 4에 도시한 구성과 마찬가지로 1 픽쳐는 그대로, P, B 픽쳐는 
각각의 예측 오차가 화상을 생성한다.   예산 블럭(18)은 예측 오차 화상 생성 블럭(17)으로부터의 예측 
오차 화상으로부터 각 매크로 블럭의 제곱 오차를 구한다.   그리고, 그 합계를 픽쳐 전체의 복잡도의 대
용값으로서 사용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양자화기 제어 블럭(6)은, 부호화 프로세서(3)와 독립된 구성으로서 설명되
어 있지만, 부호화 장치 자체를 DSP(Digital Signal Processor)로 구성할 경우에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블럭을 겸용할 수도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고, 입력 신호는 기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에 공급된다.   기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은, 양자
화 제어 블럭(22)에서 표시된 양자화 폭 q_scale 값에 따라, 각 매크로 블럭을 MPEG-2에 준거한 신호로 
부호화하고, 엔코더 송출 버퍼(21) 및 양자화 제어 블럭(22)에 부호화된 신호를 공급한다.   또한, 기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은 수신한 GOP 종료 타이밍 신호 및 픽쳐 종료 타이밍 신호를 양자화 제어 블럭(2
2)에 공급한다.   양자화 제어 블럭(22)은 목표 전송율, 반응계수 T 및 기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으로부
터 공급되는 부호화 데이타와 타이밍 신호로부터 양자화 폭 q_scale을 결정하고, 양자화 폭 q_scale을 기
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에 공급하여 발생 비트수 및 화질을 제어한다. 

도 14는 도 1에 있어서의 양자화 제어 블럭(22)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고, 양자화 제어 블
럭(22)은 GOP마다의 발생 비트수를 카운트하는 GOP 비트 카운터(221), 픽쳐마다의 발생 비트수를 카운트
하는 픽쳐 카운터, 및 q_scale을 산출하는 제어 블럭(223)을 포함한다.   GOP 비트 카운터(221) 및 픽쳐 
비트 카운터(222)에는 각각 기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으로부터 부호화된 데이타가 공급되어 있고, 각각 
발생 비트수를 카운트한다.   제어 블럭(223)은 GOP 종료 타이밍 신호 및 픽쳐 종료 타이밍 신호를 수신
할 때마다, GOP마다 혹은 픽쳐마다의 발생 비트수를 검출함도 동시에, 목표 전송율(R), 반응계수(T)로부
터 q_scale을 산출한다. 

도 15는 양자화 제어 블럭(22)에 의한 q_scale의 산출 방법의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우선, 초기 처리로서, 스탭(S20)에서, 목표 전송율 R(bps)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GOP당 목표 발생 비트수
와  현재의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  DIF_Gi,  및  q_scale의  기준값  q_st,  디코더의  가상  버퍼의  점유량 
VBV_Buffer_fullness를 설정한다.   또한, 1 픽쳐당의 최저 발생 비트수 D0을 1,000,000 비트/픽쳐 레이
트로 하고, 최고 발생 비트수 D1을 8,000,000 비트/픽쳐 레이트로 한다.   D0의 설정값은, 부호화 레이트
가 1Mbps를 하회하면 화질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하는 경험으로부터 설정한 것이다.   한편, 최고값 D1은, 
재생 장치에서 디코더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율에 일치시키거나, 그 전후 및 그 이하의 임의값으
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탭(S21)에서, 부호화 픽쳐의 q_scale이 하기 식(19)에 의거 산출되어 출력된다.

[수학식 19]

여기서, 직전의 q_scale의 값보다도 2 이상 큰 경우에는, 직전의 q_scale 값보다도 2 큰 값으로 한다.   
이 식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DIF＿Gi가 목표 전송율 R의 T배에 상당할 때, q_scale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 사실상 반응계수 T의 값에 의해 오차 DIF＿Gi의 상한값이 제한된다.   즉, 반응계수T는 오차 DIF＿
Gi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파라미터가 된다. 

또한, 상기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떤 픽쳐를 부호화할 때의 양자화 파라미터는 모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스탭(S21)에서 구해진 q_scale은, 스탭(S22)에 있어서 기본 부호화 처리 블
럭(20)에 공급된다. 

다음으로, 스탭(S23)에 있어서 픽쳐 종료 타이밍이 검출된다.   픽쳐 종료 타이밍 신호가 검출되면, 스탭
(S24)에서 픽쳐 발생 비트수 PIC＿CNT가 검출된다.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스탭(S25)에서 다음식에 따
라 가상 버퍼의 점유량이 구해진다.

[수학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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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변이 가상 버퍼의 용량(fullness＿MAX)을 초과할 경우에는,

VBV＿Buffer＿fullness=fullness＿MAX

로 한다.

스탭(S26)에 있어서, VBV＿Buffer＿fullness가 재생측 디코더에서의 버퍼 점유량의 하한값 D2를 하회하는
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되고,  하한값  D2를  밑돌  경우에는,  언더플로우(underflow)를  피하기  위해 스탭
(S27)에서 픽쳐 스킵 처리 신호가 출력된다.

다음으로 스탭(S27)에 있어서, PIC＿CNT가 하한값 D0보다도 작은지 아닌지가 판단되고, PIC＿CNT가 하한
값 D0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스탭(S28)에서 다음의 픽쳐 이후에서 하한값을 밑돌지 않는 비트수로 하기 
위해 q_scale가 감소된다.   도 16은 픽쳐당의 발생 비트수가 하한값 D0을 밑돌 때에, 다음 픽쳐에서 사
용되는 q_scale을 설정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통상적으로는 q_scale을 1씩 감소시키지
만, PIC＿CNT를 크게 밑돌 경우, 예를 들면 하한값 D0의 1/2를 밑돌 경우에는, 그 때의 q_scale에 따라 
감소폭을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어떤 픽쳐에 있어서의 부호화 과정에 있어서, q_scale 값과 발생 비
트수와의 적(product), 즉 복잡도는 거의 일정해진다고 한다.   즉, q_scale을 절반으로하면, 발생 비트
수는 2배가 된다.    즉, q_scale이 사전에 큰 값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값을 변화시켜 발생 비트수
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q_scale이 작은 값일 경우에 비해서, 변화량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된다. 

또한, I, P, B 각 픽쳐에 있어서, 발생 비트수가 하한값 D0을 밑도는 경향이 강한 픽쳐는 B 픽져이고, B 
픽쳐의 발생 비트수로부터 양자화 폭을 제어하면, 다른 픽쳐에서의 발생 비트수의 증감이 현져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한값 D0과의 오차가 절반 정도 회복할 정도로 q_scale을 설정하고, 여러 픽쳐 동안에 발생 
비트수가 하한값에 도달할 정도의 변화량을 설정해둔다.   도 16의 흐름도에 있어서는, 우선 스탭(S281)
에서 PIC＿CNT가 하한값 D0의 1/2보다도 작은지 어떠지를 판별하고, 작을 경우에는 q_scale을 직전의 값
에 대응한 수만큼 감산하다.   즉, 스탭(S282)에서, 직전의 q_scale이 9를 초과할 경우에는 스탭(S283)에
서 3이 감산된다.   스탭(S284)에서, 직전의 q_scale이 6 이상 9 이하로 판단된 경우에는 스탭(S285)에서 
2가 감산된다.   또한, 그보다도 작은 q_scale의 경우에는, q_scale이 1보다 큰지 여부가 스탭(S286)에서 
판단되고, 결과가 참(true)이면 스탭(S287)에서 1이 직전의 q_scale로부터 감산된다. 

한편, PIC＿CNT가 하한값 D0의 1/2보다도 작지 않을 경우에는, 스탭(S289)에서 직전의 q_scale로부터 1을 
감산하는 처리가 행해지지만, 스탭(S289)에서 q_scale이 1이하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감산 처리는 행
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로서의 픽쳐의 발생 비트수 PIC＿CNT가 소정의 하한값을 하회할 경우
에는, 하한값에 대한 차이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가 감소된다. 

도 15를 다시 참조하면, PIC＿CNT가 상한값 D1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스탭(S29)에서 판단되고, PIC
＿CNT가 상한값 D1을 초과할 경우에는, 스탭(S30)에서 q_scale을 증가시켜 발생 부호량을 상한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q_scale의 증가 공정이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즉, 스탭(S301)에서 PIC＿CNT
가 D1의 2배를 초과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스탭(S302)에서, 직전의 q_scale가 9를 초과하는지에 여
부가 판단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스탭(S303)서 직전의 q_scale에 4가 가산된다.   또한 스탭(S302)의 처
리에 의해, q_scale이 9보다 작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스탭(S304)에서 직전의 q_scale에 2를 가산한
다.   한편, 스탭(S301)의 판단 결과 PIC＿CNT가 상한값 D1의 2배보다도 작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스
탭(S305)에서 직전의 q_scale의 값이 31보다 작은지에 대한 판단이 행해진다.   만약 직전의 q_scale가 
31보다도 작은 값이면, 스탭(S306)에서 직전의 q_scale에 1이 가산되고, 그렇지 않으면, q_scale 값은 직
전의 값 그대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직전의 q_scale 값에 따라 변화량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양자화폭
이 큰 곳에서는 변화량도 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I 픽쳐 또는 신 체인지에 있어서는 일
시적으로 발생 비트수가 상한값을 초과할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픽쳐 내에서 발생 비트수가 상한값내에
서 정해지도록, q_scale 값이 적응적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로서의 픽쳐의 발생 비트수 PIC＿CNT가 소정의 상한값보다도 큰 경우
에는, 소정의 상한값으로부터의 차이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가 증가하게 된다. 

도 15를 다시 참조하면, 스탭(S31)에서 GOP 종료 타이밍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고, GOP 종료가 아니면, 발
생 비트수를 하한값과 상한값과의 사이로 제어하기 위한 q_scale의 제어 처리는, 각 픽쳐마다 반복된다.   
그리고, GOP  종료 타이밍을 수신하면, 스탭(S32)에서 GOP  내에서의 발생 비트수 GOP＿CNT가 검출되고,  
스탭(S33)에서 현재의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 DIF＿Gi가 하기 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수학식 21]

이 산출 결과를 기초로, GOP의 초기 처리에 되돌아가서, 다음 GOP의 최초 q_scale을 산출한다.   이러한 
일련의 스탭을 종료될 때까지 반복된다. 

상기에 있어서, 제 1 실시예에 있어서는 부호화될 픽쳐의 복잡도를 부호화 복잡도 산출 처리부(4)에 의해
서 검출해야 했는데,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q_scale의 변화는, 직전에 부호화된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
세트의 발생 비트수와, 상한값 혹은 하한값과의 비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한층 실시간 처리에 적합한 화
상 압축 부호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4에서의 제어 블럭(223)이 출력하는 픽쳐 스킵 신호는, 가상 버퍼의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에 공급된다. 이 기본 부호화 처리 블럭(20)은 픽쳐 스킵 신
호를 수신하면  1픽쳐분의 부호화를 스킵한다. 

도 18은 입력되는 화상의 복잡도에 대하여 발생될 비트수 및 화질의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
다.   도 18(a)는 반응계수T에 대하여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도의 변화와, 제 1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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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발생 비트수 및 화질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즉, 화상의 복잡도가 비교적 짧은 시간 간격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발생 비트수는 화상의 부호화의 복잡도에 따라 할당되고, 화질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 18(b)와 같이, 입력 화상의 부호화가 매우 곤란해지고, 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화상이 
공급되었을 경우, 제 1 실시예에 따른 목표 비트수의 할당 방법에 따르면, 입력 화상의 복잡도에 따라 비
트수가 발생되고, 그 후, 반응계수T를 파라미터로서 지수 함수적으로 비트 발생량이 감소해 간다. 

이 때문에, 충분한 화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트수를 하회할 때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다.   이 점은,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목표 비트수의 할당 방법에 따르면, 최대 비트량을 상향하는 발생 비트를 필요로
하는 화상 구간은 최대 비트량보다도 적은 비트수로 순식간에 부호화 되어, 충분한 화질이 오랜 시간 유
지될 수 있다. 

한편, 도 18(c)는 부호화가 곤란한 화상이 계속된 후, 부호화가 쉬운 화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의 발생 비
트수와 화질과의 관계를 모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이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부호화가 
쉬운 화상으로 교체된 직후에 발생 비트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 후 반응계수 T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
로 발생 비트수가 증가된다.    단, 화질의 회복에는 반응계수 T에 의해 정해지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발생 비트수는 하한값에 순식간에 도달하여, 어느 정도의 
화질이 유지된다. 

또한, 제 2 실시예에 경우도, GOP 단위로 목표 전송율과의 비트 발생 오차를 산출하고 있지만, GOP 단위
가 아니더라도, 여러 픽쳐 단위로 비트 발생 오차를 산출할 수도 있다. 

또한, 각 픽쳐당 q_scale의 변화량도, 각 픽쳐당 발생 비트수를 상한값과 하한값의 사이로 제어할 수 있
을 정도로 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반응계수 T는 제1 및 제 2의 실시예의 설명에 있어서는 고정된 값으로서 설명했지만, 임의의 값으
로 설정해도 된다.   즉, 반응계수 T는 어떤 GOP에서 생성된 발생 비트수와 목표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후속하는 T개의 GOP에 걸쳐 흡수시키도록 설정되는 것이므로, 이용한 시스템에 따라 바람직한 반응계수 T
를 설정하면 된다.   예를들면, 부호화할 총 GOP 수에 따라 반응계수 T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광디스크 등과 같이 재생 시간이 유한적일 경우에는, 시각에 따라 반응계수를 비선형적으로 변화시켜도 
된다. 

도 19는 시각에 따라 반응계수 T를 가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로서, 반응
계수 제어 블럭(23)은, 부호화될 화상의 부호화 시간과, 현재 부호화중인 부분의 부호화를 개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시각을 입력으로 하여, 반응계수 T를 출력하는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20은 반응계수 
제어 블럭(23)의 입출력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학식 19에서 알수 있듯이, 비
트 발생량의 오차가 전송율의 T배가 되었을 경우에, 양자화 폭이 수식 상에서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비트 
발생량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즉, 반응계수 T는 이용할 시스템에 있어서 허용할 수 있는 목표 레
이트와의 오차의 상한값을 정하는 파라미터로서 이용된다.   한편, 반응계수 T가 클수록, 신 체인지의 간
격 등이 긴 것에 대응할 수 있고, 가능한 한 큰 반응계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응계수 T를 부호화의 전반부분에서는 큰 값으로 설정하고, 부호화의 종료시에는 작은 값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비트 발생수의 오차는 최종적으로 설정된 T
의 값으로 비교적 작게 설정되고, 부호화의 중간 부분에서는, 반응계수 T가 크게 설정되어 시간이 비교적 
긴 장면에도 대응할 수 있다.   도 20에는 반응계수 T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
에서는, 모든 부호화가 완료되는 시간을 C로 했을 때, 중간의 1/3의 시간을 T=180으로 하고, 전반 1/3은, 
T=20으로부터 서서히 T=180이 되도록 T를 변화시켜, 후반 1/3은 T=180으로부터 서서히 T=20이 되도록 T를 
변화시키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부호화의 중간부분에서 반응계수 T를 크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긴 장면에 걸쳐 발생 비트수의 오차를 조정할 수 있고, 최초와 최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 비트
수의 오차를 단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부호화될 화상의 최초와 최후가, 예를 들면 영화의 
타이틀 장면이나 종료 화면과 같이, 부호화가 쉬운 화면이 예상될 경우에 유효하고, 한편, 영화의 본편은 
반응계수 T를 크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화질이 뛰어난 영상 소오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20에서는, 반응계수 T의 감소의 개시 시각을 부호화 시간의 2/3의 시각으로 했지만, 예를 들면, 
영화의 종료 화면에서 타이틀명, 배역명 등의 정지 화면과 같은 비교적 부호화가 곤란하지 않은 장면이 
예상될 경우에는, 반응계수 T를 감소시키는 시각을 부호화의 종료 직전으로 설정하면, 본편의 거의 전 장
면에 걸쳐 반응계수를 크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고화질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T의 값은 20∼180 사이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T=5 정도의 값
으로도, 종래의 고정 레이트의 부호화에 있어서는 화질이 저하된 장면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화질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한 발생 비트수의 오차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반응 계수를 가능한 한 크
게 함으로써 고화질의 부호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픽쳐당의 비트 발생량이 상한값 혹은 하한값을 초과했을 경우의 q_scale
의 값의 변화량을 동일한 복잡도를 가지는 화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러 프레임 후에 상한값 혹
은 하한값의 범위내가 되도록 제어했지만, 예를 들면 발생 비트수가 하한값의 1/2이 되었으면, q_scale도 
1/2로 하는 등의 연산에 의해 구해도 되고, 픽쳐당 발생 비트수를 상한값 및 하한값의 사이가 되도록 양
자화 폭을 제어하는 한, 그 변화량은 임의적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GOP 단위 등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목표 발생 비트수와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후속하는 복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에 할당되는 목표 비트수로 서서히 수렴되도록 하여 목표 
발생비트 및 양자화 파라미터를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화상이 변화해도 화질의 급격한 변화
를 피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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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직전의 픽쳐 등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에 있어서의 발생비트수가 상한값 및 하한
값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다음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에 있어서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변
화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화상 유니트의 부호화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를 미리 검출하지 않고, 목표한 발
생 비트수 및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 있어서,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본 특허 명세서에 기재한 특허청구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당업자는 다양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목표 전송율에 따라 화상을 압축 부호화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목표 전송율에 대응하는 목표 비트수와, 직전까지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하는데 필요한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2 이상의 수로 나눈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목표 비트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목
표 발생 비트의 비트수에 기초하여,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 하기 위한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
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라, 입력 화상 신호를 MPEG-2에 준거한 화상 신호에 부호화 처리하는 기본 부
호화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임의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하고, 부호화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에 따른, 부호화의 복잡도를 나
타내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부호화 복잡도 인덱스 검출 수단과, 

각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마다의 부호화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복잡도 인덱스의 기준값을 설정하고, 목표 
전송율로부터 산출되는 현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할 때의 목표 발생 비트수를, 복잡도 인덱스의 
기준값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할 때의 기준 발생 비트수로 하여, 현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부호화시의 목표 발생 비트수와 기준 발생 비트수와의 차이가, 상기 부호화 복잡도 인덱스 검출 수단이 
검출한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복잡도 인덱스의 기준값과의 차이에 상관하도록 현재의 화상 세그
먼트의 그룹의 부호화시의 목표 발생 비트수를 설정하고, 상기 목표 발생 비트수에 기초하여 양자화 폭을 
산출하는 양자화 폭 산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세그먼트는 매크로 블럭이고,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은 슬라이스, 픽쳐, 혹은 GOP 중의 적
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GOP는, 픽쳐내 부호화 픽쳐(I 픽쳐), 전방향의 예측 부호화 픽쳐(P 픽쳐) 및 양 방향의 예측 부호화 
픽쳐(B 픽쳐)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픽쳐를 구성하는 매크로 블럭의 각각에 있어서의 부호화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인덱
스, 픽쳐 전체에 걸친 부호화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인덱스 및 픽쳐 전체의 목표 비트수를 이용하여, 상기 
매트로 블럭의 각각에 목표 발생 비트수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7 

목표 전송율에 대응하여, 화상을 압축할 때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 있어
서,

목표 전송율,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까지의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2 이상의 수로 나눈 결과에 따
라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8 

목표 전송율에 대응하여, 화상을 압축할 때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로서,

목표 전송율과,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까지의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2 이상의 수로 나눈 결과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함과 동시에,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복수로 분할한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subset)마다의 부호화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상한값을 상향할 경우, 혹은 소정의 하한
값을 하회할 경우에, 후속하는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를 변화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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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상
한값을 상향할 경우,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하
한값을 하회할 경우,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상
한값을 상향할 경우, 직전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사용한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른 변화량을 증가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하
한값을 하회할 경우, 직전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사용한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른 변화량을 감소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라 MPEG-2에 준거한 부호화된 화상을 생성하는 기본 부호화 처리부를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이 GOP이고,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가 픽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5 

제 1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와, 목표 전송율에 따른 목표 발
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나눌 때에 이용하는 수가 20∼1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나눗셈에 이용하는 수가, 적어도 2 종류 이상의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
치.

청구항 17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나눗셈에 이용하는 수가, 부호화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8 

목표 전송율에 따라, 화상을 압축 부호화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목표 전송율에 대응하는 목표 비트수와, 직전까지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하는 데에 필요
한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2 이상의 수로 나눈 결과에 따라 상기 목표 비트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목표 
발생 비트의 비트수에 따라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하기 위한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라, 입력 화상 신호를 MPEG-2에 준거한 화상 신호에 부호화 처리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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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복잡도 인덱스 검출 수단을 이용하여, 임의의 화상 세그먼트 그룹을 부호화하고, 부호화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에 따른, 부호화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생성하고, 양자 화폭 산출 수단을 이용하여 
각 화상 세그먼트 마다의 부호화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복잡도 인덱스의 기준값을 설정하고, 목표 전송율
로부터 산출되는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할 때의 목표 발생 비트수를, 복잡도 인덱스의 기
준값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할 때의 기준 발생 비트수로 하여,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부호화시의 목표 발생 비트수와 기준 발생 비트수와의 차이가, 상기 부호화 복잡도 인덱스 검출수단이 검
출한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의 복잡도 인덱스의 기준값과의 차이에 상관하도록 현재의 화상 세그먼
트의 그룹의 부호화시의 목표 발생 비트수를 설정하고, 상기 목표 발생 비트수에 기초하여 양자화 폭을 
산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세그먼트가 매크로 블럭이고,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이 슬라이스, 픽쳐 혹은 GOP 중 적어
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GOP는, 픽쳐내 부호화 픽쳐(I 픽쳐), 전방향의 예측 부호화 픽쳐(P 픽쳐) 및 양방향의 예측 부호화 
픽쳐(B 픽쳐)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픽쳐를 구성하는 매크로 블럭의 각각에, 상기 매크로 블럭의 각각에 있어서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인
덱스, 픽쳐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인덱스 및 픽쳐 전체의 목표 비트수를 이용하여 상기 매크로 블럭의 각
각에 목표 비트수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4 

목표 전송율에 대응하여, 화상을 압축할 때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에 있어
서, 

목표 전송율과,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까지의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2 이상의 수로 나눈 결과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5 

목표 전송율에 대응시켜서 화상을 압축할 때의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으로서,

목표 전송율과, 현재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까지의 발생 비트수와의 오차를 2 이상의 수로 나눈 결과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를 제어함과 동시에,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복수로 분할한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마다의 부호화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상한값을 상향할 경우, 혹은 소정의 하한값을 하
회할 경우에, 후속하는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까지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상한값을 상향할 
경우,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까지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소정의 하한값을 
하회할 경우,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까지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상한값을 상향할 
경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경우에 사용한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라, 양자화 폭을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까지 부호화할 때에 필요한 발생 비트수가 소정의 하한값을 하회할 
경우,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를 부호화할 때에 사용한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라, 양자화 폭을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30-13

1019970015492



청구항 30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에 따라 MPEG-2에 준거한 부호화된 화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31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이 GOP이고, 상기 화상 세그먼트의 서브세트가 픽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32 

제 18 항 또는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나눗셈에 사용하는 수가 20∼1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나눗셈에 이용하는 수가, 적어도 2 종류 이상의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
법.

청구항 34 

제 32 항 또는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나눗셈에 이용하는 수가, 부호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35 

목표 전송율에 따라 화상을 압축 부호화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목표 전송율에 대응한 목표 비트수,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까지 부호화 하는 데에 필요한 발생 비
트수와의 오차, 상기 오차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반응계수 T 및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 
했을 경우의 양자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양자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오차가 상기 반응계수 T로 정해지는 오차의 허용 범위의 근방에 있어서, 상기 양자
화 파라미터를 최대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오차를 반응계수 T로 나눈 결과를 상기 목표 전송율로 부터 감산한 차와, 목표 전송
율과의 비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8 

목표 전송율에 따라 화상을 압축 부호화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목표 전송율에 대응한 목표 비트수와,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까지 부호화 하는 데 필요한 발생 비
트수와의 오차, 상기 오차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반응계수 T 및 직전의 화상 세그먼트의 그룹을 부호화했
을 경우의 양자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양자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
화 방법. 

청구항 39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가, 상기 반응계수 T로 정해지는 오차의 허용 범위의 근방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파라미터를 
최대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0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를 반응계수 T로  나눈 결과를 상기 목표 전송율로부터 감산한 차  및  목표 전송율과의 비에 
따라, 양자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압축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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