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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웨이브렛 코딩 방법에 의해 발생된 웨이브렛 트리들을 인코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웨이브렛 코딩 기술로 웨이브렛 트리들을 인코딩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기술은 균형 및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들 모두를 어드레싱하고 전체적인 코딩 효율을 증가시킨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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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미지 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며, 특히 균형 및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들을 코딩하기 위한 이미지 처리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1992년 3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음향학, 음성 및 신호 처리에 관한 국제 회의의 회의록 IV 권, 657∼660쪽에
데이터 압축 기술이 기술되어 있다. 상기 자료에는 계층적 부대역 분해 또는 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하고, 0 트리(zerotree)
들을 포함하는 상기 계층적 연속 근사 엔트로피 코딩된 양자화부를 수반하는 신호 압축 시스템이 나타나 있다. 다중 분해
능 계층적 부대역 표현을 사용하는 신호 데이터의 표현은 Burt등의 통신에 관한 1983년 4월 IEEE 논문 Vol Com-31,
No. 4, 533쪽에 기술되어 있다. 임계적으로 샘플링된 직각 대칭 필터(QMF) 부대역 표현으로 또한 공지되어 있는 웨이브
렛 피라미드는 한 이미지의 다중 분해능 계층적 부대역 표현의 특정한 형태이다. 웨이브렛 피라미드는 미국 유타주 스노우
버드에서의 1991년 4월 8∼11일 데이터 압축 회의에서 Pentland등에 의해 공개되었다. QMF부대역 피라미드는 1991년
Kluwer Academic 출판사의 J.W. Woods 저 "Subband Image Coding" 및 199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Soci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SIAM)의 I. Daubechies의 'Ten Lectures on Wavelets' 에 기술되어 있
다.

1995년 5월 2일에 공고된 미국 특허 5,412,741는 높은 압축으로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기술되어 있다.
상기 장치는 다른 종래의 기술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웨이브렛 계수들의 0 트리 코딩을 사용한다. 상기 장치의 핵심
은 스캔(scan)될 계수 인덱스들의 리스트의 동적 발생에 있다. 상기에 있어서, 상기 동적으로 발생된 리스트는 반드시 인
코딩되어야하는 심볼에 대한 계수 인덱스들만을 포함한다. 이것은, 계수 인덱스들의 고정 리스트가 사용되고, a)심볼이 반
드시 인코딩되어야 하거나 b) 완벽하게 예측가능한지를 알기 위하여 각 계수가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사되어야하는 종래
기술에 비해 매우 큰 향상을 의미한다.

상기 '741 특허에 공개된 장치는 또한 하기의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인코딩 방법을 사용한다. 상기 이미지의 웨이브렛 변
환을 형성하는 단계; 웨이브렛 계수들의 0 트리 맵(map)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변환의 가장 조악한 레벨에서의 초기 우세
리스트상의 중요한 계수들, 및 상기 부모들의 계수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질 때 자식들의 인덱스들이 상기 우세 리스트상에
부가되는 상기 계수들의 자식 노드들(children;트리 구조중 하위에 배치된 노드)을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임계값을 감소
시키는 단계; 상기 코딩된 계수들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 중요한 계수들의 값의 추정치를 정제하는 단계; 및
상기 새로운 감소된 임계값에서 다시 한번 상기 우세 리스트를 스캔하기 위하여 다시 반복하는 단계.

상기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 '741 특허의 방법은 부대역 단위로 상기 웨이브렛 트리 부대역을 스캔함
으로써 달성된다. 즉, 모든 부모 노드들은 코딩되고, 그 후 모든 자식 노드들, 그 후 모든 손자 노드들 등 이고 이것들은 비
트-평면단위로 인코딩된다. 상기 처리가 상기 이미지의 웨이브렛 트리 표현을 통해 반복되면서, 이 장치는 0 트리 맵내의
4 개 심볼들중 하나를 코딩한다. '741특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기 방법은 "내장형 0 트리 웨이브렛"(EZW) 방법으로
공지되어 있다. 웨이브렛 트리가 처리되는 속도의 향상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효율적인 코딩 및 고속 처리가 가능한 웨이브렛 트리의 노드들의 코딩 및 분류의 개선된 방법에 대한 당업
계의 요구가 있어 왔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들을 어드레싱하고 전체 코딩 효율을 증가시키는 웨이브렛 코딩 기술로 웨이브렛 트리들
을 인코딩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는 균형 웨이브렛 트리상
에 재맵핑된다. 상기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내에 존재하지 않는 노드들은 새로운 균형 웨이브렛 트리내의 상응하는 노드들
에서 빈 노드로 표시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역 종속 표들은 상기 관련 대역들내의 계수들을 코딩하기 위해 만들어 진다.
즉, 전용 대역 종속 표는 웨이브렛 트리의 1 이상의 대역들의 계수들을 코딩하는데 적용된다. 더욱이, 대역 종속 표들은 대
역들의 미리 정의된 세트들에 대해 제공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들을 코딩하기 위하여 차
이 값이 발생된다. 본 발명은 상기 0 트리 엔트로피 코딩 방법, 내장형 0 트리 웨이브렛 코딩 방법 및 대상(object) 및 벡터
웨이브렛들의 개념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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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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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이미지 인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2 는 도 1 에 도시된 상기 인코더의 인코딩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 은 웨이브렛 트리내의 3 개의 스케일로 분해된 이미지내의 부대역들의 부모-자식간 의존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 는 부샘플된 이미지의 3개 세대에 대한 부모-자식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도 5 는 웨이브렛 트리내의 다양한 노드들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도 6 은 웨이브렛 트리의 웨이브렛 블록 표현을 도시한 것이다.

도 7 은 본 발명에 의한 양자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8 은 본 발명에 의한 심볼 할당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9 는 벡터-웨이브렛 변환의 한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10 은 벡터-웨이브렛 변환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11 은 벡터들 또는 대상 그룹화를 수반하는 스칼라-웨이브렛 변환의 한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12 는 벡터들 또는 대상 그룹화를 수반하는 스칼라-웨이브렛 변환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13 은 벡터 웨이브렛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4 는 벡터 부모-자식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5 는 대상 부모-자식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6 은 "웨이브렛 블록"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 벡터들의 재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17 은 균형 웨이브렛 트리내의 3 개의 스케일로 분해된 이미지내의 부대역의 부모-자식간 의존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
다.

도 18 은 균형 트리를 도시한 것이다.

도 19 는 불균형 트리를 도시한 것이다.

도 20 은 삽입된 빈 노드들을 구비한 균형 트리를 도시한 것이다.

도 21 은 3개의 스케일로 분해된 이미지내의 부대역의 스캐닝(scanning)을 도시한 것이다.

도 22 는 4 개의 0이 아닌 웨이브렛 계수들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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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은 비트 스트림내의 도 21 의 인코딩된 부대역들의 위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 24 는 본 발명의 이미지 인코더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25 는 도 24 에 도시된 상기 인코더의 인코딩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6 은 본 발명의 이미지 디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27 은 본 발명의 인코딩/디코딩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공통인 동일한 엘리먼트들을 지정시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하였다. 실시예 도 1
은 본 발명의 인코더(1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며 도 2 는 도 1 의 인코더(100)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설명을 보면서 도 1 및 도 2 를 동시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인코더
(100)는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104), 선택적 웨이브렛 트리 재구성부(reorganizer)(108), 양자화부(quantizer)(110), 심
볼 할당부(112), 및 엔트로피 인코더(entropy encoder)(114)를 포함한다. 상기 각 구성요소들은 포트(102)에서의 이미지
를 포트(116)에서의 코딩된 출력 이미지로 처리하기 위하여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입력 이미지는 전형적으로 이미
지 스캐너 또는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에서 만들어 질수 있는 픽셀화(디지털화)된 사진 영상이다. 그러나, 상기 입력 이미지
는 또한 영상 이미지들의 일련의 프레임들내의 한 프레임 또는 영상 인코딩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움직임 보상된 잔류 프
레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디지털화된 이미지 또는 상기 이미지의 일부의 어떤 형태도 처리한다. 따라서, 동
작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입력으로, 즉 2 차원 데이터 형태의 입력으로 단계(202)에서 개시한다. 상기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104)는 입력 이미지의 통상의 웨이브렛 트리 표현을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계층적 부대역 분해를 수행한
다. 상기 이미지 분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이미지는, 2차원의 각각을 고수평-고수직(HH), 고수평-저수직(HL), 저수
평-고수직(LH), 및 저수평-저수직(LL)으로 2 번의 부샘플링을 사용하여 분해된다. 상기 LL 부대역은 그 후 각 2차원을 2
번 부샘플링하여 HH, HL, LH, 및 LL 부대역들의 세트를 생성한다. 상기 부샘플링은 3 부샘플링들이 사용되어 도 3 에 도
시된 것과 같은 부대역들의 배열을 생성하기 위하여 순환적으로 수행된다. 바람직하게는 4 이상의 부샘플링들이 실제로
사용되지만, 본 발명은 소정 수의 부샘플링에도 적응될 수 있다. 부대역들 사이의 상기 부모-자식 의존 관계는 부모 노드
들의 부대역에서 자식 노드들의 부대역으로 지시하는 화살표로 도시된다. 가장 낮은 주파수 부대역은 상부 좌측 LL3 이고,

가장 높은 주파수 부대역은 하부 우측 HH1 이다. 상기 예에서, 모든 자식 노드들은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가진다. 부대역 분

해의 상세한 논의는 J.M. Shapiro의 1993년 12월, 신호 처리에 관한 IEEE 논문 Vol. 41, No.12 "Embedded Image
Coding Using Zerotrees of Wavelet Coefficients"의 3445쪽에서 3462쪽에 나타나 있다. 도 4 는 부샘플링된 이미지의
3 번 발생에 대한 부모-자식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단일 부모 노드(400)는 4 번의 부샘플링, 즉 2 차원의 각각에 2 번의
부샘플링을 통해 상기 이미지내의 동일한 영역에 상응하는 4 개의 자식 노드들(402)을 가진다. 각 자식 노드(402)는 그후
부가 4번의 부샘플링을 통해 4개의 상응하는 다음 세대 자식 노드들(404)을 가진다. 부모 노드를 그들의 자식 노드들 및
손자 노드들과 연관시키는 관계 또는 데이터 구조가 웨이브렛 트리이다. 상기 LL 부대역내의 각 펠(pel) 또는 픽셀(pixel)
은 관련된 "트리"를 가지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나, 함께 취해진 LL 부대역에서 연장되는 다수의 트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미지에 대한 "웨이브렛 트리"로서 당업계에서 논의된다. 본 명세서는 상기 명명법을 따라 기술된다. 도 1 및 2로 돌아가서,
양자화부(110)는(단계(210)에서) 상기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들을 "깊이 우선(depth-first)" 패턴으로 경로(106)를 통해
양자화한다. 깊이 우선 패턴은 종래의 인코딩 시스템과 매우 다르다. 종래의 인코딩 시스템들은 모든 부대역을 통해 변형
된 폭 우선 패턴(breadth-first pattern)으로 웨이브렛 트리를 횡단한다. 즉, 모든 부모 노드들을 양자화하고, 그 후 모든
자식 노드들, 그 후 모든 손자 노드들을 양자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반면에, 본 발명의 방법은 "깊이 우선" 순서 즉, 상기
LL 내의 뿌리로부터 상기 자식 노드들을 통해 각 트리를 횡단한다. 도 5 는 각 트리를 가로지르기 위하여 사용된 상기 깊이
우선 패턴을 도시한다. 예를 들면, LL3 내의 노드(500)에서 시작하고 굵은 경로를 따라, 본 발명의 깊이 우선 프로세스는

부대역 LH3 내의 노드 (502)로 진행하고, 그리고 그후 부대역 LH2 내의 노드(504)로 진행한다. 노드(504)로부터, 상기 깊

이 우선 횡단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부대역 LH1 내의 노드 (506), (508), (510) 및 (512)로 계속된다. 즉, 상기 횡단은 노드

(504)의 자식 노드들, 그후 (504)의 형제 노드들(514,524,534)로 계속되고, 각 형제 노드의 4개 자식 노드들은 다음 형제
노드들 및 그들의 자식 노드들 이전에 횡단된다. 일단 상기 트리의 모든 가지(branch)가 횡단되면, 횡단 프로세스는 노드
(500)의 다른 자식 노드, 예를 들면 노드(544)로 진행한다. 상기 노드에서, 깊이 우선 횡단 프로세스는 노드 (546), (548),
(550), (552) 및 (554)로 진행하고 노드(556) 등으로 진행한다. 각 가지가 횡단될 때, 계수들은 이산값들로 양자화된다. 어
떤 양자화 접근 방법도 본 발명에 이용될 수 있다. 양자화 프로세스는 연속되는 계수값을 양의 값, 음의 값 또는 0 값 중 하
나를 가지는 이산값으로 맵핑한다. 요컨대, 깊이 우선 스캔 패턴에 있어서, 자식 노드들(506), (508), (510) 및 (512)는 자
신들의 부모 노드(504)후에, 그리고 다른 이웃 부모 노드들 (514), (524) 및 (534)전에, 스캔된다. 상기 방식으로, 다음 인
접 공간 위치의 계수들이 스캔되기 전에, 부모 노드(500)에서 자식 노드(502), 손자 노드(504)까지 등으로 주파수 순서를
상승시키면서 주어진 공간적인 위치들을 나타내는 모든 계수들이 스캔된다. 상기 깊이 우선 스캐닝 패턴의 앞서 말한 설명
은 "하강(top down)"패턴으로 논의되었지만, 깊이 우선 스캐닝 패턴은 또한 상기 바닥에서 위로 스캐닝하는 것을 포함한
다. 이와 같이, 양자화부는 또한 트리의 "잎(leave)들"(가장 최하부의 노드들)에서 시작하여 상기 트리로 상승 진행함으로
써 달성될 수 있다. "상승(bottom up)"패턴에서, 도 5 의 예를 사용하면 노드 (506), (508), (510) 및 (512)들은 먼저 양자
화되고, 그 후 노드(504), 그리고 트리의 상부 노드(500)까지 양자화된다. 일단 상기 트리가 완료되면, 모든 트리들내의 모
든 노드들이 양자화될 때까지 양자화 프로세스는 다른 트리를 양자화하고, 또 다른 트리를 양자화하는 등등 으로 진행한
다. 하기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강 보다 상승 패턴을 사용할 때 더욱 효율적이다. 상기 깊이 우선 스캐닝 패
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웨이브렛 블록"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 웨이브렛 트리의 양자화된 계수들을 재구성
한다. 도 1 및 2 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재구성은 양자화에 선행하여 상기 웨이브렛 트리 재구성부(108)에서 달성된
다. 도 6 은 본 발명에 의해 발생된 웨이브렛 블록(604)을 도시한다. 본 발명은 웨이브렛 트리(602)내의 LL 대역
(606)(LL3)내의 픽셀(600)에서 연장된 트리(602)를 웨이브렛 블록(604)으로 맵핑한다. 이미지 프레임(608)의 각 웨이브

렛 블록(604)은, 상기 프레임내의 블록의 공간적 위치에서 상기 프레임을 나타내는 모든 스케일들 및 방향들에서 상기 계
수들을 포함한다. 상기 재구성은, 웨이브렛 블록들을 형성하는 새로운 메모리 위치들로 상기 계수들의 메모리 위치들을 물
리적으로 재맵핑함으로써 달성된다. 이와 같이, 주어진 웨이브렛 블록의 모든 계수들은 순차적인 어드레스 위치들에 저장
된다. 다른 방법으로, 상기 계수들은 물리적으로 재배열되지 않고 가상 메모리로 재맵핑된다. 따라서, 상기 인덱스(가상의
메모리)는 웨이브렛 블록들로 배치되는 메모리 위치들을 갖는 상기 물리적 메모리로의 인덱스가 생성된다. 상기 인덱스로
의 각 액세스(access)에 대해, 인덱스로의 상기 어드레스는 계수들이 저장되는 물리적 메모리 위치로 맵핑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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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메모리 접근 방식에 있어서, 웨이브렛 블록들의 장점은 메모리내의 계수들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없이 사용 가
능하다는 것이다. 깊이 우선 스캐닝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각 웨이브렛 블록은 자신들의 계수들을 양자화하기 위하여 완전
히 스캐닝되고 그 다음 블록이 스캐닝되고 그 이후로 계속된다. 예를 들면, 웨이브렛 블록들의 프레임을 통해 래스터
(raster) 스캔 패턴으로 블록(610)이 완전히 스캐닝되고, 그 후 블록(612), 그 후 블록(614) 등이 된다. 블록들의 순서는 래
스터 스캔 패턴으로 될 필요가 없으나, 적용예들에 의해 요구되는 소정의 순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정의 대상들
에 상응하는 블록들이 다른 대상들 이전에 스캐닝되고 코딩되는 목적-지향적인 것을 의미한다. 전체 블록은 연속적인 메
모리 어드레스들에 위치되기 때문에, 상기 블록은 주어진 블록에 대해 제 1 또는 마지막 메모리 엔트리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및 상승 또는 하강 순서로 모든 다른 어드레스들을 액세스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상승 또는 하강 패턴으로 스캐닝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재구성으로, 각 웨이브렛 블록은 프레임의 각자의 공간적인 위치에 기초하여 상이한 양자화
부 스케일로 할당될 수 있다. 이것은 양자화부 (110)가 계수들의 공간적인 위치에 대해 및/또는 상기 계수에 의해 표현되
는 주파수 대역에 일치하여 특별하게 할당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상기 양자화부의 스케일은 상기 이미지의 중심 또는
상기 이미지내의 소정의 대상들이 에지들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양자화될 수 있도록 이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유사
하게, 상기 양자화부 스케일은 주파수 의존적이어서 더욱 높은 주파수(또는, 문제에 따라, 더욱 낮은 주파수들, 중간 정도
의 주파수들, 다양한 주파수 대역들 등)가 다른 주파수들과 상이한 스케일을 사용하여 양자화될 수 있다. 또한 단일 양자화
부 대신에 , 양자화 매트릭스가 각 웨이브렛 블록에 사용될 수 있다. 비디오-폰과 같은 특정한 적용예에서, 전경 물체(들),
예를 들면 송화자의 머리 및 어깨들은 배경 물체들보다 더 정확하게 양자화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배경 정
보가 덜 정확하게 코딩되는 동안, 중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코딩 및 전송된다. 웨이브렛 블록들의 사용은 전경 및 배경 정보
의 용이한 양분된 코딩을 가능하게 한다. 일단 한 영역이 정확한 코딩을 위하여 선택되면, 본 발명은 정확한 코딩을 필요로
하는 상기 블록을 플래그 표시한다. 이와 같이, 상기 양자화부는 플래그되지 않은 블록들에 대해 사용될 때보다 더욱 우수
한 양자화 단계를 사용하여 상기 블록들을 양자화한다. 웨이브렛 블록들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직관적인 데이터 구조
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웨이브렛 블록들의 사용은 선택적이며 본 발명의 인코더(100) 및 하기의 다른 인코더들의 구현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기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상기 종래 트리 구조는 개선된 트리 횡단 프로세스 및 본 발명의 개선
된 코딩 기술과 연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 1 및 도 2 는, 재구성부 및 각자의 관련된 기능을 각각 바이패스시
키는 경로(106) 및 경로(208)과 같은 상기 재구성부의 선택적인 성질을 도시한다.양자화후, 상기 트리의 각 노드에서, 상
기 양자화된 계수는 0 값 또는 0이 아닌 값중 하나를 가진다. "0 트리"는 한 노드에서의 계수가 0 인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이것의 모든 자손들은 0 트리들을 형성한다. 즉, 모든 자손 노드들은 0 값을 가진다. 웨이브렛 트리의 양자화된 계수들은,
깊이 우선 방식으로 각 트리를 다시 스캐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코딩된다. 따라서, 심볼 할당부(112)는 상기 트리를 횡
단하고, 상기 노드의 양자화된 값 뿐만 아니라 각 노드의 자손들의 양자화된 값들에 따라 특정 심볼들을 각 노드에 할당함
으로써 동작한다(단계 212).특히, 각 노드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ZEROTREE ROOT, VALUED ZEROTREE ROOT 및
VALUE, 이상 3개 심볼중 하나를 할당한다. ZEROTREE ROOT는 0 트리의 뿌리인 계수를 나타낸다. 심볼이 할당된 상기
스캔후, 상기 0 트리는 더 이상 스캐닝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기 트리내의 모든 계수들은 0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이다. VALUED ZEROTREE ROOT는 상기 계수가 0 이 아닌 값을 가지고 모든 4개 자식 노드들이
ZEROTREE ROOT들인 노드이다. 상기 트리의 코딩 스캔은 상기 노드 아래로 진행하지 않는다. VALUE 심볼은 0 또는 0
이 아닌 것중 하나인 한 값으로 계수를 식별한다. 하지만 또한 상기 트리를 따라 더 들어간 일부 자손들은 0 이 아닌 값을
갖는다. 선택으로서, 4 번째 심볼, Isolated Zero(IZ)는 상기 중요한 맵에 가산될 수 있다. 상기 경우에서, IZ 심볼은 한 계
수를 0 값으로 식별한다. 그러나 상기 트리를 따라 더 들어간 일부 자손 노드들은 0 이 아닌 값을 가진다. IZ가 가산되면,그
후 VALUE는 1 이상의 0 이 아닌 자손 노드들을 가지는 0 이 아닌 계수를 나타낼 뿐이다. 상기 트리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스캐닝하여 심볼들을 양자화하고 상기 노드들에 할당하기 위하여, 상기 양자화부는 심볼 할당부와 함께 동작한다. 도 7 는
0 트리의 계수들을 양자화하는데 사용된 양자화 방법(700)의 상세한 흐름도를 도시하고 도 8 은 상기 양자화된 계수 값들
을 나타내기 위하여 심볼 값들을 할당하기 위한 심볼 할당 방법(800)의 상세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상기 방법(700)은 블록
(702)에서 시작하고, 계수 값이 웨이브렛 트리내의 한 노드로부터 검색되는 단계(704)로 진행한다. 하기에서 논의되는 바
와 같이, 상기 양자화 방법은 상승(bottom up) 방법, 깊이 우선 패턴으로 상기 웨이브렛 트리를 스캐닝한다. 따라서, 상기
제 1 어드레스는 항상 가장 높은 주파수 부대역에 있다. 상기 방법을 통해 계속 반복되어, 상기 방법은 상기 트리를 계속 상
승하면서 더욱 낮은 주파수 부대역들로 진행한다. 상기 양자화된 값들이 발생되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자식 노드, 즉 값이
매겨지거나 0 인 자식 노드들의 양자화된 값을 추적한다. 단계(706)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검색된 계수 값을 양의 값, 음
의 값, 또는 0 값으로 양자화한다. 단계(708)에서, 표시 맵은 방금 양자화된 계수 값과 관련된 상기 노드에 대한 예비적인
심볼 값으로 갱신된다. 상기 표시 맵(mark map) 심볼은 상기 자식 노드들의 값뿐 아니라 현재 노드의 값에 좌우된다. 상기
스캐닝은 상승하면서 달성되기 때문에, 상기 표시 맵은 최종적으로 한 노드가 ZEROTREE ROOT인지 아닌지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결과적으로, 모든 노드들이 예비적인 심볼 값을 할당받은 후, 상기 트리는 심볼 값을 최종적
으로 할당하기 위하여 하강 패턴으로 다시 스캐닝된다. 상기 표시 맵은 양자화 방법(700)에 의해 채워진 웨이브렛 트리 노
드들의 인덱스이다. 상기 표시 맵내의 각 어드레스에서, 상기 방법은 예비적인 심볼을 저장한다: 잠재적인 VALUE, 잠재적
인 VALUED ZEROTREE ROOT, 또는 잠재적인 ZEROTREE ROOT(및 선택적으로 ISOLATED ZERO). 상기 양자화된
계수 값이 하나의 값을 가진다면, 상기 계수에 대한 상기 표시 맵 위치는 잠재적인 VALUE 심볼로 표시된다. 상기 양자화
된 계수 값이 0 값이고 모든 자식 노드들 전부가 0 값이면, 그 후 상기 표시 맵 위치는 잠재적인 ZEROTREE ROOT로 표시
된다. 선택적으로, 상기 양자화된 계수가 0 값을 가지지만, 각자의 자손들의 일부는 0 이 아니라면, 그 후 Isolated Zero 심
볼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양자화된 값이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자신의 자식 노드들이 모두 0 값이면, 표시 맵 위치는
잠재적인 VALUED ZEROTREE ROOT로 표시된다. 단계(710)에서, 상기 방법은 웨이브렛 트리내의 모든 노드들이 양자
화되었는지를 질문한다. 상기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이 주어지면, 상기 방법은 단계 (712)로 진행하여 양자화를 위해 상
기 웨이브렛 트리내의 새로운(다음) 노드 또는 트리가 선택되도록 한다. 상기 방법은 그 후 단계(704)로 복귀한다. 단계
(710)에서의 질문이 긍정적으로 대답이 주어지면, 상기 방법은 단계(714)로 진행한다. 상기 방법은 단계(714)에서 모든
트리들이 양자화되었는지를 질문한다. 상기 질문이 부정적으로 대답이 되면, 상기 방법은 단계(716)에서 새로운(다음) 트
리 또는 양자화를 선택한다. 단계(714)에서의 상기 질문이 긍정적으로 대답이 되면, 상기 방법은 단계 (718)로 진행한다.
방법 (700)에서의 상기 포인트에서, 모든 트리들내의 모든 노드들은 양자화되었고 예비적인 심볼을 할당받았다. 단계
(718)에서, 방법 (700)은 도 8 의 심볼 할당 방법(800)을 호출한다. 상기 심볼들이 할당된 후, 방법 (700)은 블록(720)에
서 종료한다. 방법(800)은 하강(top down) 패턴으로 즉, 뿌리에서 잎들로 상기 트리들을 스캐닝한다. 그러나, 상기 트리들
은 ZEROTREE ROOT 또는 VALUED ZEROTREE ROOT의 각 발생시에 가지치기(prune)되므로, 상기 방법은 모든 노드
를 액세스할 필요는 없다. 특히, 방법(800)은 단계(802)에서 입력되고 단계(804)로 진행한다. 단계(804)에서, 상기 방법은
양자화된 계수들의 트리에서 양자화된 계수를 검색한다. 단계(806)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검색된 계수들에 상응하는 표
시 맵내의 예비적인 심볼을 검색한다. 상기 방법은 단계(808)에서 상기 예비적인 심볼이 잠재적인 ZEROTREE ROOT인
지를 질문한다. 상기 질문이 긍정적으로 대답된다면, 상기 방법은 단계(810)에서 상기 노드에 상기 ZEROTREE ROOT 심
볼을 할당한다. 그 후 단계(812)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트리를 가지친다. 즉, 정의에 의해 모든 노드들이 0 값을 가지므로
상기 방법은 이 ZEROTREE ROOT 노드 이하의 모든 노드들을 무시한다. 상기 방법은 단계(820)에서 모든 노드들이 선택
되었는지를 질문한다. 단계(820)에서의 상기 질문이 부정적으로 대답되면, 상기 방법은 단계(814)로 NO경로를 따라 진행
한다. 단계(814)에서 상기 방법은 가치치기된 모든 가지들이 생략된 후, 트리내의 다음 노드를 선택하여 하강, 깊이 우선

등록특허 10-0487776

- 8 -



스캐닝을 달성한다. 단계(808)에서의 상기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지면, 상기 방법은 NO 경로를 따라 단계(816)로
진행한다. 단계(816)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표시 맵이 잠재적인 VALUED ZEROTREE ROOT의 잠재적인 심볼을 포함하
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단계(816)에서의 상기 질문이 긍정적으로 대답된다면, 상기 방법은 단계(822)에서 상기 노드에
VALUED ZEROTREE ROOT 심볼을 할당하고, 0 이 아닌 값들의 리스트에 상기 값을 입력하고, 단계(824)에서 상기 트리
를 가지치기한다. 상기 방법은 단계(820)에서 모든 노드들이 선택되었는지를 질문한다. 단계(820)에서의 상기 질문이 부
정적으로 대답이 되면, 상기 방법은 단계(814)로 진행한다. 그후 상기 방법은 단계(814)에서 상기 가지치기된 가지들을 건
너뛰면서 심볼 할당을 위해 다음 노드를 선택한다. 단계(816)에서의 상기 질문이 부정적으로 대답이 되면, 상기 방법은 단
계(818)에서 상기 노드로 VALUE 심볼을 할당하고, 값 0 을 포함하는 값들의 리스트상에 값을 입력한다. 상기 방법은 단
계(820)에서 모든 노드들이 선택되었는지를 질문한다. 상기 방법은 단계(820)에서 부정적으로 대답되면, 단계(814)로 진
행한다. 그 후, 상기 방법은 단계(814)에서 심볼 할당을 위한 다음 노드를 선택한다. 상기 할당 방법은 모든 노드가 자신들
에 할당된 심볼들을 가질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단계(820)에서의 상기 질문이 긍정적으로 대답되면, 상기 방법은 단계
(826)로 진행하여 상기 방법(800)은 종료되거나 방법(700)으로 복귀한다. 도 7 및 8에서 논의된 방법은 집합적으로 0 트
리 엔트로피 코딩(Zerotree Entropy Coding;ZTE)으로 공지되어 있다. 도 1 및 도 2 로 돌아가서, 심볼들 및 값들은 통상
의 연산 코더(arithmetic coder)와 같은 엔트로피 코더(114)를 사용하여 인코딩된다.(단계(214)) 인코딩을 수행하는 한가
지 가능한 방법이 하기에 설명된다. 심볼들이 3 심볼 알파벳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상기 VALUED ZEROTREE ROOT
심볼들에 1 대 1 대응하는, 0 이 아닌 값들의 리스트는 상기 값 0을 포함하지 않는 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상기
값 심볼들에 1 대 1 대응하는 나머지 계수들은 값 0을 포함하는 하나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하나의 스캐닝에서
도달되는 자식 노드가 없는 잎인 노드에 대해 뿌리 심볼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부 비트들은, 상기 노드에 대한
심볼을 인코딩하지 않고 값 0을 포함하는 알파벳을 사용하여 상기 계수를 인코딩하여 저장될 수 있다. 심볼에 대한 3 심볼
또는 선택적으로 4 심볼 코딩 알파벳, 및 값들에 대한 멀티-심볼 알파벳을 이용하는 예시적인 인코더는 1987년 6월
Witten 등의 "Arithmetic Coding for Data Compression" ACM 통신, Vol. 30, No. 6, 520쪽에서 540쪽까지에 기술되어
있다. 사실, 당업자는 할당된 심볼에 따라 계수들의 값들(또는 값들의 표현) 만을 인코딩함으로써 본 발명이 용이하게 변형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계수들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심볼들을 인코딩할 필요없이 계수들의 값들만
이 인코딩된다. 인코더(100)는 (단계(216)에서) 포트(116)에서 코딩된 출력 이미지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을 사용하여, 한
이미지는, 계수 값들을 인코딩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트리+비트들의 각 노드에서 3 심볼들중 하나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코딩된다. 본 발명의 다수의 다른 실시예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위한 벡터 또는 대상 0 트리 코딩에 본 코딩 기술
을 적용시킨 것이다. 즉,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는 본 코딩 기술은, 상기 양자화된 웨이브렛 계수들의 양자화 및 0 트리 엔
트로피 코딩을 수반하는, 벡터(또는 대상) 0 트리 코딩의 개념에 적용된다. 본 발명의 상기 벡터 또는 대상 0 트리 코딩 실
시예 각각은 이미지들 또는 영상 잔여물들에 대한 웨이브렛 계수들을 인코딩하기 위하여 0 트리들을 사용하는 벡터 또는
접근법을 포함한다. 각 웨이브렛 트리의 각 노드와 관련된 것은 단일 계수라기 보다는 계수들의 한 리스트(한 벡터)이다.
벡터 0 트리 엔트로피 코딩이라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트리 노드들이 스캐닝되고, 계수들이 양자화되고, 심볼들이 엔트
로피 코딩된다. 다양한 벡터 또는 대상 0 트리 코딩 실시예는, 벡터들(또는 대상들) 그룹화를 수반하는 스칼라-웨이브렛
변환 또는 벡터-웨이브렛 변환을 수반하는 벡터들(또는 대상들) 그룹화의 2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다. 즉, 이미지, 영상 프
레임, 또는 움직임 보상된 영상 잔여물들의 프레임은 스칼라-웨이브렛 변환되거나 벡터-웨이브렛 변환되거나 둘 중의 하
나이다. 도 11∼12 는 상기 스칼라 웨이브렛이 먼저 계산되고 그 후 웨이브렛 계수들이 상기 변환들후에 벡터들 또는 대상
들로 그룹화되는 제 1 카테고리를 도시한다. 대조적으로, 도 9∼10 은 입력들이 벡터들로 그룹화되고 벡터-웨이브렛 변환
을 통해 통과되어 벡터들로서 출력을 생성하는 제 2 카테고리를 도시한다. 양 경우에 있어서, 상기 결과는 웨이브렛 계수
들의 벡터들 또는 대상들의 한 프레임으로서 관찰될 수 있다. 축약하면, 본 발명의 두 실시예(도 9 및 10)에서, 벡터들은 이
미지 또는 영상 픽셀들 또는 잔여물들의 2 차원 매트릭스의 고정된 타일링으로 정의되고, 계산된 웨이브렛 변환은 벡터 웨
이브렛 변환이다. 그 후, 벡터 양자화 또는 스칼라 양자화중 하나가 벡터 0 트리 엔트로피 코딩과 조합되어 하나의 코딩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4 개의 실시예들에서(도 11 및 12), 스칼라 웨이브렛 변환이 계산되고, 그 후
벡터들이 가장 낮은 스케일에서 웨이블렛 계수들의 2 차원 매트릭스의 고정된 타일링으로 정의되거나, 또는 임의 크기 및
형상의 대상들은 분할 알고리즘(segmentation algorism)(즉, 2 실시예를 생성하는)에 의해 결정된다. 차례로, 상기 벡터
들 또는 대상들은 벡터 양자화되거나 또는 벡터 0 트리 엔트로피 코딩과 조합하여 스칼라 양자화되어 하나의 코딩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한다(즉, 총 4 개의 실시예들에 대해 다른 2 개의 실시예들을 생성한다). 벡터 웨이브렛의 한 형태는 W. Li
및 Y. Q. Zhang 의 1995년 2월 IEEE의 회보 Vol. 83, 317쪽에서 335쪽에 기술되어 있다. 도 13 은 벡터 웨이브렛의 한
예를 도시한다. 한 이미지 또는 영상 잔여물의 벡터 웨이브렛은, 상기 이미지 또는 영상 나머지의 인접한 샘플들이 그룹화
되어 벡터들을 형성하고 그후 상기 웨이브렛 변환이 상기 벡터들에 적용되는 소정의 변환이다. 벡터 웨이브렛 변환은 하기
의 단계들에 의해 수행된다. 공간적으로 오프셋된 프레임-표현 신호들의 다수의 부샘플링된 프레임들을 얻기 위하여 상기
프레임을 부샘플링하는 단계; 웨이브렛 변환 계수-표현 신호들의 상응하는 갯수의 프레임들을 얻기 위하여 이산 웨이브렛
변환을 통해 상기 부샘플링된 프레임들을 변환하는 단계; 및 계수-표현 신호들의 각 프레임들의 상응하는 계수-표현 신호
들에서 벡터-표현 신호들을 형성하는 단계.즉, 프레임(입력 이미지)(1302)은 2차원 다위상(polyphase) 구성요소들로 분
해된다. 각 다위상 구성요소는 4개의 델타 함수들(13041∼13044)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원래 프레임의 공간적-오프셋

프레임이다. 각 공간적-오프셋 프레임은 그 후 4 번의 부샘플링로 부샘플링된다. 즉, 부샘플링부(1306)에 의해 두 차원들
각각에 있어서 2 번씩 부샘플링되어 다위상 구성요소를 생성한다. 차례로, 웨이브렛 변환부(1308)는 각 다위상 구성요소
에 적용된다. 그 후 벡터들은, 상기 변환 계수들과, 동일한 인덱스를 갖는 각 웨이브렛-변환된 구성요소들 중 하나와 함께
그룹화됨으로써 형성된다. 상기 방식으로, m × n 픽셀들의 벡터들은 m × n 계수들(1310)의 벡터들로 변환된다. 벡터 웨
이브렛 변환은 또한 다수의 오버레이(overlay) 프레임들로 보여질 수 있으며, 각 벡터 또는 대상은 모든 계수들이 동일한
인덱스를 공유하는 각 프레임으로부터의 한 계수를 포함한다. 프레임들의 수는 벡터들의 차원 또는 대상들의 크기와 동일
하다. 도 9∼12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시예들이 지금 자세히 기술된다. 특히, 도 11∼12는 벡터(대상) 그룹화를 수반하는
스칼라-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하는 4 개의 실시예들을 도시한다. 도 11 및 12 의 인코더들은 많은 유사점들이 있으므로, 상
기 다양한 실시예들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여 하기에서 동시에 설명된다. 인코더(1100)((1200))는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
(1103)((1203)), 벡터들 또는 대상들 구성부(1104)((1204)), 선택적인 벡터/대상 웨이브렛 트리 재구성부
(1108)((1208)), 벡터 양자화부(1110)(양자화후 처리부(1211)을 수반하는 스칼라 양자화부(1210)), 심볼 할당부
(1112)((1212)) 및 엔트로피 인코더(1114)(벡터 엔트로피 인코더(1214))를 포함한다. 상기 각 구성요소들은 직렬로 연결
되어 포트(1102)((1202))에서의 이미지를 포트(1116)((1216))에서의 코딩된 출력 이미지로 처리한다. 상기 웨이브렛 트
리 발생부(1103)((1203))는 웨이브렛 계층적 부대역 분해를 수행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 이미지(1102)((1202))의 통
상적인 웨이브렛 트리 표현을 발생시킨다. 차례로, 벡터들 또는 대상들 구성부(1104)((1204))는 상기 웨이브렛 변환의 LL
대역내의 인접한 계수들의 고정된 그룹화로 벡터들을 정의한다. 대상들은 상기 LL 대역의 웨이브렛 계수들에 분할 알고리
즘을 적용함으로써 정의된다. 상기 분할은 완성되었고 오버랩핑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상기 LL 대역내의
각 계수는 하나의 벡터 또는 대상내의 한 엘리먼트이다. 1991년 6월 MIT, the Media Arts and Science Section에 제출
된 박사 논문, Patrick Campbell McLean 의 "Structured Video Coding" 또는 1994년 11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번
호 08/339,491과 같은 다양한 분할 알고리즘등이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도 14∼15 를 참조하면, 상기 벡터
(1402) 또는 대상(1502)은 업샘플링에 의해 더욱 높은 대역들로 전파되어 다음의 더 미세한 스케일로 윤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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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504))을 정의한다. 상기 조악한 스케일에서와 동일한 크기로 벡터들 및/또는 대상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윤
곽선내의 각 벡터 또는 대상의 계수들은 도 14∼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 벡터들(1406) 또는 대상들(1506)로 재그룹화
된다. 상기 조악한 스케일에서의 벡터 또는 대상은 부모 벡터 또는 대상으로 칭해지며, 다음의 미세한 스케일에서의 4 개
벡터들 또는 대상들은 자식 벡터 또는 대상들로 칭해진다. 상기 4 개의 자식 벡터/대상들은 상기 4 개의 다위상 성분들
(1408)((1508))을 취함으로써 상기 윤곽선으로부터 추출된다. 이것은 상기 윤곽선의 시프트된 부샘플링과 동일하다. 상기
부모-자식 벡터 관계 및 부모-자식 대상 관계는 도 14 및 15 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상기 관계는 벡터 또는 대상 웨이브렛
트리들을 정의한다. 벡터 또는 대상 웨이브렛 트리들은, 상기 벡터 또는 대상 웨이브렛 트리들의 각 노드에서 단일 값 대신
에 웨이브렛 계수들의 벡터가 존재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스칼라 ZTE 코딩의 웨이브렛 트리들과 유사하다. 상기의 스칼라
ZTE 코딩에서 실시되는 것과 유사하게, 각 트리는 상기 자식들 및 손자들을 통해 상기 LL 대역내의 상기 뿌리에서 깊이
우선으로 횡단된다. 노드들이 횡단됨에 따라, 계수들은 현재의 양자화 규격에 따라 양자화된다. 도 11 및 12 로 되돌아가
서, 상기 양자화는 스칼라 양자화부(1210)에 의해 스칼라 양자화들의 벡터로서 수행되거나 벡터 양자화부(1110)에 의해
단일 벡터 양자화로서 수행될 수 있다. 다양한 벡터 양자화 기술이 Allen Gersho 등의 1992년 Kluwer Academic
Publishers 의 "Vector Quantization and Signal Compression"에 공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전술한 스칼
라 ZTE 코딩과 유사하게, 각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 벡터들을 재구성하여 도 1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브렛 블록"을 형
성하는 것은 유용하다. 상기 깊이 우선 스캐닝 패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각 트리의 양자화된 계수들을 선택
적으로 재구성하여 "웨이브렛 블록"(1604)을 형성할 것이다. 도 11 및 1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재구성은 양자화에 선
행하여 벡터들/대상들 웨이브렛 트리 재구성부(1108)((1208))에서 달성된다. 재구성화는 선택적으므로, 도 11 및 12 는
각각 재구성부 및 관련된 기능을 바이패스하는 경로(1106) 및 경로(1206)로서 상기 재구성부의 선택적인 특성을 도시한
다. 도 16 은 본 발명에 의해 발생된 웨이브렛 블록(1604)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한 프레임의 각 웨이브렛 블록(1604)
은, 부모에서 자식, 손자들로의 상승하는 주파수 순서로 구성된 상기 블록의 공간적인 위치의 프레임을 나타내는 모든 스
케일들 및 방향들에서의 상기 계수 벡터들을 포함한다. 즉, 본 발명은 웨이브렛 트리내의 LL 대역(1606)(LL3)내의 벡터

(1600)로부터 연장하는 트리(1602)를 웨이브렛 블록(1604)으로 맵핑한다. 상기와 같은 구조는, 스칼라 양자화의 경우에
대해 양자화 인자를 허용하거나, 벡터 양자화의 경우에 대해 코드북(예를 들면, 주어진 각 벡터에 대한 한 인덱스를 정의하
는 룩업 표)을 허용하여 상기 블록이 공간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장소 및 상기 프레임내에서 상기 블록이 무엇을 나타내는
지에 따라 각 블록에 대해 적응시킨다. 깊이 우선 스캐닝 패턴을 사용하여, 각 웨이브렛 블록은 다음 블록이 스캔되기 전에
자신의 계수 벡터들을 양자화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스캐닝된다. 예를 들면, 블록(1610)은 웨이브렛 블록들의 프레임을 통
해 래스터 스캔 패턴으로 완벽하게 스캐닝되고, 그후 블록(1612), 그후 블록(1614)등이 이어서 스캐닝된다. 블록들의 순
서는 반드시 래스터 스캔 패턴일 필요 없이 적용예에 따른 소정의 순서일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웨이브렛 계수들의
벡터들의 양자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2 가지 구분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도 11 및 12 로 되돌아가서, 앙자화는 각 벡터의 각
엘리먼트에 대한 스칼라 양자화로서 수행되거나, 각 벡터에 대해 벡터 양자화로서 수행될 수 있다. 각 트리의 각 노드에서,
심볼 할당부(1112)((1212))는 상기 노드에서 양자화된 벡터를 특성화하기 위하여 심볼을 할당한다. 상기 심볼들 및 양자
화된 계수 값들은 연산 코더와 같은 엔트로피 코더(1114)((1214))를 사용하여 모두 인코딩된다. 양자화의 어떤 형태든 그
이후에, 0 트리는, 한 노드에서 상기 계수 벡터가 0 벡터이고 모든 자손 노드들이 0 트리들인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상
기 트리들은 상기 노드들을 나타내도록 심볼들을 할당함으로써, 그리고 상기 0 트리들에서 상기 트리들을 가지침으로써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코딩된다. 하나의 연산 코더는, 웨이브렛 계수 벡터들의 트리들을 신뢰성 있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디코더에 의해 요구되는 상기 심볼들 및 값들에만 최소 수의 비트들을 할당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도 12 에 도
시된)는 웨이브렛 계수들의 벡터들의 엘리먼트들의 스칼라 양자화를 사용한다. 양자화후, 각 벡터는 모두 0 들이거나 1 이
상의 0 이 아닌 값들이 있거나 상기 둘 중의 하나를 포함할 것이다. 각 벡터 0 트리는 상기 트리의 각 노드에서 0 벡터가 존
재하는 곳에서 존재한다. 벡터 0 트리 뿌리는 벡터 0 트리의 뿌리이다. 한 벡터 0 트리 뿌리에서의 계수 벡터는 상기 0 벡
터이며 상기 벡터 0 트리 뿌리의 모든 자손들은 스스로 벡터 0 트리 뿌리들이다. 선택적으로, 상기 스칼라 경우와 유사하
게, 하나의 0 벡터를 일부 0 이 아닌 자손들로 정의하는 Vector Isolated Zero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0 트리 뿌리들은 트
리들이 0 트리 뿌리들에서 가지쳐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지쳐진 계수들을 코딩하는데 비트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코딩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양자화후 많은 0 트리들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가
지 방법은 "양자화후 처리부"(1211)((1011))를 적용하여 각 벡터의 일부 양자화후 처리(도 10 및 12에서 도시된 바와 같
이)를 수행하여 상기 각 벡터를 0 벡터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무시가능한 부가적인 왜곡(distortion)이 최
종 재구성된 프레임에 야기된다. 각 벡터의 측정치는 계산될 수 있으며 일부 임계값이하 일때, 상기 벡터는 0 으로 셋팅될
것이다. 다른 수치들이 적용예에 따라 상기 후-양자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L1 놈(norm), 즉 측정치로서 엘
리먼트들의 절대값 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벡터 엘리먼트들의 스칼라 양자화 및 적절한 곳에서의 0 벡터들로
벡터들을 강제하는 사후 양자화 처리, 상기 트리 노드들의 스캐닝 및 분류는 스칼라 ZTE 코딩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각 노드는 3 심볼, "0 트리 뿌리", "값이 매겨진 0 트리 뿌리", 및 "값(및 선택적으로 고립된 0)중 하나로 할당된
다. 상기 심볼들은, 상기 노드들이 벡터들이고, 0 또는 0 이 아닌 것의 분류는 전체 벡터를 참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칼
라 ZTE 코딩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엔트로피 코더는 심볼들 및 값들의 표들을 코딩하는데 사용된다. 값들의 표들
은 스칼라 ZTE 코딩에서처럼 구성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은)는 웨이브렛 계수들의 벡터들의
벡터 양자화를 사용한다. 벡터 양자화(VQ)는 충분히 발달된 분야이며 소원하는 VQ 의 다양한 형태들이 이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0 트리 뿌리들의 갯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와 같이 했을 때 재구성된 프레임의 왜곡은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는다. 상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 VQ 는, 소정의 임계치 이하의 치수를 구비한 벡터들이 0
벡터들처럼 재구성되는 인덱스들로 맵핑되는 데드존(dead zone)(모든 벡터들이 0 벡터로 양자화되는 원점 주위의 N 차원
의 공간내의 한 볼륨)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벡터 양자화는, 트리의 각 노드에서의 벡터를 상기 노드에 대
해 가장 우수한 재구성 벡터를 선택하는 벡터들의 코드북내의 한 인덱스로 대체한다. 상기 코드북들은 이미지들의 샘플 트
레이닝 세트를 사용하여 상기 인코더를 트레이닝시킴으로써 오프라인(offline)으로 발생된다. 벡터 양자화후, 상기 트리
노드들의 스캐닝 및 분류화는 스칼라 ZTE 코딩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각 노드는 3 심볼들, "0 트리 뿌리", "값
이 매겨진 0 트리 뿌리", 및 "값"(선택적으로, 고립된 0)중 하나로 할당된다. 상기 심볼들은, 상기 노드들이 현재 코드북으
로의 인덱스들이고 0 또는 0 이 아닌 것이 각 인덱스에 대한 코드북 엔트리를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칼라 ZTE 코딩
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엔트로피 코더는 심볼 및 인덱스들의 표들을 코딩하는데 사용된다. 인덱스들의 표들은 스칼
라 ZTE 코딩에서와 같이 구성된다. 도 9 및 10 은 벡터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9 및 10 의 인코더(900) 및 (1000)은 도 11 및 12 의 인코더들과 각각 유사하기 때문에 장치(908∼914) 및
(1008∼1014)는 논의하지 않는다. 상기 장치들은 (1108∼1114) 및 (1208∼1214)과 동일한 기능들을 수행하므로, 상기
장치들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설명과 동일하다. 그러나, 인코더들(1100) 및 (1200)과 달리, 상기 인코더들(900) 및
(1000)은 도 13 과 관련해 기술한 바와 같이, 벡터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904)((1004))와 같이 벡터 구성부(903)((1003))
를 사용한다. 즉, 단계들 (1306) 및 (1308)이 집합적으로 벡터 웨이브렛 변환을 구성하여 벡터 웨이브렛 트리(1310)를 발
생시키는 반면에, 단계들 13041~4 는 집합적으로 벡터 구성을 이루어 낸다. 상기 벡터 웨이브렛 트리들이 발생된 후, 상기

엔코더들(900) 및 (1000)은 상기 엔코더들(1100) 및 (1200)과 각각 유사하게 행동한다. 당업자는 벡터 또는 대상 웨이브
렛 코딩이 상기 0 트리 엔트로피(ZTE) 코딩 방법을 포함하지만, 또한 내장형 0 트리 웨이브렛(Embedded Zerotree
Wavelet;EZW)와 같은 다른 코딩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더욱이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들을 처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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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이 0 트리와 관련하여 하기에서 기술되지만, 본 발명은 0 트리들의 적용예들에 제한되지 않고
전술한 벡터 및 대상 웨이브렛들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어떠한 웨이브렛 트리들에 대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 더욱
이,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전술한 ZTE 및 EZW 와 같은 모든 웨이브렛 인코딩 방법들과 함께 구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웨이브렛 분해(변환)는 "짝수-길이"크기를 가지는 입력 이미지에 적용된다. 즉, 입력 이미지는 각 주파수 분해능에서 모든
부대역이 반드시 소정의 크기를 가지도록 분해될 것이고, 입력 이미지는 도 4 및 17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부대역들을 제공하는 많은 레벨들의 웨이브렛 분해들로 분해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균일한 웨이브렛 분해"로 칭해지며
상기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웨이브렛 트리들은 도 18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균형" 트리들로 칭해진다. 그러나, 상기 조건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미지들 및 영상 프레임들은 도 1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브렛 분해상에 "불균형" 트리들을 발
생시킬 것이다. 즉, 1 이상의 자식 노드 및/또는 손자 노드(등등)가 분해후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경우의 한 간
단한 예는 홀수 길이의 높이 또는 폭중 하나(또는 둘다)를 구비한, 즉 (2n+1)×(2m+1)(n,m은 정수)의 이미지 크기를 구비
한 이미지일 수 있다. 웨이브렛 분해후의 웨이브렛 트리내의 비-균일성은 상기 코딩 시스템의 코딩 효율을 감소시키는 독
특한 웨이브렛 트리 구조를 발생한다. 즉, 상기 디코더는 균형 웨이브렛 트리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상기 디코더가 "불균형
" 웨이브렛 트리들에서부터 인코딩된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도록 돕기 위해 부가 정보가 디코더에 전달되며 이로 인
해 상기 이미지들을 코딩하는데 유용한 귀중한 비트들을 소비하게 된다. 불균형 트리들을 생성하는 이미지들을 코딩하기
위하여 두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제 1 방법에서, 입력 이미지 또는 자신의 웨이브렛 계수들은 웨이브렛 분해후 균형 트
리들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여분 픽셀들로 채워진다. 상기 방법은 데이터 포인트의 확장과 이에 따른 코딩 효율의 감소
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번째 방법은 특별히 각 불균형 트리에 대한 부모-자식 관계를 개별적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의 중요한 결점은 인코더 및 디코더에 모두 요구되어지는 부가적인 복잡도이다. 고유한 부모-자식 관계를 기술하는데 필
요한 부가적인 정보는 코딩 효율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서, 불균형 트리들은 먼저 균형 트리들로 맵핑되고 그 후 부가적
인 오버헤드 없이 코딩된다. 본 발명은 인코더 및 디코더 양쪽의 관점에서 기술될 것이다. 다시 한번, ZTE가 본 발명을 기
술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본 발명은 상기 방법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코딩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a) 인코더에서도
24 는 본 발명의 인코더(24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도 25 는 도 24의 인코더(2400)의 동작의 흐름도 표현이다.
본 발명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하여, 발명의 설명 부분을 읽으면서 도 20, 24 및 25를 동시에 참고해야 한다. 인코더(2400)
는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104), 선택적인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 선택적인 웨이브렛 트리 재구성부(108), 양자화부
(110), 심볼 할당부(2420), 및 엔트로피 인코더(114)를 포함한다. 상기 각 구성요소들은 직렬로 연결되어 포트(102)에서
의 이미지를 포트(116)의 코딩된 출력 이미지로 처리한다. 상기 인코더(2400)는 동일한 번호로 유사한 부분들이 도시된
도 1 의 인코더(100)과 유사하다. 즉, 인코더(2400)는 부가적인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를 포함하고, 상기 맵퍼는 심볼
할당부(2420)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상기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 및 심볼 할당부(2420)는 하기에서 더
설명될 것이며, 다른 부분들(또는 도 25내의 단계들)의 설명은 전술한 바와 같다. 도 24 및 25 를 참조하면, 임의 형상 이미
지(입력 이미지)가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104)에 의해 분해된다. 상기 입력 이미지가 균형 웨이브렛 트리로 분해된다면,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은 필요하지 않고 도 24 의 경로(106) 및 도 25 의 경로(208)를 통해 바이
패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의 형상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가 웨이브렛 부대역들로 분해되면, 그때
각 주파수 분해능에서의 결과적인 부대역들은 다른 크기들을 가질 것이다. 단순한 예로, 홀수 길이의 높이와 폭을 가진 직
각 물체를 고려해보자. 상기 물체를 나타내는 샘플들은 상기 물체의 불균형 트리 표현으로 변환되는 다른 부대역들에 걸쳐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 상기 경우에서, 결과적인 불균형 트리는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에 의해 재맵핑된다.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도 25내의 단계(2510))는 새로운 웨이브렛 계수 프레임(또는 웨이브렛 트리 구조)을 재구성한다. 상기
새로운 프레임은 도 20 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주파수 방향에서 동일한 크기의 부대역들을 가진다. 새로운 웨이브렛 부
대역들은 또한 다이애딕(dyadic)이다. 즉, 각 새로운 부대역은 원래의 웨이브렛 변환의 상응하는 대역으로부터의 모든 계
수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다. 각 새로운 부대역의 상부 좌측 모서리는 원래의 웨이브렛 부대역으로부터의 계수
로 채워지며 빈(empty) 위치들(빠진 노드들)은 표시되거나 "EMPTY"(E)(2010)로 표시된 아무런 정보도 가지지 않는 자
식 노드들로 대체된다. 그리고, 전술한 0 트리 코딩 방법과 같은 코딩 방법(예를 들면, 도 2 의 단계(210)∼(214))이 새로
운 "균형" 웨이브렛 계수들에 적용된다. 모든 노드는 0 트리 방법에서 정의된 순서에 따라 스캐닝된다. 그러나, 상기
"EMPTY" 노드의 부가는 심볼 할당부(2420)(도 25 의 단계(2520))에 의해 수행된 기능에 대한 변형을 요구한다. 특히, 한
노드가 "EMPTY"가 아니면, 일반적인 노드로 코딩된다. "EMPTY" 노드는 상기 트리들의 스캐닝동안 스킵되고 이것은 중
요한 맵에서 새로운 심볼 "SKIP"이 상기 노드에 할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심볼 "SKIP"이 있는 노드들은 코딩되지 않고, 그
러므로 상기 노드들은 어떤 것도 더 부가하지 않는다. 즉, 노드내의 정보(또는 크기)가 코딩되지 않지만, 심볼 "SKIP"은 인
코딩되고 전송된다. 따라서, 심볼 할당부(2420)는 상기 ZTE 방법에 대해 기술한 바와 같은 심볼들에 부가적인 심볼
"SKIP" 을 통합한다. 더욱이, 상기 SKIP 노드들은 값 0 을 가지는 한 계수처럼 취급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0 트리 코딩
방법의 심볼 지정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결국,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는 도 1 의 인코더와 관련하여 도시되었을 뿐
에 불과하지만, 웨이브렛 트리 맵퍼(2410)는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들을 어드레싱하기 위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인코더
(900), (1000), (1100) 및 (1200)과 통합될 수 있다. b) 디코더에서:도 26 은 코딩된 출력 이미지(비트 스트림)(2605), 예
를 들면 인코더(2400)에서의 코딩된 출력 이미지를 디코딩하기 위하여 디코더(2600)의 단순화된 구조의 블록 다이어그램
을 도시한다. 디코더(2600)는 엔트로피 디코딩 섹션(2610), 움직임 보상/추정 섹션(2615), 역 양자화부 섹션(2620), 역
맵핑 섹션(2625), 역 변환 섹션(2630), 및 예를 들면, 중요 맵, 심볼 리스트들, 다양한 코드북들, 및/또는 엔트로피 코드 표
들과 같은 다양한 맵들 및 표들의 검색 및 저장을 위한 저장부(또는 메모리)(2615)를 포함한다. 디코더(2600)는 경로
(2605)상의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예를 들면, 인코딩된 영상 이미지들)을 접수하고 경로(2640)상의 디코딩된 출력을 생성
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 엘리먼트들을 디코딩한다. 상기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은 전송 채널 또는 입력 버퍼(미도
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신될 수 있다. 특히, 상기 인코딩된 영상 비트 스트림은 엔트로피 디코딩 섹션(2610)에 의해 수신
되고, 상기 섹션은 화상 형태 및 모든 다른 정보를 다수의 엔트로피 코드 표들을 통해 디코딩한다. 다양한 모드 제어 정보
는 움직임 보상/추정 섹션(2615)에 전달된다. 상기 움직임 보상/추정 섹션은 역방향 움직임 보상(MC) 섹션, 삽입된 MC
섹션, 순방향 MC 섹션, 내부 코딩 섹션, 및 다양한 프레임 저장 버퍼들(메모리)을 포함할 것이다. 특정한 움직임 보상 또는
내부 코딩 섹션의 적절한 선택은 디코딩된 화상의 화상 형태에 좌우된다. 저장된 이전 및/또는 장래의 화상들로부터의 교
체를 제공하는 상기 디코딩된 움직임 벡터들은 움직임 보상/추정 섹션(2615)에 의해 또한 수신된다. 짧게 말하면, 상기 이
전 및 장래 기준 화상들은 이전 프레임 메모리 버퍼 및 장래 프레임 메모리 버퍼(도시되지 않음)에 각각 저장된다. 상기 저
장된 프레임들은 예상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운동 벡터들과 함께 사용된다. 엔트로피 디코딩 섹션(2610)은
또한 웨이브렛 트리의 양자화된 계수들에 상응하는 양자화된 계수들을 디코딩한다. 상기 디코딩된 계수들은 웨이브렛 계
수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역 양자화부(2620)로 전달된다. 상기 복구된 웨이브렛 계수들은 역 맵핑 섹션(2625)에 전달된다.
섹션(2630)의 역 웨이브렛 변환을 수행하기 이전에, 웨이브렛 계수 프레임은 자신의 원래 구조로 재맵핑된다. 특히, 상기
계수 프레임(웨이브렛 트리)은 초기에 모든 노드들에 대해 0 들로 채워진다. 관련 노드들에 대한 크기들 및 인덱스들이 디
코딩됨에 따라, 상기 계수 프레임은 갱신된다. 상기 비트 스트림이 인코더, 예를 들면 인코더(2400)에 의해 사용된 트리 스
캐닝 순서에 따라 디코딩되는 것을 주목한다. 각 노드를 위한 디코딩 동안, 상기 노드 심볼이 "SKIP"이 아니라면, 심볼 및
그의 값은 디코딩되고 계수 프레임을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SKIP" 심볼들을 갖는 노드들은 스킵된다. 즉, "SKIP" 심볼들
이 탐지되었을 때, "EMPTY" 노드들로서 할당된다. 디코딩된 웨이브렛 변환 계수들은 인코더(2400)에 기술된 하나의 역
맵핑으로 인해 그 후 원래 크기의 프레임으로 다시 맵핑된다. 즉, 상기 "EMPTY" 노드들은 계수 프레임에서 제거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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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역 웨이브렛 변환은 웨이브렛 계수들에 적용되고 상기 디코딩된 이미지는 재구성된다. 결국, 코딩 모드에 따라, 디코딩
된 이미지는 예상된 이미지에 부가되어 경로(2640)상에 디코딩된 화상을 생성한다. 임의 형상 이미지들 및 영상 대상들의
더욱 우수한 품질 및 더욱 우수한 효율을 얻기 위하여, 기술된 방법은 어떤 가외의 오버헤드없이, 즉 디코더에게 불균형 트
리 구조를 통지하기 위하여 귀중한 비트들을 소비하지 않고서 불균형 트리들을 처리한다. 본 방법은, 0 트리 인코딩 방법
들을 포함하는 소정의 웨이브렛 트리 기반 코딩 방식과도 통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맵핑 방법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보성
디코더(2600)가 상기의 인코더(2400)에 대해 기술된다. 그러나, 상기 인코더들 (100), (900), (1000), (1100) 및 (1200)
을 위한 상보성 디코더들은 또한 상기 디코더(2400)에 대해 기술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응
하는 역 처리 단계들은 원래의 입력 이미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코딩된 신호를 디코딩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은 또한
DC/AC 표 및 예상(prediction)을 사용하기 위한 한 방법을 포함한다. ZTE 코딩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표들이 엔트로피
코더, 예를 들면 도 1 의 엔트로피 코더(114)내의 중요한 심볼들을 코딩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엔트로피 코더는 3 개의 다
른 표들 "TYPE", "VALZ", 및 "VALNZ"를 사용한다. 상기에 있어서 표 TYPE(중요한 맵, significance map)는 각 웨이브
렛 계수들의 중요한 심볼들을 코딩하는데 사용되고, 표 VALNZ 는 심볼 VZTR을 갖는 웨이브렛 계수 값들 또는 트리의 잎
들에 위치하는 0이 아닌 웨이브렛 계수 값들을 코딩하는데 사용되고, 표 VALZ 는 0 이 아닌 웨이브렛 계수 값들의 나머지
를 코딩하는데 사용된다. 웨이브렛 트리의 모든 주파수 대역들은 상기 표들을 공유한다. 요약하면, 상기 엔트로피 (연산)
코더는 계수 값들의 범위 및 다른 계수 값들에 관련된 위치들에 대한 경향을 고찰하거나 간파할 목적으로 통계치들을 수집
하는데 상기 표들을 사용한다. 상기 정보는 코딩 효율(예를 들면 자주 보이는 형태들 또는 계수 값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적
은 비트들로 할당된 심볼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산 코더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2 개의 부가적인 표들이
웨이브렛 트리내의 특정 대역들을 어드레싱하도록 포함된다. 특히, "DC" 표는 LL 대역(도 21 내의 대역1)의 웨이브렛 계
수들의 분포를 갱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덧붙여, 두번째 "AC" 표는 HL, LH, 및 HH 대역들(도 21 내의 대역들 2∼4)내
의 웨이브렛 계수들의 분포를 갱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머지 대역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2개의 표 VALZ 및 VALNZ
를 사용한다. 상기 TYPE 표는 일반적으로 전체 웨이브렛 트리에 대해 사용된다. 낮은 분해능 대역들내의 개별의 표들의
이용은 상기 대역들내의 웨이브렛 계수들의 분포가 다른 분해능 대역들의 웨이브렛 계수들의 분포와 상당히 다르다는 사
실에 대한 전제가 된다. 제 2 실시예에서, 부가적인 표들은 나머지 대역들을 위해 통합된다. 특히, 개별 AC2 표는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역들 5∼7내의 웨이브렛 계수들의 분포를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개별 AC3 표는 도 21 등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대역들 8∼10내의 웨이브렛 계수들의 분포를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웨이브렛 변환의 각 분해능에 대
해 개별의 표를 할당할 수 있다. 제 3 실시예에서, DC 대역(도 21 내의 대역 1)에 대해, 계수들의 형태는 모두 "값들(0 이
아닌)"로 고려된다. 이와 같이, 상기 대역내의 계수들의 심볼들은 코딩되지 않으며 계수들의 값들만이 인코딩되고 이에 따
라 코딩 효율이 개선된다. 본 발명은 더우기 역방향 예상(backward predictive) 방법을 사용하여 LL 대역내의 계수들의
코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도 22 를 참조하면, a, b, c, 및 x 가 LL 대역내의 4 개의 0 이 아닌 웨이브렛 계수
들이면, 차이 값(difference value)은 다음과 같이 x 의 항으로 코딩된다. abs(a-b)〈 abs(a-c) 이면, x-c 를 코딩하고, 그
렇지 않으면 x-b 를 코딩한다. (1)차례로, 디코더는 값 x 를 하기와 같이 계산한다. abs(a-b)〈 abs(a-c) 이면, x=값+c
이고, 그렇지 않으면 x=값+b 이다. (2)여기서 "값"은 디코더에 의해 수신되는 값이다. 요컨대, 등식 (1) 은 절대값(a-b)〈
절대값(a-c) 이면, x 는 c 에 가깝고(수평적인 계수) 그렇지 않으면 x 는 b 에 가깝다(수직적인 계수). 따라서 상기 방법은
상기 예상의 기초가 되는 방향을 기술하기 위하여 비트들의 전송(오버헤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공간적으로
스칼라적인 0 트리 코딩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폭 우선 또는 대역 우선 스캐닝 순서를 사용한다.
즉, LL 대역들의 웨이브렛 계수들이 먼저 코딩되고, 그 후 다른 낮은 분해능 대역들의 계수들이 코딩된다. 다음으로, 다음
더 높은 분해능의 계수들이 코딩되고 도 2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비트 스트림에 주입된다. 상기 비트 스트림의 부분들
(1∼10으로 번호 매겨진)은 도 21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대역들과 관련이 있다. 상기 방법은, 마지막 HH 대역의 계수들이
코딩되고 비트 스트림에 놓여질 때까지 계속된다. 요컨대, 각 분해능은 상기 비트 스트림의 특정 세그먼트를 할당하거나
점유한다. 그러므로, 비트 스트림들의 부분적인 디코딩은 상기 디코딩된 이미지의 더욱 낮은 분해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더욱 낮은 분해능 이미지는 부분적인 역 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더욱 낮은 분해능
들에 대해 디코더 계산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이미지의 인코딩동안 단지 한 분해능의 비트 전송율(bit rate)을 제
어하는 것 만이 가능하다. 임의 비트 전송률로 각 분해능을 인코딩하기 위하여, 다른 양자화 단계 크기(양자화부)가 반드시
각 분해능에 할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N-레벨 웨이브렛 변환에 대해, N 양자화 단계 크기는 인코더에서 반드시 정
의되어야 한다. 도 27 은 인코딩 시스템(2700) 및 본 발명의 디코딩 시스템(2705)을 도시한다. 인코딩 시스템(2700)은 범
용 컴퓨터(2710) 및 다양한 입력/출력 장치들(2720)을 포함한다. 범용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CPU)(2712), 메모리
(2714), 및 이미지들의 시퀀스를 수신하고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더(2716)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코더
(2716)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지 인코더(100), 인코더(900), 인코더(1000), 인코더(1100), 인코더(1200) 및/또는 인코더
(2400)이다. 상기 인코더(2716)는 통신 채널을 통해 CPU(2712)와 연결되는 물리적인 장치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인코
더(2716)는 예를 들면, 자기 및 광학 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로부터 로딩되고 컴퓨터의 메모리(2714)에 상주하는 소프트
웨어 응요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인코더(100), 인코더(900), 인코더(1000), 인코더(1100), 인코더
(1200) 및 인코더(2400)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상에 저장될 수 있다. 컴퓨터(2710)는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캠코
더, 비디오 모니터등과 같은 다수의 입력 및 출력 장치(2720) 및 테이프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 수많은 이미지 장치들 또는 저장 장치들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입력 장치들은, 저장 장치 또는 이미지 장치들에서의 영상 이미지들의 시퀀스를 수신하거나 인코딩된 영상 비
트 스트림들을 생성하기 위해 컴퓨터에 입력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인코딩 시스템은 통신 채널(2750)을 통해 디
코딩 시스템에 연결된다. 본 발명은 통신 채널의 어떠한 특정 형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상기 디코딩 시스템(2705)은
범용 컴퓨터(2730) 및 다양한 입력/출력 장치들(2740)을 포함한다. 범용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CPU)(2732), 메모리
(2734), 및 인코딩된 이미지들의 시퀀스를 디코딩하고 수신하기 위한 디코더(2736)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디
코더(2736)는 단순하게 상기 디코더(2600) 또는, 전술한 인코더(100), 인코더(900), 인코더(1000), 인코더(1100), 및 인
코더(1200)의 상보적인 관계인 소정의 디코더들이다. 상기 디코더(2736)는 통신 채널을 통해 CPU(2732)에 연결되는 물
리적인 장치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디코더(2736)는 예를 들면, 자기 또는 광학 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로부터 로딩
되고 컴퓨터의 메모리(2734)내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응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코더(2600) 및 본 발명의
인코더(100), 인코더(900), 인코더(1000), 인코더(1100), 및 인코더(1200)의 상보적인 관계의 소정 디코더들은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상에 저장될 수 있다. 컴퓨터(2730)는 키보드, 마우스, 비디오 모니터,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 플로피 드
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지만 한정되지는 않는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분포시
키기 위한 수많은 장치와 같은 다수의 입력 및 출력 장치들(2740)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입력 장치들은 컴퓨터가 디코딩
된 영상 이미지들의 시퀀스를 저장하고 분포시키게 한다. 본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실시예들이 도시되었고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는 발명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환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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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parent-child) 관계로 구성된 다수의 노드들을 가지는 웨이브렛 트리(wavelet tree)를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
브렛 변환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는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
리의 노드에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계수들을 가지는 단계;

(b)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 프레임과 상이한 계수 프레임을 가지는 제 2 웨이브렛 트
리에 맵핑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계수들을 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는 불균형 웨이브렛 트리이고,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는 균형 웨이브렛 트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b1)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계수들을 양자화하는 단계; 및

(b2) 상기 코딩 단계(c) 이전에 상기 다수의 양자화된 계수들 각각에 심볼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코딩 단계(c)는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양자화된 계수들을 상기 할당된 심볼들에 따라 코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청구항 4.

다수의 대역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노드들을 가지고 부모-자식 관계로 구성되는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브
렛 변환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웨이브렛 트리는 상기 웨이브렛 트리의 노드에 각
각 대응되는 다수의 계수들을 가지는 단계;

(b) 1 이상의 상기 다수의 대역들을 코딩하기 위하여 1 이상의 대역 종속 표들을 사용하여 상기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계수들을 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청구항 5.

다수의 대역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노드들을 가지고 부모-자식 관계로 구성되는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브
렛 변환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웨이브렛 트리는 상기 웨이브렛 트리의 노드에 각
각 대응되는 다수의 계수들을 가지는 단계;

(b) 상기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계수들을 차이 값(difference value)을 사용하여 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차이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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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a-b)〈 abs(a-c)일 경우 x-c 를 코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x-b 를 코딩하는 방식에 따라 코딩되며, 상기 a, b, c 및
x 는 상기 다수의 대역들 내의 4 개의 웨이브렛 계수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청구항 7.

부모-자식 관계로 구성된 다수의 노드들을 가지는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여 인코딩된
이미지를 반송하는 신호를 디코딩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신호로부터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는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노
드에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계수들을 가지는 단계;

(b)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 프레임과 상이한 계수 프레임을 갖는 제 2 웨이브렛 트리
에 맵핑하는 단계; 및

(c) 상기 이미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송 신호 디코딩 방법

청구항 8.

부모-자식 관계로 구성된 다수의 노드들을 가지는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
지를 인코딩하는 장치로서,

(a) 상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발생시키는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로서,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는 상
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노드에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계수들을 가지는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

(b) 상기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 프레임과 상이한
계수 프레임을 가지는 제 2 웨이브렛 트리에 맵핑하는 웨이브렛 트리 맵퍼부; 및

(c) 상기 웨이블렛 트리 맵퍼부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계수들을 코딩하기 위한 코더부를 포함하
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브렛 트리 맵퍼부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계수들을 양자화하는 양자화부; 및

상기 양자화부 및 상기 코더부에 연결되고, 상기 다수의 양자화된 계수들 각각에 심볼을 할당하기 위한 심볼 할당부를 추
가로 포함하고,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양자화된 계수들은 상기 할당된 심볼들에 따라 코딩되는 심볼 할당부를 추가로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0.

부모-자식 관계로 구성된 다수의 노드들을 가지는 웨이브렛 트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
지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기 위한 신호 처리 시스템으로서,

인코더부; 및

상기 인코더부에 연결된 디코더부를 포함하는데,

상기 인코더부는,

상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로서,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는 상
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노드에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계수들을 가지는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

상기 웨이브렛 트리 발생부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 프레임과 상이한 계수
프레임을 가지는 제 2 웨이브렛 트리에 맵핑하는 웨이브렛 트리 맵퍼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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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웨이브렛 트리 맵퍼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의 다수의 계수들을 코딩하는 코더부를 포함하고,

상기 디코더부는,

상기 신호로부터의 다수의 계수들을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로서, 상기 다수의 계수들 각각은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노드에 대응되는 디코더;

상기 디코더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를 상기 제 1 웨이브렛 트리의 계수 프레임과 상이한 계수 프레임을 가지
는 제 2 웨이브렛 트리에 맵핑하는 웨이브렛 트리 맵퍼부; 및

상기 웨이브렛 트리 맵퍼부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웨이브렛 트리를 상기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한 역 변환 섹션을 포함하
는 신호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대역들 중에서 LL 대역은 DC 표로써 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청구항 12.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대역들 중에서 HL, LH 및 HH 대역은 AC 표로써 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이미지 인코딩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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