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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적 3-D 모델로부터 압축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합성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실현된다.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시간
적으로 순차적이고 각 영상 프레임이 한 세트의 영역들로 분할되는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영상 시퀀스를 표
시한다. 움직임 벡터들은 동적 3-D 모델을 표시하는 현재의 영상 프레임 내의 각 영역에 대해 생성된다. 예측 에러는 
생성된 움직임 벡터들을 기초로 각 영역에 대해 계산된다.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의 각 영역에 대해 수행될 인코딩 타입
은 예측 에러값을 기초로 결정된다.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의 각 영역은 결정된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인코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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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구현되는 비디오 시스템의 개요도.

제2도는 제1도의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의 블록도.

제3도는 제2도의 하이브리드 렌더러 엔진(hybrid renderer engine)의 블록도.

제4도는 제1도의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들을 도시하는 순서도.

제5도는 단일 영상 프레임 내에 포함된 두 개의 물체들을 도시한 도면.

제6도는 시간적(temporal) 상관관계 측정이 수행되는 순차적인 비디오 프레임들의 개요도.

제7도는 한 쌍의 순차적인 영상 블록들 및 이 블록과 관련된 모델 움직임 벡터들 및 블록-베이스 벡터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이전의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4개의 영상 블록들의 섹션에 대한 현재의 영상 블록의 오버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9도는 제1도의 비디오 시스템의 비디오 인코더의 블록도.

제10도는 제2도의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도시한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비디오 시스템 12 : 텔레비전 수신기

14 : 네트워크 16 : 케이블

18 :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비디오 영상들을 생성하는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변화하는 영상들의 시퀀스(sequence)를 생성 및 조작하는데 있어 컴퓨터가 지원하는 어떤 애플
리케이션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산업, 과학, 제조업, 오락, 광고 및 교육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애플리케이션들의 예들은 CAD(computer aided design), 비행 시뮬레이션 
및 비디오 게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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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비행 시뮬레이터 및 그 외의 다른 종류의 비디오 시스템과 같은 몇몇 고성능 대화형 그래픽 시스
템들은 움직이는(animated) 3-D 그래픽 장면들의 실감나는 2차원(2-D) 영상들을 생성하기 위해 복잡한 3차원(3-
D) 렌더링 프로그램(rendering program)들을 필요로 한다. 본질적으로, 렌더링 프로그램의 작업은 물체들의 계산적 
표현으로서 기억된 3-D 기하학적 모델을 컴퓨터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할 수 있는 2-D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영상 성분들의 상대적인 위치들이 시청자에 대한 원근감(perspective for viewer) 및 3차원 형상을 창출한다. 연속적
인 2-D 영상 프레임들이 재생 화면 내에서 움직이는 환영(illusion)을 창출한다. 종종, 이들 2-D 영상들은 또한 사용
자에 의한 대화(interactivity)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사용된다. 많은 이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실시간 응답을 갖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매우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대화형 텔레비전 시스템들의 출현으로, 가입자를 상기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게 하거나 상기 시스템의 다른 
가입자들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들과 무
관하게 시스템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영상 시퀀스들에 대한 각 가입자의 원근감은 다르다. 가입자의 원근감
은 가입자가 바라보는 시선(view)의 위치 및 방향, 영상들이 표시되는 화면의 형태, 영상에 의해 묘사되는 액션의 정도 
및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대화하는 가입자들의 수와 같은 인자들에 좌우될 수 있다. 가령, 영상들에 대한 특정 가입자의 
원근감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개별적인 세트의 비디오 신호들이 각 가입자에 대해 생성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을 이용하
면, 그래픽 생성기 및 개별적인 비디오 인코더는 각 세트의 비디오 신호들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각 가입자에게 그 자신의 그래픽 생성기 및 비디오 인코더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또 다른 관심사항으로서 시스템의 대기시간(latency)을 들 수 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 입력이 수신된 다음 소망하는 
비디오 신호를 시스템이 표시하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 대기시간은 움직임 근사(motion approximation), 
예측 에러 계산들 및 버퍼 크기 필요조건들과 같은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기능들에 의해 초래되는데, 이
는 3-D 모델들의 영상들을 인코딩 하는데 필요한 높은 비율의 시간 량을 포함한다. 대기시간이 너무 큰 경우, 실시간 
응답은 불가능하다. 각 가입자를 위한 개별적인 그래픽 생성기 및 비디오 인코더를 요구함 없이 압축 비디오 신호(com
pressed video signal)들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형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대기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서술된 바와 같은 대화형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래픽 생성기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렌더링 기능들 
및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인코딩 기능들의 일부가, 압축 비디오 신호들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영상 
프레임들을 렌더링하는 동안, 정보를 계산하고 인코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hybrid system) 내에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동적((dynamic) 3-D 모델로부터 압축 비디오 비트스트림(compressed video bitstream)을 합성하
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실현되었다.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시간적으로 순차적이며 각 영상 프레임이 한 세트의 영역들
로 분할되는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로 구성된, 영상 시퀀스를 표현한다. 움직임 벡터들은 동적 3-D 모델을 나타내는 현
재의 영상 프레임 내의 각 영역에 대해서 생성된다. 예측 에러는 생성된 움직임 벡터들을 기초로 각 영역에 대해 계산된
다.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각 영역에서 수행될 인코딩 타입은 예측 에러의 값을 근거하여 결정된다. 연속 영상 프
레임 내의 각 영역은 결정된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인코딩된다.
    

    
영역을 렌더링하는 동안 영상 프레임 내의 각 영역에서 수행될 비디오 인코딩 타입을 결정함으로써, 시스템의 대기시간
은 상당히 감소된다. 수행될 인코딩 타입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근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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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ion technique)들은 계산상 강력하다. 이들 계산들이 이제 렌더링 프로세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
템의 대기시간은 감소되고, 특히 중요하게는, 전체적인 시스템 하드웨어의 복잡도가 또한 감소되어 시스템의 가격을 감
소시킨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또한 각 시청자의 화면에 3-D 장면들의 영상을 원격으로 생성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
픽 시스템(centralized interactive graphics system)을 생성시킨다. 중앙집중식 시스템은 또한 모든 가입자들 사이
의 하드웨어를 시분할 함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킨다.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원리들을 구체화한 비디오 시스템(10)의 일반적인 개요가 제1도에 도시되어 있다. 복수
의 디스플레이 장치들, 예시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12)들은 케이블(16)에 의해 네트워크(14)에 접속된다. 셋-톱 박
스(set-top box)(도시되지 않음)는 네트워크(14)를 거쳐 명령들을 송수신하는 각 텔레비전(12)과 결합될 수 있다. 
네트워크(14)와 또한 결합되는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CIGS)(18)은 컴퓨터 그래픽을 생성시킬 수 있다.

    
동작하는 동안, 네트워크(14)는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들과 같은 대화형 그래픽 서비스들을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들
에 대한 가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을 처리한다. 네트워크(14)는 요청된 비디오 게임을 CIGS(18)로부터 검색한
다. 게임은 케이블(16)을 통해 비디오 게임을 요청한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신기(12)와 결합된 셋-톱 박스에 전송된다. 
각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신기(12)와 결합된 에어 마우스(air mouse)와 같은 입력 장치(24)는 게임 진행에 관하여 네
트워크(14)에 명령들을 전송한다.
    

    
제2도는 CIGS(18)을 더욱 상세히 도시한다. 다중사용자 게임에 있어서, 공통 데이터베이스(225)가 상기 사용자들 사
이에 공유되고, 각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베이스(225)의 변경사항은 상기 공통 데이터베이스(225)로 통합된다. 각 사
용자를 위한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을 갱신하는 것과는 달리 이 시청-독립(view-independent) 처리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비용 및 대기시간을 감소시킨다. CIGS(18)는 각 사용자를 위한 그래픽 엔진 프런트 엔드(graphics 
engine front end)(205), 하이브리드 렌더링 엔진(hybrid rendering engine)(210) 및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vid
eo encoder back end)(215)를 포함한다. 상기 그래픽 엔진 프런트 엔드(205)는 특정 3-D 장면을 창출하는데 필요
한 데이터 구조들을 생성한다. 각 데이터 구조는 점, 선, 다각형 및 3차원 입체들로 규정되는 수학적으로 기술된 한 그
룹의 물체들을 포함한다. 공지된 기술들을 이용하여, 각 물체의 형상과 관계하는 상세한 부분들, 텍스처(texture) 및 
색값(color value)들 또한 규정될 수 있다. 로테이션, 스케일링, 시어링(shearing) 및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매트릭스에 의해 3-D 장면에 포함된 다른 물체들과 관계하여 각 물체가 차례로 규정된다. 그래
픽 엔진 프런트 엔드(205)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들은 1990년 James D. Foley, Addison Wesley 등이 발표한 " Co
mputer Graphics : Principles and Practice" 에 기술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렌더링 엔진(210)은 3-D 물체들에 조건부 렌더링(conditional rendering)을 수행하는데, 즉 3-D 물체
들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2-D 영상을 표시하는 데이터로 변환시킨다. 2-D 영상은 움직이는(animated) 3-D 장면을 
표시하는 복수의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영상 시퀀스로 통합된다. 인접한 영상 프레임들은 한 프레임 시간 
동안의 물체 위치 및 카메라 위치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화로 인해 매우 높게 상관되는 경향이 있다. 각 영상 프레임은 
복수의 서브유닛들 또는 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상 프레임은 또한 소정의 수의 화소들, 예컨대 16 x 16 화소들
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영상 블록들로 세분화된다.
    

    
현재의 영상 블록에서 표현된 물체의 어떤 영상에 대해서도 움직임의 투영 방향(projected direction)을 표시하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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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영상 프레임 내의 물체의 영상 위치를 예측하는 움직임 벡터들은 각 영상 블록에 대해 발생된다. 각 영역과 관련
된 공간 주파수 에너지를 규정하는 텍스처 복잡도(texture complexity)들 또한 결정된다. 각 영상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들 및 텍스처 복잡도들은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들에 걸쳐 누산된(accumulated) 예측 에러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예측 에러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들 내의 각 영상 블록에 대해 수행된 인코딩 타입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단 하이브리드 렌더링 엔진(210)이 연속적인 영상 블록에 대해 수행될 인코딩 타입을 결정하였으면, 상기 
결정사항은 움직임 벡터 또는 영상 블록을 인코딩하여 상기 인코딩된 움직임 벡터 또는 영상 블록을 제1도의 텔레비전 
수신기(12)로 전송하는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로 전송된다.
    

    
제2도의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는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범용 및 특수용 프로세서들을 포함한다. 병렬 범용 프로
세서들은 모델 변환, 움직임 벡터, 코딩 모드 결정 및 속도 제어 파라미터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고속의 특수용 프로
세서 또는 ASIC는 텍스처된 다각형의 주사 변환(scan conversion), DCT, DCT 계수 양자화 및 가변 길이 코딩, 그리
고 상기 코딩된 비디오의 데이터 포매팅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특수용 처리는 주사 변환기(1015)와 비디오 인코더(
1020) 사이에 위치한 개별적인 디지털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갖는 범용 멀티프로세서 호스트 컴퓨터(1010)의 시스템 
버스 상에 존재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렌더링 엔진(210)이 제3도 및 제4도를 참조하여 더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저해상도 렌더링(305)은 3-D 
물체들에 대해 수행되는데, 상기 저해상도 렌더링(305)은 3-D 물체들에 원근감 변환(perspective transformation)
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물체들은 아래에 기술된 것과 같이 일련의 수학적 변환들을 겪는다. 원근감 변환은 
시청자에 대한 공간 내의 물체들을 적응(orient)시키며, 상기 물체들을 적절한 크기로 규격화하며, 원근감 축소(pers
pective foreshortening)를 조정하고 물체들을 원하는 디스플레이 크기로 자른다(단계 410). 또한, 색 및 텍스처를 
시뮬레이팅하는 표면의 세부사항(detail)들 및 빛의 반사를 시뮬레이팅하는 명암(shading) 세부사항들이 상기 변환들
에 포함된다. 이들 변환을 수행함으로써, 각 물체에 대해 2-D 영상을 생성하도록 매핑 규정(mapping definition)이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소정의 영상 프레임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각 물체는 각 점이 x, y 및 z 좌표를 각각 포함하는 한 세트
의 이산점(discrete point)들을 포함한다. 각 영상 시퀀스는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들 내의 물체들의 움직임을 나타낸
다. 각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기 전에, 시간상의 프레임간 상관관계(temporal interframe correlation)가 이
전 영상 프레임 내의 물체의 위치에 대한 현재의 영상 프레임에 포함된 각 물체의 위치에 관하여 결정된다(단계 415). 
시간적 상관관계는 물체들 각각의 움직임 및 상기 물체의 프레임간 가시도(interframe visibility)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적 상관관계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인코딩 결정(315)에 사용되며, 이는 이후에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물체의 프레임간 가시도는 우선적으로 하나 이상의 물체들의 영상들에 대한 x, y 좌표 위치의 오버랩이 영상 프레임 내
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만일 x, y 좌표의 오버랩이 존재한다면, 예컨대 각 물체의 영상에 대한 z 좌표 위치가 
상기 물체들 각각의 영상들의 가시도를 결정하는데 고려된다. 영상 공간 표현에 있어서, z 좌표는 깊이에 대응한다. 영
상들이 x 및 y 좌표에서 오버랩하는 경우, 보다 큰 z 좌표 즉, 보다 큰 깊이를 갖는 물체의 영상은 보다 작은 z 좌표를 
갖는 물체의 영상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보다 작은 z 좌표를 갖는 물체의 영상은 다른 물체
의 영상의 조망(view)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차단한다. 대신에, 상기 물체들은 보다 낮은 우선순위에서 보다 높은 우선
순위로 그려질 수 있는데, 보다 높은 우선순위 물체는 보다 낮은 우선순위 물체들 위에 중복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보
다 높은 우선순위 물체들은 " 가까운(near)" 물체들을 표시하고 보다 낮은 우선순위 물체들은 " 먼(far)" 물체들을 표
시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제5도에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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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영상 프레임(515) 내에 표시된 두 개의 물체들(505,510)의 영상을 도시한다. 영상(510)의 조망이 영상(50
5)에 의해 부분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나타내도록 영상(510)의 일부가 점선으로 도시된다. 점선은 영상(505) 및 영상
(510)이 그 규정된 영역 내에서 동일한 x 및 y 좌표를 갖는 동안 영상(510)이 영상(505) 보다 큰 z 좌표를 갖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제6도는 두 개의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들(610,615) 내의 물체의 영상(605)의 움직임을 도시한다. 매트릭스 Mt 1 은 시
간 t=1에서 제 1 프레임(610)의 영상(605)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제 2 매트릭스 Mt 2 는 시간 t=2에서 제 2 
프레임(615)의 영상(605)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각 매트릭스는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스케일링 및 시어링
에 관한 원래 물체의 변환을 규정한다. 제 2 프레임(615)내의 영상(605)의 표면점(surface point)(620)은 제 1 프
레임(610)의 프레임 위치와 상관된다. 표면점(620)이 제 1 프레임(610) 내의 동일한 대응 프레임 위치에 위치되는지 
여부가 다음 수학식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Pt1 = t=1에서의 영상의 표면점

Pt2 = t=2에서 영상의 표면점

Mt2
-1 = t=2에서 영상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역 매트릭스

Mt1 = t=1에서 영상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매트릭스

proj = 동질의(homogeneous) 좌표 W에 의한 분할

프레임간 가시도는 시간적 상관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프레임간 가시도는 Pt1 과 관련된 ID 번
호가 Pt2 와 관련된 ID 번호와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표면점(620)이 동일하여 물체(605)의 이동을 의미하는 경우, x 
및 y 좌표 위치의 차가 결정된다. 프레임(615) 내에 포함된 복수의 표면점들의, 프레임(610) 내에 포함된 대응하는 표
면점들에 대한, 시간적 상관관계는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물체의 영상의 일부가 현재의 영상 프레임에서는 보이지만 이전의 영상 프레임에서는 가려지는 경우, 표면점들의 시간
적 상관관계는 규정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경우에, 상기 영상의 그 일부를 표시하는 화소들은 가시적인 에러를 피하기 
위하여 원래의 3-D 모델로부터 곧 합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체의 영상이 현재의 영상 프레임 및 이전의 영상 
프레임 모두에서 보이는 경우, 후속하는 영상 프레임 내의 영상의 움직임은 움직임 벡터들을 사용하여 근사될 수 있다
(단계 420). 움직임 벡터들은 영상의 각 표면점에 대한 시간적 상관관계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움직임 벡터들은 후
속하는 영상 프레임에서의 이동 방향 및 속도를 근사한다(approximate).
    

    
모델 움직임 벡터들은 소정의 영상 프레임에 대한 블록 내에 포함된 복수의 화소들을 샘플링함으로써 각 영상 블록에 
대해 생성된다. 영상 블록은 예컨대 16 x 16 화소 블록이다. 영상 블록이 동질(homogeneous) 영역을 표시한다는 것
을 모델 움직임 벡터들이 나타내는 경우, 즉 모델 움직임 벡터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은 평균되고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block-based motion vector)라고도 불리는 도미넌트 벡터(dominant v
ector)는 블록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각 블록에서 샘플링된(sampled) 화소들의 수는 계산상의 효율성 및 블록-기
초 움직임 벡터의 정확도를 균형있게 고려함으로써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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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록(705)이 하나 이상의 동질 영역(710 및 715)을 포함한다는 것을 영상 블록(705)에 
대한 모델 움직임 벡터들(720)이 나타내는 경우, 모델 움직임 벡터들(720)은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각 영역(71
0 및 715)의 크기와 각 영역(710 및 715)에서의 텍스처 복잡도를 기초로 하여 가중된다.

여기서, Sr= 영역 r에 대한 스코어

Ar= 영역 r의 면적

Tr= 각 영역 r과 관련된 텍스처의 복잡도

Mr= 영역 r 내의 움직임 벡터의 유사성 정도

각 영역(710 및 715)에 대한 모델 움직임 벡터들(720)은 영역 움직임 벡터(725 및 730)를 얻기 위해 평균된다. 스
코어 Sr은 상기 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영역 움직임 벡터(725 및 730)에 대해 얻어진다. 최고 스코어를 수신하는 16 
x 16 블록내의 영역 움직임 벡터는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740)가 되도록 결정된다.

일단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이 영상 프레임 내에 포함된 각 영상 블록에 대해 생성되면, 예측 에러는 블록-기초 움
직임 벡터 에러로부터 각 블록에 대해 계산된다(제4도의 단계 425). 각 블록에 대한 예측 에러는 다음의 관계식에 기
초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PEb= 소정의 블록에 대한 예측 에러

Tr= 영역 r의 텍스처 복잡도

MVmodel = 모델 움직임 벡터

MVblock =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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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현재의 영상 프레임에 대한 영상 블록은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전의 영상 프레임의 4 개의 영상 블
록들을 오버랩한다. 현재의 영상 블록(810)은 이전의 영상 블록들(815, 820, 825, 830)을 오버랩한다. 현재의 영상 
블록(810)에 대한 누산된(accumulated) 예측 에러를 결정하기 위해, 가중치(weight) W 1 , W2 , W3 및 W4 는 이전의 
영상 블록들(815, 820, 825 및 830) 각각을 오버래핑(overlapping)하는 현재의 영상 블록(810)의 부분과 관련된다. 
각 이전의 영상 블록들(815, 820, 825 및 830)에 대해 계산된 예측 에러 P 1 , P2 , P3 및 P4 는 현재의 영상 블록(810)
에 대한 예측 에러를 결정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의 가중치에 의해 곱해진다.

여기서, Pi= 현재의 영상 블록에 대한 예측 에러

W1 + W2 + W3 + W4 = 1 (정규화)

현재의 영상 프레임의 영상 블록(810)에 대한 전체 예측 에러는 P i및 PEb의 합이다.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각 영상 블록에 대한 예측 에러들은 누산된다. 소정의 영상 블록에 대해 누
산된 예측 에러가 소정의 문턱치(threshold) 아래이면, 그 영상 블록에 대한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로부터 영상 블록을 구성하는 제2도의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로 전송된다(제4도의 
단계 140). 누산된 예측 에러가 소정의 문턱치 이상이면, 다음의 영상 블록이 후술되는 바와 같이 블록을 인코딩하는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에 의해 생성된다(단계 435). 이 경우, 이 블록에 대한 예측 에러는 다음의 프레임에서 예
측 에러를 누산하기 위하여 0(zero)으로 설정된다.
    

    
양호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는 Viedo Draft Editing Committee, " Generic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Recommendation H. 262, ISO/IEC 13818-2. Committee Draft for 
Video, Seoul, Nov. 1993 및 " ISO CD 11172-2: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for Digit
al Storage Media at up to about 1.5 Mbits/s," Nov. 1991에서 기술되며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MPEG(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표준을 따른다. MPEG 표준 인코딩은 이산 코사인 변환, 적응 계수 양
자화, 실행 길이 인코딩(run length encoding) 및 통계 또는 Huffman 인코딩과 함께 블록내(intrablock) 및 블록간
(interblock) 코딩 기술들을 모두 이용하는 예측 인코딩 기술들을 통합한다. 블록내 인코딩은 소정의 영상 블록을 인코
딩하는데 시간적 예측(움직임 보상)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의 프레임 내에 포함된 정보만을 이용한다. 프레임간 인코딩
은 예컨대 현재의 소스 블록으로부터의 정보와 이전의 블록들로부터 예측된 블록 사이의 차이들로부터 인코딩된 블록 
데이터를 생성한다. MPEG 표준은 블록간 인코딩의 두 기본형들을 통합한다. 제 1 기본형은 현재 블록 및 이전 블록으
로부터 " P" 블록들로 불리는 예측 블록들을 발생시킨다. 제 2 기본형은 현재 블록 및 이전 또는 그 다음 블록으로부터 " 
B" 블록들로 불리는 양방향 예측 블록들을 발생시킨다. 블록내 인코딩된 블록들은 " I" 블록들로 불린다. 예측 인코딩 
기술들의 다른 형태들은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을 벗어남이 없이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에 의해 채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MPEG 인코딩은 각각의 블록을 기초로 블록마다 결정되는데, 각 블록은 16 x 16 화소들의 크기를 갖
는다. 가령, I 블록, P 블록 및 B 블록들은 그래픽 생성기의 예측 에러 결정에 근거하여 생성될 수 있다. 누산된 예측 에
러가 상술된 바와 같이 문턱치 아래로 떨어질 때, 현재 블록은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복사된다. B 블록들의 경우, 움직임 벡터는 과거나 미래 프레임, 또는 그 둘의 평균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는 전송된 움직임 벡터들을 기초로 P 블록 또는 B 블록들을 생성한다. 누산된 예측 에러가 문턱치 
이상일 때,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는 I 블록을 생성하고 누산된 예측 에러는 0(zero)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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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블록들이 생성되는 속도는 렌더러(renderer)의 용량에 의해 그리고 코딩된 비디오의 전송을 고려한 최대 비트 속도
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프레임 당 I-블록들의 수를 제한하는 속도 제어 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만든다. 통상, I-블록 속
도는 프레임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되고 PE 문턱치는 목표 I-블록 속도를 성취하도록 조절된다. I-블록 속도 및 
문턱치는 코딩된 비디오 버퍼가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경우 각각 아래 및 위로 추가적으로 조절된다.

    
제9도는 제2도의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를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것이다. 일단 각 영상 블록에 대한 인코딩 타입
이 결정되었으면,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는 종래의 비디오 인코더에서 수행되는 것과 동일한 인코딩 기능들을 일
반적으로 수행한다. 이산 코사인 변환(DCT) 회로(905)는 8 x 8 주파수 도메인 계수들의 세트들을 발생시킨다. 적응 
양자화기(adaptive quantizer)(910)는 변환된 계수들을 양자화한다. 포맷기(915)는 상기 생성된 DCT 계수들의 가
변 길이 인코딩을 수행함으로써 가변 길이 인코딩된 코드워드들을 발생시킨다. 그런 후, 상기 코드워드들은 수신기에 
의한 디코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적절한 헤더 정보로 포맷된다. 움직임 벡터 정보 또한 포맷기(915)에 의해 수신된다. 
코딩된 데이터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텔레비전 수신기(12)에 전송하는 비트 버퍼(920)로 전송된다.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215)의 구성요소들 각각은 1992년 9월 1일에 Knauer 등에 의해 발행되어 일반적으로 양도된 미국특허 제5,14
4,423호에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것이 본원에서 참조되어 있다.
    

    
추가적인 코딩 및 렌더링 효율성은 조명 또는 명암(illumination or shading)에 있어서의 변화들의 효과 또는 부분적
으로 투명한 물체를 갖는 영역의 부분적인 어클루전(partial occlusion)의 효과를 근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명암
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최저 순위로부터 또는 휘도(luminance) DCT 계수들의 소정의 블록에 대한 0,0 DCT 계수로부
터 가산 또는 감산함으로써 근사될 수 있다. 조명의 색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휘도 및 색상(chrominance) 0,0 계수들 
모두가 오프셋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의 효과는 대응하는 화소 블록들의 평균값을 오프셋하는 것이다. 비-텍스처되고
(non-textured) 부분적으로 투명한 물체에 의한 부분적인 어클루전의 효과는 휘도 및 색상 0,0 DCT 계수들 모두에 
오프셋을 적용함으로써 근사될 수 있다.
    

    
영역을 렌더링하는 동안 영상 프레임 내의 각 영역에서 수행될 비디오 인코딩 타입을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을 이용하여 예측 에러를 계산함으로써, 시스템의 대기시간(latency)은 상당히 감소된다. 수행될 인코딩 
타입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통상 수행되는 근사 기술들은 계산상 강력하다. 이들 계산들이 이제 
렌더링 프로세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대기시간은 감소되고, 특히 전체적인 시스템 하드웨어의 복잡도가 
감소되어 시스템의 가격을 감소시킨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영역 및 원리를 벗어남이 없이 각종 변경 및 수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적 3-D 모델로부터 압축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합성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 상기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시간
적으로 순차적인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영상 시퀀스를 나타내며, 각 영상 프레임은 한 세트의 오버랩핑되지 
않은 연속적인 영역들로 분할되고,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은 예측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인코딩되는, 상
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각 물체에 대한 매핑 규정(mapping definition)을 도출하여 2-D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고 시간 순차적인 프레임들의 
각 영상 프레임을 한 세트의 영역들로 분할하도록 상기 3-D 모델을 구성하는 3-D 물체들에 대한 저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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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상 프레임 내의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대한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움직임 벡터들은 동적 
3-D 모델에 대한 움직임의 투영된 방향을 표시하는, 상기 수단;

상기 생성된 움직임 벡터들을 기초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대한 예측 에러값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예측 에러값을 기초로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서 수행될 예측 인코딩 타입을 결정
하는 수단; 및

상기 결정된 예측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상기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을 인코딩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은 직사각형 블록이고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직사각형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하는 
상기 수단은;

동적 3-D 모델을 수신하는 수단;

현재 영상 프레임 내의 각 블록에 대한 상기 동적 3-D 모델로부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계산하는 수단; 및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에 대한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block-based motion vector)들을 생성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은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는, 상기 수단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은 디스플레이 해상도 보다 낮은 해상도로 샘플링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기 위해 상기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 내에 포함된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의 가중된 평균을 결정하는 수단; 및

단일한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에 의해 상기 가중 평균된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표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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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블록 내의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의 가중된 평균은 동질의 움직임을 가진 블록 내의 각 영역의 텍스처 복잡도
와 면적의 함수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인코딩 타입은 예측 블록간(interblock) 인코딩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블록간 인코딩은 양방향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8.

동적 3-D 모델로부터 압축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시간적으로 순차적
인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영상 시퀀스를 나타내며, 각 영상 프레임은 한 세트의 오버랩핑되지 않는 연속적
인 영역들로 분할되고,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은 예측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인코딩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각 물체에 대한 매핑 규정을 도출하여 2-D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상기 3-D 모델을 구성하는 3-D 물체들에 대한 
저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는 단계;

시간 순차적인 프레임들의 각 영상 프레임을 한 세트의 영역들로 분할하는 단계;

현재 영상 프레임 내의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대한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움직임 벡터들은 동적 3
-D 모델에 대한 움직임의 투영된 방향을 표시하는, 상기 단계;

상기 생성된 움직임 벡터들을 기초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대한 예측 에러값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예측 에러값을 기초로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서 수행될 예측 인코딩 타입을 결정
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예측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상기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들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을 인코
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은 직사각형 블록이고, 현재 영상 프레임의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직사각형 블록에 대한 움직
인 벡터들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동적 3-D 모델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에 대한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은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는, 상기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11 -



등록특허 10-0361398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기 위해 상기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 내에 포함된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의 가중된 평균을 결정하는 단계; 및

단일한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에 의해 상기 가중 평균된 모델 움직임 벡터들은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인코딩 타입은 예측 블록간 인코딩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블록간 인코딩은 양방향인,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각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와 관련된 예측 에러들을 계산하는 단계; 및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에 걸쳐 상기 예측 에러들을 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 수단은:

상기 누산된 예측 에러들을 문턱치와 비교하는 수단; 및

특정한 누산된 예측 에러가 상기 문턱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특정한 누산된 예측 에러와 관련된 블록을 합성하는 수
단을 더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문턱치를 조절함으로써 블록이 합성되는 속도를 제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청구항 16.

동적 3-D 모델로부터 영상 시퀀스를 합성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영상 시퀀스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복수의 영상 프
레임들로 이루어지며, 각 영상 프레임은 한 세트의 연속적인 직사각형 블록들로 분할되는, 상기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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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은:

동적 3-D 기하학적 모델을 수신하는 수단;

각 물체에 대한 매핑 규정을 도출하여 2-D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고 시간 순차적인 프레임들의 각 영상 프레임을 한 세
트의 영역들로 분할하도록 상기 3-D 모델을 구성하는 3-D 물체들에 대한 저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는 수단;

상기 동적 3-D 모델로부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계산하는 수단;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는 수단; 및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에 걸쳐 예측 에러들을 누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은 디스플레이 해상도 보다 낮은 해상도로 샘플링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 내에 포함된 모델 움직임 벡터들의 가중된 평균을 결정하는 수단; 및

단일한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에 의해 상기 가중 평균된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표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소정의 블록 내의 상기 모델 움직인 벡터들의 가중된 평균은 각각의 동질의 움직임을 가진 상기 블록 내의 영역의 텍스
처 복잡도와 면적의 함수인, 시스템.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누산 수단은 각 블록에 대한 상기 예측 에러들의 면적-가중된 평균을 결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한 세트의 0,0 DCT 계수들을 조절함으로써 소정의 블록의 조명에 있어서의 변화를 근사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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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항에 있어서,

한 세트의 0,0 DCT 계수들을 조절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투명한 비-텍스처(non-textural) 블록을 갖는 블록의 부분적
인 어클루젼(occlusion)을 근사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동적 3-D 모델로부터 영상 시퀀스를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영상 시퀀스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복수의 영상 프레
임들로 이루어지며, 각 영상 프레임은 한 세트의 연속적인 직사각형 블록들로 분할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동적 3-D 기하학적 모델을 수신하는 단계;

각 물체에 대해 매핑 규정을 도출하여 2-D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상기 3-D 모델을 구성하는 3-D 물체들에 대한 
저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는 단계;

시간 순차적인 프레임들의 각 영상 프레임을 한 세트의 영역들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동적 3-D 모델로부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계산하는 단계;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을 이용하여 상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근사 단계는: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을 이용하여 모델 움직임 벡터들의 가중된 평균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영상 프레임의 각 블록 내에 포함된 모델 움직임 벡터들의 가중된 평균을 결정하는 단계; 및

단일한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에 의해 상기 가중 평균된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각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와 관련된 예측 에러들을 계산하는 단계; 및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에 걸쳐 상기 예측 에러들을 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예측 에러들을 누산하는 상기 단계는 각 블록에 대한 상기 예측 에러들의 면적-가중된 평균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 14 -



등록특허 10-0361398

 
한 세트의 0,0 DCT 계수들을 조절함으로씨 소정의 블록의 조명에 있어서의 변화를 근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한 세트의 0,0 DCT 계수들을 조절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투명한 비-텍스처 블록을 갖는 블록의 부분적인 어클루젼을 
근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예측 에러값을 기초로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각 블록에서 수행될 예측 인코딩 타입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예측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상기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각 블록을 인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누산된 예측 에러들을 문턱치와 비교하는 단계; 및

특정한 누산된 예측 에러가 상기 문턱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특정한 누산된 예측 에러와 관련된 블록을 합성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문턱치를 조절함으로써 블록이 합성되는 속도를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동적 3-D 모델로부터 압축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시간적으로 순차적
인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영상 시퀀스를 표시하며, 각 영상 프레임은 한 세트의 연속적인 직사각형 블록들
로 분할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동적 3-D 기하학적 모델을 수신하는 단계;

각 물체에 대한 매핑 규정을 도출하여 2-D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상기 3-D 모델을 구성하는 3-D 물체들에 대한 
저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는 단계;

시간 순차적인 프레임들의 각 영상 프레임을 한 세트의 영역들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동적 3-D 모델로부터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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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기초 움직임 벡터들을 이용하여 모델 움직임 벡터들을 근사하는 단계;

각 블록-기초 움직임 벡터와 관련된 예측 에러들을 계산하는 단계;

복수의 영상 프레임들에 걸쳐 상기 예측 에러들을 누산하는 단계;

상기 누산된 예측 에러들을 문턱치와 비교하는 단계;

특정한 누산된 예측 에러가 상기 문턱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특정한 누산된 예측 에러와 관련된 블록을 합성하는 단
계;

이전 영상 프레임의 블록으로부터 상기 문턱치보다 작은 특정한 누산된 예측 에러와 관련된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합성된 블록들을 비디오 인코더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문턱치를 조절함으로써 블록이 합성되는 속도를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들 사이에 공유된 동적 3-D 영상들의 공통 데이터베이스로서, 각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들이 
상기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는, 상기 공통 데이터베이스;

상기 공통 데이터베이스로부터 3-D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특정한 3-D 장면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들을 생성
하도록 접속된 복수의 그래픽 엔진 프런트 엔드들;

저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고 영상 프레임 내의 영상 블록이 움직임 벡터로서 인코딩될 것인지 아니면 영상 블록으로서 
인코딩될 것인지 여부와 상기 데이터 구조들을 위해 사용될 인코딩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그래픽 엔진 프런트 엔
드들에 접속된 각각의 하이브리드 렌더링 엔진들; 및

상기 움직임 벡터 또는 영상 블록을 인코딩하여 상기 인코딩된 움직임 벡터 또는 영상 블록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하이
브리드 렌더링 엔진들에 접속된 각각의 비디오 인코더 백 엔드들을 더 포함하는,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브리드 렌더링 엔진은;

각 물체에 대한 매핑 규정을 도출하여 2-D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고 시간 순차적인 프레임들의 각 영상 프레임을 한 세
트의 영역들로 분할하도록 상기 3-D 모델을 구성하는 3-D 물체들에 대한 저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는 수단;

현재 영상 프레임 내의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대한 움직임 벡터들을 생성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움직임 벡터들은 상기 
동적 3-D 모델에 대한 움직임의 투영된 방향을 표시하는, 상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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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움직임 벡터들을 기초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대한 예측 에러값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예측 에러값을 기초로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서 수행될 예측 인코딩 타입을 결정
하는 수단; 및

상기 결정된 예측 인코딩 타입에 의해 지시된 대로 상기 연속적인 영상 프레임 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역을 인코딩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앙집중식 대화형 그래픽 시스템.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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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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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도면 8

도면 9

 - 19 -



등록특허 10-0361398

 
도면 10

 - 2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