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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현재 움직임 벡터가 참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하여 부호화되는 데 먼저, 현재 움직임 벡터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예측자를 결정하되 첫 번째 예측자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중 미디언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으로 선택하고 두 번째 예측자는 현재 움직임 벡터에 대하여 최
소차를 갖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으로 하며; 참조 움
직임 벡터의 분산 정도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첫 번째 예측자가 최적 예측자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예측자가 현재 움직임 벡터의 최적 예측자로 설정되며; 현재 움직임 벡터를 차분 펄스 부호 변
조와 가변장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 예측자에 근거하여 부호화함으로써, 참조 움직임 벡터들이 분산이 미
리 정해진 문턱값보다 큰 경우 단순히 미디언 필터링을 하지 않고 현재 움직임 벡터와 절대차가 가장 작
은 참조 움직임 벡터를 최적 예측자로 설정하여 보다 정확하게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웃하는 움직임 벡터의 미디언(median)에 기초하여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기 위한 
종래의 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서치 블록(search block)의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블록
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메모리                    120 : 참조 움직임 벡터 선택부

130 : 분산 계산부               140 : 선택신호 생성부

150 : 스위치                    160 : 편차 계산부

170 : 최소 편차 선택부          180 : 비교기

190 : 헤더 부호화기             200 : 미디언 필터

210 : 차분 부호화기             220 : MUX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기  위한  방법과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참조 
블록(reference block)의 움직임 벡터의 편차에 기초한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기 위한 방
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영상 전화나 원격회의, 고선명 텔리비젼 시스템과 같은 디지탈 텔리비젼 시스템에 있어서 영상 프레임 
신호의 영상 라인 신호는 화소값이라 불리는 일련의 디지탈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각 영상 신호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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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디지탈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상의 전송채널에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
역폭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히 영상 전화와 원격회의 시스템 같은 저전송 영상신호 부호화기에서는 많
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양을 줄이거나 압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압축 기법 중에는, 확률적 부호화 기법과 함께 시간적, 공간적 압축 기법을 사
용하는 이른바 혼합 부호화 기법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혼합  부호화  기법은  움직임  보상  DPCM(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  2차원 
DCT(discrete cosine trnasform), DCT 계수의 양자화 그리고 VLC(variable length coding)를 채용한다. 
움직임 보상 DPCM은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의 물체의 움직임을 추정하여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현재 프레임을 예측하여 현재 프레임과 그 예측치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차분 신호를 생성한다.

특별히, 움직임 보상 DPCM에서는 현재 프레임 데이터는 현재와 이전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 추정에 기초
하여 이전 프레임 데이터로부터 예측된다. 이러한 추정된 움직임은 현재와 이전 프레임 사이의 화소의 
변위를 나타내는 2차원 움직임 벡터로 기술된다.

물체의 화소의 변위를 추정하기 위한 2가지의 기본적인 접근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 대 블록 추정 
방법과 화소 대 화소 추정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화소 대 화소 추정 방법에서는 변위는 모든 화소에 대해 결정된다. 이 방법은 화소에 대해 정확한 추정
을 할 수 있고 물체의 스케일 변화나 회전 같은 움직임도 쉽게 다룰 수 있으나, 모든 화소에 대해 움직
임 벡터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신기로 모든 움직임 벡터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블록 대 블록 움직임 추정에서는 현재 프레임이 다수개의 서치 블록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프레
임내의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프레임내의 서치 블록과 다수의 동일 크기 
후보 블록 각각에 대해 그 사이의 유사성 계산이 수행된다. 여기서 동일 크기 후보 블록들은 이전 프레
임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들보다 조금 큰 서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 프레임의 서치 영역내의 후보 
블록중의 하나와 현재 프레임내의 서치 블록 사이의 유사성 판단을 위해 평균 절대차나 평균 제곱차 같
은 에러 함수가 수행된다. 정의에 의하면 움직임 벡터는 최소 에러 함수를 나타내는 서치 블록과 후보 
블록간의 변위를 의미한다.

도 1은 이웃하는 움직임 벡터의 미디언에 기초하여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기 위한 종래의 
장치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현재 프레임내의 각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 정보는 연속적으로 메모리(10), 참조 움직임 벡터 선
택부(20) 그리고 차분 부호화기(40)에 입력된다. 여기서, 각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 정보는 서치 
블록과 움직임 벡터의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움직임 벡터는 수평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타내어진다.

메모리(10)는 위치 정보를 주소로 사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저장한다.

참조 움직임 벡터 선택부(20)는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현재 서치 블록의 참조 서치 블록을 결정하고, 
메모리(10)로부터 참조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입력받는다. 여기서, 참조 서치 블록은 현재 서치 블
록에 대한 미리 정해진 위치 관계성을 갖고 있다. 예를들면, MPEG-4, Video verification model version 
7.0, ISO/IEC JTC1/SC29/WG11, MPEG97/1642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서치 블록의 오른쪽, 위쪽, 오른
쪽 위에 위치한 세 개의 블록이 참조 서치 블록으로 결정된다. 참조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는 현재 서
치 블록(현재 움직임 벡터)의 움직임 벡터에 대한 참조 움직임 벡터로서 예측자 결정부(30)에 제공된다. 
참조 움직임 벡터에 대해 예측자 결정부(30)는 현재 움직임 벡터의 예측자를 결정하여 그것을 차분 부호
화기(40)에 제공한다. 여기서, 예측자의 수평, 수직 성분은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평, 수직 성분의 미디
언이다.

차분 부호화기(40)는 DPCM에 기초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와 예측자 사이의 방향적 차분을 구하고 그것을 
VLC를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부호화된 차분은 현재 서치 블록의 부호화된 움직임 벡터로서 수신단의 디
코더로 전송된다.

예측자에 기초한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가 부호화에 의해, 움직임 벡터와 그 예측자간의 차분은 대부
분의 경우 움직임 벡터 그 자체보다 작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를 표현하는 데이터 양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참조 움직임 벡터들이 분산이 큰 경우, 단순한 미디언 필터링에 의한 종래의 예측자 결정 방법
에서는 움직임 벡터의 최적 예측자를 찾지 못하여 부호화 효율을 저하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주목적은 움직임 벡터의 최적 예측자를 결정함으로서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갖고 있는 다수
의 참조 움직임 벡터를 기초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를 나타내는 첫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
들의 미디언를 나타내는 첫 번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을 찾는 제 1과정;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 참조 움
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를 구하여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 중
에서 각각 가장 작은 절대차를 나타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결정하는 제 2과정; 제 2과정에서 결
정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갖는 두 번째 예측자를 결정하는 제 3과정; 제 2과정에서 결정된 첫 번
째와 두 번째 성분을 표현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플래그 신호(flag signal)를 각각 생성하는 제 4과정;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을 계산하여 그 값을 미리 정해진 문턱값과 비교하여 
분산이 문턱값보다 작으면 첫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제 5과정; 및 첫 번째 선택 신호에 따라 첫 번째 예측자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
의 차이와 두 번째 선택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예측자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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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첫 번째와 두 번째 플래그 신호를 부호화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6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특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갖고 있는 다수의 참조 움직임 벡터를 기초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를 나타내
는 첫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를 나타내는 첫 번
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을 찾는 제 1과정;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의 관련 정도
를 나타내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분산을 계산하고 그 값을 미리 정해진 문턱값과 비교하는 제 2과정; 분
산이 문턱값보다 작으면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첫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과의 차이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 첫 번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과의 차이를 부호화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된 데이터로서 부호화된 차이를 생성하는 제 3과정; 및 분산이 문턱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과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의 차이중 최소 값을 나타내
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을 첫 번째 성분으로 하고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과 
현재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의 차이중 최소 값을 나타내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을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두 번째 예측자를 결정하는 제 41과정;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  중에서  두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과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일 
신호(identification signal)를 얻는 제 42과정; 및 현재 움직임 벡터와 두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
과의 차이와 현재 움직임 벡터와 두 번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과의 차이와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일 신
호를 부호화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43과정을 포함하는 제 4과정을 포
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특징은, 각 움직임 벡터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분을 갖고 있을 때, 다수의 
참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해서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의 분산의 정도를 계산하여 분산의 정도가 기설정된 문턱값보다 낮으면 첫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분산도 계산 수단; 참조 움직임 벡
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으로 갖는 첫 번째 예측자를 
결정하는 수단;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를 구하여 참조 움
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절대차를 나타내는 것을 두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으로 얻는 수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 신호에 따라 최적 예측자로서 첫 번째
와 두 번째 예측자를 결정하는 수단; 및 최적 예측자에 기초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2를 보면 본 발명에 따른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기 위한 장치(100)의 블록도가 제시되
어 있다.

움직임 벡터는 현재 프레임의 서치 블록과 최소 에러를 나타내는 이전 프레임의 서치 영역과 일치하는 
후보  블록과의  변위를  나타낸다.  현재  프레임내의  각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  정보는 
메모리(110), 참조 움직임 벡터 선택부(120), 편차 계산부(160), 차분 부호화기(210)에 경로 L10을 통해 
입력된다. 움직임 벡터 정보는 현재 서치 블록의 위치와 움직임 벡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움직임 벡
터는 수평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표현된다.

메모리(110)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각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를 저장한다.

참조 움직임 벡터 선택부(120)는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서치 블록의 참조 서치 블록을 결정하고, 
메모리(110)로부터  참조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입력받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MPEG-4 verification morel 7.0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서치 블록의 왼쪽, 위쪽, 오른쪽 위에 위치한 
3개의 서치 블록이 참조 서치 블록으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예로서 현재 서치 블록의 왼쪽, 위쪽, 왼쪽 위가 참조 서치 블록의 집합으로 선택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건 움직임 벡터를 쉽게 미디언 필터링하기 위하여 참조 서치 블록의 수를 홀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을 갖고 있는 참조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는 현재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의 참조 움직임 벡터로서 분산 계산부(130), 편차 계산부(160), 미디언 필터(200)에 제공된다.

미디언 필터(200)는 참조 움직임 벡터를 기초하여 미디언 벡터를 결정한다. 미디언 벡터 MV_MED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 MV_MED_x, MV_MED_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V_MED_y = median (MV1y, MV2y,.........., MVNy)

상기 수학식에서 MVix와 MViy는 i번째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이다. 여기서 i는 1부터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인 N까지이다. 예를 들면, N이 3이고 MV1이 (-2,3)이고 MV2가 (1,5)이고 MV3이 (-

1.7)이면 MV_MED_x는 -1이고 MV_MED_y는 5이다. 계산된 미디언 벡터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은 현재 서
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후보 예측자로서 분산 계산부 (130), 스위치 (150), 비교기(180)에 경
로 L20을 통해 제공된다.

분산 계산부(130)는 미디언 벡터 주위의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을 계산하여 그것을 
선택 신호 생성부에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의 수평, 수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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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분산 DIS_x와 DIS_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선택 신호 생성부(140)는 수평, 수직 방향 분산 DIS_x와 DIS_y의 합을 문턱값과 비교하여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선택 신호를 생성한다. 합이 문턱값보다 작으면 첫 번째 선택 신호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선
택 신호가 경로 L30을 통해 스위치 (150)과 (155)에 제공된다.

동시에, 편차 계산부(160)는 현재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참조 움직임 벡터들사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기 수학식에서 CMVx와 CMVy는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나타내고 MVix와 MViy은 i

번째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나타내고 DIR_DIF(i)_x와 DIR_DIF(i)_y는 각각 i번
째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과 현재 서치 블록(현재 움직임 벡터)의 움직임 벡터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편차 계산부(160)로부터 각 방향 성분 MVix나 MViy에 대하여 최소 편차 선택부로 제공된 

것은 편차 데이터 (MVix, DIR_DIF(i)_x) 또는 (MVix, DIR_DIF(i)_y)의 집합이다.

편차  계산부(160)로부터  제공된  편차  데이터에  대하여  최소  편차  계산부는  DIR_DIF(i)_x's  와 
DIR_DIF(i)_y's 중에서 최소의 수평, 수직 방향 차이를 결정하여 스위치(150)와 비교기(180)에 현재 움
직임 벡터의 두 번째 후보 예측자로 제공한다. 여기서, 두 번째 후보 예측자는 가장 작은 수평 차이를 
나타내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평 방향 성분과 일치하는 수평 방향 성분과 가장 작은 수평 차이를 나타
내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과 일치하는 수직 방향 성분으로 구성된다. 예를들면, N이 3이
고 MV1이 (-2,3)이고 MV2가 (1,5)이고 MV3이 (-1.7)이고 현재 움직임 벡터 MVcurr이 (5,1)이면 두 번째 후

보 예측자 MV_SEC는 (1,3)이다.

비교기(180)는 두 번째 후보 예측자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과 첫 번째 후보 예측자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을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를 헤더 부호화기(190)에 제공한다. 헤더 부호화기(190)는 각 비교 결과에 
대해 플래그 신호나 동일 신호를 생성한다. 예를들면, 두 번째 예측자의 수평(또는 수직) 성분이 첫 번
째 예측자의 수평(또는 수직) 성분과 같으면 플래그 신호 '0'이 생성되고, 작으면 '10', 크면 '11'이 생
성된다. 주어진 예에서는, 첫 번째 예측자 MV_MED는 (1,5)이고 두 번째 예측자 MV_SEC는 (1,3)이므로 플
래그 신호 '0'과 '11'이 두 번째 예측자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에 대해 생성된다. 두 번째 예측자의 플
래그 신호의 집합은 스위치(155)에 제공된다.

스위치(150)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신호에 따라 미디언 필터(200)에서 제공된 첫 번째 후보 예측자와 최
소 편차 선택부(170)에서 제공된 두 번째 후보 예측자 중에서 하나를 최적 예측자로 선택하여 그것을 차
분 부호화기(210)에 제공한다.

차분 부호화기(210)는 종래의 DPCM 방법에 기초하여 최적 예측자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의 차이를 계산하여 VLC 등에 기초하여 부호화한다. 부호화된 차이는 현재 서치 블록에 대한 부호화
된 움직임 벡터로 멀티플렉서(MUX)(220)에 제공된다.

스위치(155)는 경로 L30을 통해 두 번째 선택 신호가 들어올 때만 헤어 부호화기로부터 MUX(220)로 플래
그 신호를 제공한다. MUX (220)은 차이 부호화기(210)에서 제공된 부호화된 움직임 벡터와 플래그 신호(
스위치 (155)에서 제공된 경우)를 현재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 데이터로 다중화하여 전송기(도시 
안됨)로 전송한다.

디코더에서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분산의 합이 분산 계산부(130)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합이 
문턱값보다 작으면 현재 서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미디언 벡터를 기초하여 
재구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서치 블록의 움직임 벡터는 플래그 신호와 전송된 데이터에 포함된 부호
화된 움직임 벡터를 기초하여 재구성된다.

금회 개시된 실시예는 모든점에서 예시로서 제한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본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도시되고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의미 및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는 것
도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참조 움직임 벡터들이 분산이 미리 정해진 문턱값보다 큰 경우는 단순히 미디
언 필터링을 하지 않고 현재 움직임 벡터와 절대차가 가장 작은 참조 움직임 벡터를 최적 예측자로 설정
하여 보다 정확하게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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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움직임 벡터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분을 갖고 있을 때, 다수의 참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해서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를 나타내는 첫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
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를 나타내는 첫 번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을 찾는 제 1 과정;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와 현재 움직임 벡
터의 두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를 구하여,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 중에서 각각 가장 작은 절대차를 나타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결정하
는 제 2 과정;

제 2 과정에서 결정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갖는 두 번째 예측자를 결정하는 제 3 과정;

제 2 과정에서 결정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표현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플래그 신호를 각각 생성
하는 제 4 과정;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을 계산하여 그 값을 미리 정해진 문턱값과 비교하여 
분산이 문턱값보다 작으면 첫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제 5 과정; 및

첫 번째 선택 신호에 따라 첫 번째 예측자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의 차이와 두 
번째 선택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예측자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의 차이와 첫 번째
와 두 번째 플래그 신호를 부호화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6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은,

이고, 상기 DIS는 분산을, MVi1과 MVi2는 각각 i번째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나타

내는데, i는 1부터 참조 움직임 벡터수인 N까지이고, MED1과 MED2는 각각 MVi1's와 MVi2's의 미디언을 나타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

청구항 3 

각 움직임 벡터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분을 갖고 있을 때, 다수의 참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해서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를 나타내는 첫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
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를 나타내는 첫 번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을 찾는 제 1 과정;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분산을 계산
하고, 그 값을 미리 정해진 문턱값과 비교하는 제 2 과정;

분산이 문턱값보다 작으면,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첫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과의 차
이와 현재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 첫 번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과의 차이를 부호화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된 데이터로서 부호화된 차이를 생성하는 제 3 과정; 및

분산이 문턱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과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의 차이중 최소 값을 나타내는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을 첫 번째 성분으로 하고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과 현재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의 차이중 최소 값을 나타내는 참
조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을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두 번째 예측자를 결정하는 제 41과정;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 중에서 두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과 일치하
는 것을 나타내는 동일 신호를 얻는 제 42과정; 현재 움직임 벡터와 두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 성분과의 
차이와 현재 움직임 벡터와 두 번째 예측자의 두 번째 성분과의 차이와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일 신호를 
부호화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 43과정을 포함하는 제 4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1과정은: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과의 첫 번째 절대차들과 현재 
움직임 벡터의 두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과의 두 번째 절대차들을 구하는 제 
411과정;

첫 번째 절대차들의 최소값 및 두 번째 절대차들의 최소값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으로 선택하는 
제 412과정; 및

412과정에서 선택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갖는 두 번째 에측자를 결정하는 제 413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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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상기  DIS는  분산을,  MVi1과  MVi2는 
각각 i번째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나타내는데, i는 1부터 참조 움직임 벡터수인 
N까지이고, MED1과 MED2는 각각 MVi1's와 MVi2's의 미디언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부호

화 방법.

청구항 6 

각 움직임 벡터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분을 갖고 있을 때, 다수의 참조 움직임 벡터에 기초해서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의 분산의 정도를 계산하여 분산의 정도가 기설정된 문
턱값보다 낮으면 첫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분산도 계
산 수단;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의 미디언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으로 갖는 첫 번째 
예측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예측자 결정 수단;

현재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와 현재 움직임 벡
터의 두 번째 성분과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두 번째 성분들과의 절대차를 구하여 참조 움직임 벡터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절대차를 나타내는 것을 두 번째 예측자의 첫 번째와 두 번
째 성분으로 얻는 두 번째 예측자 생성 수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 신호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측자를 최적 예측자로 결정하는 최적 예측자 
결정 수단; 및

최적 예측자에 기초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 부호화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
임 벡터 부호화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도 계산 수단은, 분산을 계산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분산값은,

이며, 상기 DIS는 분산을, MVi1과 MVi2는 각각 i번째 참조 움직임 벡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을 나타

내는데, i는 1부터 참조 움직임 벡터수인 N까지이고, MED1과 MED2는 각각 MVi1's와 MVi2's의 미디언을 나타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부호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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