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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록 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성제거필터 및 방법

요약

블록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소정크기

의 블록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필터에 있어서, 상기 블록들의 수직방향의 불연속성

을, 블록단위로 순차적으로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수직에지 필터링부; 상기 블록들로 구성된 매크로 블록의 필터링 모드에

따라서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판단부; 및 상기 판단부에서 결정한 필터링 수행시작지점까

지 상기 블록들에 대한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되었으면, 상기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된 블록들에 대

해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수평에지 필터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필

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메모리를 없앨 수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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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영상 불연속 제거필터를 포함한 동영상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a는 휘도 블록에 대해서 필터링되는 경계화소과 필터링 순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b는 색차 블록에 대해서 필터링되는 경계화소들과 필터링 순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a 내지 도 3b는 필터링에 사용되는 화소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필터의 블록도이다.

도 5는 MBAFF 로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쌍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a 내지 도 6b는, 일반적인 경우와 상술한 예외의 경우의 수평방향 에지 필터링 시작시점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필터링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영상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블록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정해진 대역폭을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기 위하여 영상 데이터의 부호화가 중요하

다. 영상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영상 부호화 방법들 중에서 변

환 기반(transform-based)의 부호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변환 기반의 영상 부호화에서는 이산여현변환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여러 가지 영상 부호화 표준들 중에서 H.264 AVC 비디오 부호화 규격이 있다. H.264 AVC에서도 높은 압축률을 얻

기 위해서 정수 이산여현변환(DCT)을 인트라(intra) 프레임과 인터(inter) 프레임 예측에 적용하여, 예측된 영상과 원 영

상과의 차이를 부호화하는데 사용한다. DCT 과정을 거치면서, DCT 변환된 후의 DCT 계수 중에 중요도가 낮은 정보는 버

려지므로, 역 변환을 통해 디코딩된 영상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즉, 압축을 하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의 전송 비트율은 낮

아지는 반면에, 화질의 열화가 발생한다. 영상을 소정의 크기로 분할한 블록 단위에 대하여 DCT가 수행되는데, 이렇게 블

록 단위로 DCT가 수행되기 때문에 블록과 블록간의 경계에서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이른바 블록킹 현상(blocking effect)

이 발생한다.

그리고, 블록 단위로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것도 블록킹 현상의 원인이 된다. 영상의 디코딩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블록

의 움직임 정보는 프레임 내의 소정 크기의 블록마다 정해진 하나의 움직임 벡터에 의해 구해진다. 그리고, 예측 움직임 벡

터(Predictive Motion Vector, PMV)는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현재 블록과 인접한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이렇게 구한 예측 움직임 벡터(PMV)를 실제 움직임 벡터에서 빼서 부호화한다

움직임 보상된 블록들은 이전 참조 프레임들 내의 다른 위치에 있는 블록들로부터 보간된 화소(interpolated pixel) 값을

복사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각 블록의 화소값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블록과 블록의 경계에서 불연속이 발생한다.

게다가, 복사해 오는 과정에서, 참조 프레임내의 블록과 블록간의 불연속이, 보상될 블록으로 그대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H.264 AVC에서 4x4 크기의 블록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블록 경계면의 불연속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디코딩된 영상에

대해 필터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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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킹 현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블록 단위의 변환 및 양자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압축률이 높

아지면 블록 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이 마치 타일을 깐 것처럼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화질의 열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불연속성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의 일예로 디블록킹 필터(deblocking filter)가 있다. 한편, 블록킹 현상에서, 블록의 경계

에서의 영상의 불연속은 수평방향의 에지(edge)에서의 불연속과 수직방향의 에지(edge)에서의 불연속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디블록킹 필터에서는 수직방향의 에지(edge)를 먼저 필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

다. 따라서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과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이 동시에 수행되기 어려워 필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된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영상의 블록킹 현상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수직방향의 에지에 대한 필터

링을 먼저 시작한 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수평방향의 에지에 대한 필터링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디블록킹 현상 또는 영상

의 불연속성을 보다 신속하게 제거하는 영상의 불연속성 제거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소정크기의 블록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필터

에 있어서, 상기 블록들의 수직방향의 불연속성을, 블록단위로 순차적으로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수직에지 필터링부; 상기

블록들로 구성된 매크로 블록의 필터링 모드에 따라서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판단부; 및

상기 판단부에서 결정한 필터링 수행시작지점까지 상기 블록들에 대한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되었으면, 상기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된 블록들에 대해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수평에지 필터링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수직에지 필터링부 및 수평에지 필터링부는,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좌측 최상위에 존재하는 블록부터 아래방향으

로 차례로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판단부는, MBAFF(MacroBlock Adaptive Frame Field)로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에서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하

는데 있어서, 탑 매크로 블록 쌍이 필드 매크로 블록 쌍이고, 현재 매크로 블록이 프레임 매크로 블록 쌍에 속하면서 탑 매

크로 블록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수직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소정크기의 블록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

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블록들의 수직방향의 불연속성을, 블록단위로 순차적으로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단

계; (b) 상기 블록들로 구성된 매크로 블록의 필터링 모드에 따라서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결정한 필터링 수행시작지점까지 상기 블록들에 대한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되었으면, 상기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된 블록들에 대해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a) 단계 및 (c) 단계는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좌측 최상위에 존재하는 블록부터 아래방향으로 차례로 필터링을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b) 단계는, MBAFF(MacroBlock Adaptive Frame Field)로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에서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

하는데 있어서, 탑 매크로 블록 쌍이 필드 매크로 블록 쌍이고, 현재 매크로 블록이 프레임 매크로 블록 쌍에 속하면서 탑

매크로 블록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수직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영상 불연속 제거필터를 포함한 동영상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복호화부(110)는 입력된 부호화된 영상을 복호화한다. 부호화된 영상은 MPEG-2, MPEG-4, H.264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부호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호화부(110)는 입력된 영상의 부호화 방법에 따라 복호화한다. 필터(120)는 디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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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필터가 될 수 있는데, MxN 크기의 블록들의 경계화소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4×4 블록 단위

로 필터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필터링은 매크로블록 기반으로 수행되며, 픽처 안의 모든 매크로블록들

에 대해 소정 크기의 블록단위로 필터링이 차례로 수행된다. 각 매크로블록에 대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매크로블록

의 위쪽과 왼쪽의 필터링된 블록의 화소값들을 이용한다. 이때 휘도(luminance)와 색차(chrominance) 성분 각각 나누어

필터링된다.

도 2a는 휘도 블록에 대해서 필터링되는 경계화소과 필터링 순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수직방향의 불연속성은 블록과 블록간의 수직경계면에서의 이미지의 불연속을 의미하며, 수평방향의 불연속성은 블

록과 블록간의 수평경계면에서의 이미지의 불연속을 의미한다.

각 매크로블록들에서, 블록의 수직 경계 화소에 대해 먼저 필터링이 수행되는데, 수직방향의 경계화소는 도 2a의 왼쪽 도

면의 화살표 방향과 같이 매크로블록 내부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필터링이 수행되고, 그 수행된 결과에 대해 수평방

향의 경계화소에 대해 필터링이 수행된다. 수평방향의 경계화소는 도 2a의 오른쪽 도면의 화살표 방향과 같이 위쪽에서 아

래쪽 방향으로 필터링된다. 매크로 블록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휘도의 불연속 제거 필터 처리는 16화소로 구성된 4개의

화소라인에 대해서 수행된다. 수직방향의 경계화소와 수평방향의 경계화소에 대한 4x4 블록의 필터링 순서는 도 2a에서

번호로 표시한 것과 같다.

도 2b는 색차 블록에 대해서 필터링되는 경계화소들과 필터링 순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색차 블록은 휘도 블록의 1/4 크기인 8×8 이고, 색차 성분도 휘도성분과 마찬가지로 4x4 블록단위로 도 2b에 도시한 번

호 순서에 따라 필터링이 수행된다.

도 3a 내지 도 3b는 필터링에 사용되는 화소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화소들은 4×4 블록의 경계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소정의 필터링 수식에 의해 변경된 화소값이 계산되는데, 주로 p0, p1,

p2, q0, q1, q2 화소값이 변경된다. 휘도 성분뿐만 아니라, 색차 성분에 대한 필터링은 휘도 블록과 유사한 순서로 처리된

다.

도 4는 본 발명의 필터의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필터는 수직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하는 수직에지 필터링부(410)와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

하는 수평에지 필터링부(420) 및 판단부(430)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디블록킹 필터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필터링 모드를 결정하고, 결정된 모드에서의 수직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 후, 그 필터링 결과에 대하여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다. 디블록킹 순서는 휘도블록 및 색도 블록 모두 동일하다. 필터링 모드는 H.264 동영상 부호화에서의 매크로 블

록의 데이터에 따른 필터링 모드를 의미하며, 도 5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이렇게 수직방향의 에지를 먼저 필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하므로,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

과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고,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된 결과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과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수직방향의 에지 필

터링을 수행한 후,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 완료전 일정한 시간 후에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일

정한 시간 후에는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과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이 동시에 수행된다. 판단부(430)는 수평방향 에지의

필터링 시작 시간을 결정한다.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는 도 6a 내지 도 6b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도 5는 MBAFF 로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쌍을 도시한 도면이다.

H.264 동영상 부호화에서는, 모든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가 프레임 데이터인 프레임 모드와 모든 매크로 블록의 데이터가

필드 데이터인 필드 모드 그리고, 프레임 데이터와 필드 데이터가 함께 존재하는 MBAFF 모드가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MBAFF(MacroBlock Adaptive Frame Field)로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에서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하는데 있어서, 탑

매크로 블록 쌍(top MB pair)(520)이 필드 매크로 블록 쌍(field MB pair)이고 현재 매크로 블록(current MB pair)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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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매크로 블록 쌍(Frame MB pair)(510)에 속하면서 탑 매크로 블록인 경우에는 하나의 수평방향 에지에 대해서 필터

링을 두 번 수행하여야 한다. 즉, 탑 매크로 블록 쌍(top MB pair)(520)을 구성하는 탑 블록과 버텀(bottom) 블록 각각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를 예외의 경우로 한다.

도 6a 내지 도 6b는 일반적인 경우와 상술한 예외의 경우의 수평방향 에지 필터링 시작 시점을 도시한 도면이다.

휘도 블록에 대해서는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610 지점까지 수직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 후에 수

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620 지점까지 수직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 후에 수

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한다. 색도 블록에 대해서는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630 지점까지 수직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 후에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640 지점까지 수직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 후에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필터링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현재 매크로 블록의 필터링 모드를 판단한다(S710). 상기 판단한 모드에서 수직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한다(S720). 그리고,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판단한다(S730). S710 단계에서 판단한 모드가, 도 5를 참조하여 상술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두 개의 수평방향 에지필터를 사용하여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한 개의 수평방향 에지필터를 사용하여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평방향의 에지필터는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을 수행하면서 수평방향의 에지 필터링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필터링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

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필터링 방법을 구현한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수직방향의 에지를 먼저 필터링하기 시작하고, 일정한 시간후에는 수직방향의 에지

필터링과 동시에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함으로써, 필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메모리를 없앨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크기의 블록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필터에 있어서,

상기 블록들의 수직방향의 불연속성을, 블록단위로 순차적으로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수직에지 필터링부;

상기 블록들로 구성된 매크로 블록의 필터링 모드에 따라서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판단

부; 및

상기 판단부에서 결정한 필터링 수행시작지점까지 상기 블록들에 대한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되었으면, 상기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된 블록들에 대해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수평에지 필터링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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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에지 필터링부는

탑 매크로 블록쌍을 구성하는 탑 블록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하는 제1수평에지 필터; 및

상기 탑 매크로 블록 쌍을 구성하는 버텀 블록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하는 제2수평에지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필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에지 필터링부 및 수평에지 필터링부는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좌측 최상위에 존재하는 블록부터 아래방향으로

차례로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MBAFF(MacroBlock Adaptive Frame Field)로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에서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하는데 있어서, 탑

매크로 블록 쌍이 필드 매크로 블록 쌍이고, 현재 매크로 블록이 프레임 매크로 블록 쌍에 속하면서 탑 매크로 블록인 경우

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수직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예외적인 경우에는, 휘도 매크로 블록에 대해서는 휘도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좌측 최상위에 존재하는 블록부터 순

서대로 아래방향으로 번호를 붙였을 때, 여섯 번째 블록에 대해 수직방향의 필터링이 완료된 지점을 수평방향의 필터링 수

행시작지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예외적인 경우에, 색차 매크로 블록에 대해서는 색차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수직방향의 필터링이 모두

완료된 후, 수평방향의 필터링을 수행하기 시작하도록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크기의 블록은 4x4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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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수직방향의 불연속성은 블록과 블록간의 수직경계면에서의 이미지의 불연속을 의미하며, 수평방향의 불연속성은 블록과

블록간의 수평경계면에서의 이미지의 불연속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청구항 9.

소정크기의 블록단위로 부호화된 영상의 블록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블록들의 수직방향의 불연속성을, 블록단위로 순차적으로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단계;

(b) 상기 블록들로 구성된 매크로 블록의 필터링 모드에 따라서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단

계; 및

(c) 상기 결정한 필터링 수행시작지점까지 상기 블록들에 대한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되었으면, 상기 수직방향

불연속성 필터링이 완료된 블록들에 대해 수평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및 (c) 단계는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좌측 최상위에 존재하는 블록부터 아래방향으로 차례로 필터링을 수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MBAFF(MacroBlock Adaptive Frame Field)로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에서 수평방향의 에지를 필터링하는데 있어서, 탑

매크로 블록 쌍이 필드 매크로 블록 쌍이고, 현재 매크로 블록이 프레임 매크로 블록 쌍에 속하면서 탑 매크로 블록인 경우

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수직방향의 불연속성 필터링 수행시작지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예외적인 경우에는, 휘도 매크로 블록에 대해서는 휘도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좌측 최상위에 존재하는 블록부터 순

서대로 아래방향으로 번호를 붙였을 때, 여섯 번째 블록에 대해 수직방향의 필터링이 완료된 지점을 수평방향의 필터링 수

행시작지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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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외적인 경우에, 색차 매크로 블록에 대해서는 색차 매크로 블록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수직방향의 필터링이 모두

완료된 후, 수평방향의 필터링을 수행하기 시작하도록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예외적인 경우에는, 탑 매크로 블록쌍을 구성하는 탑 블록에 대한 필터링과 상기 매크로 블록 쌍을 구성하는 버텀 블

록에 대한 필터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크기의 블록은 4x4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수직방향의 불연속성은 블록과 블록간의 수직경계면에서의 이미지의 불연속을 의미하며, 수평방향의 불연속성은 블록과

블록간의 수평경계면에서의 이미지의 불연속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9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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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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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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