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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의 움직임 벡터 추정 방법 및 장치, 특히, 움직임 벡터 추정에 앞서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 정보와 움직임 보상에 의한 오차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 얻고

이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 후 얻어진 오차를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보상 오차와 비교함으로써,

움직임 벡터 추정 과정을 수행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찾을 것인지 예측된 움직임 벡터를 현재 매크로블록

의 움직임 벡터로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움직임 벡터 추정 과정을 선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

었을 경우 부호화 시간을 감소시키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될 경우 부호화 시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움직임 벡터 추정

장치에서 소요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저전력 움직임 추정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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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력 받아서 움직임 벡터 추

정 과정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로부터 움직임 벡터 추정부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입력받아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출력과 움직임 벡터 추정부의 출

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 및

입력 영상 신호와 참조 영상 신호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력 받아서 임계치를 결정하는 임계치

결정부;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를 입력 받아서 예측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는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

상기 결정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행하는 움직임 보상부; 및

상기 임계치 결정부로부터 임계치를 입력 받고 상기 움직임 보상부로부터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경우의 움직임 보상

오차를 입력 받아서 비교하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가 주위 매크로블록으로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

로블록 주위의 3개의 매크로블록을 사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움직임 추정 오차로서 참조 영상과 현재 영상 사이의 하나의 매크로블

록의 절대 오차 합(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을 이용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가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경우의 움직임 보상 오차가 임계치 보다 작거나 같으면 움직

임 벡터 추정부를 동작시키지 않는 신호를 출력하고, 크면 움직임 벡터 추정부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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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의 중간값

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의 최대값

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8.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의 최소값

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9.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이 영상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거나 영상내

부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중 큰 값을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0.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중간

값을 예측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1.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최대

값을 예측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2.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최소

값을 예측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이 영상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거

나 영상내 부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0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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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력 받아서 움직임 벡터 추

정 과정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로부터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입력받아 상대적으로 큰 화소 단

위로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는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출력과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

의 출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

상기 스위치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세밀한 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추정을 행하는 제 2 움직임 벡터 추정부; 및

부호화할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력 받아서 임계치를 결정하는 임계치

결정부;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를 입력 받아서 예측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는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

상기 결정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행하는 움직임 보상부; 및

상기 임계치 결정부로부터 임계치를 입력 받고 상기 움직임 보상부로부터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경우의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력 받아서 비교하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가 정수 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 탐색을 수행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가 2-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 탐색을 수행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움직임 벡터 추정부가 반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 탐색을 수행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1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가 주위 매크로블록으로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

의 3 개의 매크로블록을 사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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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움직임 추정 오차로서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 사이의 하나의 매크로블록의 절대

오차 합(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을 이용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1.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가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경우의 움직임 보상 오차가 임계치 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를 동작시키지 않는 신호를 출력하고, 크면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출력하는 수

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2.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

값들의 중간값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3.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

값들의 최대값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4.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

값들의 최소값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5.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이 영상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거나 영상내

부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중 큰 값을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중

간값을 예측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최

대값을 예측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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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최

소값을 예측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

청구항 2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이 영상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

거나 영상내 부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0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

정 장치.

청구항 30.

동영상 압축 부호화시 움직임 추정을 행함에 있어서,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복수 개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 중에서 한 개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

선정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에서 선정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을 움직임 보상 예측하여

움직임 추정 오차를 구하는 제 2 단계;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의 주위의 복수 개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를 이용하여 임계치를 결정하

는 제 3 단계;

제 2 단계에서 구한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작은가를 판단하는 제 4 단계;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지 않고 제 1단계에서 예측된 움직임 벡터를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제 5 단계; 및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큰 경우, 움직임 벡터 추정

을 수행하여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가 현재 부호화할 매크로 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으로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

블록 주위의 3개의 매크로블록을 사용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가 움직임 추정 오차로서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 사이의 하나의 매크로블록의 절대 오차

합(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을 이용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33.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의 중간값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등록특허 10-0739281

- 6 -



청구항 34.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의 최대값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35.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의 최소값을

임계치로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36.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이 영상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거나 영상내 부

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들중 큰 값을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값으로 결

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37.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중간값을 예측 움

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38.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최대값을 예측 움

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39.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들의 최소값을 예측 움

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청구항 40.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가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이 영상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거나 영상내 부

호화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0으로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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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 장치중의 움직임 벡터 추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움직임 벡터

추정에 앞서 움직임 벡터 추정 과정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 움직임 벡터 추정 과정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

모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움직임 추정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동영상 신호의 압축 부호화 및 복호화는 저속 채널(low rate channel)을 통한 영상 정보의 전송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

라 해당 영상을 저장하는데 요구되는 메모리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축 부호화 및 복호화 기술은 영

상의 저장(storage), 전송(transmission) 등의 응용(application)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도 1은 종래의 동영상 부호화 장치의 블록도이다.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 부호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영상을 부호

화할 때 이전의 영상을 참조하여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를 추정(estimation)하고,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

직임 보상 예측(motion compensation prediction)을 수행하여, 예측 오차 (prediction error)를 부호화하는 방법이 일반

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동영상 부호화 장치는 입력된 현재 영상과 움직임 예측기(10)에서 얻어진

예측 영상(prediction frame)과의 차 영상(frame difference)을 변환하는 변환기(20), 이 변환계수를 데이터 압축을 위하

여 양자화하는 양자화기(30), 양자화된 변환 계수(transform coefficient)들을 가변길이부호화(VLC; Variable Length

Coding)하는 가변길이부호화기(40), 역양자화기(50) 및 역변환기(60)로 구성된다. 이러한 부호화 장치에서 역양자화기

(50) 및 역변환기(60)를 통해 복원된 차 영상은 움직임 예측기(10)에 입력되어 움직임 보상 예측된 영상과 더해져 복원 영

상을 얻는데 사용된다. 한편, 움직임 예측기(10)는 입력을 통해 들어온 현재 영상과 이전 영상을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 추

정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 영상을 찾는다. 또한 움직임 예측기(10)는 움직임 보상 예측을 수행하며, 추정된 움직

임 벡터는 가변길이부호화기(40)에 입력되어 변환 계수와 함께 가변길이부호화되어 전송된다. 가변길이부호화기(40)로부

터 출력된 영상 정보 비트스트림은 수신단으로 전송되거나, 다른 신호들과 다중화하기 위하여 다중화기로 전송된다.

일반적인 동영상 부호화 방법 및 장치에서는 전체 영상 단위로 움직임 예측 및 보상 등을 행하는 대신에, 일정한 크기(가로

방향으로 M 화소, 세로 방향으로 N 화소(통상적으로 M×N으로 표시))의 화소(picture element 또는 pixel)의 집합 단위

로 움직임 예측 및 보상 등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화소의 집합을 매크로블록(macroblock)이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동영

상 부호화 방법 및 장치에서는 매크로블록의 크기를 가로로 16 화소, 세로로 16 화소(이하에서는 이러한 크기를 "16×16"

으로 표기)로 규정한다. 본 발명에서는 매크로블록의 크기를 특정 크기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설명의 용이성을 위하여

16×16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움직임 벡터는 2차원 정보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에서 물체의 이동을 X-Y

이차원 좌표상의 이동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움직임 벡터는 가로 방향의 움직임 크기와 세로 방향의 움직임 크기로 구

성된다.

도 2는 도 1의 동영상 부호화 장치 중의 움직임 예측기(10)의 세부 구성도이다. 종래의 움직임 예측기(10)는 움직임 보상

을 수행하는 움직임 보상부(motion compensation unit)(11), 움직임 벡터 추정을 수행하는 움직임 추정부(motion

estimation unit)(12), 예측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이전 영상의 복원 영상을 얻는 이전 영상 복원부(previous image

reconstruction unit)(13)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영상 복원부(13)는 역변환기(60)로부터 입력된 차 영상의 복원 영상과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던 과거의 복원 영상을 더함으로써 부호화된 영상의 복원 영상을 얻고, 다음 입력 영상의 움직임

추정시 움직임 추정부(12)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움직임 추정부(12)는 이전 영상 복원부(13)로부터의 입력과 현재 입력된

영상을 통하여 현재 영상의 부호화를 위한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여 움직임 벡터를 출력한다. 출력된 움직임 벡터는 가변길

이부호화를 위해 가변길이부호화기 (40)로 전달되는데, 가변길이부호화기(40)는 발생 빈도가 높은 값에 대하여는 적은 수

의 비트를 할당하고, 발생 빈도가 낮은 값에 대하여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함으로써 고정 길이 부호화(Fixed Length

Coding; FLC)에 비하여 훨씬 적은 비트 수로 부호화할 수 있다. 한편, 움직임 추정부(12)로부터 출력된 움직임 벡터는 움

직임 보상부(11)에 입력되고, 움직임 보상부(11)는 입력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

로 예측 영상을 출력한다.

움직임 추정할 때 입력영상으로 이전의 복원 영상 대신 이전의 원 영상이 사용될 수 있다. 원 영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

2에 이전의 원 영상을 저장할 메모리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참조영상으로 이전의 원 영상이 사용될 때라도 이는 움직임

추정할 때만이며, 움직임 보상부의 입력은 복원 영상이 사용된다. 이는 복호화장치에서 동일한 영상을 복원해야 하는데,

복호화장치에서는 이전 영상으로 복원 영상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의 본 명세서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참조 영

상이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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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벡터는 영상의 특성상 주변 블록 혹은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밀접한 연관성(correlation)을 갖는다. 따라서

움직임 벡터를 그대로 가변길이부호화하지 않고, 인접하는 블록 혹은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들을 이용하여 추정한 움

직임 벡터와의 차이 벡터(difference vector)를 가변길이부호화하면 차이 벡터가 0 또는 0에 근접하는 값을 갖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므로 부호화 효율(coding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도 3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재 부호화할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이 움직임 벡터의 예측에 사용되는 주위 매

크로블록의 위치와 각각의 움직임 벡터를 보여준다. 인접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예측 움직임 벡터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현재 부호화할 매크로블록(MB_X) 주위의 3개의 매크로블록, 즉 좌단 (MB_A), 상단 (MB_B), 및 우상단

(MB_C)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들의 중간값 (median value)을 취하여 예측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며, 이 예측 움직임

벡터와 추정된 움직임 벡터와의 차를 구하여 가변길이부호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ITU-T의 H.263 및 ISO/IEC

MPEG-4에서 사용되고 있다.

도 4는 종래의 도 2의 움직임 예측기(10)중의 움직임 추정부(12)의 세부 블록도이다. 일반적으로 움직임 벡터 추정 방법에

는 전역탐색 (full search), 피라미드 탐색 (pyramidal search), 3단계 탐색 (three-step search), 4단계 탐색 (four-step

search) 등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 계산 복잡도 (computational complexity)가 다르다. 특히, 전역탐색 방법은 매우 많

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대신 성능은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기존에 동영상 부호화기에서 움직임 추정부(12)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보다 상세하게, 제 1 움직임 추정부(121)는 정수 단위 (integer-pixel unit)의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

하는데, 예를 들어, 전역 탐색 방법에서는 1 화소 단위로, 피라미드 탐색 방법에서는 1 화소 단위 또는 2 화소 단위 이상으

로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한다. 즉, 이 단위는 탐색 방법에 의존한다. 제 2 움직임 추정부(122)는 제 1 움직임 추정부(121)

에 의해 구해진 움직임 벡터 1 주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단위로 움직임 벡터를 탐색하는데, 일반적으로 0.5 화소 단위

(half-pixel unit)까지 찾는다. 제 1 움직임 추정부(121) 및 제 2 움직임 추정부(122)는 메모리(123)에 저장된 영상들을 이

용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움직임 벡터 추정 또한 매크로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움직임 벡터 추정이란 현재 영상의 블록

과 가장 닮은 부분을 참조 영상 (reference frame)에서 찾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참조 영상은 시간적으로 현재 부

호화할 영상의 직전의 이전 영상이지만, MPEG-2의 B 영상 (Bidirectional predicted frame)인 경우 시간적으로 이후의

영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 1, 도 2 및 설명에서 이전 영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참조영상이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참조 영상은 원 영상일 수도 있고 복원 영상일 수도 있다.

종래의 움직임 벡터 추정은 주위 매크로블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현재 영상의 매크로블록과 가장 닮은 부

분을 이전 영상에서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블록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였는데, 동

영상 부호화에 있어서 움직임 벡터 추정 과정은 가장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과정이므로 이와 같이 모든 블록에 대하여 움

직임 추정을 행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될 경우 부호화 시간이 증가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될 경우 부호화 시간이

증가함은 물론 움직임 추정 장치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움직임 벡터를 찾아야 할 현재 블록 주위의 블록들의 움

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 추정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

블록에 대해서는 움직임 벡터 추정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호화 시간 및 소모전력을 줄일 수 있는 움직임 추정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의 하나의 양상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력 받아서 움직임 벡터 추

정 과정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로부터 움직임 벡터 추정부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입력받아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출력과 움직임 벡터 추정부의 출

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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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영상 신호와 이전 복원 영상 신호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두 번째 양상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

력 받아서 움직임 벡터 추정 과정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로부터 움직임 벡터 추정부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입력받아 상대적으로 큰 화소 단위로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는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출력과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

의 출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

상기 스위치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세밀한 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추정을 행하는 제 2 움직임 벡터 추정부; 및

부호화할 입력 영상과 이전 복원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추정 장치를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은 동영상 압축 부호화시 움직임 추정을 행함에 있어서,

현재 움짐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복수 개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 중에서 한 개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

선정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에서 선정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을 움직임 보상 예측하여

움직임 추정 오차를 구하는 제 2 단계;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의 주위의 복수 개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를 이용하여 임계치를 결정하

는 제 3 단계;

제 2 단계에서 구한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판단하는 제

4 단계;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지 않고 제 1단계에서 예측된 움직임 벡터를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제 5 단계; 및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큰 경우, 움직임 벡터 추정

을 수행하여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에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본원에서 사

용되는 약어의 정의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MB_X"는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MB_A"는 MB_X의 바로 좌측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MB_B"는 MB_X의 바로 윗쪽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MB_C"는 MB_X의 바로 우측 위쪽에 위치한 매크로블록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MV_m"는 매크로블록 m(m=A,B,C)의 움직임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MVp"는 MV_X에 대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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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SAD"는 N×N 크기의 매크로블록 U와 V의 절대 오차 합(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하기 수학식 1에 의해 정의된다.

수학식 1

본 발명에서 "SAD_m"은 MV_m으로 움직임 보상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매크로블록의 m(m=A,B,C)의 SAD이다.

본 발명에서 "SAD_X"는 MVp로 움직임 보상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SAD이다.

본 발명에서 "Median()"는 괄호 안의 요소들의 중간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Median(1,3,7)= 3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장치의 일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장치에서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

단부(110)는 현재 부호화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MV_A, MV_B, MV_C)와 오차 (SAD_A, SAD_

B, SAD_C)를 입력 받아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움직임 추정 여부 판단부(110)의 판단 장치의 출력 '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

경우 1: 상기 움직임 추정여부 판단부(110)가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러한 '판단 결과'는

움직임 벡터 추정부(120)의 입력에 연결되어 움직임 벡터 추정부(120)를 동작시키지 않도록(이 장치의 동작을 OFF)하고

움직임 추정여부 판단부(110)로부터 출력되는 예측된 움직임 벡터(A)가 스위치(130)로 입력되도록 한다. 상기 '판단 결과'

는 또한 스위치(130)의 선택 단자로 연결되어 있어 예측된 움직임 벡터(A)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경우 2: 움직임 추정여부 판단부(110)가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종래의 움직임 벡터 추정 과

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움직임 벡터 추정부(120)가 동작되어 그 결과 얻어진 움직임 벡터(B)가 스위치(130)로 입력

되고 '판단 결과'는 스위치(130)가 선택 단자로 연결되어 있어 경우 1과 달리 움직임 벡터(B)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도 5에서 메모리(150)는 부호화할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을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기 설명에 있어서 현재 부호화할 매크로블록의 주위 매크로블록을 3 개 사용하며, 움직임 추정 오차로서 SAD를 사용하

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에서는 주위 매크로블록의 개수나 움직임 추정 오차의 정의를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주위 매크로블록으로 4 개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움직임 추정 오차 계산시 SAD 이외의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본 명세서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주위 3개의 매크로블록을 이용하고, 예측오차로서

SAD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장치중의 움직임 추정여부 판단부(110)의 세부 구성도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여부 판단부(110)는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추정 오차(SAD_A, SAD_B,

SAD_C)를 입력 받아서 임계치를 결정하는 임계치 결정부(111);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MV_A, MV_B, MV_

C)를 입력 받아서 예측 움직임 벡터(MVp))를 결정하는 예측 움직임 벡터 결정부(112); 상기 결정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행하는 움직임 보상부(113); 및 상기 임계치 결정부(111)로부터 임계치(SAD_TH)를 입력 받고

상기 움직임 보상부(113)로부터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경우의 움직임 보상 오차(SAD_X)를 입력 받아서 비교하는 비

교기(114)를 포함한다. 도 6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움직임 보상부(113)의 입력으로는 도 5에서와 같이 움직임 보상 오차를

구하기 위한 현재 영상과 참조 영상들이 입력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주위 매크로블록들 (MB_A, MB_B, MB_C)은 현재 매크로블록 (MB_X)의 부호화 시점에서는 이미 모두

부호화 완료된 매크로블록들이므로 주위 매크로블록들의 움직임 벡터(MV_A, MV_B, MV_C)와 그 움직임 벡터에 의해 움

직임 보상했을 때의 오차 (SAD_A, SAD_B, SAD_C)는 모두 알 수 있는 값들이다. 도 6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구해진 움

직임 벡터와 예측 오차들은 이후 매크로블록 움직임 벡터 추정에 이용하기 위하여 저장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메모리가

요구된다.

임계치 결정부(111)는 SAD_A, SAD_B, SAD_C를 이용하여 임계치 SAD_TH를 결정하여 출력한다. 결정하는 방법은

SAD_TH를 SAD_A, SAD_B, SAD_C의 최대값으로 결정한다. 이 밖에도 SAD_TH를 SAD_A, SAD_B, SAD_C의 중간값,

최소값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예측 움직임 벡터(MVp) 결정부(112)는 MV_A, MV_B, MV_C을 이용하여 예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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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MVp)를 출력한다. 예측 움직임 벡터(MVp)는 MV_A, MV_B, MV_C의 중간값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MV_A, MV_B,

MV_C는 x방향과 y방향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벡터이므로 중간값은 하기 수학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방향에 대해 수

행된다. 즉,

수학식 2

MVp(x) = Median(MV_A(x), MV_B(x), MV_C(x))

MVp(y) = Median(MV_A(y), MV_B(y), MV_C(y))

여기서 MVp(x), MV_A(x), MV_B(x), MV_C(x)는 해당 움직임 벡터의 x 방향의 성분이고, MVp(y), MV_A(y), MV_B(y)

, MV_C(y)는 해당 움직임 벡터의 y 방향의 성분이다.

MVp를 중간값으로 결정하는 대신 MV_A, MV_B, MV_C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결정이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기한 H.263이나 MPEG-4의 경

우는 움직임 벡터를 예측부호화시 주위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중간값과 현재 움직임 벡터 값과의 차이를 가변길이

부호화한다. 그러므로 도 6에서 움직임 벡터를 구할 때 중간값으로 결정하면 결국 가변길이부호화할 움직임 벡터값은 0이

되므로 가장 적은 비트수가 나와서 부호화효율이 가장 좋다.

예측 움직임 벡터(MVp) 결정부(112)로부터 얻어진 예측 움직임 벡터(MVp)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부(113)는 움직임 보

상을 수행한다. 참조 영상을 P(i,j)라고 하고, 현재 영상을 C(i,j)라고 하자. MB_X의 좌측 상단 좌표를 (m,n)이라고 할 때,

SAD_X는 하기 수학식 3으로 주어진다.

수학식 3

도 6에서 비교기(114)는 임계치 결정부(111)의 출력인 SAD_TH와 움직임 보상부(113)의 출력 SAD_X를 비교하여 SAD_

X가 작거나 같으면 도 5의 움직임 벡터 추정부(120)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신호와 예측된 움직임 벡터(MVp)를 출력한다.

한편, SAD_X가 SAD_TH 보다 크면 움직임 벡터 추정부(120)를 동작시키는 신호를 출력한다. 비교기(114)의 판단결과

신호는 도 5의 스위치(130)의 선택 신호로 사용되어 판단 결과에 따라 예측된 움직임 벡터(A) 또는 움직임 벡터 추정에 의

해 구한 움직임 벡터(B)가 선택되도록 한다.

본 발명에서 예측된 움직임 벡터(MVp)가 반화소 해상도(half precision) 보다 정밀한 해상도를 가질 경우, 움직임 보상부

(113)는 움직임 보상을 위해 보간(interpolation)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산량을 증가시키므로 MVp를 절삭

(truncation)함으로써 정수 해상도로 만들어 움직임 보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정수 해상도로 언급하였지만, 해상

도는 설계자에 의해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다. 또한, 주위 블록의 움직임 벡터가 반화소 해상도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가 존

재할 때도 정수 해상도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B_A의 움직임 벡터는 정수 해상도를 가지지만,

MB_B, MB_C는 반화소 해상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움직임 벡터 추정부(120)가 동작시 받아들인 입력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움직임 추정여부 판

단부(110)를 동작시킴으로써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움직임 추정여부 판단부(110)가 움직임 벡터 추정부

(120)의 내부에 위치할 수 있다. 즉, 도 5에서 움직임 벡터 추정부(120)와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110) 모두 입력

영상 및 참조 영상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엑세스하는데 도 5에서와 같이 각자가 엑세스하지 않고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디지털 동영상 압축 부호화 장치에서의 움직임 추정 장치의 다른 구현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 7의 장치는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움직임 추정 오차를 입력 받아서 움직임 벡터 추

정 과정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210);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로부터 움직임 벡

터 추정부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입력받아 상대적으로 큰 화소 단위로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는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

(220);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부의 출력과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의 출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230); 상기 스위치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세밀한 화소 단위의 움

직임 벡터추정을 행하는 제 2 움직임 벡터 추정부(240); 및 부호화할 입력 영상과 이전 복원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2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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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서 스위치(230)는 선택단자의 입력에 따라 2개의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장치이다. 움직임 벡터 1은 스

위치(230)의 출력으로써 제 2 움직임 추정부(240)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제 2 움직임 추정부(240)는 움직임 벡터 1 을 중

심으로 좀 더 세밀한 단위로 움직임 벡터를 찾아 움직임 벡터 2를 출력한다.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7에서도 탐색 방법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큰 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 추정과 상대적으로

세밀한 화소 단위의 움직임 벡터 추정 방식이 사용되지만, 본 발명에서는 움직임 벡터 탐색 방법을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서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220)는 정수 단위 (integer-pixel unit), 예컨대, 1 화소 단위

또는 2 화소 단위 이상으로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고, 제 2 움직임 벡터 추정부(240)는 제 1 움직임 벡터 추정부(220)에

의해 구해진 움직임 벡터 1 주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단위, 예컨대, 0.5 화소 단위 (half-pixel unit)까지 움직임 벡터 추정

을 행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방법의 플로우 챠트로서,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 추정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

단 과정을 보여준다. 도 8의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방법은 동영상 압축 부호화시 움직임 추정을 행함에 있어서, 현재 움직

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복수 개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 중에서 한 개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 선정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에서 선정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을 움직임 보상

예측하여 움직임 추정 오차를 구하는 제 2 단계; 현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매크로블록의 주위의 복수 개의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보상 예측 오차들을 이용하여 임계치를 결정하는 제 3 단계; 제 2 단계에서 구한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

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판단하는 제 4 단계;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

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지 않고 제 1단계에서 예측된 움직

임 벡터를 움직임 벡터로 결정하는 제 5 단계; 및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가 제 3단계

에서 구한 임계치 보다 큰 경우, 움직임 벡터 추정을 수행하여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주위 매크로블록으로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3개 또는 4개의 매크로블록의 움

직임 벡터 및 움직임 보상 예측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용가능한 주위 매크로블록의 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방법이 H.263이나 MPEG-4와 같이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에 도3과 같이 좌측, 상측, 우측 매크로블

록 등 3개의 매크로블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과 동일한 매크로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메모리 사

용을 공유하고 부호화 효율이 더 좋은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선정하는 방법 및 움직임 추정 오차의 정의들은 특정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 6과 이하 설명에서는 설명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위 매크로블록들은 도 3의 좌측(MB_A), 상측(MB_B), 우상측(MB_C)

매크로블록들로 정의하고, 움직임 추정 오차 신호도 세 개의 매크로블록들의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움직임 추정 오차의

정의는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로 한다.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방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S1)에서는 현재 움직임 벡터 추정을 하려고 하는 매크로블록 주위의 움직임 벡터들(MV_A, MV_B, MV_C)을 이

용하여 예측움직임 벡터(MVp)를 결정한다. 본 발명에서 MVp를 결정하는 하나의 예로는 중간값(median value)을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 즉, MVp = Median(MV_A, MV_B, MV_C)이다. 여기서 MVp는 x 방향의 MV와 y방향의 MV에 대해 각

각 얻어진다(수학식 2 참조). MVp를 중간값으로 정하는 것은 하나의 실시예로서, 이러한 방법 이외에 평균 (average

value), 최소값 (minimum value), 최대값 (maximum value)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 2 단계(S2)에서는 제 1 단계에서 구한 MVp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추정 오차

(SAD_X)를 구한다.

제 3 단계(S3)에서는 주위 매크로블록의 SAD들을 이용하여 임계치(SAD_TH)를 결정한다. 본 발명에서 임계치를 결정하

는 하나의 예로는 중간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SAD_TH = Median(SAD_A, SAD_B, SAD_C)이다. SAD_TH는 주

위 매크로블록의 SAD들의 중간값 뿐만 아니라 평균, 최소값, 최대값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 4 단계(S4)에서는 제 2 단계에서 구한 SAD_X가 제 3 단계에서 구한 SAD_TH를 비교하여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SAD_X가 SAD_TH 보다 작거나 같으면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지 않고 제 1 단계에서 예측

된 움직임 벡터(MVp)를 출력한다. 한편, SAD_X가 SAD_TH 보다 크면 움직임 벡터 추정을 행하여 움직임 벡터를 출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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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도 6, 도 7, 도 8 등의 제안 방법 및 장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고려를 해 주어야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재 부호화하는 매크로블록이 영상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일부 혹은 전부의 주위 매크로블록이 영상 바깥에 위치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주위 매크로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움직임 보상 오차를 일정한 방법으로 정의해 주어야

한다. 움직임 벡터의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본 발명이 MPEG-4

부호화 장치 및 방법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MPEG-4에서 움직임 벡터 부호화방법을 위해 정의된 방법과 동일하게 정의를

해 주면 된다. 움직임 보상 오차는 가능한한 영상 바깥에 위치하는 주변 매크로블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의로

큰 값으로 정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SAD_A=100, SAD_B=200이고 SAD_C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SAD_A

와 SAD_B 중 큰 값을 SAD_C로 정한다. 즉, SAD_C=SAD_B이다.

둘 째, 주위 매크로블록이 한 매크로블록 당 4개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움직임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한 매크로블록을 좌상, 좌하, 우상, 우하의 4개의 겹치지 않는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대해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

여 움직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드는 H.263과 MPEG-4에서 사용되는데 영상 크기가 작은 경우에 효과가

큰 방식이다. 만일 주위 매크로블록이 이 모드인 경우에는 MPEG-4에 정의된 방법을 사용하여 MVp를 결정한다. 움직임

보상 오차는 해당 블록의 오차를 4배하여 다른 모드의 매크로블록의 오차와 비교한다. 이는 4개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

는 모드의 경우 오차를 구하는 화소수가 1개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는 기존의 모드에 비교하여 1/4이기 때문에 화소 수

를 일치하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움직임 벡터 추정 방법 및 장치는 움직임 벡터 추정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블록에 대해서는 예측 움직임 벡터

(MVp)를 부호화에 사용함으로써 움직임 벡터 추정 장치에서 소요되는 계산량 및 파워 소모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 장치의 블록도,

도 2는 도 1의 디지털 동영상 부호화 장치중의 움직임 예측기의 세부 블록도,

도 3은 움직임 벡터 추정 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현재 부호화할 매크로블록 주위의 매크로블록들의 위치(MB_A, MB_B,

MB_C)를 설명한 도면,

도 4는 종래의 도 2의 움직임 추정부의 세부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장치의 일실시예의 블록도,

도 6은 도 5의 움직임 추정장치 중의 움직임 추정 여부 판단부의 세부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움직임 추정 방법의 플로우 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움직임 예측기 20 : 변환기

30 : 양자화기 40 : 가변길이부호화기

50 : 역양자화기 60 : 역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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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움직임 보상부 12 : 움직임 추정부

13 : 이전영상 복원부 121 : 제 1 움직임 추정부

122: 제 2 움직임 추정부 123 : 메모리

110: 움직임 벡터 추정여부 판단부 120 : 움직임 벡터 추정부

130: 스위치 111 : 임계치 결정부

112: 예측움직임 벡터 결정부 113 : 움직임 보상부

114: 비교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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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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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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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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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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