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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폐루프 최적화를 지원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시간적 스케일링(temporal scaling)을 지원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scalable video coding)에 있어서,
양자화에 의해 발생하는 엔코더와 디코더 간의 누적 에러를 감소시킴으로써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장치는, 이전의 복원 프레임 중에서 어느 하나의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
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모션 벡터를 생성하는 모션 추정부와,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시간적 필터링부와,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현재 프레임을 양자화하는 엠베디드 양자화부와,
양자화된 계수에 대하여 디코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 프레임을 생성하고, 모션 추정 과정에서 상기 복원 프레임을 참
조 프레임으로 제공하는 폐루프 필터링부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법에 폐루프 최적화(closed-loop optimization)을 적용함으로써 양자화에
의해 발생하는 누적 에러를 감소시키고, 영상의 드리프트(drift)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Closed-loop, Open-loop, 모션 벡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더의 구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더의 구조.

  도 4는 입력 이미지 또는 프레임을 웨이블릿 변환에 의하여 서브밴드로 분해하는 과정의 예를 나타낸 도면.

공개특허 10-2005-0075578

- 1 -



  도 5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에서 프리 디코더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낸 도면.

  도 6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디코더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프리 디코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종래의 개루프 코딩 방식과 본 발명에 대하여 오차의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엔코더에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9a는 UMTCF 방식의 핵심 아이디어를 나타낸 도면.

  도 9b는 STAR 방식의 핵심 아이디어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과 종래의 개루프 코딩 방법의 성능을 비트레이트에 따른 SNR을 기준으로 비교한 그래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엔코딩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개루프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더 200 : 스케일러블 비디오 프리 디코더

  300 : 스케일러블 비디오 디코더 400 :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더

  520 : 입출력 장치 530 : 디스플레이 장치

  540 : 프로세서 550 :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압축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시간적 스케일링(temporal scaling)을 지원하는 스케일러
블 비디오 코딩(scalable video coding)에 있어서 양자화에 의해 발생하는 엔코더와 디코더 간의 누적 에러를 감소시킴으
로써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자, 음성뿐만 아니라 화상통신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문자 위주의
통신 방식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문자, 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하여 대용량의 저장매체를 필요로
하며 전송시에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자, 영상, 오디오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압축코딩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데이터의 중복(redundancy)을 없애는 과정이다. 이미지에서 동일한 색이나 객체가
반복되는 것과 같은 공간적 중복이나, 동영상 프레임에서 인접 프레임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나 오디오에서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은 시간적 중복, 또는 인간의 시각 및 지각 능력이 높은 주파수에 둔감한 것을 고려한 심리시각 중복
을 없앰으로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비디오 코딩 표준은 모션 보상 예측 코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시간적 중복은 모션 보상에 근거한 시간적
필터링(temporal filtering)에 의해 제거하고, 공간적 중복은 공간적 변환(spatial transform)에 의해 제거한다.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한 후 생성되는 멀티미디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송매체가 필요한데 그 성은은 전송매체 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전송매체는 초당 수십 메가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부터 초당 384 kbit
의 전송속도를 갖는 이동통신망 등과 같이 다양한 전송속도를 갖는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속도의 전송매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전송환경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전송률로 멀티미디
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를 갖는 데이터 코딩방법이 멀티미디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란, 하나의 압축된 비트 스트림에 대하여 비트 레이트, 에러율, 시스템 자원 등의 조건에 따라 디
코더(decoder) 또는 프리 디코더(pre-decoder) 단에서 부분적 디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호화 방식이다. 디코더 또는
프리 디코더는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갖는 코딩 방식으로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의 일부만을 취하여 다른 화질, 해상도,
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멀티미디어 시퀀스를 복원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075578

- 2 -



  이미, MPEG-21(moving picture experts group-21) PART-13에서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scalable video coding)
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 공간적 변환 방법에서 웨이블릿-기반의(wavelet-based) 방식이 유력한 방법으
로 인식되고 있다.

  도 1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엔코더는 영상 압축 장치로, 디코더
는 영상 압축 해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엔코더(encoder; 100)는 입력 비디오(10)를 부호화하여 하나의 비트 스트림(20)을 생성한다.

  그리고, 프리 디코더(pre-decoder; 200)는 디코더(decoder; 300)와의 통신 환경 또는 디코더(300) 단에서의 기기 성능
등을 고려한 조건, 예를 들어, 비트 레이트, 해상도 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추출 조건으로 하여, 엔코더(100)로부터 수신한
비트 스트림(20)을 잘라내어 다양한 비트 스트림(25)을 추출할 수 있다.

  디코더(300)는 상기 추출한 비트 스트림(25)으로부터 출력 비디오(30)를 복원한다. 물론, 상기 추출 조건에 의한 비트 스
트림의 추출은 반드시 프리 디코더(150)에서 수행되는 것은 아니고, 디코더(200)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또한, 프리 디코
더(150) 및 디코더(200) 모두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종래의 기술에 따른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더(100)의 구조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다. 상기 엔코더(100)는 버퍼(110)
와모션 추정부(120)와, 시간적 필터링부(130)와, 공간적 변환부(140)와, 엠베디드 양자화부(150)와, 엔트로피 부호화부
(16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본 명세서 전체에서, Fn은 현재 GOP에서 n번째 오리지날 프레임을, Fn-1은 현재 GOP

에서 n-1번째 오리지날 프레임을 각각 나타내고, Fn＇은 현재 GOP에서 n번째 복원된 프레임을, Fn-1＇은 현재 GOP에서

n-1번째 복원된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밝혀둔다.

  먼저, 입력 비디오를 엔코딩의 기본 단위인 GOP(group of pictures)로 나누고, 각 GOP별로 엔코딩 작업을 수행한다. 모
션 추정부(120)는 버퍼(110)에 저장된 상기 GOP의 n-1번째 프레임(Fn-1)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상기 GOP의 n번째 프

레임(Fn)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여 모션 벡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n번째 프레임(Fn)은 다음 프레임의 모션 추정을 위

하여 버퍼(110)에 저장된다.

  시간적 필터링부(130)는 상기 생성된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프레임 간의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적 차분 이
미지(temporal residual)를 생성한다.

  공간적 변환부(140)는 상기 시간적 차분 이미지를 웨이블릿 변환하여 변환계수, 즉 웨이블릿 계수를 생성한다.

  엠베디드 양자화부(150)는 상기 생성된 웨이블릿 계수를 양자화한다. 그리고, 엔트로피 부호화부(160)는 상기 양자화된
웨이블릿 계수 및 모션 추정부(120)에서 생성된 모션 벡터를 부호화하여 비트스트림(20)을 생성한다.

  프리 디코더(200)는 추출 조건에 따라서 상기 비트스트림(20)의 일부를 잘라내어 추출된 비트스트림(25)을 디코더(300)
에 전달하면, 디코더는 상기 엔코더(100)의 동작을 역순으로 수행하고, 이전에 복원된 n-1번째 프레임(Fn’)을 참조하여 현

재의 n번째 프레임을 복원한다.

  도 2와 같이 종래의 시간적 스케일러빌리티(Temporal Scablability)를 지원하는 비디오 엔코더(100)들은 SNR 스케일
러빌리티(Signal-to-Noise Ratio Scablability)를 구현하기 위해 개루프(open-loop) 구조를 취하고 있다.

  통상, 비디오 엔코딩 과정에서 현재 프레임의 영상은 다음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reference frame)으로 사용되는데, 상
기와 같은 개루프 구조의 엔코더(100)에서는 이전의 오리지날 프레임(Fn-1)이 현재 프레임에 대한 참조 프레임으로 사용

되지만, 디코더(300)에서는 재구성된 영상, 즉 양자화에 의한 에러가 반영되어 있는 이전 프레임(Fn-1＇)이 현재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한 GOP 내에서 프레임이 거듭 될수록 에러가 누적되게 되고, 이로인해 복원된 영상에
드리프트(drift)가 발생하게 된다.

  엔코딩 과정은 오리지날 프레임 간의 차분을 구하여 양자화하는 과정이므로, 오리지날 프레임 Fn은 다음의 [식 1]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단, Dn은 오리지날 영상간의 차분 값(residual)이고, Dn＇은 상기 Dn을 양자화한 값이다.

  Fn = Dn + Fn-1 [식 1]

  디코딩 과정은 상기 양자화된 차분값 Dn＇ 및 그 전에 복원된 프레임 Fn-1＇을 이용하여 현재 복원된 프레임 Fn＇을 구하

게 되므로, Fn＇은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시된다.

  Fn＇= Dn＇+ Fn-1＇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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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날 프레임 Fn(식 1)과 그것을 엔코딩한 후 디코딩한 프레임 Fn＇(식 2)은 두 개의 항에서 차이가 있다. 우변의 첫번

째 항끼리의 차이, 즉 Dn 및 Dn＇간의 차이는 비디오 압축시 양자화 및 디코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차이 성분이

다. 그러나, 우변의 두번째 항끼리의 차이, 즉 Fn-1 및 Fn-1＇간의 차이는 엔코더와 디코더 간에 참조 프레임이 달라서 생

기는 것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 차이가 프레임이 진행될수록 누적되어 에러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현재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에 대하여 엔코딩 및 디코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각 [식 3], [식 4]와 같이 표현된
다.

  Fn+1 = Dn+1 + Fn [식 3]

  Fn+1＇= Dn+1＇+ Fn＇ [식 4]

  여기에 [식 1] 및 [식 2]를 대입하면,

  Fn+1 = Dn+1 + Dn + Fn-1 [식 5]

  Fn+1＇= Dn+1＇+ Dn＇+ Fn-1＇ [식 6]

  결국, 다음 프레임에서의 오차(Fn+1-Fn+1＇)에는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Dn+1과 Dn+1＇의 차이와, 참조

프레임이 달라서 생기는 Fn-1과 Fn-1 ＇의 차이 이외에도, 그 이전 프레임에서 누적되어 전달된 Dn과 Dn＇의 차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오차의 누적은 다른 프레임을 참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엔코딩되는 프레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된다.

  현재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의 시간적 필터링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MCTF(Motion Compensated Temporal
Filtering), UMCTF(Unconstrained Motion Compensated Temporal Filtering), 및 STAR(Successive Temporal
Approximation and Referencing)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상기 UMCTF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공개특허 ＇
US2003/0202599＇를 참조하여 알 수 있고, 상기 STAR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uccessive Temporal
Approximation and Referencing (STAR) for improving MCTF in Low End-to-end Delay Scalable Video Cod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ISO/IEC JTC 1/SC 29/WG 11, MPEG2003 / M10308, Hawaii, USA, Dec 2003)을 통하여 알 수 있
다.

  이러한 방법들도 현재 모두 개루프 방식으로 모션 추정 및 시간적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창안된 것으로,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scalable video coding)에 있어서,
엔코더와 디코더 간에 양자화에 의해 발생된 에러가 누적됨으로써 생기는 화질 열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루프 필터
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더는, 버퍼에 저장된 이전의 복원 프레임 중에서
어느 하나의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모션 벡터를 생성하는 모션 추정
부;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시간적 필터링부; 상기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현재 프레임을 양자화하는 엠베디드 양자화부; 및 상기 양자화된 계수에 대하여 디코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 프레임
을 생성하고, 이후의 모션 추정 과정에서 상기 복원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제공하는 폐루프 필터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은, 버퍼에 저장된 이전의 복원 프레임
중에서 어느 하나의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모션 벡터를 생성하는 (a)
단계;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b)단계; 상기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현재 프
레임을 양자화하는 (c)단계; 및 상기 양자화된 계수에 대하여 디코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후
의 모션 추정 과정에서 상기 복원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제공하는 (d)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
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
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
성 요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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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상기한 개루프 코딩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코더 단에서 양자화된 변환 계수를 엔트로피 부호화
함과 동시에, 상기 변환 계수를 역으로 디코딩한 후 복원된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그 이후 프레임의 모션을 추정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간적 필터링(temporal filtering)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디코더 단에서와 동일한 환경을 만
들어 줌으로써 누적되는 에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더(400)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엔코더(400)는 버퍼(410)
와 모션 추정부(420)와, 시간적 필터링부(430)와, 공간적 변환부(440)와, 엠베디드 양자화부(450)와, 엔트로피 부호화부
(460), 및 폐루프 필터링부(47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입력 비디오를 엔코딩의 기본 단위인 GOP(group of
pictures)로 나누고, 각 GOP별로 엔코딩 작업을 수행한다.

  모션 추정부(420)는 폐루프 필터링부(470)을 통하여 복원되어 버퍼(110)에 저장되는 현재 GOP의 n-1번째 프레임(Fn-

1’)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현재 GOP의 n번째 프레임(Fn)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모션 벡터를 생성한다. 상기 모

션 추정 방법으로서, 계층적 가변 사이즈 블록 매칭법(Hierarchical Variable Size Block Matching; HVSBM)에 의한 계
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적 필터링부(430)는 모션 추정부(420)에서 구해진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시간축 방향으로 프레임들을 저주파와 고
주파 프레임으로 분해함으로써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프레임의 평균을 저주파 성분으로 하고 두 프레임의
차이의 반을 고주파 성분으로 할 수 있다. 프레임들을 분해할 때는 GOP 별로 분해한다. 모션 벡터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프레임 간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픽셀들을 비교함으로써 고주파 성분의 프레임과 저주파 성분의 프레임으로 분해할 수
있으나, 이는 모션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기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 덜 효율적이다.

  즉 제1 프레임과 제2 프레임을 비교할 때 제1 프레임의 일정 영역이 제2 프레임에서 이동한 경우에 이동의 정도는 모션
벡터로 대표될 수 있고, 양자를 비교할 때 제1 프레임의 일정 영역과 제2 프레임의 동일 위치가 모션 벡터에 해당하는 크기
만큼 이동한 영역을 비교하여 즉, 시간적 이동 부분만큼을 보상한 후에 제1 및 제2 프레임을 저주파와 고주파 프레임으로
분해한다.

  시간적 필터링 방법으로는, 예컨대 UMCTF(Unconstrained Motion Compensated Temporal Filtering), 또는
STAR(Successive Temporal Approximation and Referencing)을 사용할 수 있다.

  공간적 변환부(440)는 시간적 필터링부(430)에 의하여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프레임에 대하여,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
하고 변환계수(transform coefficient)를 생성한다. 이러한 스케일러블 코딩에서의 공간적 변환으로는 웨이블릿 변환이
주로 이용된다. 공간적 변환부(440)는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을 분해하여 저
주파수 서브밴드(sub-band)와 고주파수 서브밴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변환 계수(transform coefficient), 즉 웨이블
릿 계수(wavelet coefficient)를 구할 수 있다.

  도 4는 입력 이미지 또는 프레임을 웨이블릿 변환에 의하여 서브밴드로 분해하는 과정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2단계 레벨
로 분할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가지의 고주파수 서브밴드, 즉 수평, 수직, 및 대각 위치의 서브밴드가 있다. 저주파수 서브밴드, 즉 수평 및
수직 방향 모두에 대하여 저주파수인 서브밴드는 ＇LL＇이라고 표기한다. 상기 고주파수 서브밴드는 ＇LH＇, ＇HL＇, ＇
HH＇로 표기하는데, 이는 각각 수평방향 고주파수, 수직방향 고주파수, 그리고 수평 및 수직방향 고주파수 서브밴드를 의
미한다. 그리고, 저주파수 서브밴드는 반복적으로 더 분해될 수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웨이블릿 변환 레벨을 나타낸 것이
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엠베디드 양자화부(450)는 공간적 변환부(440)에 의하여 변환된 결과인 웨이블릿 계수를 양자화
하고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한다. 상기 중요도란 공간적 변환부(440)에 의하여 웨이블릿 변환 후 구한 웨이블릿 계수
의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작은 계수보다는 큰 계수가 중요도가 높다.

  엠베디드 양자화부(450)는 상기 웨이블릿 계수를 살펴보고 그 크기에 따라 상기 웨이블릿 계수를 재배열한다. 그리고, 가
장 큰 크기의 웨이블릿 계수를 가장 먼저 보낸다. 상기 엠베디드 양자화 알고리즘으로는 EZW(Embedded Zerotrees
Wavelet Algorithm), SPIHT(Set Partitioning in Hierarchical Tree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양자화 알고리즘은 계층적인 시공간적 트리(hierarchical spatiotemporal trees)를 따라서 존재하는 의존성
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픽셀간 공간적 관계를 트리(tree) 형태로 나
타내는데, 트리의 루트(root)가 0인 경우 그 자식(children)도 0의 값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부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내부적으로 L 밴드(최상위 LL밴드)의 픽셀 1개에 대해 서로 관련된 픽
셀들을 스캔하면서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문턱값(threshold)을 정해놓고 상기 문턱값보다 큰 값
을 갖는 픽셀들만 엔코딩을 하고, 모든 픽셀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문턱값을 낮추고 다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엠베디
드 양자화를 수행한다.

  엔트로피 부호화부(460)는 엠베디드 양자화부(450)에 의하여 양자화된 웨이블릿 계수 및 모션 추정부(420)에서 생성된
모션 벡터 정보 및, 기타 헤더 정보를 전송 또는 저장에 적합하도록 압축된 비트스트림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엔트로피 엔
코딩 방법으로는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 방법, 가변 길이 코딩(variable-length coding) 방법(Huffman 코딩이 대
표적임), 또는 산술 코딩(arithmetic coding)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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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엠베디드 양자화부(450)에 의하여 양자화된 웨이블릿 계수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폐루프 필터링부(470)로도 입
력된다.

  상기 폐루프 필터링부(470)는 양자화된 웨이블릿 계수에 대한 디코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된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후의 모션 추정 과정에서 이를 참조 프레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폐루프 필터링부(470)는 역 엠베디드 양자화부
(471)와, 역 공간적 변환부(472)와, 역 시간적 필터링부(473)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고, 인루프 필터링부(In-loop
filtering unit; 474)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역 엠베디드 양자화부(471)는 엠베디드 양자화부(450)으로부터 전달받은 웨이블릿 계수를 상기 ＇중요도＇ 정보에 따라
서 디코딩한다. 즉, 엠베디드 양자화부(450)에서의 사용한 방법을 역으로 하여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웨이블릿 계수를 배
열한다.

  그리고, 역 공간적 변환부(472)는 공간적 변환부(440)에서의 동작을 역순으로 수행한다. 즉, 역 엠베디드 양자화부(471)
에서 전달된 변환 계수를 역으로 변환하여 공간적 도메인에서의 프레임으로 복원한다. 상기 변환 계수가 웨이블릿 계수인
경우에는, 웨이블릿 계수를 역 웨이블릿 변환에 따라서 변환하고, 시간적 차분 프레임을 생성한다.

  역 시간적 필터링부(473)는 모션 추정부(420)에서 생성된 모션 벡터 및 역 공간적 변환부(472)에서 생성된 시간적 차분
프레임을 이용하여 상기 시간적 필터링부(430)에서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원 프레임(사용자가 그 프레임을 특
정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디코딩된 프레임)을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복원된 프레임을 블록현상 제거 필터(deblock filter) 또는 링현상 제거 필터(deranging filter) 등의 인루프
필터(in-loop filter, 474)를 이용하여 포스트 프로세싱(post-processing)함으로써 화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최종 복원된 프레임(Fn＇)은 본 과정에서 생성된다. 만약, 인루프 필터(474)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역 시

간적 필터링부(473)에서 복원된 프레임이 최종 복원된 프레임(Fn＇)이 된다.

  마지막으로, 버퍼(410)는 역 시간적 필터링부(473) 또는 인 루프 필터가 있는 경우에는 인 루프 필터(474)로부터 생성되
는 복원된 프레임(Fn＇)를 저장하였다가, 이후의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을 할 경우에 상기 복원된 프레임(Fn＇)을 참조

프레임으로서 제공한다.

  도 3에서는 본 발명 일 실시예로서 바로 이전 프레임이 그 다음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한하지 않고, 모션 추정 또는 시간적 필터링 방식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 이후의 프레임이 이전의 프레임의 참조 프
레임이 될 수도 있고, 연속적이지 않은 프레임 간에 하나의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에 대한 참조 프레임이 될 수도 있음에 주
목하여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은 엔코더(400) 단에서 나타나며, 프리 디코더(200)나 디코더(300)는 종래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
식을 이용하는 프리 디코더(200)나 디코더(300)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리 디코더(200)는 추출 조건 결정부(210)와, 비트스트림 추출부(22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추출 조건 결정부(210)는 엔코더(400)로부터 입력된 비트스트림에 어떠한 추출 조건을 적용하여 상기 비트스트림을 잘
라낼 것인가를 결정한다. 상기 추출 조건이란 영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인자인 비트레이트(bit rate), 어떠한 크기의 영상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해상도, 초당 몇 프레임으로 된 영상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프레임레이트(frame rate) 등을 의미
한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에서는 엔코딩 후에 이러한 조건에 따라 엔코딩된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상기 3가지 면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비트 스트림 추출부(220)는 상기 결정된 추출 조건에 따라서 엔코더(400)로부터 입력된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
라내어 새로운 비트스트림을 추출한다.

  비트레이트를 추출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엔코더(400)의 엠베디드 양자화부(450)에서 엠베디드 양자화된 변환 계수 중
할당된 비트스트림을 모두 채울 때까지 큰 값부터 잘라내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해상도를 추출 조건으로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서브밴드에서의 이미지(도 4 참조)를 나타내는 변환 계수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프
레임레이트를 추출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레벨에서 필요한 프레임만을 잘라냄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도 6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디코더(300)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디코더(300)는 역 엔트로피 부호화부(310)와, 역 엠
베디드 양자화부(320)와, 역 공간적 변환부(330)와, 역 시간적 필터링부(34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역 엔트로피 부호화부(310)는 엔코더(400)의 엔트로프 부호화부(460)에서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함으로써 입력된 비트
스트림(30 또는 25)으로부터 양자화된 변환 계수를 구한다.

  역 엠베디드 양자화부(320)는 엔코더(400)의 역 엠베디드 양자화부(471)와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부호화부(310)로부터
전달받은 웨이블릿 계수를 상기 ＇중요도＇ 정보에 따라서 디코딩한다.

  역 공간적 변환부(330)는 엔코더(400)의 역 공간적 변환부(472)와 마찬가지로 상기 생성된 변환 계수를 입력 받아 시간
적 차분 프레임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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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시간적 필터링부(340)는 그 이전에 복원된 프레임(Fn-1＇)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고, 역 엔트로피 부호화부(310)로부

터 전달된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시간적 차분 프레임을 최종 복원된 프레임(Fn＇)을 생성하여 출력하고, 그 이후의

프레임에 대한 참조 프레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최종 복원된 프레임(Fn＇)을 버퍼(350)에 저장한다.

  또한, 도 3, 도 5 및 도 6의 실시예에서는 엔코더(400), 프리 디코더(200), 디코더(300)를 모두 별도의 기기인 것으로 하
여 설명하였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엔코더(400)가 프리 디코더(200)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디코더(300)
가 프리 디코더(200)를 포함된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본 발명을 적용할 경우에, 상기 [식 1] 내지 [식 6]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오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
다. 단, 여기서는 상기 [식 1] 내지 [식 6]의 설명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프리 디코더(200)에서의 추출 과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오리지날 프레임 Fn은 다음의 [식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단, 여기서 Dn은 Fn과 Fn-1＇의 차분값이고, Dn＇은

상기 Dn을 양자화 한 값이다.

  Fn = Dn + Fn-1’ [식 7]

  디코딩 과정은 상기 양자화된 차분값 Dn＇ 및 그 전에 복원된 프레임 Fn-1＇을 이용하여 현재 복원된 프레임 Fn＇을 구하

게 되므로, Fn＇은 다음의 [식 8]와 같이 표시된다.

  Fn＇= Dn＇+ Fn-1＇ [식 8]

  오리지날 프레임 Fn(식 7)과 그것을 엔코딩한 후 디코딩한 프레임 Fn＇(식 8)은 하나의 항에서만 차이가 있다. 우변의 첫

번째 항끼리의 차이, 즉 Dn 및 Dn＇간의 차이는 비디오 압축시 양자화 및 디코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차이 성분

이다. 그러나, 우변의 두번째 항끼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에 대하여 엔코딩 및 디코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각 [식 9], [식 10]와 같이 표현된
다.

  Fn+1 = Dn+1 + Fn＇ [식 9]

  Fn+1＇= Dn+1＇+ Fn＇ [식 10]

  여기에 [식 8]를 대입하면,

  Fn+1 = Dn+1 + Dn＇ + Fn-1＇ [식 11]

  Fn+1＇= Dn+1＇+ Dn＇+ Fn-1＇ [식 12]

  [식 11]과 [식 12]를 비교하면, 결국 다음 프레임에서의 오차(Fn+1-Fn+1＇)에는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Dn+1과 Dn+1＇의 차이만 나타날 뿐, 두번째, 세번째 항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프레임이 진행하더라도 오차가 누적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식 7] 내지 [식 12]의 설명에서는 엔코딩된 비트스트림을 바로 디코더(300)에서 복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만약 프리 디코더(200)를 이용하여 엔코더에서 생성된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내어 새로운 비트스트림을 추출한 후, 이
를 다시 디코더(300)에서 다시 복원하는 경우라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종래의 개루프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법에서는 오리지날 프레임(50)은 엔코딩 과정
(정확히는 양자화과정)에서 엔코딩된 프레임(60)으로 되면서 오차 E1(상기 식 1 내지 식 6에서 설명한 오차)이 발생하고,

다시 상기 엔코딩된 프레임(60)을 프리 디코딩된 프레임(70)으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오차 E2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법에서는 엔코딩에 의한 오차 E1은 발생하지 않고, 프리 디코딩시에

발생하는 오차 E2만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프리 디코더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본 발명이 복원 프레임과 오리지날 프레임 간에
오차를 줄임에 있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엔코더(400)에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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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전의 복원 프레임(Fn-1＇)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모션 벡터를 구한

다(S810). 다음으로,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프레임간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시간적 필터링을 수행한다(S820).

  상기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프레임에 대하여,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고 변환계수를 생성하는 공간적 변환을 수행한다
(S830). 그리고, 상기 변환 계수를 엠베디드 양자화한다(S840).

  상기 엠베디드 양자화된 웨이블릿 계수 및 상기 생성된 모션 벡터 정보 및, 기타 헤더 정보를 압축된 비트스트림으로 변
환하는 엔트로프 부호화를 수행한다(S841).

  만약, 모든 GOP에 대하여 처리되었다면(S842의 예) 종료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S842의 아니오), 폐루프 필터링 과
정, 즉 양자화된 웨이블릿 계수에 대한 디코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된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후의 모션 추정 과정에
서 이를 참조 프레임으로 제공하는 과정을 수행한다(S850).

  상기 폐루프 필터링 과정(550)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엠베디드 양자화된 변환 계수를 입력받아 엠베디드 양자화 이전
의 변환 계수를 생성하는 역 엠베디드 양자화 과정을 수행한다(S851).

  상기 생성된 변환 계수를 역으로 변환하여 공간적 도메인에서의 프레임을 복원한다(S852). 그리고, 모션 추정부(420)에
서 생성된 모션 벡터 및 역 공간적 변환부(472)에서 생성된 공간적 도메인에서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복원 프레임을 생성
한다(S853).

  상기 복원 프레임에 대하여 블록현상 제거, 링현상 제거 등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복원 프레임을 생성
하는 인루프 필터링 과정을 수행한다(S854).

  그 다음, 상기 최종 복원 프레임(Fn＇)를 버퍼에 저장하고, 이후의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시에 상기 복원된 프레임(Fn
＇)을 참조 프레임으로서 제공한다(S860).

  도 8에서는 본 발명 일 실시예로서 바로 이전 프레임이 그 다음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한하지 않고, 모션 추정 또는 시간적 필터링 방식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 이후의 프레임이 이전의 프레임의 참조 프
레임이 될 수도 있고, 연속적이지 않은 프레임 간에 하나의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에 대한 참조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필터링은 도 9a와 같은 UMTCF 방식 또는 도 9b와 같은 STAR 방식과 같이, 저역 통과 필터링
(Low pass filtering)을 하지 않고 인트라 프레임(intra frame)이 그대로 계승되는 시간적(temporal) 구조를 가진 필터링
방식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 인트라 프레임이란 다른 프레임을 참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코딩 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UMTCF 및 STAR 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한 공개특허 및 논문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한편, MTCF와 같
이 저역 통과 필터링을 하여 다른 프레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인코딩되는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발명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혀둔다.

  도 10은 본 발명과 종래의 개루프 코딩 방법의 성능을 비트레이트에 따른 SNR을 기준으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본 그래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적용하면 프리 디코더(pre-decoder) 단에서 스케일링(scaling)된 영상의 드리프트(drift)
가 오리지날 프레임(50)으로부터 발생하던 것이, 엔코딩된 영상(60)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바뀜으로써 다소 감소하게
된다. 또, 최적화 후 낮은 비트율에서는 SNR이 전과 비슷하고 비트율이 높아질수록 SNR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엔코딩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상기 시스템은 TV, 셋탑박스, 데스크탑, 랩
탑 컴퓨터, 팜탑(palmtop) 컴퓨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비디오 또는 이미지 저장 장치(예컨대, VCR(video
cassette recorder), DVR(digital video recorder) 등)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시스템은 상기한 장치
들을 조합한 것, 또는 상기 장치가 다른 장치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상기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디오 소스(video source; 510), 하나 이상의 입출력 장치(520), 프로세서(540), 메모리(550), 그리고 디스
플레이 장치(53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비디오 소스(510)는 TV 리시버(TV receiver), VCR, 또는 다른 비디오 저장 장치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소스(510)는 인터넷, WAN(wide area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지상파 방송 시스템(terrestrial broadcast
system), 케이블 네트워크, 위성 통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전화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서버로부터 비디오를 수신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연결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소스는 상기한 네트워크들을 조합한
것, 또는 상기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입출력 장치(520), 프로세서(540), 그리고 메모리(550)는 통신 매체(560)를 통하여 통신한다. 상기 통신 매체(560)에는
통신 버스, 통신 네트워크, 또는 하나 이상의 내부 연결 회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상기 소스(510)로부터 수신되는 입
력 비디오 데이터는 메모리(550)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세서(540)에 의하여 처리될
(processed) 수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530)에 제공되는 출력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하여 프로세서(540)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075578

- 8 -



  특히, 메모리(550)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는 스케일러블 웨이블릿 기반의 코덱
을 포함한다. 상기 코덱은 메모리(550)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CD-ROM이나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저장 매체에서
읽어 들이거나, 각종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정의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한 것일 수도 있다. 상기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하드웨
어 회로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회로의 조합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법에 폐루프 최적화(closed-loop optimization)을 적용함으로써 양자화에
의해 발생하는 누적 에러를 감소시키고, 영상의 드리프트(drift)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블록현상 제거 필터(Deblock filter)나 링현상 제거 필터(Deringing filter) 등의 후처리 필터
(post-processing filter) 등을 상기 폐루프안에 사용함으로써 화질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퍼에 저장된 이전의 복원 프레임 중에서 어느 하나의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모션 벡터를 생성하는 모션 추정부;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시간적 필터링부;

  상기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현재 프레임을 양자화하는 엠베디드 양자화부; 및

  상기 양자화된 계수에 대하여 디코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후의 모션 추정 과정에서 상기 복
원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제공하는 폐루프 필터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현재 프레임을 양자화하기 전에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공간적 변환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은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부에 의하여 양자화된 계수 및 상기 모션 추정부에서 생성된 모션 벡터 정보 및, 기타 헤더 정보를 압축된 비
트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엔트로피 부호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폐루프 필터링부는

  상기 양자화부에 의하여 양자화된 계수를 입력받아 이를 역 양자화하는 역 엠베디드 양자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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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역 엠베디드 양자화부에서 역 양자화된 계수를 변환하여 공간적 도메인에서의 프레임으로 복원하는 역 공간적 변환
부; 및

  모션 추정부(420)에서 생성된 모션 벡터 및 상기 에서 생성된 시간적 차분 프레임을 이용하여 상기 시간적 필터링부
(430)에서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함으로써 상기 복원 프레임을 생성하는 시간적 필터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폐루프 필터링부는

  상기 복원 프레임에 대하여 포스트 프로세싱(post-processing)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화질을 개선하는 인루프 필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장치.

청구항 7.

  버퍼에 저장된 이전의 복원 프레임 중에서 어느 하나의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하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모션 벡터를 생성하는 (a)단계;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b)단계;

  상기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현재 프레임을 양자화하는 (c)단계; 및

  상기 양자화된 계수에 대하여 디코딩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후의 모션 추정 과정에서 상기 복
원 프레임을 참조 프레임으로 제공하는 (d)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중복성이 제거된 현재 프레임을 양자화하기 전에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은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된 계수 및 상기 생성된 모션 벡터 정보 및, 기타 헤더 정보를 압축된 비트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상기 양자화된 계수를 입력받아 이를 역 양자화하는 단계;

  상기 역 양자화된 계수를 변환하여 공간적 도메인에서의 프레임으로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모션 벡터 및 상기 생성된 시간적 차분 프레임을 이용하여 상기 복원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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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상기 복원 프레임에 대하여 포스트 프로세싱(post-processing)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화질을 개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엔코딩 방법.

청구항 13.

  제7항 또는 제12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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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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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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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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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도면9b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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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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