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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MPEG-LA의 특허풀에 등재된 표준 특허에 대한 정량 분석을 통하여, 전체 국
가 및 주요국에서의 연도별 출원 동향, 국가 점유율, 출원인 점유율, 그리고 상위
5개사의 국가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특허의 출원이 집중된 시기는 HE
VC 표준화 과정과 연계된 2010-2012년 구간이고, US, KR, JP, CN, RU의 상위 5
개국에 전체 특허의 34%가 집중되었으며, SAMSUNG, M&K, NTT DOCOMO, J
VC KENWOOD, INFOBRIDGE의 상위 5개사가 전체 특허의 75%의 점유율을 보
이며, 특히 SAMSUNG은 전체 특허의 41%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나아가, 분석 대상 특허에 대한 정성분석을 통하여, 표준 문서의 각 섹션 별 매
칭 특허를 선별하였고, 해당 특허의 Essential feature를 기반으로 상세한 기술해
설서를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Block structure, intra prediction mode derivation,
merge/AMVP-based motion information derivation, quantization parameter deri
vation 등에 다수의 특허가 분포되어 있다. 반면, transform process, in-loop filter
ing process 및 parsing process의 기술 분야를 타겟팅하는 특허 건수는 상대적으
로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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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tandard patents listed in the MPEG-L
A patent pool, the yearly application trends, country share, applicant share, and
top 5 country share in all countries and major countries are analyzed. The app
lication of the target patent for analysis was concentrated in 2010-2012 period
associated with the HEVC standardization. 34% of the total patents were filed
in the top five countries: US, KR, JP, CN, and RU. The top five companies, S
AMSUNG, M&K Holdings, NTT DOCOMO, JVC KENWOOD, INFOBRIDGE,
have a 75% share of the total patents, and SAMSUNG has a high share of 4
1% of the total patents.
Furthermor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the patents to be analyzed, mat
ching patents were selected for each section of the standard document, and a
detailed technical commentary was prepared based on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patent. As a result of analysis, many patents are distributed in block struc
ture, intra prediction mode derivation, merge/AMVP-based motion information
derivation, and quantization parameter derivation. On the other hand, the numb
er of patents targeting the technical fields of transform process, in-loop filterin
g process and parsing process is relatively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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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기술 개요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
4K급 이상의 UHD TV 서비스가 가시화되면서, 방송 콘텐츠 제작자 및 서비스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UHD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HFR(High Frame Rate), HDR(High Dynamic Range), WCG(Wide Color Gamut)
와 같은 초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HEVC 부호화에 대한 기술
수요가 급증하며, 사실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UHD 서비스를 위해 높은 명암
비 및 넓은 색영역을 포함하는 비디오 콘텐츠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차세대 영상처리 분야인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논의가 시작되고, 관
련 출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심사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 국내/ 기 의 영상 표준 보유 특허 기술 현 에 대한 DB 및 해당 기
술의 이해도 및 분석 정보가 부 하여 특허심사 시 관성 있는 심사 결과 도출
이
하다.

외 업

곤란

일

족

일

일

진

황

판단

효

따라서, 동 CPC에 대해 관성이 있는 보성
을 위해 차세대 고 율 비
디오
표준기술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상 이다.

압축

황

2. 분석 목적

업
단

류

표준 세부기술 별 주요 기 들의 표준특허를 분 /분석하고, 관련 표준기술에
대한 해설을 부가하여, 심사 계에서의 기술
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
다. 나아가, 주요 기 들의 표준특허와 선 기술과의 연관성을 제공하여 심사 결
과의 관성 및 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일

안

업

행

접근

3. 분석 범위
영상 부호화 처리에 대한 표준분야 도출 및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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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분류를 다음과 같이 수행

첫째, 표준 특허풀에 등재된 특허의 표준 기술 분야별 기술을 분류하고, 핵심 표
준기술과 매칭하여 특허출원(등록특허)에 기반한 자료수집‧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둘째, 국내ㆍ외 주요 영상 부호화 처리의 기업의 출원동향 및 등록된 표준특허
의 자료 및 기술 해설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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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 개요
존

압축률
팀

일

HEVC는 기 AVC 기술 대비 약 2배 높은
을 가지며, 동 한 비디오
품질을 제공하는 고 율 비디오 표준이다. JCT-VC 을 통해 표준화가
된
있으며, 2013년 4 ITU-T에 의해
인되었으며, 현재 MPEG-LA에서
HEVC Pool이 launching되어 영되고 있다.

바

효
월

운

최종 승

진행

HEVC Main profile의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첫째, Coding structure는 Quad-tree 기반의 계층적 분할을 통해 부호화 유닛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cu_split_flag 기반의 재귀적 분할을 통해 최적의 코딩 블록을
결정한다. 최적의 코딩 블록이 결정되면, part_mode를 통해, 대칭적/비대칭적 예측
블록을 결정하고, tu_split_flag 기반의 재귀적 분할을 통해 변환 블록을 결정한다.
[그림 I-1] 블록 파티셔닝

둘째, Intra prediction은 33가지의 방향성 모드를 정의하며, 비방향성 모드인 Pl
anar mode와 DC mode를 포함하여 총 35개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지원한다. 기
존 AVC 표준과 달리 MPM 기반으로 인트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는 방식을 채용
하였으며, 주변 참조 샘플에 low-pass filtering을 적용하는 기법을 통해 인트라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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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 인트라 예측 모드

셋째, Inter prediction은 대칭적 파티션 외에 비대칭적 파티션을 허용한다. 움직
임 정보는, motion competition 기반의 merge/AMVP mode를 도입하여 움직임 정
보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구체적으로, 공간적 이웃 블록 및 시간적 이웃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복수의 움직임 후보를 결정하고, 복수의 움직임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블록의 움직임 정보로 설정한다.
[그림 I-3] 움직임 후보 블록

넷째, Scaling and Transform process는, 양자화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quantiza
tion group을 정의하여, 동일한 quantization group에 속한 모든 코딩 블록에 대해
서 동일한 양자화 파라미터를 적용한다. 또한, transform skip flag를 기반으로 역
변환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변환 타입인 DCT 외에 D
ST 변환 기법을 추가하여 변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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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4] 양자화 및 변환 과정

고품질 다시점 및 3차원 콘텐츠들에 대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연구 및 표준
화가
히
되고 있다. 다시점 및 3차원 비디오 기술은 수의 시점을 이
하여 사 자에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 , 은 시점을
및
전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 로, 수의 시점을 이 하여 다양한 시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주를 이 다.

활발 진행
용 게

므 소

룬

복
만 많

용

획득

추

용

이에 HEVC 기반의 Multi-view/Scalable video coding 기술이 가되었으며,
이는 티미디어 환경/사 자 환경에 따라 시공간적 및 화질 관점에서 계 적으
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H.264/AVC 기반의 SVC 기술에 비해
도를
고 성공적인 상 화를 위해 high level syntax(HLS)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 었다.

멀

복잡

용

낮추

용

루

종래

레

복

픽쳐

층

레

구체적으로, Inter-layer prediction은 하위 이어의 원된
가 상위 이어
의 현재
의 부호화/ 호화를 위해 이 되며, 이를 위해 공간 해상도 차이에
기초하여 resampling process를 수반할 수 있고, 상위 이어의
리스트
에 가되어 현재
의
로
가 하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inter
-layer reference picture set은 이어 간의 dependency를 특정하는
스(예를
들어, direct dependency flag)를 정하고, 해당
스에 의해 특정되는 이어
의 원
들을 기반으로 상위 이어에 대한 inter-layer reference picture set
가 구성된다.

픽쳐

추

_
복 픽쳐

복

용

픽쳐 참조 픽쳐 써 활용 능
레
_
규
신택
레

레

참조 픽쳐

신택

레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인 JCT-3V(Joint Collaborative Team on 3D Vide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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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 Extension Development)에서는 3차원 비디오 영상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표준화가
되었다.

진행
참조 소프트웨어인

바탕

효율적으로
만

부호화할

진

3D-HEVC는 HEVC의
HM을
으로 들어 3DV-HT
M을 사 한다. 부호화 순서는 3D-AVC와는 다
T0-D0-T1-D1-T2-D2로 이
어 있다. 이는 색상 선 부호화(texture first coding)라고도 한다. 기준 시점
의 색상 영상은 HEVC와 동 하 부호화되지 , 나 지 영상들은 시점간, 색상이 정보를 이 한 예측 기술이 가된 부호화 모 을 이 하 된다.

루 져

용

깊

우

용
구조상

일 게
추

르게

만 머
델 용 게

깊

3D-AVC와
또다른 차이점은 색상 영상과 같은 해상도의 이 영상을
부호화하는 것이다. 이 구 는 2011년 11
의
되었
스트 모
가에서
된 이후 유지되었고 은 기술이 이를
으로 설계되었다.

평

채택

조

월 회 때 진행 던 테
많
바탕

델 종합

색상 영상 부호화를 위한 기술로는 변위 보상 예측(disparity-compensated pred
iction, DCP), 시점간 움직임 예측(inter-view motion prediction) 등이 있다. 변위
보상 예측은 시점간 변위 을 이 해 예측한 정보를 기 의 움직임 보상 예측(mo
tion compensated prediction, MCP)과 비 하여
중에
은 모드를 사 한
다. 시점간 움직임 예측은 이미 부호화된 시점의 변위
를 이 하여
블록
을 아 움직임 정보를 예측한다.

값

용

찾
깊이

교

깊

둘

존

더좋
벡터 용

델링

참조

용

영상 부호화를 위한 기술로는 이 모
모드(depth modeling modes,
DMM), 이 드트리 예측(depth quadtree prediction) 등이 있다. 이 모
모드는 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가하여 이 영상에서의 영역 간 경계를 정
히 부호화한다. 이 드트리 예측은 이 영상은 색상 영상보다 순함을 고
하여 이 영상의 드트리를 색상 영상의 드트리보다 제한시 는 것이다.

깊 쿼
존
깊 쿼
깊
쿼

추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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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

깊

쿼

키

단

델링
확
려

제2장 정량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국가 분석

벌 출원인 분석
제4절 소결
제3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특허

총
두

보고서에서는 MPEG-LA HEVC 특허풀 리스트에 등재된
8,665건의 특허(20
19년 9 기준)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분석 대상 특허는 모 특허풀 리스트 등
재 당시 등록 상 의 특허이다. 분석 대상 특허의 출원국가는 65개국이고 출원
인1)은 43개사이며, 구체적인 사 은 다 과 같다.

월

태

항

[표 II-1] 출원국가(ABC 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국가
AL
AR
AT
AU
BE
BG
BR
CA
CH
CN
C
HU
ID
IE
IL
IN
IS
IT
JP
KE
KR
LI
NL
NO
N
PE
PH
PL
PT
RO
RS
RU
SE

Y

Z

국가명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호주
기에
가리아
라질
나다
스위스
중국
로스
가리
인도 시아
아
드
이스라
인도
아이
드
이 리아
본

벨
불
브
캐

키프
헝
네
일랜

엘
슬란
탈
일
케냐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스웨덴

음

번호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1) 출원인은 표 4의 전체 국가 출원인 점유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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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CZ
DE
DK
EE
ES
FI
FR
GB
GR
HK
HR
LK
LT
LU
LV
MC
MK
MO
MT
M
M
NG
SG
SI
SK
SM
TH
TR
TW
US
VN
A

X
Y

Z

국가명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홍콩
크로아디아
스리랑카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모나코
북마케도니아
마카오
몰타
멕시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산마리노
타이
터키
대만
미국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2. 분석 방법
분석 대상 특허에 대한 전체 국가 및 주요국의 출원 동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
로, 전체 국가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 국가별 출원 점유율, 상위 5개국의 연도
별 출원 동향, 전체 국가에 대한 출원인 점유율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국가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5개사의 국가 점유율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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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 분석
분석 대상 특허에 대한 전체 국가 및 주요국에서의 연도별 출원 동향과 국가
점유율을 분석하고, 상위 5개국에서의 연도별 출원 동향과 출원인 점유율을 분석
하여, 국가별 주요 출원인에 대해서
함

검토

1. 전체 출원 동향
[그림 II-1] 연도별 출원

일

합산
총
최근

분석 대상 특허의 출원 을 기준으로 국가별 출원건수를
하여 전체 국가에
서의 출원건수를 연도별로 나타 것으로, 분석 대상 특허
8,665건은 1996년의
2건을 시작으로 2010-2012년의 출원 집중 시기를 지나
에는 출원건수가 감
하는 경향을 보임

낸

터

소

구체적으로, 연도별 출원건수는 2009년 경부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체 8,665건
의 약 66%에 해당하는 5,694건이 2010-2012년의 구간에 하고, 2013년 이후로는
출원건수의 증감이 있지 대체적으로 감 하는 세를 보임

만

속

소 추
이러한 출원 동향은 2010-2013에 걸쳐 진행된 HEVC 표준화 과정에 연관된 것
으로 판단되며, HEVC 표준화 히스토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Ÿ 2010년 1월: 최종 CfP(Call for Proposal) 발표
Ÿ 2010년 4월 및 7월: JCT-VC 미팅에서 27개의 기관에서 제안한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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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평가와 테스트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논의
2010년 10월: 중국 광저우의 JCT-VC 미팅에서 WD(Working Draft) 1.0
제출 및 HEVC의 테스트 모델인 HM 1.0 결정
2012년 2월: 미국 San Jose에서 프로파일과 레벨의 초기 해상도를 포함하
한 성

Ÿ

Ÿ

는 CD(Committee Draft) 제출 및 HM 6.0 배포
Ÿ
Ÿ
Ÿ

Ÿ
Ÿ

월 최종 표준문서 FDIS 배포
2013년 4월: H.265 표준 version 1 승인
2014년 10월: Range/Multi-view/Scalable extension profile 추가된
version2 승인
2015년 4월: 3D Main profile 추가된 H.265 version 3 승인
2016년 12월: SCC extension profile 추가된 H.265 version 4 승인
2013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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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5

제3절 국가별 출원 점유율
[그림 II-2] 국가별 출원 점유율

[표 II-2] 국가별 출원 점유율

국가 US
건수 904
점유율 10.43%
국가 ES
건수 181
점유율 2.09%
국가 CZ
건수 132
점유율 1.52%
국가 FI
건수 106
점유율 1.22%
국가 LV
건수 94
점유율 1.08%
국가 MC
건수 35
점유율 0.40%
국가 PE
건수
1
점유율 0.01%

KR

JP

CN

RU

MX

TW

AU

GB

DE

625
7.21%

605
6.98%

509
5.87%

315
3.64%

279
3.22%

238
2.75%

230
2.65%

189
2.18%

183
2.11%

179
2.07%

171
1.97%

149
1.72%

146
1.68%

145
1.67%

142
1.64%

141
1.63%

134
1.55%

134
1.55%

124
1.43%

120
1.38%

120
1.38%

119
1.37%

118
1.36%

113
1.30%

110
1.27%

108
1.25%

108
1.25%

105
1.21%

101
1.17%

98
1.13%

97
1.12%

97
1.12%

96
1.11%

95
1.10%

94
1.08%

94
1.08%

93
1.07%

93
1.07%

89
1.03%

79
0.91%

77
0.89%

65
0.75%

62
0.72%

48
0.55%

40
0.46%

32
0.37%

32
0.37%

24
0.28%

18
0.21%

11
0.13%

10
0.12%

5
0.06%

1
0.01%

1
0.01%

1
0.01%

8665

FR

SK

DK
BG

MT
TH

IT

CH
IE

MK
SM

합계

CA
RO

AT
AL
IL

TR
PT

GR
ZA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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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LI

SI

RS

BR

SE
ID

LT

MY
IN

NL
PH

LU
SG
NZ

BE

HU
CY
EE

AR

VN
NO
HR
IS

MO

낸

분석 대상 특허가 출원된 65개국에 대한 점유율 및 출원건수를 나타 것으로,
전체 8,665건의 약 34%에 해당하는 2,958건이 상위 5개국인 미국(US), 대한 국
(KR), 본(JP), 중국(CN) 및 시아(RU)에 집중된 것으로 인

민

일
러
확 됨
유럽(EP) 출원의 경우에는 EPO의 특허 허여 후 출원인이 선택한 개별국에 대
해서 유효화(validation) 절차가 진행되므로, 분석 대상 특허 중에서 EP 개별국
(예, 영국(GB), 독일(DE), 스페인(ES), 프랑스(FR) 등) 특허가 동일한 EP 출원의
패밀리 특허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EPO를 거치지 않고 개별국 특허청
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역시 포함되어 있음
EP 개별국 중에서는 GB 출원이 189건(약 2%)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전체 국
가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분석 대상 특허의 EP 개별국에 대한 집중도
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1. 상위 5개국 출원 동향
[그림 II-3] 상위 5개국 연도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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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상위 5개국 연도별 출원

연도 1996
국가
US
0
KR
0
JP
0
CN
0
RU
0
연도 2004
국가
US
6
KR
2
JP
2
CN
7
RU
0
연도 2012
국가
US
87
KR
134
JP
79
CN
176
RU
99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0
1
0
0

1
0
1
1
0

0
0
0
1
0

1
0
1
0
0

1
0
0
1
1

2
0
1
6
0

7
8
7
16
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
3
2
2
0

5
6
1
3
0

8
3
2
6
0

2
13
4
9
1

18
23
1
16
0

29
35
20
89
29

50
75
41
141
4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1
101
110
32
42

119
119
63
3
29

236
42
111
0
14

133
22
108
0
12

97
27
44
0
25

30
12
6
0
15

904
625
605
509
315

출원건수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인 US, KR, JP, CN 및 RU에서의 출원건수를 연
도별로 나타 것임

낸

우

US, KR 및 JP의 경 에는 2010-2012년의 구간 및 2014-2016 구간에 출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CN 및 RU의 경 에는 전체 국가에서의 출원 동향과 유
사하 2010-2012년에 출원건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우

게
이러한 특징은 국가별 분할출원(또는, US의 계속출원)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분할출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CN 및 RU와, 그렇지 않은 U
S, KR 및 JP이 출원 동향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냄
구체적으로, CN 및 RU의 경우에는 분할출원 요건으로서 최초 모출원이 출원계
속 중일 것을 요구하므로(예, 모출원 등록후 분할출원의 분할출원 불가), 신규출원
(모출원)이 집중된 2010-2012년의 구간에 분할출원 역시 집중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US, KR 및 JP의 경우에는 최초 모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 아니더라도 분
할출원이 출원계속중이라면 분할출원의 분할출원이 가능하므로, 2010-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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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볼 수 있고, 2014-2016년의 구
볼 수 있음

구간에는 주로
출원(모출원)이 집중된 것으로
간에서는
출원보다는 분할출원이 집중된 것으로

신규

이와 관련하여, MPEG-LA HEVC 표준 특허풀에서는 모출원과 분할출원에 대
해서 포인트를 차등 할당하 로 하나의
적인 명 사상에 대해서 1건의 모출
원과 4건의 분할출원을 통해 적의 포인트를 할당 는 경향이 있

므
최

독립

발
받

음
분석 대상 특허에는 다수의 분할출원이 포함되어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은 국가
별 분할출원 제도의 특징이 국가별 출원 동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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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인 점유율
가. 전체국가 출원인 점유율
[그림 II-4] 전체 국가 출원인 점유율

[표 II-4] 전체 국가 출원인 점유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출원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M&K Holdings Inc.
NTT DOCOMO, INC.
JVC KENWOOD Corporation
Infobridge Pte. Ltd.

SK Telecom Co., Ltd.
KT Corp.
NEC Corporation
ETRI
Canon Inc.
Tagivan II LLC
Fujitsu Limited
ETRI and Kyung Hee University
Apple Inc.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
Maxell, Ltd.
Vidyo, Inc.
IBE PT Holdings
HUMA Co., Ltd.
Siemens Corp.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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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3550
907
862
625
568
364
289
219
208
180
131
126
80
69
67
60
41
40
32
21

점유율
40.97%
10.47%
9.95%
7.21%
6.56%
4.20%
3.34%
2.53%
2.40%
2.08%
1.51%
1.45%
0.92%
0.80%
0.77%
0.69%
0.47%
0.46%
0.37%
0.2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Orange SA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ETRI and KAIST
KAIST and KBS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Funai Electric Co., Ltd.
IDEAHUB, Inc.
The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ork
ETRI, Kwangwoon University and Kyung Hee University
ETRI and Korea Aerospace University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 Ltd.
ETRI, Sejong University and Kwangwoo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Nippon Hoso Kyokai
Sejong University
SK Planet Co., Ltd.
Sky Media Tech, Inc.
Digital Insights Inc.
Alpha Digitech, Inc.
KPIC Lt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ejong University and Kwangwoon University
계

Y

총합

각각의 출원인에 대해서 국가별 출원건수를
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나타

냄

합산하여

20
18
18
18
18
17
17
16
15
12
10
8
8
7
7
5
3
3
2
1
1
1
1

8665

0.23%
0.21%
0.21%
0.21%
0.21%
0.20%
0.20%
0.18%
0.17%
0.14%
0.12%
0.09%
0.09%
0.08%
0.08%
0.06%
0.03%
0.03%
0.02%
0.01%
0.01%
0.01%
0.01%

전체 국가에서의 출원인

상위 5개사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이하, SAMSUNG), M&K Holdin
gs Inc. (이하, M&K), NTT DOCOMO, INC. (이하, NTT DOCOMO), JVC KEN
WOOD Corporation (이하, JVC KENWOOD) 및 Infobridge Pte. Ltd. (이하, INF
OBRIDGE)가 전체 8,665건 중에서 약 75%에 해당하는 6,512건을 보유함
그 중에서 SAMSUNG은 전체 8,665건 중에서 약 41%에 해당하는 3,550건을 보
유하여, 상위 5개사 중 나 지 4개사의 출원건수를 한 2962건(전체의 약 34.1
8%)보다 높은 도적인 점유율을 보임

압

머

합

싱

르

또한, 상위 10개사는 KR, JP, 가포 (SG) 국적의 출원인으로, 분석 대상 특허
에는 US, EP, CN 국적 출원인의 특허가 상대적으로 적 포함된 것으로 인

음

게

확 됨

다 으로, 출원건수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인 US, KR, JP, CN 및 RU에서의 출
원인 점유율에 대해서 이하에서
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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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S 출원인 점유율
[그림 II-5] US 다출원인

[표 II-5] US 다출원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출원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SK Telecom Co., Ltd.

JVC KENWOOD Corporation
Infobridge Pte. Ltd.
NTT DOCOMO, INC.
KT Corp.
ETRI

M&K Holdings Inc.

Canon Inc.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
Apple Inc.
Maxell, Ltd.
ETRI and Kyung Hee University
Fujitsu Limited
IBE PT Holdings
Tagivan II LLC
HUMA Co., Ltd.
NEC Corporation
Vidyo, Inc.
Orange SA
ETRI, Kwangwoon University and Kyung Hee University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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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201
118
88
70
60
48
45
33
26
25
24
19
15
15
15
13
10
10
10
6
5

점유율
22.23%
13.05%
9.73%
7.74%
6.64%
5.31%
4.98%
3.65%
2.88%
2.77%
2.65%
2.10%
1.66%
1.66%
1.66%
1.44%
1.11%
1.11%
1.11%
0.66%
0.55%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ETRI, Sejong University and Kwangwoon University
Funai Electric Co., Ltd.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 Ltd.
KAIST and KBS
The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ork
ETRI and KAIST
ETRI and Korea Aerospace University
IDEAHUB, Inc.
Siemens Corp.
SungKyunKwan University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Kyung Hee University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ippon Hoso Kyokai
계

Y

총합

5
5
5
5
5
3
3
3
3
3
2
2
2
1
1

904

0.55%
0.55%
0.55%
0.55%
0.55%
0.33%
0.33%
0.33%
0.33%
0.33%
0.22%
0.22%
0.22%
0.11%
0.11%

낸

US에서의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나타 것으로, 상위 5개사인 SAMS
UNG, SK Telecom Co., Ltd. (이하, SKT), JVC KENWOOD, INFOBRIDGE 및
NTT DOCOMO가 전체 904건 중에서 약 59%에 해당하는 537건을 보유함

마찬

SAMSUNG은 전체 국가에서와
가지로 US에서도 1순위의 점유율을 보이
며, 전체 904건 중에서 약 22%에 해당하는 201건을 보유함
SKT는 전체 국가에서 6순위에 비하여 US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2순위의 점
유율을 보임

게

JVC KENWOOD는 전체 국가에서 4순위 및 US에서도 3순위의 유사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NTT DOCOMO는 전체 국가에서 3순위 및 US에서도 5순위의
유사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INFOBRIDGE는 전체 국가에서 5순위 및 US에
서도 4순위의 유사하 높은 점유율을 보임

게

게

바탕

이와 같이 US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출원인은 US의 출원 집중도를
으로 전체 국가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 , M&K는 전체 국가
에서 2순위의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US에서는 8순위의 다
은 점유율을 보이
는 것으로 인

확 됨

만
소낮

마찬

또한, 전체 국가에서와
가지로 US에서의 상위 10개사는 KR, JP, SG 국적
의 출원인이고, US 자국 출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은 11순위의 Apple Inc.
(이하, APPLE)의 2.65% (24건)으로 인

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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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R 출원인 점유율
[그림 II-6] KR 다출원인

[표 II-6] KR 다출원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출원인
SK Telecom Co., Ltd.
ETRI

NTT DOCOMO,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KT Corp.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
Canon Inc.
ETRI and Kyung Hee University

JVC KENWOOD Corporation

NEC Corporation
IDEAHUB, Inc.
Fujitsu Limited
HUMA Co., Ltd.
ETRI and KAIST
ETRI, Kwangwoon University and Kyung Hee University
Apple Inc.
KAIST and KBS
ETRI and Korea Aerospace University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 Ltd.
Sejong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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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105
88
63
58
46
32
31
31
27
27
14
12
12
10
9
7
6
5
5
5
5

점유율
16.80%
14.08%
10.08%
9.28%
7.36%
5.12%
4.96%
4.96%
4.32%
4.32%
2.24%
1.92%
1.92%
1.60%
1.44%
1.12%
0.96%
0.80%
0.80%
0.80%
0.80%

M&K Holdings Inc.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
3
3
3
2
2
2
2
2
1
1
1
1
1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SK Planet Co., Ltd.
Sky Media Tech, Inc.
Digital Insights Inc.
ETRI, Sejong University and Kwangwoon University
IBE PT Holdings

X
Infobridge Pte. Ltd.

Kyung Hee University
Alpha Digitech, In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KPIC Ltd.
Sejong University and Kwangwoon University
Tagivan II LLC
계

총합

625

0.48%
0.48%
0.48%
0.48%
0.32%
0.32%
0.32%
0.32%
0.32%
0.16%
0.16%
0.16%
0.16%
0.16%

낸

KR에서의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나타 것으로, 상위 5개사인 SKT,
한국전자통 연구원(ETRI), NTT DOCOMO, SAMSUNG 및 KT Corp.(이하, K
T)가 전체 625건 중에서 약 58%에 해당하는 72건을 보유함

신

전체 국가 및 US에서 1순위의 점유율을 보이는 SAMSUNG은, KR 자국 출원
에서는 9.28% (58건)으로 상대적으로 은 4순위이 로, 상대적으로 해 출원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낮

음

므

외

전체 국가에서 6순위 및 US에서 2순위인 SKT는, KR 자국출원에는 16.8% (10
5건)으로 1순위이 로, 상대적으로 국내 출원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므

음

NTT DOCOMO는 전체 국가에서 3순위, US에서 5순위에 이어 KR에서도 3순
위의 유사하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 , 전체 국가에서 4순위의 JVC KENWOOD
는 KR에서는 9순위로 상대적으로 은 점유율을 보임

게

편

낮

만

만

한 , M&K는 전체 국가에서 2순위의 점유율을 보이지 자국 출원인 KR에서
는 3건(22순위)으로 매
은 점유율을 보이며, INFOBRIDGE는 전체 국가에서
5순위와 US에서 4순위이지 KR에서는 2건(29순위)으로 매
은 점유율을 보
임

우낮
만

우낮

물론

또한, KR에서의 상위 10개사는
대부분의 출원인이 KR, JP 국적이고, 그
국적의 출원인은 US의 APPLE이 7건, CN의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
hnology Co., Ltd. (이하, HIKVISION)이 5건 등으로 비 적 은 점유율을 보임

외

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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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JP 출원인 점유율
[그림 II-7] JP 다출원인

[표 II-7] JP 다출원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출원인

JVC KENWOOD Corporation
NTT DOCOMO,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Maxell, Ltd.

Infobridge Pte. Ltd.

ETRI
Canon Inc.
Tagivan II LLC
Fujitsu Limited
NEC Corporation
ETRI and Kyung Hee University
Funai Electric Co., Ltd.
KT Corp.

M&K Holdings Inc.

Vidyo, Inc.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
Apple Inc.
IBE PT Holdings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Nippon Hoso Kyoka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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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243
70
39
34
31
26
23
23
18
14
12
10
9
8
7
6
5
5
5
4

점유율
40.17%
11.57%
6.45%
5.62%
5.12%
4.30%
3.80%
3.80%
2.98%
2.31%
1.98%
1.65%
1.49%
1.32%
1.16%
0.99%
0.83%
0.83%
0.83%
0.66%

21
22
23
24
25
26
27

ETRI and KAIST
Orange SA
ETRI and Korea Aerospace University
KAIST and KBS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Kyung Hee University
The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계

총합

York

낸

3
3
2
2
1
1
1

605

0.50%
0.50%
0.33%
0.33%
0.17%
0.17%
0.17%

JP에서의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나타 것으로, 상위 5개사인 JVC K
ENWOOD, NTT DOCOMO, SAMSUNG, Maxell, Ltd. (이하, MA ELL) 및 INF
OBRIDGE가 전체 605건 중에서 약 69%에 해당하는 417건을 보유함

X

전체 국가에서 4순위 및 US에서 3순위의 점유율을 보이는 JVC KENWOOD는,
JP 자국 출원에서는 40.17% (243건)으로 1순위이 로, 상대적으로 자국 출원에 집
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므

권 벗 난
므

X

전체 국가 및 US에서 10위 을 어 점유율을 보인 MA ELL은, JP 자국 출
원에서는 5.62% (34건)으로 4순위이 로, 자국 출원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전체 국가 및 US에서 1순위, KR에서 4순위를 보이는 SAMSUNG은, JP 출원
에서도 6.45% (39건)으로 3순위이 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인

므

확 됨

NTT DOCOMO는 전체 국가에서 3순위, US에서 5순위, KR에서 3순위에 이어,
JP에서도 2순위의 유사하 높은 점유율을 보임

게

우낮

만

INFOBRIDGE는 KR에서는 매
은 점유율을 보이지 , 전체 국가에서 4순
위, US에서 4순위와 유사하 JP에서도 5순위의 높은 점유율을 보임

게

또한, JP에서의 상위 10개사는 대부분 JP, KR, SG 국적이고, US 국적의 Tagiv
an II LLC(이하, TAGIVAN)가 8순위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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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N 출원인 점유율
[그림 II-8] CN 다출원인

[표 II-8] CN 다출원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출원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SK Telecom Co., Ltd.

NTT DOCOMO, INC.
Infobridge Pte. Ltd.
JVC KENWOOD Corporation
M&K Holdings Inc.

NEC Corporation
KT Corp.
Canon Inc.
ETRI
HUMA Co., Ltd.
Apple Inc.
Tagivan II LLC
Fujitsu Limited
IBE PT Holdings
Maxell, Ltd.
Orange SA
Vidyo, Inc.
KAIST and KBS
ETRI and Kyung Hee University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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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140
69
52
40
30
23
22
21
12
11
10
9
8
7
7
7
6
6
5
4

점유율
27.50%
13.56%
10.22%
7.86%
5.89%
4.52%
4.32%
4.13%
2.36%
2.16%
1.96%
1.77%
1.57%
1.38%
1.38%
1.38%
1.18%
1.18%
0.98%
0.79%

21
22
23
24
25
26
27
28
29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Siemens Corp.
ETRI and KAIST
Kyung Hee University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ETRI and Korea Aerospace University
ETRI, Kwangwoon University and Kyung Hee University
ETRI, Sejong University and Kwangwoon University
계

총합

4
4
4
2
2
1
1
1
1

0.79%
0.79%
0.79%
0.39%
0.39%
0.20%
0.20%
0.20%
0.20%
509

낸

CN에서의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나타 것으로, 상위 5개사인 SAMS
UNG, SKT, NTT DOCOMO, INFOBRIDGE, JVC KENWOOD가 전체 509건 중
에서 약 65%에 해당하는 331건을 보유함
전체 국가 및 US에서 1순위, KR에서 4순위, JP에서 3순위를 보이는 SAMSUN
G은, CN 출원에서도 27.5% (140건)으로 1순위이 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점
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인

므

확 됨

전체 국가에서 6순위, US에서 2순위, KR에서 1순위의 점유율을 보이는 SKT
는, CN 출원에서도 2순위이 로, JP를 제 한 주요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
는 것으로 인

확 됨

므

외

NTT DOCOMO는 전체 국가에서 3순위, US에서 5순위, KR에서 3순위, JP에서
2순위에 이어, CN에서도 3순위의 유사하 높은 점유율을 보임

우낮

게

만

INFOBRIDGE는 KR에서 매
은 점유율을 보이지 , 전체 국가에서 4순위,
US에서 4순위, JP에서 5순위와 유사하 , CN에서도 4순위의 높은 점유율을 보임

게

낮

만

JVC KENWOOD는 KR에서는 9순위로 상대적으로 은 점유율을 보이지 , 전
체 국가에서 4순위, US에서 3순위, JP에서 1순위에 이어, CN에서도 5순위의 유사
하 높은 점유율을 보임

게

또한, CN에서의 상위 10개사는 대부분 KR, JP, SG 국적이고, US 국적의 APP
LE 및 TAGIVAN이 각각 12 및 13순위로 비 적 은 점유율을 보임

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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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U 출원인 점유율
[그림 II-9] RU 다출원인

[표 II-9] RU 다출원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출원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NTT DOCOMO, INC.
JVC KENWOOD Corporation
KT Corp.
Canon Inc.
NEC Corporation

Infobridge Pte. Ltd.

ETRI and Kyung Hee University

M&K Holdings Inc.

Tagivan II LLC
Orange SA
ETRI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Siemens Corp.
계

총합

낸

건수
136
46
40
30
21
16
8
5
5
3
2
1
1
1

315

점유율
43.17%
14.60%
12.70%
9.52%
6.67%
5.08%
2.54%
1.59%
1.59%
0.95%
0.63%
0.32%
0.32%
0.32%

RU에서의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나타 것으로, 상위 5개사인 SAMS
UNG, NTT DOCOMO, JVC KENWOOD, KT 및 Canon Inc.(이하, CANON)이
전체 315건 중에서 약 87%에 해당하는 273건을 보유함
- 31 -

전체 국가, US 및 CN에서 1순위, KR에서 4순위, JP에서 3순위를 보이는 SAM
SUNG은, RU 출원에서도 43.17% (136건)으로 1순위이 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인

므

확 됨

전체 국가에서 7순위, US에서 6순위, KR에서 5순위, CN에서 8순위의 점유율을
보이는 KT는, RU 출원에서는 9.52% (30건)으로 4순위이며, JP를 제 한 주요 국
가에서 비 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인

교

확 됨

외

NTT DOCOMO는 전체 국가에서 3순위, US에서 5순위, KR에서 3순위, JP에서
2순위, CN에서 3순위에 이어, RU에서도 2순위의 유사하 높은 점유율을 보임

게
JVC KENWOOD는 KR에서는 9순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전
체 국가에서 4순위, US에서 3순위, JP에서 1순위, CN에서 5순위와 유사하게 RU
에서도 3순위의 높은 점유율을 보임

또한, RU에서의 상위 10개사는 KR, JP, SG 국적이고, US 국적의 TAGIVAN
이 10순위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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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출원인 분석
전술한 국가별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전체 국가에서의 상위 5개사는 SAMSUN
G, M&K, NTT DOCOMO, JVC KENWOOD 및 INFOBRIDGE이며, 이들의 연도
별 출원 동향은 국가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전체 국가 및 상위 5개국의 국가별
출원 동향과 유사하 로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은
한다.

므

생략

이하에서는, 상위 5개사의 국가 점유율을 분석하여, 각각의 출원인이 집중하는
출원 국가에 대해서
한다.

검토

1. 출원인별 국가 점유율
가. SAMSUNG
[그림 II-10] 삼성 국가 점유율

[표 II-10] 삼성 국가 점유율

국가 US CN RU MX CA VN AU
건수 201 140 136 114 81
80
79
점유율 5.66% 3.94% 3.83% 3.21% 2.28% 2.25% 2.23%
국가 DE FR GB BE CH CY DK
건수 68
68
68
67
67
67
67
점유율 1.92% 1.92% 1.92% 1.89% 1.89% 1.89% 1.89%
국가 HU IE IT
LI LT LU LV
건수 67
67
67
67
67
67
67
점유율 1.89% 1.89% 1.89% 1.89% 1.89% 1.8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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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H

ZA

79
2.23%

76
2.14%

73
2.06%

67
1.89%

67
1.89%

67
1.89%

67
1.89%

67
1.89%

67
1.89%

ES

NL

FI

NO

HR
PL

국가 SE SI SK TR AT BG CZ GR MK PT
건수 67
67
67
67
66
66
66
66
66
66
점유율 1.89% 1.89% 1.89% 1.89% 1.86% 1.86% 1.86% 1.86% 1.86% 1.86%
국가 RO AL KR MY RS JP TW SG IS EE
건수 66
62
58
52
50
39
38
33
13
12
점유율 1.86% 1.75% 1.63% 1.46% 1.41% 1.10% 1.07% 0.93% 0.37% 0.34%
국가 MC MT SM IL
IN NZ BR HK
합계
건수 12
12
12
9
7
5
2
2
3550
점유율 0.34% 0.34% 0.34% 0.25% 0.20% 0.14% 0.06% 0.06%

낸
멕 코 X
확 됨

SAMSUNG이 출원한 58개국에 대한 점유율 및 출원건수를 나타 것으로, 전
체 3,550건의 약 19%에 해당하는 672건이 상위 5개국(US, CN, RU, 시 (M )
및 나다(CA))에 집중되며, 특정 국가 집중도가 비 적 은 것으로 인

캐

교 낮

전체 출원인에 대한 국가 점유율에서는 상위 5개국이 US, KR, JP, CN 및 RU
로 나타나지 , SAMSUNG은 KR에 대해서는 58건(1.63%) 및 JP에 대해서는 39
건(1.10%)으로 US, CN 및 RU에 비하여 은 출원건수(점유율)를 보이며, KR 자
국 출원에 비하여 해 국가에 대한 출원 집중도가 높 나타

만

낮

외
게 남
상위 10개국에는 베트남(VN), 오스트레일리아(AU), 인도네시아(ID), 필리핀(P
H), 남아프리카공화국(ZA)이 더 포함되며, 이에 대한 73-80건의 출원건수에 비하
여 DE, FR, GB, 벨기에(BE), 스위스(CH) 등의 EP 개별국에 대한 출원건수는 66
-68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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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K HOLDINGS
[그림 II-11] M&K HOLDINGS 국가 점유율

[표 II-11] M&K HOLDINGS 국가 점유율

국가
건수
점유율
국가
건수
점유율
국가
건수
점유율
국가
건수
점유율
국가
건수
점유율
국가
건수
점유율

US

VN

CN

AL

AT

BE

BG

CH

CY

CZ

33
3.64%

27
2.98%

23
2.54%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20
2.21%

11
1.21%

8
0.88%

5
0.55%

5
0.55%

5
0.55%

5
0.55%

5
0.55%

5
0.55%

5
0.55%

5
0.55%

3
0.33%

1
0.11%

1
0.11%

DE
IE

NL

TR
SG

DK
IS

NO

MX
KR

EE
IT

PL
JP

PE

ES
LI

PT

AU
ZA

FI

LT

RO

CA

FR

LU
RS
ID

GB
LV
SE
IL

GR

MC
SI

합계

MY

HR

MK
SK
PH

HU

MT
SM
RU

907

낸
알바니
확 됨

M&K가 출원한 54개국에 대한 점유율 및 출원건수를 나타 것으로, 전체 907
건의 약 14%에 해당하는 123건이 상위 5개국(US, VN, CN,
아(AL), 오스
트리아(AT))에 집중되며, 특정 국가 집중도가 비 적 은 것으로 인

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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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원인에 대한 국가 점유율에서는 상위 5개국이 US, KR, JP, CN 및 RU
로 나타나지 , M&K는 KR에 대해서는 3건(0.33%), JP에 대해서는 8건(0.88%)
및 RU에 대해서는 5건(0.55%)의 출원건수(점유율)를 보이며, KR, JP 및 RU의 점
유율이 US 및 CN에 비하여 매
은 것이 특 임

만

우낮

징

외

M&K의 출원국가 중에서 상위 3개국(US, VN, CN)을 제 한 공동 4위의 38개
국에 대해서는 동 하 20건의 출원건수가 관측되고 이는 대부분 EP 개별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되며, EP 개별국에 비하여 KR, JP, RU에서 현 하
은
점유율을 보임

일 게
확

저 게낮

- 36 -

다. NTT DOCOMO
[그림 II-12] NTT DOCOMO 국가 점유율

[표 II-12] NTT DOCOMO 국가 점유율

국가 JP KR US
건수 70
63
60
점유율 8.12% 7.31% 6.96%
국가 IT ES FR
건수 28
25
25
점유율 3.25% 2.90% 2.90%
국가 RO SK CH
건수 19
19
17
점유율 2.20% 2.20% 1.97%
국가 FI VN DK
건수 5
5
4
점유율 0.58% 0.58% 0.46%

CN

RU

AU

MX

TW

DE

GB

52
6.03%

46
5.34%

38
4.41%

37
4.29%

36
4.18%

28
3.25%

28
3.25%

25
2.90%

25
2.90%

24
2.78%

24
2.78%

22
2.55%

21
2.44%

19
2.20%

17
1.97%

16
1.86%

14
1.62%

14
1.62%

7
0.81%

6
0.70%

5
0.58%

4
0.46%

4
0.46%

3
0.35%

3
0.35%

2
0.23%

1
0.12%

1
0.12%

SE
LI

GR

TR

CA
PH

합계

BE

NO
IE

PT
SG

MC

NL
ID

AT

CZ

EE

LU

PL

BR

TH

862

낸

NTT DOCOMO가 출원한 40개국에 대한 점유율 및 출원건수를 나타 것으로,
전체 862건의 약 34%에 해당하는 291건이 상위 5개국(JP, KR, US, CN, RU)에
집중되며, 상위 5개국에 대한 집중도가 비 적 높은 것으로 인

교

확 됨

만

전체 출원인에 대한 국가 점유율에 따른 상위 5개국과 순위는 차이가 있지
동 하 상위 5개국에 대한 출원건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인되며, JP 자국 출

일 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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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상위 10개국에는 AU, MX, 대만(TW), DE, GB가 더 포함되며, EP 개별국 출원
건수(최대 28건)에 비하여 AU, MX, TW의 출원건수가 36-38건으로 더 높은 점
원의 점유율이 1순위인 특 을 보임

유율을 보임

라. JVC KENWOOD
[그림 II-13] JVC KENWOOD 국가 점유율

[표 II-13] JVC KENWOOD 국가 점유율

국가 JP
건수 243
점유율 38.88%
국가 PH
건수 5
점유율 0.80%
국가 SE
건수 4
점유율 0.64%
국가 BR
건수 1
점유율 0.16%

TW

US

RU

BE

CH

FI

CN

KR

DE

FR

GB

AU

93
88
40
14.88% 14.08% 6.40%

30
4.80%

27
4.32%

7
1.12%

7
1.12%

7
1.12%

6
0.96%

4
0.64%

4
0.64%

4
0.64%

4
0.64%

4
0.64%

4
0.64%

4
0.64%

4
0.64%

4
0.64%

4
0.64%

3
0.48%

3
0.48%

3
0.48%

3
0.48%

3
0.48%

3
0.48%

2
0.32%

2
0.32%

1
0.16%

1
0.16%

1
0.16%

1
0.16%

1
0.16%

TR
ID

CZ
IN

DK
RO

HU
ES

SK

IE

MX
VN

IT

MY

LI

SI

NL

합계

CA

PL

SG

625

낸

JVC KENWOOD가 출원한 36개국에 대한 점유율 및 출원건수를 나타 것으
로, 전체 625건의 약 79%에 해당하는 494건이 상위 5개국(JP, TW, US, RU, CN)
- 38 -

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에 집중되며, 상위 5개국에 대한 집중도가 매

전체 출원인에 대한 국가 점유율에서는 상위 5개국이 US, KR, JP, CN 및 RU
로 나타나지 , JVC KENWOOD에 대한 상위 5개국에는 KR이 제 되고 TW이
포함되며, JP 자국 출원의 점유율이 약 39%로 매 높은 특 을 보임

만

우

까

외

징

KR 지 포함한 상위 6개국에 대해서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521건이 집중되
며, 차순위인 DE, FR, GB 등의 EP 개별국과 AU에 대해서는 6-7건(1% 내 )으
로 현 히 은 출원건수(점유율)을 보임

외

저 낮

마. INFOBRIDGE
[그림 II-14] INFOBRIDGE 국가 점유율

[표 II-14] INFOBRIDGE 국가 점유율

국가 US
건수 70
점유율 12.32%
국가 RU
건수 8
점유율 1.41%
국가 EE
건수 7
점유율 1.23%
국가 IT

MX

CN

TW

JP

AU

PH

IL

VN

CA

50
8.80%

40
7.04%

40
7.04%

31
5.46%

20
3.52%

16
2.82%

10
1.76%

9
1.58%

8
1.41%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AL
ES

LT

AT
FI

LU

BE
FR

LV

BG
GB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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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GR
NL

CY

HR

NO

CZ

HU
PL

DE
IE

PT

DK
IS

RO

건수 7
점유율 1.23%
국가 RS
건수 7
점유율 1.23%
국가 MY
건수 2
점유율 0.35%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7
1.23%

6
1.06%

5
0.88%

4
0.70%

4
0.70%

2
0.35%

2
0.35%

1
0.18%

1
0.18%

1
0.18%

SE

ZA

SI

AR

SK

TR

IN

MO

SG

LI

HK

합계

ID

KR

568

낸

INFOBRIDGE가 출원한 55개국에 대한 점유율 및 출원건수를 나타 것으로,
전체 568건의 약 41%에 해당하는 231건이 상위 5개국(US, M , CN, TW, JP)에
집중되며, 상위 5개국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인

X

확 됨

전체 출원인에 대한 국가 점유율에서는 상위 5개국이 US, KR, JP, CN 및 RU
로 나타나지 , INFOBRIDGE의 경 에는 KR 및 RU가 제 되고 M 및 TW가
포함되어 있

만
음

우

외

X

KR에 대해서는 2건(0.35%) 및 RU에 대해서는 8건(1.41%)의 출원건수(점유율)
는 US, CN 및 JP에 비하여 매
은 것으로 나타나며, SG 자국 출원은 6건(1.0
6%)으로 매
은 특 을 보임

우낮

징

우낮

엘

더

상위 10개국에는 AU, PH, 이스라 (IL), VN, CA가
포함되며, 이들 국가에
서의 출원건수는 8-20건으로, EP 개별국 출원건수( 대 7건)에 비하여 높은 점유
율을 보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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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분석 대상 특허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하여, 전체 국가 및 주요국에서의 연도별
출원 동향, 국가 점유율 및 출원인 점유율과, 상위 5개사의 국가 점유율을 살펴
으로 , 분석 대상 특허가 집중된 시기, 국가, 출원인에 대해서 인하였다.

써

봄

확

요약하면, 분석 대상 특허의 출원이 집중된 시기는 HEVC 표준화 과정과 연계
된 2010-2012년 구간이고, US, KR, JP, CN, RU의 상위 5개국에 전체의 34%가
집중되었으며, SAMSUNG, M&K, NTT DOCOMO, JVC KENWOOD, INFOBRI
DGE의 상위 5개사가 전체의 75%의 점유율을 보이며, 특히 SAMSUNG은 전체의
41%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교

이하에서는, 전체 국가 및 상위 5개국의 국가별 다출원인 상호 비 , 및 전체
출원인과 상위 5개사의 출원인별 다출원국가 상호 비 를 통하여, 분석 대상 특허
에 대한 국가별, 출원인별 특 에 대해서 정리한다.

교

징

1. 국가별 다출원인 요약
[표 II-15] 국가별 다출원인
순위

국가

1
2
3
4
5
6
7
8
9
10

전체국가

US

KR

SAMSUNG
M&K
NTT
DOCOMO
JVC
KENWOOD
INFOBRID
GE
SKT
KT
NEC
ETRI
CANON

SAMSUNG
SKT
JVC
KENWOOD
INFOBRID
GE
NTT
DOCOMO
KT
ETRI
M&K
CANON
ID

SKT
ETRI
NTT
DOCOMO
SAMSUNG
KT
ID
CANON
ETRI &
KHU
JVC
KENWOOD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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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JVC
KENWOOD
NTT
DOCOMO
SAMSUNG
MAXELL
INFOBRID
GE
ETRI
CANON
TAGIVAN
FUJITSU
NEC

CN

RU

SAMSUNG
SKT
NTT
DOCOMO
INFOBRID
GE
JVC
KENWOOD
M&K
NEC
KT
CANON
ETRI

SAMSUNG
NTT
DOCOMO
JVC
KENWOOD
KT
CANON
NEC
INFOBRID
GE
ETRI &
KHU
M&K
TAGIVAN

낸

전체 국가 및 상위 5개국 각각에 대한 상위 10개사의 점유율 순위를 나타 것
으로, 국가별로 출원 집중도가 높은 출원인, 및 국가별 상대적인 출원인 점유율
순위 차이 등을 인할 수 있

확

음

언

않았
바탕

국가별 상위 5개사에 대한 분석에서 급되지는
으나, ETRI는 KR에서의 2
순위와 US, JP 및 CN에서의 10순위 이내의 점유율을
으로, 전체 국가에서 9
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않 만

NEC Corporation(이하, NEC)는 US에서는 10순위 내에 포함되지 지 , KR,
JP, CN, RU에서 10순위 이내의 점유율을
으로 전체 국가에서 9순위의 점유
율을 보임

바탕

두

CANON은 US, KR, JP, CN, RU 모 에서 10순위 내의 점유율을
체 국가에서 10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외

바탕으로 전

그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이하, ID)는 US에서의 10순위 및 KR에
서 6순위의 점유율을
으로 전체 국가에서 15순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ETRI a
nd Kyung Hee University(이하, ETRI & KHU)는 KR 및 RU에서의 8순위의 점
유율을
으로 전체 국가에서 13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바탕

바탕

바탕

그리고, Fujitsu Limited(이하, FUJITSU)는 JP에서의 9순위의 점유율을
으
로 전체 국가에서 12순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MA ELL은 JP에서의 4순위의 점유
율을
으로 전체 국가에서 16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X

바탕

2. 출원인별 다출원국 요약
[표 II-16] 출원인별 다출원인
출원인 전체 출원인 SAMSUNG M&K NTT DOCOMO JVC KENWOOD INFOBRIDGE
순위
1
2
3
4
5
6
7
8
9
10

US
KR
JP
CN
RU
MX
TW
AU
GB
DE

US
CN
RU
MX
CA
VN
AU
ID
PH
ZA

US
VN
CN
AL
AT
BE
BG
CH
CY
CZ

JP
KR
US
CN
RU
AU
MX
TW
DE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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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TW
US
RU
CN
KR
DE
FR
GB
AU

US
MX
CN
TW
JP
AU
PH
IL
VN
CA

낸

전체 출원인 및 상위 5개사 각각에 대한 상위 10개국의 점유율 순위를 나타
것으로, 출원인별로 출원 집중도가 높은 국가, 및 출원인별 상대적인 국가 점유율
순위 차이 등을 인할 수 있

확

음

언

않았

X

출원인별 상위 5개국에 대한 분석에서 급되지는
으나, M 는 SAMSUNG
에서 4순위, NTT DOCOMO에서 7순위 및 INFOBRIDGE에서 2순위의 점유율을
으로, 전체 출원인에서 6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바탕

낮

만

TW은 SAMSUNG 및 M&K에서는 0.55%의 은 점유율을 보이지 , SAMSU
NG에서 7순위, NTT DOCOMO에서 6순위, JVC KENWOOD에서 10순위, INFO
BRIDGE에서 6순위의 점유율을
으로, 전체 출원인에서 8순위의 점유율을 보
임

바탕

낮

만

AU는 M&K에서 1.07% 및 0%의 은 점유율을 보이지 , NTT DOCOMO에
서 8순위, JVC KENWOOD에서 2순위, INFOBRIDGE에서 4순위의 점유율을
으로, 전체 출원인에서 7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바

탕

GB 및 DE는 대부분의 출원인에서 유사한 점유율을 보이며, SAMSUNG에서는
동 하 1.92%, M&K에서는 동 하 2.20%, INFOBRIDGE에서는 동 하 1.2
3%의 비 적 은 점유을을 보이지 , NTT DOCOMO에서 9 및 10순위, JVC K
ENWOOD에서 7 및 8순위의 점유율을
으로, 전체 출원인에서 9 및 10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일 게
교 낮
편
낮

일 게
만

일 게

바탕

한 , SAMSUNG은 전체 출원인에서 점유율이 높은 KR 및 JP에 대한 점유율
이 고 상위 10개국 이 의 국가에 대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
며, M&K도 유사하 전체 출원인에서 점유율이 높은 KR, JP 및 RU에 대한 점
유율이 고 상위 10개국 이 의 국가에 대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게

낮

외

외

우
우낮

우

KR에 대해서, SAMSUNG의 경 에는 1.63%, M&K의 경 에는 0.33%, INFOB
RIDGE의 경 에도 0.35%의 매
은 점유율을 보이지 , 다른 출원인들에 의한
다수 출원을
으로 전체 출원인에서 2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우
바탕

만

우낮

JP에 대해서도 SAMSUNG 및 M&K가 각각 1.10% 및 0.88%의 매
은 점
유율을 보이지 , NTT DOCOMO, JVC KENWOOD 등의 JP 국적 출원인의 높
은 자국 출원 점유율을
으로 전체 출원인에서 3순위의 점유율을 보임

만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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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관관계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표준특허 분포도
제3절 상관관계분석 리스트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래

우

미국 상위 5개사와 한국 상위 5개사는 각각 아 와 같으며, 이에 한국의 경
SKT, ETRI, NTT DOCOMO, KT의 등록특허를, 미국의 경 Samsung Electron
ics, JVC KENWOOD, Infobridge의 등록특허를 각각 분석 대상으로 한다.

우

[표 III-1] 출원인별 다출원인 특허건수
순위

출원인

1
2
3
4
5

한국

총 건수

SK Telecom
ETRI
NTT DOCOMO
Samsung Electronics
KT

만
진행

얄

105
88
63
58
46

책
우

출원인

미국

총 건수

Samsung Electronics
SK Telecom
JVC KENWOOD
Infobridge
NTT DOCOMO

201
118
88
70
60

다 , MPEG LA의 로 티 정 에 따라 하나의 모출원에 대해서 4개의 분할출
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 하나의 모출원과 4개의 분할출원의 Essentia
l feature는 동 하 로,
5개의 등록특허에 대해서 분석을 수 할 실 이 적으
로
리 중 제 를 통해 출된 등록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므 패밀

일 므 총
복 거

각 출원인별 등록특허의

추

익

패밀리 중복 제거에 따른 특허건수는 아래와 같다.

[표 III-2] 상관관계분석 대상 특허건수(한국)

출원인
SK Telecom
ETRI
NTT DOCOMO
KT
총 건수

[표 III-3] 상관관계분석 대상 특허건수(미국)

출원인
Samsung Electronics
JVC KENWOOD
Infobridge
총 건수

행

총 건수
105
88
63
46
360

총 건수
201
88
7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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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거 건수
33
16
14
8

71
중복제거 건수
73
20
17

110

2. 분석 방법

테

H.265 표준문서의 section을 기준으로 이블을 구성하고, 분석 대상 특허의 Es
sential feature 출 및 출된 feature에 대 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련 sect
ion에 매칭 특허를 기 한다.

추

추

응

입
H.265 표준문서는 최근 이슈된 ITU-T H.265(06/2019)를 기준으로 한다.
Essential feature 여부는 등록특허의 출원일 직전에 공개된 Working Draft 문
서에 해당 feature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만, 해당 특허
의 출원일 이전에 이슈된 Working Draft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H.264 표준과 구
별되는 구성을 Essential feature로 결정한다.

편

입
일

않

우

한 , 매칭 특허가 기 되지 은 특정 section의 경 , 1차적으로 H.264 표준의
section과 실질적으로 동 /유사한 section에 대해서는 관련 특허가 재하지 을
것이 로 상관관계분석 대상에서 제 한다.

존

않

므
외
그럼에도 여전히 매칭 특허가 기입되지 않은 section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M
PEG LA의 cross reference chart를 이용하여 해당 section을 주요 특징으로 타겟
팅하는 등록특허를 추출하고, 추출된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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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준특허 분포도
1. Section 6 Bitstream 관련
Section 6은 Bitstream and picture formats, partitionings, scanning processes
and neighbouring relationships를 정하며, 관련 특허건수가
10건에 과하고,
특정 기술 분야에
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비 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단됨

치우치

규

슷

[그림 III-1] Section 6 Bitstream 표준특허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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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불

판

2. Section 7 Syntax 관련

우

Section 7의 경 , 7.3.2.2.1 General sequence parameter set와 7.3.8.1 General s
lice segment data를 제 하고는 high level syntax 관련 특허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의 특허가 low level에
있는 양상임. 특히, Coding unit, Prediction uni
t, transform unit 및 Residual coding 관련
스에 다수의 특허가 분포하는 것
으로 인

외

몰려

신택

확 됨

[그림 III-2] Section 7 Syntax 표준특허 분포도

- 50 -

3. Section 8 Decoding process 관련

우

Section 8의 경 , intra prediction process와 inter prediction process에 다수의
특허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

확 됨

특히, intra prediction 관련하여, intra prediction mode 유도 방법(8.4.2, 8.4.3),
Angular mode 기반의 intra prediction(8.4.4.2.6)에 특허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i
nter prediction 관련하여, merge mode와 AMVP mode에서의 motion information
유도 방법에 특허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임

터

Scaling 및 Transform 관련하여, scaling을 위한 역양자화 파라미 유도 방법
에 특허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며, 그
역변환과 인필 분야는 비 한
분포를 가

짐

외

루프 터

[그림 III-3] Section 8 Decoding process 표준특허 분포도(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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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

[그림 III-4] Section 8 Decoding process 표준특허 분포도(8.5)

[그림 III-5] Section 8 Decoding process 표준특허 분포도(8.6-8.7)

- 52 -

4. Section 9 Parsing process 관련

우

확률 코딩 종래

Section 9의 경 , 전체적으로 관련 특허건수가 적으며, 이는
의
기법인 CABAC 특성상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구성이 지 고, 실제 표준화 과
정에서 Main item으로 논의되지 는 분야임에 따른 것으로

많 않
판단됨

않

[그림 III-6] Section 9 Parsing process 표준특허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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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관관계분석 리스트2)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6.1 Bitstream formats
6.2 Source, decoded and output picture formats

6 Bitstream a
nd picture form
ats, partitioning
s, scanning pro
cesses and neig
hbouring
relationships

6.3 Partitioning of picture
s, slices, slice segments, til
es, CTUs and CTBs

6.4 Availability processes

6.5 Scanning processes

6.3.1 Partitioning of pictures into slices, slice segments and tiles

US9571845B2

6.3.2 Block and quadtree structures

US9118913B2
US9571845B2

6.3.3 Spatial or component-wise partitionings

US9118913B2

6.4.1 Derivation process for z-scan order block availability

US9118913B2
US9225997B2

6.4.2 Derivation process for prediction block availability

US9225997B2

6.5.1 CTB raster and tile scanning conversion process

US8897363B2

6.5.2

US8897363B2

Z-scan order array initialization process

6.5.3 Up-right diagonal scan order array initialization process

US9414056B2

6.5.4 Horizontal scan order array initialization process

US9414056B2

6.5.5 Vertical scan order array initialization process

US9414056B2

7.3.1 NAL unit syntax

7.3.1.1 General NAL unit syntax
7.3.1.2 NAL unit header syntax
7.3.2.1 Video parameter set RBSP syntax

7 Syntax and
semantics

7.3 Syntax in tabular form

7.3.2 Raw byte sequence payloa
ds, trailing bits and byte alignme
nt syntax

KR1698499B1
7.3.2.2 Sequence
parameter set R
BSP syntax

KR1534049B1
7.3.2.2.1 General sequence parameter set RBSP syntax

KR1479141B1
KR1277093B1
KR1813189B1

2) 리스트에서

회색 음영은 H.264 표준과 동일/유사한 section을 의미하고, 파란색 음영은 cross reference chart에서 검색되지 않은 section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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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US9049458B2
US9106924B2
US9118913B2

7.3.2.2 Sequence
parameter set R
BSP syntax

7.3.2.2.1 General sequence parameter set RBSP syntax

US9491474B2
US9307238B2
US9438901B2
US9674553B2

7.3.2.2.2 Sequence parameter set range extension syntax

US9042443B2

7.3.2.2.3 Sequence parameter set screen content coding exte
nsion syntax
KR1356450B1

7 Syntax and
semantics

7.3 Syntax in tabular form

7.3.2 Raw byte sequence payloa
ds, trailing bits and byte alignme
nt syntax

7.3.2.3 Picture p
arameter set RB
SP syntax

7.3.2.3.1 General picture parameter set RBSP syntax

KR1581742B1
US8891631B2
US9961343B2

7.3.2.3.2 Picture parameter set range extension syntax

US10021422B2

7.3.2.3.3 Picture parameter set screen content coding extens
ion syntax
7.3.2.4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RBSP syntax
7.3.2.5 Access unit delimiter RBSP syntax
7.3.2.6 End of sequence RBSP syntax
7.3.2.7 End of bitstream RBSP syntax
7.3.2.8 Filler data RBSP syntax
7.3.2.9 Slice segment layer RBSP syntax
7.3.2.10 RBSP slice segment trailing bits syntax
7.3.2.11 RBSP trailing bits syntax
7.3.2.12 Byte alignment syntax
7.3.3 Profile, tier and level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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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488493B1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527445B1

7.3.4 Scaling list data syntax

KR1627085B1

7.3.5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message syntax

KR1488493B1
KR1934277B1
KR1378861B1

7.3.6.1 General slice segment header syntax
7.3.6 Slice segment header syntax

KR1520369B1
US9866873B2
US9219918B2
US9936197B2

7.3.6.2 Reference picture list modification syntax
7.3.6.3 Weighted prediction parameters syntax
7 Syntax and
semantics

7.3.7 Short-term reference picture set syntax
7.3 Syntax in tabular form

US9042443B2
KR1581399B1
KR1648443B1
KR1698499B1
KR1534049B1
KR1527085B1
US9131232B2
US9124903B2
US9049458B2

7.3.8 Slice segment data syntax

7.3.8.1 General slice segment data syntax

US9106924B2
US9118913B2
US9225987B2
US8891631B2
US8971653B2
US8971650B2
US9307238B2
US88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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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698499B1
KR1534049B1
KR1527085B1
US9131232B2
US9124903B2
US9049458B2
US9106924B2

7.3.8.2 Coding tree unit syntax

US9118913B2
US9225987B2
US8891631B2
US8971653B2
US8971650B2

7 Syntax and
semantics

US9307238B2
7.3 Syntax in tabular form

7.3.8 Slice segment data syntax

US8842926
US9219918B2
US9124894B2
US9544606B2
7.3.8.3 Sample adaptive offset syntax

US9438922B2
US9787992B2
US9124887B2
KR1698499B1
KR1534049B1

7.3.8.4 Coding quadtree syntax

KR1527085B1
US9131232B2
US9124903B2
US9049458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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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US9106924B2
US9118913B2
US9225987B2

7.3.8.4 Coding quadtree syntax

US8891631B2
US8971653B2
US8971650B2
US9307238B2
US8842926
KR1306834B1
KR1681303B1
KR1830352B1
KR1502758B1

7 Syntax and
semantics

KR1527085B1
7.3 Syntax in tabular form

7.3.8 Slice segment data syntax

KR1572462B1
KR1711381B1
KR1712156B1
7.3.8.5 Coding unit syntax

US9787983B2
US9641855B2
US9124903B2
US9225987B2
US9282341B2
US9042666B2
US8885725B2
US8964840B2
US9674553B2
US9247247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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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364195B1
KR1377527B1
KR1590511B1
KR1459714B1
KR1441905B1
KR1234008B1

7.3.8.6 Prediction unit syntax

KR1600919B1
KR1813189B1
US9578332B2
US9106924B2
US9225987B2
US9491484B2

7 Syntax and
semantics

7.3 Syntax in tabular form

US9565447B2

7.3.8 Slice segment data syntax

US10171814B2
7.3.8.7 PCM sample syntax

KR1618117B1
KR1813189B1
US9451273B2
US9641855B2

7.3.8.8 Transform tree syntax

US9407916B2
US9042459B2
US8891631B2
US8971650B2
US9674553B2

7.3.8.9 Motion vector difference syntax
7.3.8.10 Transform unit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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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671460B1
KR1377660B1
KR1539108B1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533720B1
KR1859079B1
US9888262B2

7.3.8.10 Transform unit syntax

US9247270B2
US9414056B2
US9414063B2
US8811479B2
KR1377660B1
KR1539108B1
KR1533720B1

7.3 Syntax in tabular form

KR1859079B1

7.3.8 Slice segment data syntax
7.3.8.11 Residual coding syntax

7 Syntax and
semantics

US9888262B2
US9247270B2
US9414056B2
US9414063B2
US8811479B2
US9877025B2

7.3.8.12 Cross-component prediction syntax
7.3.8.13 Palette syntax

US9485513B2

7.3.8.14 Delta

KR1581742B1

7.3.8.15

US10250883B2

QP syntax
Chroma QP offset syntax

7.4.1 General
7.4 Semantics

7.4.2.1 General NAL unit semantics
7.4.2 NAL unit semantics

7.4.2.2 NAL unit header semantics
7.4.2.3 Encapsulation of an SODB within an RBSP (inf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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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7.4.2.4.1 General

7.4.2 NAL unit semantics

7.4.2.4 Order of
NAL units and a
ssociation to cod
ed pictures, acce
ss units and cod
ed video sequenc
es

7.4.2.4.2 Order of VPS, SPS and PPS RBSPs and their acti
vation
7.4.2.4.3 Order of access units and association to CVSs
7.4.2.4.4 Order of NAL units and coded pictures and their a
ssociation to access units
7.4.2.4.5 Order of VCL NAL units and association to coded
pictures

7.4.3.1 Video parameter set RBSP semantics
KR1698499B1
KR1534049B1
KR1479141B1
7 Syntax and
semantics

KR1277093B1
7.4 Semantics

KR1813189B1

7.4.3 Raw byte sequence payloa
ds, trailing bits and byte alignme
nt semantics

7.4.3.2 Sequence
parameter set R
BSP semantics

7.4.3.2.1 General sequence parameter set RBSP semantics

US9049458B2
US9106924B2
US9118913B2
US9491474B2
US9307238B2
US9438901B2
US9674553B2

7.4.3.2.2 Sequence parameter set range extension semantics
7.4.3.2.3 Sequence parameter set screen content coding exte
nsion semantics
7.4.3.3 Picture p
arameter set RB
SP sema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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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9042443B2

KR1356450B1
7.4.3.3.1 General picture parameter set RBSP semantics

KR1581742B1
US8891631B2
US9961343B2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7.4.3.3 Picture p
arameter set RB
SP semantics

7.4.3.3.2 Picture parameter set range extension semantics

매칭 특허
US10021422B2

7.4.3.3.3 Picture parameter set screen content coding extens
ion semantics

7.4.3.4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RBSP semantics
7.4.3.5 Access unit delimiter RBSP semantics
7.4.3 Raw byte sequence payloa
ds, trailing bits and byte alignme
nt semantics

7.4.3.6 End of sequence RBSP semantics
7.4.3.7 End of bitstream RBSP semantics
7.4.3.8 Filler data RBSP semantics
7.4.3.9 Slice segment layer RBSP semantics
7.4.3.10 RBSP slice segment trailing bits semantics
7.4.3.11 RBSP trailing bits semantics
7.4.3.12 Byte alignment semantics

7 Syntax and
semantics

7.4 Semantics

7.4.4 Profile, tier and level semantics
KR1527445B1

7.4.5 Scaling list data semantics

KR1627085B1

7.4.6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message semantics

KR1488493B1
KR1934277B1
KR1378861B1

7.4.7 Slice segment header sema
ntics

7.4.7.1 General slice segment header semantics

KR1520369B1
US9866873B2
US9219918B2
US9936197B2

7.4.7.2 Reference picture list modification semantics
7.4.7.3 Weighted prediction parameters semantics
7.4.8 Short-term reference picture set sema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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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9042443B2
KR1581399B1
KR1648443B1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698499B1
KR1534049B1
KR1527085B1
US9131232B2
US9124903B2
US9049458B2

7.4.9.1 General slice segment data semantics

US9106924B2
US9118913B2
US9225987B2
US8891631B2
US8971653B2
US8971650B2

7 Syntax and
semantics

7.4 Semantics

US9307238B2

7.4.9 Slice segment data semanti
cs

US8842926
KR1698499B1
KR1534049B1
KR1527085B1
US9131232B2
US9124903B2
7.4.9.2 Coding tree unit semantics

US9049458B2
US9106924B2
US9118913B2
US9225987B2
US8891631B2
US8971653B2
US8971650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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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US9307238B2

7.4.9.2 Coding tree unit semantics

US8842926
US9219918B2
US9124894B2
US9544606B2

7.4.9.3 Sample adaptive offset semantics

US9438922B2
US9787992B2
US9124887B2
KR1698499B1
KR1534049B1
KR1813189B1
KR1527085B1

7 Syntax and
semantics

7.4 Semantics

US9131232B2

7.4.9 Slice segment data semanti
cs

US9124903B2
US9049458B2
7.4.9.4 Coding quadtree semantics

US9106924B2
US9118913B2
US9225987B2
US8891631B2
US8971653B2
US8971650B2
US9307238B2
US8842926
KR1306834B1

7.4.9.5 Coding unit semantics

KR1681303B1
KR183035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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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502758B1
KR1527085B1
KR1572462B1
KR1711381B1
KR1712156B1
US9787983B2
US9641855B2

7.4.9.5 Coding unit semantics

US9124903B2
US9225987B2
US9282341B2
US9042666B2
US8885725B2

7 Syntax and
semantics

7.4 Semantics

US8964840B2

7.4.9 Slice segment data semanti
cs

US9674553B2
US9247247B2
KR1364195B1
KR1377527B1
KR1590511B1
KR1459714B1
KR1441905B1
7.4.9.6 Prediction unit semantics

KR1234008B1
KR1600919B1
KR1813189B1
US9578332B2
US9106924B2
US9225987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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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US9491484B2

7.4.9.6 Prediction unit semantics

US9565447B2
US10171814B2

7.4.9.7 PCM sample semantics

KR1618117B1
KR1813189B1
US9451273B2
US9641855B2

7.4.9.8 Transform tree semantics

US9407916B2
US9042459B2
US8891631B2
US8971650B2
US9674553B2

7 Syntax and
semantics

7.4 Semantics

7.4.9 Slice segment data semanti
cs

7.4.9.9 Motion vector difference semantics

KR1671460B1
KR1943425B1
KR1095938B1
KR1377660B1
KR1539108B1
KR1533720B1

7.4.9.10 Transform unit semantics

KR1859079B1
US9888262B2
US9247270B2
US9414056B2
US9414063B2
US8811479B2

7.4.9.11 Residual coding semantics

- 66 -

KR1943425B1
KR1095938B1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377660B1
KR1539108B1
KR1533720B1
KR1859079B1
US9888262B2

7.4.9.11 Residual coding semantics
US9247270B2

7 Syntax and
semantics

7.4 Semantics

US9414056B2

7.4.9 Slice segment data semanti
cs

US9414063B2
US8811479B2
US9877025B2
7.4.9.12 Cross-component prediction semantics

US9485513B2

7.4.9.13 Palette semantics
7.4.9.14 Delta

QP semantics

7.4.9.15 Chroma

- 67 -

QP offset semantics

KR1581742B1
US10250883B2

Section

Sub-section
8.1 General decoding proce
ss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8.1.1 General

US7929605B2

8.1.2 CVSG decoding process

US7929605B2

_

_

8.1.3 Decoding process for a coded picture with nuh layer id equal to 0

US7929605B2

8.2 NAL unit decoding process
8.3.1 Decoding process for picture order count

KR1378861B1
KR1378861B1
KR1640872B1

8.3.2 Decoding process for reference picture set

KR1581399B1
KR1648443B1
US9936197B2

8.3 Slice decoding process

US7929605B2
8 Decoding pr
ocess

8.3.3 Decoding process for gener 8.3.3.1 General decoding process for generating unavailable reference pictures
ating unavailable reference pictur
8.3.3.2 Generation of one unavailable picture
es
8.3.4 Decoding process for reference picture lists construction

KR1648443B2

8.3.5 Decoding process for collocated picture and no backward prediction flag

US9232229B2

8.4.1 General decoding process for coding units coded in intra prediction mode

KR1648443B2
US7929605B2
KR1277093B1
KR1618117B1
KR1306834B1
KR1502758B1

8.4 Decoding process for c
oding units coded in intra
prediction mode

KR1513956B1
KR1711381B1
8.4.2 Derivation process for luma intra prediction mode

US9473776B2
US9282341B2
US10313671B2
US10045027B2
US9912946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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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US9357224B2
US9497462B2

8.4.2 Derivation process for luma intra prediction mode

US9060179B2
US9143786B2
US9961343B2
US9042666B2
US8964840B2
US10021384B2
US8934541B2

8.4.3 Derivation process for chroma intra prediction mode

US8958476B2
US8019001B2

8 Decoding pr
ocess

8.4 Decoding process for c
oding units coded in intra
prediction mode

US10158883B2
US9848195B2
US10009607B2
KR1487436B1
8.4.4.1 General decoding process for intra blocks

KR1458471B1
KR1702553B1
KR1302660B1

8.4.4.2.1 General intra sample prediction

8.4.4 Decoding process for intra
blocks
8.4.4.2 Intra sa
mple prediction

8.4.4.2.2 Reference sample substitution process for intra sa
mple prediction

US9883191B2
KR1663764B1
KR1458794B1
US9883191B2
KR1663764B1

8.4.4.2.3 Filtering process of neighbouring samples

KR1662655B1
US9049458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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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매칭 특허

Sub-clause

KR1361005B1

_

8.4.4.2.4 Specification of intra prediction mode INTRA PLA
NAR

KR1640873B1
KR1791242B1
US9813727B2

_

8.4.4.2.5 Specification of intra prediction mode INTRA DC
8.4 Decoding process for c
oding units coded in intra
prediction mode

8.4.4 Decoding process for intra
blocks

8.4.4.2 Intra sa
mple prediction

KR1529475B1
US9118913B2
KR1366649B1
KR1529475B1

8.4.4.2.6 Specification of intra prediction mode in the range
of INTRA ANGULAR2.. INTRA ANGULAR34

_

_

KR1456279B1
KR1662655B1
KR1745928B1
US9369715B2
US9083987B2

8 Decoding pr
ocess

8.4.4.2.7 Decoding process for palette mode
8.5.1 General decoding process for coding units coded in inter prediction mode

US8885727B2

8.5.2 Inter prediction process

US8885727B2
8.5.3.1 General

US8885727B2
8.5.3.2.1 General

8.5 Decoding process for c
oding units coded in inter
prediction mode

8.5.3 Decoding process for predi
ction units in inter prediction mo
de

8.5.3.2 Derivatio
n process for mo
tion vector comp
onents and refer
ence indices

KR1428030B1
US9491484B2
KR1791078B1
KR1234008B1
KR1560757B1

8.5.3.2.2 Derivation process for luma motion vectors for me
rge mode

KR1572462B1
US8885727B2
US10182239B2
US1027106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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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791078B1
KR1560757B1

8.5.3.2.3 Derivation process for spatial merging candidates

US8885727B2
US10165299B2
US9906809B2

8.5.3.2.4 Derivation process for combined bi-predictive merg
ing candidates
8.5.3.2.5 Derivation process for zero motion vector merging
candidates

US9854266B2
US9900596B2
US9918103B2
KR1364195B1

8 Decoding pr
ocess

8.5 Decoding process for c
oding units coded in inter
prediction mode

8.5.3 Decoding process for predi
ction units in inter prediction mo
de

KR1377527B1

8.5.3.2 Derivatio
n process for mo
tion vector comp
onents and refer
ence indices

KR1279573B1
KR1590511B1
KR1671460B1
KR1459714B1
KR1441905B1
8.5.3.2.6 Derivation process for luma motion vector predictio
n

US9491484B2
US9313518B2
US9204162B2
US9106924B2
US8811488B2
US9565447B2
US10171831B2
US9866864B2
US978144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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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KR1279573B1
KR1671460B1
KR1678654B1
KR1960761B1

8.5.3.2.7 Derivation process for motion vector predictor cand
idates

KR1348613B1
US9253492B2
US9204163B2
US8811488B2
US9565447B2

8 Decoding pr
ocess

8.5 Decoding process for c
oding units coded in inter
prediction mode

8.5.3 Decoding process for predi
ction units in inter prediction mo
de

8.5.3.2 Derivatio
n process for mo
tion vector comp
onents and refer
ence indices

US9729895B2
US9800873B2
KR1279573B1
KR1671460B1
8.5.3.2.8 Derivation process for temporal luma motion vector
prediction

KR1455183B1
US9232229B2
US9106924B2
US9565447B2
US9232229B2

8.5.3.2.9 Derivation process for collocated motion vector

US9106924B2
US9565447B2

8.5.3.2.10 Derivation process for chroma motion vectors
8.5.3.3 Decoding
process for inter
prediction sampl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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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9106924B2
US9565447B2

8.5.3.3.1 General

US9179167B2

8.5.3.3.2 Reference picture selection process

US9179167B2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매칭 특허

Sub-clause
8.5.3.3.3.1 General

US9179167B2
KR1341993B1
KR1662654B1

8.5.3.3.3 Fractional sample interpo
lation proces
8.5.3 Decoding process for predi
ction units in inter prediction mo
de

8 Decoding pr
ocess

8.5.4.1 General

US9179167B2

8.5.3.3.3.3 Chroma sam
ple interpolation process

KR1341993B1

8.5.3.3.4.1 General

US9042443B2

US9179167B2

8.5.3.3.4.2 Default weig
hted sample prediction
process
8.5.3.3.4.3 Explicit wei
ghted sample prediction
process

US9042443B2
US9350997B2
US9525889B2
US9350997B2

8.5.4.2 Decoding process for luma residual blocks

US9525889B2
US9877025B2
US9350997B2

8.5.4.3 Decoding process for chroma residual blocks
8.6 Scaling, transformation
and array construction proc
ess prior to deblocking filte
r process

US9407928B2

US9615106B2

8.5.3.3.4 Weighted sample predicti
on process

8.5.4 Decoding process for the r
esidual signal of coding units co
ded in inter prediction mode

KR1905159B1

US9262804B2

8.5.3.3 Decoding
process for inter
prediction sample
s

8.5 Decoding process for c
oding units coded in inter
prediction mode

8.5.3.3.3.2 Luma sampl
e interpolation process

US9525889B2
US9877025B2
KR1943425B1

8.6.1 Derivation process for quantization parameters

KR1620620B1
KR1581742B1

- 73 -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US9693061B2
US8891631B2
US10116939B2
US10212418B2
US10205947B2
US10182239B2
US9912953B2

8.6.1 Derivation process for quantization parameters

US9485522B2
US9615106B2
US9325995B2
US9451249B2

8 Decoding pr
ocess

US9961343B2

8.6 Scaling, transformation
and array construction proc
ess prior to deblocking filte
r process

US10244251B2
US9936198B2
US9872025B2
US10250883B2
KR1377660B1
KR1671460B1

8.6.2 Scaling and transformation process

US9350997B2
US9525889B2
US9414074B2

8.6.3 Scaling process for transform coefficients

US9350997B2
US9525889B2
KR1943049B1

8.6.4 Transformation process for
scaled transform coefficients

8.6.4.1 General

US9414074B2
US9525889B2

8.6.4.2 Trans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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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43049B1

Section

Sub-section
8.6 Scaling, transformation
and array construction proc
ess prior to deblocking filte
r process

Clause

표준 기술 분류

Sub-clause

매칭 특허

8.6.5 Residual modification process for blocks using a transform bypass

US9877025B2

8.6.6 Residual modification process for transform blocks using cross-component prediction

US9485513B2

8.6.7 Picture construction process prior to in-loop filter process

KR1581399B1

8.6.8 Residual modification proce
ss for blocks using adaptive colo
ur transform

8.6.8.1 General
8.6.8.2 Adaptive colour transformation process

8.7.1 General

US9491474B2
KR1826353B1
8.7.2.1 General

US9124903B2
US8160138B2

8 Decoding pr
ocess

8.7.2.2 Derivation process of transform block boundary

US8160138B2

8.7.2.3 Derivation process of prediction block boundary

US8160138B2

8.7.2.4 Derivation process of boundary filtering strength

US8160138B2
KR1302660B1

8.7.2.5.1 Vertical edge filtering process

US9124903B2
US8160138B2

8.7 In-loop filter process

KR1302660B1

8.7.2 Deblocking filter process

8.7.2.5.2 Horizontal edge filtering process

US9124903B2
US8160138B2

8.7.2.5 Edge filt
ering proces

KR1834541B1
8.7.2.5.3 Decision process for luma block edges

US9124903B2
US8160138B2

8.7.2.5.4 Filtering process for luma block edges
8.7.2.5.5 Filtering process for chroma block edges
8.7.2.5.6 Decision process for a luma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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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834541B1
US8160138B2
US8160138B2
US9124903B2
US8160138B2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8.7.2 Deblocking filter process
8 Decoding pr
ocess

Sub-clause

8.7.2.5 Edge filt
ering proces

8.7.2.5.7 Filtering process for a luma sample
8.7.2.5.8 Filtering process for a chroma sample

8.7 In-loop filter process
8.7.3 Sample adaptive offset pro
ces

8.7.3.1 General
8.7.3.2 CTB modification process

9.1 General
9.2 Parsing process for 0th order Exp-Golomb codes

KR1834541B1
US9124903B2
US8160138B2
US8160138B2
US9124894B2
US9124887B2
US9124894B2
US9124887B2
US9426492B2

9.2.1 General
9.2.2 Mapping process for signed Exp-Golomb codes
9.3.1 General
9.3.2.1 General
9.3.2.2 Initialization process for context variables
9.3.2 Initialization process

9 Parsing proc
es

매칭 특허

9.3 CABAC parsing proces
s for slice segment data

9.3.2.3 Initialization process for palette predictor entries
9.3.2.4 Storage process for context variables, Rice parameter initialization state
s, and palette predictor variables
9.3.2.5 Synchronization process for context variables, Rice parameter initializatio
n states, and palette predictor variables
9.3.2.6 Initialization process for the arithmetic decoding engine
9.3.3.1 General

9.3.3 Binarization process

9.3.3.2
9.3.3.3
9.3.3.4
9.3.3.5
9.3.3.6
9.3.3.7
9.3.3.8

Truncated Rice binarization process
k-th order Exp-Golomb binarization process
Limited EGk binarization process
Fixed-length binarization process
Truncated Binary (TB) binarization process
Binarization process for part mode
Binarization process for intra chroma pred mode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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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US9591310B2
US9426492B2
KR1633746B1
US10027991B2
KR1633746B1
US9591310B2
US10027991B2
KR1633746B1
KR1633746B1
US9426492B2
US9247270B2

KR1829515B1

Section

Sub-section

Clause

표준 기술 분류

9.3.3 Binarization process

Sub-clause
9.3.3.9 Binarization process for inter_pred_idc
9.3.3.10 Binarization process for cu_qp_delta_abs
9.3.3.11 Binarization process for coeff_abs_level_remaining[ ]
9.3.3.12 Binarization process for palette_escape_val
9.3.3.13 Binarization process for palette_idx_idc
9.3.3.14 Binarization process for num_palette_indices_minus1
9.3.4.1 General

매칭 특허
KR1605397B1
US9426492B2

US9426492B2
KR1791078B1
KR1605397B1
US9591310B2

9.3.4.2.1 General

US9407916B2
US9888262B2
US9247270B2

9 Parsing proc
es

9.3 CABAC parsing proces
s for slice segment data
9.3.4 Decoding process flow

9.3.4.2 Derivatio
n process for ct
xTable, ctxIdx a
nd bypassFlag

9.3.4.2.2 Derivation process of ctxInc
syntax elements
9.3.4.2.3 Derivation process of ctxInc
ts last sig coeff x prefix and last sig
9.3.4.2.4 Derivation process of ctxInc
t coded sub block flag

_ _ __
_ _ _

using left and above
for the syntax elemen

_ _coeff_y_prefix

for the syntax elemen

9.3.4.2.5 Derivation process of ctxInc for the syntax elemen
t sig coeff flag

_

_

9.3.4.2.6 Derivation process of ctxInc for the syntax elemen
t coeff abs level greater1 flag
9.3.4.2.7 Derivation process of ctxInc for the syntax elemen
t coeff abs level greater2 flag
9.3.4.2.8 Derivation process of ctxInc for the syntax elemen
t palette run prefix
9.3.4.3.1 General

_ _ _
_ _ _
_ _

9.3.4.3 Arithmeti
c decoding proce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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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9.3.4.3.2 Arithmetic decoding proc
ess for a binary decision

9.3.4.3.2.1 General
9.3.4.3.2.2 State transit
ion process

KR1791078B1
US9247270B2
US9591310B2
US9872030B2
US10080027B2
US9521430B2
US9521430B2

Section
9 Parsing proc
es

Sub-section
9.3 CABAC parsing proces
s for slice segment data

Clause

표준 기술 분류

9.3.4 Decoding process flow

Sub-clause

9.3.4.3 Arithmeti
c decoding proce
ss

9.3.4.3.3 Renormalization process in the arithmetic decoding
engine
9.3.4.3.4 Bypass decoding process for binary decisions
9.3.4.3.5 Decoding process for binary decisions before termi
nation
9.3.4.3.6 Alignment process prior to aligned bypass de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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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특허

제4장 정량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한국등록특허 기술해설서
제3절 미국등록특허 기술해설서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피 용

추

매칭 특허의 인 수를 기반으로 정성분석 대상 건을 출한다. 이에 한국등록
특허 31건, 미국등록특허 36건이 각각 출되었으며, 출된 등록특허에 대한 기
술해설서를 작성한다.

추

추

2. 분석 방법

응

기술해설서는 매칭 특허의 Essential feature에 대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
련 section의 기술 내 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 으로 작성한다.

용

식
또한, 한국특허의 기술해설서가 기-작성된 경우라도, 미국특허의 피인용수가 한
국특허의 피인용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국특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술해설
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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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등록특허 기술해설서
1. KR1633746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KR
H04N-019/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성창
이진호
최해철
홍진우

| 김휘용 | 이하현 |
| 정세윤 | 조숙희 |
| 김종호 | 최진수 |
| 김진웅

등록일자

2010-0122575
2010.12.03
1633746
2016.06.21

KR 1020090125304 (2009.12.16.), KR 1020100050037 (2010.05.28)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장치 및 방법
[청구항1]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들 중에서 하나의 블록을 상기 현재 블록의 참조 블록
으로서 결정하는 단계; 및

청구항

상기 참조 블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에 대한 엔트로피 복
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하나의 블록이 상기 참조 블록으로서 이용되도록 결정되는지 여부는 상
기 하나의 블록 및 상기 현재 블록이 동일한 슬라이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복호화 방법.

관련 표준

6.4.1, 9.3.1, 9.3.2.1, 9.3.2.4, 9.3.2.5
‘746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상기 하나의 블록이 상기 참조
블록으로서 이용되도록 결정되는지 여부는 상기 하나의 블록 및 상기 현재
블록이 동일한 슬라이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것임

기술 해설

HEVC 표준의 9.3.2.1 절은 CABAC의 context variables 초기화를 규정함. 구체
적으로, 현재 CTU가 타일 내의 첫번째 CTU인 경우에는 9.3.2.2 절을 호출하
여 context variables을 초기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블록의 가용성
(avaiableT)을 고려하여 초기화를 선택적으로 수행함. 이때, 주변 블록의 가용
성은 6.4.1 절에서 결정되며, 6.4.1 절에 따르면 현재 블록이 속한 slice segme
nt의 SliceAddRs가 주변 블록이 속한 slice segment의 SliceAddRs와 다른 값인
경우, availableN은 FALSE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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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1698499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청구항

관련 표준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KR
H04N-019/176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김수년
이영렬
박형미
김기백

| 임정연 | 문주희 |
| 김해광 | 전병우 |
| 박민철 | 김동원 |
| 이주옥

등록일자

2010-0096032
2010.10.01
1698499
2017.01.16

KR 1020090093982 (2009.10.01.), KR 1020090093987 (2009.10.01)
분할 레이어를 이용한 영상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1]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최소 서브블록 크기를 지시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블록 크기에 대한 정보를 복호화함으로써, 매크로블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
계; 및
상기 결정된 크기의 매크로블록을 최상위 레이어로 갖는 트리 구조에서 상위
레이어의 블록이 하위 레이어의 복수의 블록으로 분할되는지와 관련된 분할
정보를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트리 구조에서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블록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트리 구조에서 상기 최소 서브블록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블록
에 대응하는 분할 정보는 상기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지 않고,
상기 트리 구조에서 상기 최소 서브블록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블록
은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7.3.2.2.1, 7.3.8.4, 7.4.3.2.1, 7.4.9.4

‘499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최소 서브블록 크기를 지시하기
위한 정보와 트리 구조에서 상위 레이어의 블록이 하위 레이어의 복수의 블
록으로 분할되는지와 관련된 분할 정보”를 기반으로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l
eaf node의 블록을 식별하는 것임

기술 해설

HEVC 표준의 7.3.2.2.1 절에서 log2_min_luma_coding_block_size_minus3가 파싱
되고, 7.4.3.2.1 절에 따르면, 이는 복호화 장치에서 허용되는 코딩 블록의 최
소 크기를 특정함
또한, 7.3.8.4 절에서, 현재 코딩 블록의 크기가 코딩 블록의 최소 크기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split_cu_flag가 파싱되고, 파싱된 split_cu_flag가 0일 때까지 7.
3.8.4의 coding_quadtree 함수를 재귀적으로 호출하여 코딩 블록의 분할 여부
를 결정함. 즉, 현재 코딩 블록이 코딩 블록의 최소 크기와 동일한 경우, split
_cu_flag가 파싱되지 않으며, 이 경우 7.4.9.4 절에 따르면, split_cu_flag는 0으
로 유도되므로, 현재 코딩 블록은 더 이상 분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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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1356450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이진호 | 김휘용 | 임성창 |
최진수 | 김진웅

등록일자

KR
H04N-019/117

2012-0107639
2012.09.27
1356450
2014.01.22

우선권정보

KR 1020110098601 (2011.09.28.), KR 1020120019999 (2012.02.28)
KR 1020120039412 (2012.04.16)

발명의 명칭

제한된 오프셋 보상 및 루프 필터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및 그 장치
[청구항1]
픽쳐(picture), 타일(tile) 및 부호화 유닛(CU; coding unit)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이 제한된 오프셋 보상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제한된 오프셋 보상
지시자, 화소 적응적 오프셋(SAO; sample adaptive offset) 보상의 수행 여부를
지시하는 SAO 보상 지시자 및 SAO 파라미터를 부호화기로부터 수신하여 복
호화하는 복호화부와;
상기 SAO 보상 지시자 및 상기 SAO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복원된 영상의 화
소에 화소 적응적 오프셋 보상을 수행하는 필터부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관련 표준

7.3.2.3.1, 7.4.3.3.1

‘45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픽쳐(picture)가 제한된 오프셋 보
상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제한된 오프셋 보상 지시자를 부호화기로
부터 수신하여 복호화”하는 것임

기술 해설

HEVC 표준의 7.3.2.3.1 절은 picture parameter set(PPS)를 규정하며, 여기서 lo
op_filter_across_tiles_enabled_flag가 파싱됨. 7.4.3.3.1 절에 따르면, loop_filter_ac
ross_tiles_enabled_flag=1인 경우에는 인루프 필터링이 타일 경계에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루프 필터링이 타일 경계에 적용되지 아니함.
여기서, 인루프 필터링은, HEVC 표준에 정의된 디블록킹 필터와 SAO 필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즉, HEVC 표준은, 해당 PPS를 참조하는 픽쳐 내의 타일 경계에 SAO 필터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래그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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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1627085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임성창 | 김휘용 | 이진호 |
최진수 | 김진웅

등록일자

KR
H04N-019/126

2013-0006736
2013.01.21
1627085
2016.05.30

KR 1020120006564 (2012.01.20.), KR 1020120011672 (2012.02.06)
KR 1020120013462 (2012.02.09.), KR) 1020120013996 (2012.02.10)
KR 1020120038971 (2012.04.16)

발명의 명칭 양자화 행렬의 부호화 방법 및 복호화 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장치

청구항

관련 표준

[청구항1]
역양자화에 사용되는 양자화 행렬의 예측 방식에 대한 정보를 복호화하고, 상
기 양자화 행렬의 예측 방식에 따라서 역양자화에 사용되는 양자화 행렬을
복호화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및
상기 양자화 행렬을 이용하여 역양자화를 수행하는 역양자화부를 포함하며,
상기 양자화 행렬의 예측 방식은 양자화 행렬 내의 계수 간 예측 방식과 양
자화 행렬 복사 방식 중 어느 하나이고,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상기 양자화 행렬의 예측 방식이 양자화 행렬 복사 방식인 경우, 상기 양자화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식별 정보를 기
반으로 상기 양자화 행렬을 유도하고,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양자화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조 양자화
행렬을 특정하는 값으로, 역양자화에 사용할 복호화 대상 양자화 행렬을 특정
하는 값과 상기 참조 양자화 행렬을 특정하는 값 사이의 차이 값을 지시하는
정보이고,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복호화 대상 양자화 행렬을 특정하는 값과 상기 참조
양자화 행렬을 특정하는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 상기 양자화
행렬을 기본 양자화 행렬로부터 유도하며,
상기 기본 양자화 행렬은 복호화기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양자화 행렬로서,
양자화 행렬의 크기와 종류에 의해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
화 장치.

7.3.4, 7.4.6

양

기술 해설

양

예측 방식에 대한

‘085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 자화 행렬의
정보 및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자화 행렬을 유도”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4 절은 양자화 행렬을 결정하기 위한 소정
의 신택스를 규정함. 구체적으로, scaling_list_pred_mode_flag가 파싱되며, 이는
scaling list가 reference scaling list로부터 유도되는지 또는 명시적으로 시그날
링되는지를 특정함.

만일, scaling list가 reference scaling list로부터 유도되는 경우(즉, scaling_list_p
- 85 -

red_mode_flag=0), scaling_list_pred_matrix_id_delta가 추가적으로 파싱되며, 이
는 scaling list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reference scaling list를 특정함

7.4.5 절의 수식 (7-42)을 참조하면, scaling_list_pred_matrix_id_delta는, matrixId
와 refMatrixId의 차이를 부호화한 정보이고, 만일 scaling_list_pred_matrix_id_del
ta=0인 경우, scaling list는 default scaling list(기본 양자화 행렬)로 유도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scaling list는 scaling_list_pred_matrix_id_delta에 의해 특정된
refMatrixId를 가진 reference scaling list로부터 유도됨
상기 default scaling list(기본 양자화 행렬)는, Table 7-5 & 7-6에 규정된 바와
같이, sizdId와 matrixId 즉, 양자화 행렬의 크기와 종류 별로 복호화 장치에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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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R1934277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KR
H04N-019/119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임정연 | 박중건 | 문주희 |
이영렬 | 김해광 | 전병우 |
한종기 | 임성원 | 이주옥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2-0134817
2012.11.26
1934277
2018.12.26

우선권정보 KR 1020110124967 (2011.11.28)
발명의 명칭 개선된 머지를 이용한 영상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청구항1]
영상을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머지플래그 및 머지 인덱스를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복호
부; 및
머지 모드를 나타내는 상기 머지플래그에 반응하는 인터예측부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예측부는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들에 상응하는 머지 후보들을 포함하는 머지 후보 그
룹에, 제1 사용 후보 블록의 리스트 0 움직임 파라미터 및 제2 사용 후보 블
록의 리스트 1 움직임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생성된 양방향 움직임 파라미터
를 추가하고,
상기 머지 후보 그룹에서 상기 머지 인덱스를 이용하여 선택된 머지 후보에
상응하는 움직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 블록을 생성하
고,
상기 머지 후보 그룹은 상기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정보에 상응하는 최대 개
수에 기반하여 생성되고,
상기 인터예측부는 추가된 양방향 움직임 파라미터들의 수에 대한 고려 없이
기설정된 추가 종료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상기 양방향 움직임 파라미터의
추가를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7.3.6.1, 7.4.7.1

‘27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머지 후보 그룹은 상기 비트스트
림에 포함된 정보에 상응하는 최대 개수에 기반하여 생성”하는 것임. 즉, 머
지 후보 그룹에 속한 머지 후보의 최대 개수는, 비트스트림을 통해 시그날링
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6.1 절은 slice segment header를 규정하며,
여기서 신택스 ‘five_minus_max_num_merge_cand’가 파싱됨

7.4.7.1을 참조하면, five_minus_max_num_merge_cand는 머지 후보의 최대 개
수를 특정하며, 이는 5에서 최대 개수를 뺀 값으로 부호화된 것임. 따라서, 수
식 (7-53)과 같이, 머지 후보의 최대 개수는, 5에서 five_minus_max_num_merg
e_cand를 뺀 값으로 유도되며, 1 내지 5 중 어느 하나의 값을 가지도록 강제
됨
- 87 -

6. KR1306834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KR
출원번호
2008-0092654
H04N-007/32
출원일자
2008.09.22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록번호
1306834
김하윤 | 전병우 | 문주희 |
이영렬 | 김해광 | 양정엽 |
등록일자
2013.09.04
원광현
인트라 예측 모드의 예측 가능성을 이용한 영상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방법
[청구항9]
영상을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모드 정보를 추
출하는 모드 정보 추출부;
상기 모드 정보가 제1 부호화 모드를 지시하는 경우, 복수의 인트라 예측 모
드 후보들 중에서 하나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기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로 결정하는 예측 모드 결정부;
상기 모드 정보가 제 2 부호화 모드를 지시하고 상기 모드 정보에 예측 모드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예측 모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결정하는 예측 모드 추출부; 및
상기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잔차 블록을 복원하고, 상기 예측 모드 결정부 또
는 상기 예측 모드 추출부에 의해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상기 현
재 블록을 예측하여 생성한 예측 블록과 상기 잔차 블록을 가산하여 상기 현
재 블록을 복원하는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7.3.8.5, 7.4.9.5, 8.4.2

‘834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모드 정보가 제1 부호화 모드를
지시하는 경우, 복수의 인트라 예측모드 후보들 중 어느 하나로 인트라 예측
모드를 결정”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2 절은 휘도 성분에 대한 인트라 예측 모드
유도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상단/좌측 주변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ca
ndIntraPredModeX)의 가용 여부, 동일 여부 및 비방향성 여부를 고려하여 후
보 리스트(candModeList)를 구성하고, 이때 후보 리스트는 총 3개의 후보 모드
로 구성됨.
그리고, ‘prev_intra_luma_pred_flag’(모드 정보)가 1인 경우, 후보 리스트 내에
서, ‘mpm_idx’에 대응하는 후보 모드가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로 설정
되고, ‘prev_intra_luma_pred_flag’가 0인 경우, 시그날링된 ‘rem_intra_luma_pred
_mode’(예측 모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인트라 예측 모드가 결정됨

참고로, prev_intra_luma_pred_flag와 mpm_idx는 7.3.8.5 절에서 파싱되고, prev_
intra_luma_pred_flag는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mpm에 기반하여 유
도되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mpm_idx는 복수의 mpm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인덱스이며, rem_intra_luma_pred_mode는 3개의 mpm을 제외한 나머지 모드
중 어느 하나를 부호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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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H04N-007/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성창
김휘용
정세윤
홍진우

| 김종호 | 최해철 |
| 이하현 | 이진호 |
| 조숙희 | 최진수 |
| 김진웅

등록일자

2010-0127500
2010.12.14
1234008
2013.02.12

KR 1020090125305 (2009.12.16.), KR 1020100050034 (2010.05.28)
적응적 영상 부호화 장치 및 방법
[청구항1]
화면 간 예측을 수행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로서,
참조 블록 식별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수신된 비트스트림을 기반으로 적응적 복호화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
함하되,
상기 적응적 복호화는,
상기 참조 블록 식별자를 기반으로, 이전에 복원된 하나의 복원 블록을 복호
화 대상 블록의 참조 블록으로 결정하고, 상기 참조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기
반으로 상기 복호화 대상 블록에 적용되는 움직임 정보를 결정하고, 상기 결
정된 움직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복호화 대상 블록을 복호화하는 것이고,
상기 참조 블록 식별자는 상기 참조 블록으로 사용될 복원 블록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7.3.8.6, 7.4.9.6, 8.5.3.2.2

‘834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참조 블록
식별자를 기반으로, 기-복원된 복원 블록을 복호화 대상 블록의 참조 블록으
로 결정”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2 절은 머지 모드에서의 움직임 정보 유
도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공간적 머지 후보와 시간적 머지 후보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한 mergeCandList를 구성하며, 여기서 공간적/시간적 머지
후보는 현재 블록 이전에 복원된 주변 블록임

기술 해설

그리고, 기-구성된 mergeCandList 내에서 merge_idx에 대응하는 머지 후보를
결정하고, 결정된 머지 후보의 움직임 정보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정보로 설
정함. 즉, 시그날링되는 merge_idx에 기반하여, mergeCandList에 속한 복수의
머지 후보 중 어느 하나의 후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움직임 정보를 유도
하는 구조임

참고로, 7.3.8.6 절을 참조하면, 현재 PU가 스킵 모드가 아닌 경우(즉, cu_skip_
flag=0), 현재 PU의 움직임 정보가 주변 블록으로부터 유도되는지 여부를 나
타내는 ‘merge_flag’가 파싱되고, merge_flag=1이고 mergeCandList에 속한 머지
후보의 최대 개수(MaxNumMergeCand)가 1보다 큰 경우에 merge_idx가 파싱
됨. 7.4.9.6 절에서, merge_idx는 mergeCandList의 머지 후보 인덱스를 특정한
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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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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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H04N-007/24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송진한

| 임정연 | 문주희 |
이영렬 | 김해광 | 전병우 |
한종기 | 박형미 | 이주옥

등록일자

2011-0035424
2011.04.16
1813189
2017.12.21

KR 1020100035533 (2010.04.16)
영상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방법
[청구항1]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최소 서브블록 크기에 대한 정보 및 최대 서브블록 크기
를 지시하기 위한 정보를 복호화하는 단계;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복호화할 현재블록의 블록 모드가 스킵 모드인지 여부를
지시하는 블록 모드 정보를 복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블록 모드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현재블록을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스킵 모드는 상기 현재블록의 스킵 움직임 정보 이외에 상기 현재블록
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정보도 상기 비트스트림으로 부호화되지 않는 모드이고,
상기 블록 모드 정보가 상기 현재블록의 블록 모드가 상기 스킵 모드가 아님
을 지시할 때, 상기 현재블록을 복원하는 단계는,
상기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상기 현재블록의 예측 정보를 복호화하는 단계;
상기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트리 구조의 분할 정보를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현
재블록으로부터 분할된 하나 이상의 서브블록들의 잔차 신호에 대한 정보를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서브블록 각각의 잔차 신호에 대한 정보 및 상기 예측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현재블록을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현재블록으로부터 분할되는 상기 서브블록들은 상기 최소 서브블록 크
기 이상이고 상기 최대 서브블록 크기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7.3.2.2.1, 7.3.8.6, 7.3.8.8, 7.4.3.2.1, 7.4.9.6, 7.4.9.8
‘189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최소/최대 서브블록의 크기를 지
시하기 위한 정보가 비트스트림을 통해 복호화되고, 스킵 모드는 스킵 움직임
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부호화되지 않는 모드이며, 트리 구조의 분할 정보에
기초하여 분할된 서브블록에 대해서 잔차 신호를 복원”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2.2.1 절에 따르면, 변환블록의 최소크기를
나타내는 log2_min_luma_transform_block_size_minus2 및 변환블록의 최대크기
와 최소크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log2_diff_max_min_luma_transform_block_size
가 시그날링됨. 상기 시그날링되는 신택스에 따라 변화블록의 최소크기와 최
대크기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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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264 표준과 달리, HEVC 표준의 skip mode는 움직임 정보를 유도함에
있어서, 복수의 candidates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이를 위해
소정의 인덱스 ‘merge_idx’가 시그날링될 것이 요구되며, HEVC 표준의 7.3.8.6
절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HEVC 표준의 7.3.8.8 절에 따르면, 현재 변환 블록이 4개의 서브 블록
으로 분할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split_transform_flag가 시그날링됨. split_trans
form_flag=1인 경우, transform_tree() 함수가 다시 호출되며, 서브 블록 별로 sp
lit_transform_flag가 다시 시그날링됨. 이러한 분할 과정을 split_transform_flag=0
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변환 단위를 적응적으로 결정함. 다만, s
plit_transform_flag는 현재 변환블록의 크기가 MaxTbLog2SizeY보다 작거나 같
고, MinTbLog2SizeY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파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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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H04N-019/139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김하윤 | 전병우 | 문주희 |
이영렬 | 김해광 | 양정엽 |
원광현

등록일자

2008-0095871
2008.09.30
1377660
2014.03.18

복수 개의 움직임 벡터 추정을 이용한 움직임 벡터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
치와 그를 이용한 영상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1]
인터 예측을 사용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움직임 정보와 잔차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 정보에 근거한 인터 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단
계;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위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잔차 데이터에 대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모두 스킵하고 상기 잔차 데
이터로부터 직접 잔차 블록을 복원하는 과정, 상기 잔차 데이터를 역양자화하
되 역변환을 스킵함으로써 잔차 블록을 복원하는 과정, 및 상기 잔차 데이터
에 대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모두 수행하여 잔차 블록을 복원하는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상기 식별된 하나 이상의 조건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 블록의 각 화소값과 상기 복원된 잔차 블록의 대응하는 화소값을
가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7.3.8.11, 7.4.9.11, 8.6.2

‘66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상기 잔차 데이터를 역양자화하
되 역변환을 스킵함으로써 잔차 블록을 복원하는 과정을 소정의 조건에 근거
하여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즉, 소정의 조건 하에서, 잔차 데이터에 대
한 역변환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6.2 절은 잔차 샘플을 유도하는 방법을 규정
함. 구체적으로, cu_transquant_bypass_flag=1인 경우, 복호화된 잔차 계수(Tran
sCoeffLevel) 자체가 잔차 샘플로 설정됨. 반면, cu_transquant_bypass_flag=0인
경우, 8.6.3 절을 호출하여, 잔차 계수에 대해서 역양자화(scaling process)를
수행하고, 역양자화된 잔차 계수는 transform_skip_flag에 따라서 역변환을 선
택적으로 수행하여 잔차 샘플을 복원함
즉, 잔차 샘플은 전술한 플래그의 값에 따라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기초
하여 복원됨
1. cu_transquant_bypass_flag=1 (역양자화&역변환 모두 스킵)
2. cu_transquant_bypass_flag=0 & transform_skip_flag=1 (역변환만 스킵)
3. cu_transquant_bypass_flag=0 & transform_skip_flag=0 (스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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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7.3.8.11 절을 참조하면, transform_skip_flag는, 변환 스킵이 허용되고(tr
ansform_skip_enabled_flag=1), 역양자화 및 역변환이 bypass되지 않으며(cu_tra
nsquant_bypass_flag=0), 현재 TU의 크기가 변환 스킵이 허용되는 최대 크기(L
og2MaxTransformSkipSize)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파싱됨. 7.4.9.11 절에서, tr
ansform_skip_flag는 변환 블록에 변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특정한다고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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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R1581742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KR
H04N-019/17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성창 | 김휘용 | 정세윤 |
조숙희 | 김종호 | 이하현 |
이진호 | 최진수 | 김진웅 |
안치득

등록일자

2011-0081890
2011.08.17
1581742
2015.12.24

우선권정보

KR 1020100079104 (2010.08.17.), KR 1020100124181 (2010.12.07)
KR 1020110025572 (2011.03.22.), KR 1020110050852 (2011.05.27)

발명의 명칭

영상 부호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청구항1]
영상 정보를 포함하는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동일한 양자화 매개 변수를 갖는 기준 블록의 크기
에 대한 기준 블록 크기 정보와 복호화 대상 유닛의 잔여 양자화 매개 변수
를 복호화하는 단계;
상기 기준 블록 크기 정보와 상기 잔여 양자화 매개 변수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화 대상 유닛의 양자화 매개 변수를 유도하는 단계; 및
상기 복호화 대상 유닛의 양자화 매개 변수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화 대상 유
닛을 복호화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7.3.2.3.1, 7.3.8.14, 7.4.3.3.1, 7.4.9.14, 8.6.1

‘742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1)동일한 양자화 매개 변수를 갖
는 기준 블록의 크기에 대한 기준 블록 크기 정보와 2)복호화 대상 유닛의 잔
여 양자화 매개 변수에 기초하여, 양자화 매개 변수를 유도”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6.1 절은 양자화 파라미터 유도 방법을 규정
함. 구체적으로, 수식 (8-28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자화 파라미터는, 양자화
파라미터 예측값(qPY_PRED)과 양자화 파라미터 잔차값(CuQpDeltaVal)의 합으로
유도됨. 여기서, 양자화 파라미터 예측값은, 수식 (8-284)와 같이, 좌측 CU의
양자화 파라미터(qPY_A)와 상단 CU의 양자화 파라미터(qPY_B)의 평균값으로 유
도됨. 그리고, 양자화 파라미터 잔차값은, 7.3.8.14 절에서 파싱되는 cu_qp_delt
a_abs와 cu_qp_delta_sign_flag에 기초하여 유도됨. 여기서, cu_qp_delta_abs는
양자화 파라미터 잔차값의 절대값을, cu_qp_delta_sign_flag는 양자화 파라미터
잔차값의 부호를 각각 특정함

한편, HEVC 표준의 8.6.1 절에서, 소정의 크기(Log2MinCuQpDeltaSize)를 가진
양자화 그룹을 결정하며, 양자화 그룹은 동일한 양자화 파라미터 예측값(qPY_
PRED)을 공유하는 영역으로 정의됨. 상기 양자화 그룹의 크기인, Log2MinCuQp
DeltaSize는 수식 (7-36)에 따라, 7.3.2.3.1 절에서 파싱되는 신택스 ‘diff_cu_qp_
delta_depth’를 이용하여 유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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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R1095938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KR
H04N-007/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광운
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정일 | 김욱중 | 김규헌 |
강경옥 | 홍진우 | 이영렬 |
한기훈 | 허재호 | 심동규 |
오승준

출원번호
출원일자

2008-0092738
2008.09.22

등록번호

1095938

등록일자

2011.12.13

KR 1020050099733 (2005.10.21)
적응적 스캐닝을 이용한 동영상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그 방법
[청구항 14]
적응적 스캐닝을 이용한 동영상 복호화 방법으로서,
부호화된 비트 스트림을 엔트로피 복호화하는 엔트로피 복호화 단계;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된 신호의 부호화시 적용된 스캐닝 방식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식에 따라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된 신호를 스캐닝하는 단계; 및
상기 스캐닝된 신호로부터 화소영역의 인트라 예측 차분 신호를 복원하는 차
분 영상 복원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스캐닝 방식은 부호화시 사용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되는 적응적 스캐닝을 이용한 동영상 복호화 방법.

7.4.9.11

‘938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스캐닝 방식은 부호화시 사용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4.9.11 절은 인트라 예측의 경우, 다른 스캐닝
순서가 사용되며, 어떤 스캔 순서가 사용되는지를 특정하는 scanIdx 결정 방
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인트라 예측 모드(predModeIntra)가 6 내지 14인 경
우, scanIdx는 2로 설정되고, 인트라 예측 모드(predModeIntra)가 22 내지 30인
경우, scanIdx는 1로 설정되며, 나머지의 경우, scanIdx는 0으로 설정됨
참고로, scanIdx=2는 수직 스캔 순서를, scanIdx=1은 수평 스캔
x=0은 대각 스캔 순서를 각각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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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scanId

12. KR1378861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KR
H04N-019/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정원
김진웅

| 이하현 | 최진수 |

2013.04.16
1378861
2014.03.21

우선권정보

KR
KR
KR
KR

발명의 명칭

영상 정보 디코딩 방법, 영상 디코딩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

청구항

1020120038870
1020120067925
1020120077012
1020120112598

등록일자

2013-0041862

(2012.04.16.), KR 1020120066606 (2012.06.21)
(2012.06.25.), KR 1020120071933 (2012.07.02)
(2012.07.16.), KR 1020120108925 (2012.09.28)
(2012.10.10)

[청구항1]
수신된 픽처의 슬라이스 헤더를 파싱하는 파싱부와;
수신된 픽처를 디코딩하는 디코딩부와;
디코딩된 픽처를 저장하는 DPB(decoded picture buffer)를 포함하고,
상기 디코딩된 픽처는 상기 DPB에 참조 픽처로 표시되고, 상기 디코딩된 픽
처의 다음 픽처에 대한 슬라이스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참조 픽처 정보에 기
초하여 상기 디코딩된 픽처가 참조 픽처인지 비 참조 픽처인지 여부가 재 표
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코딩 장치.

관련 표준

7.3.6.1, 7.4.7.1, 8.3.1, 8.3.2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3.1 절은 picture order count 유도 방법을 규
정하며, PicOrderCntVal는 수식 (8-2)와 같이, PicOrderCntMsb와 slice_pic_orde
r_cnt_lsb의 합으로 유도됨. 여기서, slice_pic_order_cnt_lsb는 7.3.6.1 절의 slice
segment header에서 파싱됨

‘861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슬라이스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참조 픽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디코딩된 픽처가 참조 픽처인지 비 참조 픽
처인지 여부가 재 표시”하는 것임

그런 다음, 8.3.2 절은, reference picture set(RPS) 유도 방법 및 픽쳐 마킹을
규정하며, 수식 (8-6)과 같이, PicOrderCntVal를 기반으로, DPB에 저장된 현재
참조 픽쳐(picX)가 참조 픽쳐인지 아니면 비-참조 픽쳐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마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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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R1702553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KR
출원번호
2009-0060898
H04N-019/176
출원일자
2009.07.04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록번호
1702553
김수년 | 임정연 | 전병우 |
문주희 | 이영렬 | 김해광 |
등록일자
2017.01.26
한종기 | 양정엽 | 김동욱
영상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13]
인트라 예측을 이용하여 복수의 블록을 포함하는 부호화 단위를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복수의 인트라 예측 모드 선정 방법 중 상기 부호화 단
위의 인트라 예측 모드 선정 방법을 지시하는 부호화 모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모드 정보에 따라 상기 부호화 단위의 인트라 예측 모드 선정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부호화 단위의 인트라 예측 모드 선정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부
호화 단위 내의 상기 복수의 블록에 적용할 인트라 예측 모드를 결정하는 단
계;
상기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를 이용하여 상기 부호화 단위 내의 상기 복수
의 블록 각각을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부호화 단위 내의 상기 복수의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주변 화소를 이용하여 상기 부
호화 단위 내의 복호화 대상 블록을 예측하는 단계;
부호화된 데이터로부터 잔차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된 복호화 대상 블록과 상기 복원된 잔차 블록을 가산하여 상기 복
호화 대상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
화 방법.

8.4.4.1

‘861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이용하여 상
기 부호화 단위 내의 상기 복수의 블록 각각을 복원”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1 절에 따르면, 현재 블록에 대해서 splitFl
ag를 확인하여 현재 블록을 4개의 서브 블록으로 분할할지 여부를 결정함. 만
일 현재 블록이 4개의 서브 블록으로 분할된 경우, 서브 블록 각각에 대해서
다시 splitFlag를 확인하여 4개의 블록으로 분할할지 여부를 결정함. 이러한 분
할 과정은 splitFlag가 0일 때까지 recursive하게 수행됨
또한, 8.4.4.1 절에 따르면, splitFlag는 split_transform_flag와 동일한 값으로 설
정되며, 이는 인트라 모드로 부호화된 현재 블록(PU)은 변환 블록 단위(TU)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되어 예측/복원됨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 블록은 splitFlag에 따라 복수의 서브 블록으로 분할될 수 있고,
복수의 서브 블록은 기-결정된 하나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이용하여 순차적
으로 예측/복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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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인트라 예측을 이용한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필터링 정보, 대상블록에 적용할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 및 상기 대상블록의 변환 및 양자화된 잔여블록을 추출하는 부호
화 데이터 추출부;
상기 필터링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대상블록의 주변블록들 내의 참조 화소들
을 적응적으로 필터링하고, 적응적으로 필터링된 참조 화소들을 이용하여 상
기 대상블록에 대한 예측블록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상기 변환 및 양자화된 잔여블록을 역양자화 및 역변환함으로써 잔여블록을
복원하는 잔여 데이터 복호화부; 및
상기 예측블록과 상기 복원된 잔여블록을 가산하여 상기 대상블록을 복원하
는 가산기를 포함하되,
상기 인트라 예측부는,
상기 주변블록들 내의 상기 참조 화소들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참조 화소
특성값을 연산하고,
적어도 상기 필터링 정보 및 상기 참조 화소 특성값에 기반하여, 상기 참조
화소들에 적용할 필터링 타입을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필터링 타입에 따라 상기 참조 화소들을 적응적으로 필터링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적응적으로 필터링된 참조
화소들로부터 상기 대상블록을 예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
치.
[청구항 13]
인트라 예측을 이용한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필터링 정보, 대상블록에 적용할 인트라 예측 모드에
대한 정보 및 상기 대상블록의 변환 및 양자화된 잔여블록을 추출하는 부호
화 데이터 추출부;
상기 필터링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대상블록의 주변블록들 내의 참조 화소들
을 적응적으로 필터링하고, 적응적으로 필터링된 참조 화소들을 이용하여 상
기 대상블록에 대한 예측블록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상기 변환 및 양자화된 잔여블록을 역양자화 및 역변환함으로써 잔여블록을
복원하는 잔여 데이터 복호화부; 및
상기 예측블록과 상기 복원된 잔여블록을 가산하여 상기 대상블록을 복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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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는 가산기를 포함하되,
상기 인트라 예측부는,
상기 참조 화소들 중 적어도 하나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결정된 연산
에 의해 계산된 값을 이용가능하지 않는 참조 화소의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8.4.4.2.2, 8.4.4.2.3

‘764 특허 청구항 10의 Essential feature는, “필터링 정보 및 상기 참조 화소
특성값에 기반하여, 상기 참조 화소들에 적용할 필터링 타입을 결정하고, 결
정된 필터링 타입에 따라 상기 참조 화소들을 적응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3 절은, 인트라 예측을 위해 참조되는 주
변 샘플에 대한 필터링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필터링 타입은 biIntFlag의
값에 따라 결정됨. biIntFlag=1인 경우, 수식 (8-36) 내지 (8-40)의 필터가 적용
되고, biIntFlag=0인 경우, 수식 (8-41) 내지 (8-45)의 필터가 적용됨
여기서, biIntFlag는, 다음 소정의 조건을 모두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설정됨

만족하는 경우에는 ‘1’로 설정되

[조건1]

기술 해설

strong_intra_smoothing_enabled_flag=1
[조건2) 성분 타입(cIdx)이 휘도 성분인 경우
[조건3] 블록 크기(nTbS)가 32인 경우
[조건4) 주변 샘플의 변화량 이 소정의 문턱값보다 작은 경우 (아래 참조)
- Abs( p[ −1 ][ −1 ] + p[ nTbS * 2 − 1 ][ −1 ] − 2 * p[ nTbS − 1
][ −1 ] ) < (1 << ( BitDepth Y − 5 ))
- Abs( p[ −1 ][ −1 ] + p[ −1 ][ nTbS * 2 − 1 ] − 2 * p[ −1 ][
nTbS − 1 ] ) < (1 << ( BitDepth Y − 5 ))
‘764 특허 청구항 13의 Essential feature는, “참조 화소들 중 적어도 하나가 이
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결정된 연산에 의해 계산된 값을 이용가능하지 않는
참조 화소의 값으로 설정”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2 절은, 비가용 샘플에 대한 대체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주변 샘플이 모두 가용하지 않은 경우, 주변 샘플의 값을
(1 << ( bitDepth − 1 ))으로 대체하며, 이는 복호화 장치에 기-결정된 연산
에 의해 결정된 값임. 반면, 적어도 하나의 가용 샘플이 존재하는 경우, 좌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그리고 상단좌측에서 상단우측으로 가용 샘플을 탐
색하고, 비가용 샘플을 탐색된 가용 샘플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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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방법 및 장치와 그를 이용한 영상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6]
복수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현재 블록 내의 현재 화소를 예측하기 위한 인트
라 예측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현재 블록 내의 상기 현재 화소의 위치에 대응하여 상기 복수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선택된 복수의 주변 화소에 상기 현재 블록 내 상기 현재 화소
의 위치에 근거하여 가변적으로 결정되는 가중치를 각각 적용함으로써 복수
의 가중 화소값을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가중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현재 화소에 대한 예측 화소값
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가중 화소값은, 상기 현재 블록의 상단에 위치한 제1화소 및 제2
화소에 각각 제1가중치 및 제2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제1가중 화소값 및
제2가중 화소값 - 여기서, 상기 제1화소는 상기 현재 블록의 상단에 인접한
화소로서 현재 화소와 수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화소임 - 및, 상기 현재
블록의 좌측에 위치한 제3화소 및 제4화소에 각각 제3가중치 및 제4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제3가중 화소값 및 제4가중 화소값 - 여기서, 상기 제3화소
는 상기 현재 블록의 좌측에 인접한 화소로서 상기 현재 화소와 수평으로 동
일한 위치에 있는 화소임 - 을 포함하고,
상기 제1가중치, 상기 제2가중치, 상기 제3가중치 및 상기 제4가중치는 각각
상기 현재 블록 내에서 상기 현재 화소의 위치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상기 현재 화소에 대한 예측 화소값은, 상기 제1가중 화소값, 상기 제2가중
화소값, 상기 제3가중 화소값 및 상기 제4가중 화소값의 합을 상기 제1가중
치, 상기 제2가중치, 상기 제3가중치 및 상기 제4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결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트라 예측 방법.

8.4.4.2.4

‘005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현재 화소에 대한 예측 화소값은 제1화소 내
지 제4화소 각각에 제1가중치 내지 제4가중치를 각각 적용하고, 제1가중 화소
값 내지 제4가중 화소값의 평균하여 유도”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4 절은, Planar mode의 인트라 예측 방법
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수식 (8-46)에 따르면, 현재 화소의 예측값(predSample
s[x][y])은, 현재 화소와 동일한 y좌표를 가진 주변 화소(p[-1][y])에 가중치 (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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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x)를, 현재 화소와 동일한 x좌표를 가진 주변 화소(p[x][-1])에 가중치 (nTb
S-1-y)를, 그리고 현재 블록의 코너에 인접한 화소(p[nTbS][-1] 및 p[-1][nTbS])
에 가중치 (x+1) 및 (y+1)을 각각 적용하고, (Log2(nTbS)+1)만큼 오른쪽으로 쉬
프트 연산을 수행하여 유도됨
전술한 가중치는, 현재 화소의 위치 즉, x좌표 또는 y좌표에 종속적으로 결정
되고, 쉬프트 연산은 가중된 4개의 화소값들의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한 평균
연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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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수행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1]
현재 블록(current block)의 참조 화소값에 대한 제1 필터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하고,
상기 제1 필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기 참조 화소값에 상기 제1 필터
를 적용하여 필터링된 참조 화소값을 유도하며,
상기 제1 필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기 참조 화소값에 상기 제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기 제1 필터가 적용된 상기 필터링된 참조 화소값 또는 상기 제1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상기 참조 화소값을 이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값을 도
출하는 프로세서(processor)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직(vertical) 모드, 수평(horizontal) 모
드 및 DC 모드 중 어느 하나인 경우, 상기 현재 블록의 크기를 기반으로 상
기 현재 블록의 예측값에 대한 제2 필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제2 필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기 참조 화소값의 경계에 인접한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 화소에 상기 제2 필터를 적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값을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8.4.4.2.5, 8.4.4.2.6

‘475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상기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직
(vertical) 모드, 수평(horizontal) 모드 및 DC 모드 중 어느 하나인 경우, 상기
현재 블록의 크기를 기반으로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값에 대한 제2 필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제2 필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기 참조
화소값의 경계에 인접한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 화소에 상기 제2 필터를 적
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값을 도출”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5 절은, DC mode의 인트라 예측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수식 (8-47)과 같이, 현재 블록의 예측값(predSample)은,
현재 블록의 좌측/상단 주변 화소의 평균값 ‘dcVal’로 유도됨
다만,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식 (8-48) 내지 (8-50)에 규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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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현재 블록의 좌/상단 경계에 위치한 화소에 대해서 필터링이 수행됨
[조건1] 성분 타입(cIdx)이 휘도 성분인 경우
[조건2] intra_boundary_filtering_disabled_flag=0
[조건3] 현재 블록의 크기(nTbS) 가 32보다 작은 경우
또한, 8.4.4.2.6 절은, Angular mode의 인트라 예측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26(Vertical)인 경우, 수식 (8-59)와 같이, 현재
블록의 예측값(predSample)은, 현재 블록의 상단 주변 화소를 기반으로 유도
되고, 다만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식 (8-60)에 규정된 바와 같
이, 현재 블록의 좌측 경계에 위치한 화소에 대해서 필터링이 수행됨
[조건1] 성분 타입(cIdx)이 휘도 성분인 경우
[조건2] 현재 블록의 크기(nTbS) 가 32보다 작은 경우
또는,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10(Horizontal)인 경우, 수식 (8-67)과
같이, 현재 블록의 예측값(predSample)은, 현재 블록의 좌측 주변 화소를 기반
으로 유도되고, 다만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식 (8-68)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재 블록의 상단 경계에 위치한 화소에 대해서 필터링이 수행됨
[조건1] 성분 타입(cIdx)이 휘도 성분인 경우
[조건2] 현재 블록의 크기(nTbS) 가 32보다 작은 경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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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관련 표준

[청구항 1]
참조 픽쳐를 저장하는 참조 픽쳐 버퍼; 및
상기 참조 픽쳐 및 상기 참조 픽쳐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부를 포함하되,
상기 참조 픽쳐의 움직임 벡터는 소정의 레인지로 절삭되며,
상기 움직임 벡터는 기설정된 고정값 범위로 절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8.5.3.2.1

움직임 벡터는 소정의 레인지로
움직임 벡터는 기설정된 고정값 범위로 절삭”되는 것임

‘03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참조 픽쳐의

절삭되며, 상기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1 절의 수식 (8-94) 내지 (8-97)에 따르
면, 움직임 벡터 예측값(mvpLX)과 움직임 벡터 차분값(mvdLX)의 합으로 uLX
를 유도하고, uLX가 21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uLX-216)으로 움직임 벡터
(mvLX)가 유도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uLX로 움직임 벡터가 유도됨
수식 (8-97) 아래의 NOTE 1을 참조하면, mvLX의 값은 항상 -215 내지 215-1
범위에 속하도록 강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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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방법
[청구항 9]
영상을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분할타입 정보, 변환 서브 블록 분할 정보 및 양
자화된 변환 계수를 복원하는 복호화기;
상기 복원되는 변환 서브 블록 분할 정보와 관련된 변환을 이용하여 상기 양
자화된 변환 계수를 역양자화 및 역변환하여 잔여 서브블록을 복원하는 역양
자화기 및 역변환기;
상기 복원되는 분할타입 정보와 관련된 서브블록에 상응하는 예측 서브블록
을 생성하는 예측기; 및
상기 예측 서브블록에 상응하는 픽셀값과 상기 잔여 서브블록에 상응하는 픽
셀값을 가산하여 상기 서브블록을 복원하는 가산기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기는,
일괄 모드임을 나타내기 위한 일괄 모드 플래그를 복호화하고,
상기 예측기는,
상기 일괄 모드에서 현재 블록과 공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움직임 정
보, 상기 현재 블록과 시간적으로 인접한 동일 위치 블록(collocated block)의
움직임 정보 및 제로 벡터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예측 움직임 정보 후보군
을 이용하여 상기 예측 서브블록을 생성하고,
상기 예측 움직임 정보 후보군은
상기 주변 블록 중 현재 블록의 좌측 상단에 상응하는 좌-상 블록보다, 상기
현재 블록의 좌측 하단에 상응하는 좌-하 블록 또는 현재 블록의 우측 상단
에 상응하는 우-상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17]
영상을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분할타입 정보, 변환 서브 블록 분할 정보 및 양
자화된 변환 계수를 복원하는 복호화기;
상기 복원되는 변환 서브 블록 분할 정보와 관련된 변환을 이용하여 상기 양
자화된 변환 계수를 역양자화 및 역변환하여 잔여 서브블록을 복원하는 역양
자화기 및 역변환기;
상기 복원되는 분할타입 정보와 관련된 서브블록에 상응하는 예측 서브블록
을 생성하는 예측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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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상기 예측 서브블록에 상응하는 픽셀값과 상기 잔여 서브블록에 상응하는 픽
셀값을 가산하여 상기 서브블록을 복원하는 가산기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기는,
CABAC을 이용하여 SKIP 플래그를 복원하고, 상기 SKIP 플래그에 상응하는
현재 블록의 상단 블록 및 좌측 블록의 상태를 고려하여 상기 SKIP 플래그를
복원하고,
상기 복호화기는,
상기 SKIP 플래그에 상응하는 현재 블록의 상단 블록 및 좌측 블록의 상태에
따라 ctx_inc 값을 달리하여 상기 CABAC에 상응하는 컨텍스트 번호(ctxIdx)가
달라지도록 하고,
상기 복호화기는 상기 SKIP 플래그에 상응하는 현재 블록의 상단 블록 및 상
기 좌측 블록이 모두 존재하고, 상기 상단 블록의 SKIP 플래그 및 상기 좌측
블록의 SKIP 플래그가 모두 1인 경우 상기 ctx_inc 값을 2로 설정하고, 상기
상단 블록의 SKIP 플래그 및 상기 좌측 블록의 SKIP 플래그 중 어느 하나만
1인 경우 상기 ctx_inc 값을 1로 설정하고, 상기 상단 블록의 SKIP 플래그 및
상기 좌측 블록의 SKIP 플래그가 모두 0인 경우 상기 ctx_inc 값을 0으로 설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8.5.3.2.2, 8.5.3.2.3, 9.3.4.2.1, 9.3.4.2.2

‘078 특허 청구항 9의 Essential feature는, “상기 예측 움직임 정보 후보군은,
상기 주변 블록 중 현재 블록의 좌측 상단에 상응하는 좌-상 블록보다, 상기
현재 블록의 좌측 하단에 상응하는 좌-하 블록 또는 현재 블록의 우측 상단
에 상응하는 우-상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2 절의 수식 (8-119)를 참조하면, mergeC
andList는 A1 -> B1 -> B0 -> A0 -> B2의 순서로 구성됨. 즉, 현재 블록의
좌상단 블록 ‘B2’보다, 좌하단 블록 ‘A0’ 또는 우상단 블록 ‘B0’이 mergeCandLi
st에 우선적으로 포함됨

뿐만 아니라, 8.5.3.2.3 절에 따르면, 좌상단 블록 ‘B2’는 다른 주변 블록(A0, A
1, B0, B1)이 모두 가용인 경우, availableFlagB2의 값을 ‘0’으로 설정함으로써,
B2가 mergeCandList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함

기술 해설

‘078 특허 청구항 17의 Essential feature는, “상기 SKIP 플래그에 상응하는 현
재 블록의 상단 블록 및 좌측 블록의 상태에 따라 ctx_inc 값을 달리하여 상
기 CABAC에 상응하는 컨텍스트 번호(ctxIdx)가 달라지도록”하고, “상기 복호
화기는 상기 SKIP 플래그에 상응하는 현재 블록의 상단 블록 및 상기 좌측
블록이 모두 존재하고, 상기 상단 블록의 SKIP 플래그 및 상기 좌측 블록의
SKIP 플래그가 모두 1인 경우 상기 ctx_inc 값을 2로 설정하고, 상기 상단 블
록의 SKIP 플래그 및 상기 좌측 블록의 SKIP 플래그 중 어느 하나만 1인 경
우 상기 ctx_inc 값을 1로 설정하고, 상기 상단 블록의 SKIP 플래그 및 상기
좌측 블록의 SKIP 플래그가 모두 0인 경우 상기 ctx_inc 값을 0으로 설정”하
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9.3.4.2.1 절에 따르면, ctxIdx는 ctxInc와 ctxIdxOff
set의 합으로 설정됨. 즉, ctxIdx는 ctxInc의 값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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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u_skip_flag에 대한 ctxInc는, 9.3.4.2.2 절의 Table 9-49에 규정된 바와
같이, (( condL && availableL ) + ( condA && availableA ))으로 결정됨. 여기
서, condL/ condA는 좌측/상단 주변 블록의 cu_skip_flag의 값에 따라 결정되
고, availableL/ availableA는 좌측/상단 주변 블록의 가용 여부를 특정함

예를 들어, 좌측/상단 주변 블록의 cu_skip_flag가 둘다 ‘1’인 경우, condL/ con
dA는 각각 ‘1’로 결정되고, 주변 블록이 둘다 가용인 경우, availableL/ availabl
eA 역시 각각 ‘1’로 결정되므로, 이 경우 ctxInc는 ‘2’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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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개의 참조 픽처의 움직임 벡터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장치와 그를 이용
한 영상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방법
[청구항 1]
인터 예측을 사용하여 현재 블록을 예측하기 위한 영상 복호화 방법에 있어
서,
부호화 데이터로부터, 현재 블록의 움직임벡터를 결정하는 복수의 모드 중에
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모드 정보가 제1모드를 지시하면, 상기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제1
차분 움직임벡터, 제1참조 픽처 인덱스, 제2차분 움직임벡터 및 제2참조 픽처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현재 블록의 적어도 하나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제1참조 픽처 리스트를
참조하는 후보 움직임벡터들의 제1집합 및 제2참조 픽처 리스트를 참조하는
후보 움직임벡터들의 제2집합을 유도하는 단계;
상기 제1집합으로부터 제1후보 움직임벡터를 선택하고 상기 제2집합으로부터
제2후보 움직임벡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1후보 움직임벡터와 상기 제1차분 움직임벡터에 근거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제1움직임벡터를 생성하고, 상기 제2후보 움직임벡터와 상기 제2차분
움직임벡터에 근거하여 상기 현재블록의 제2움직임벡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움직임벡터, 상기 제1참조 픽처 리스트에서 상기 제1참조 픽처 인덱
스에 의해 지시되는 제1참조 픽처, 상기 제2움직임벡터 및 상기 제2참조 픽처
리스트에서 상기 제2참조 픽처 인덱스에 의해 지시되는 제2참조 픽처를 이용
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블록은 상기 현재 블록에 공간적으로 인접한 적어
도 하나의 블록 또는 상기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블
록 또는 상기 공간적으로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블록 및 상기 시간적으로 인
접한 적어도 하나의 블록을 포함하는 블록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7.3.8.6, 7.4.9.6, 8.5.3.2.6

‘52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1)모드 정보가 제1모드를 지시하면, 상기 부
호화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제1차분 움직임벡터, 제1참조 픽처 인덱스를 생성”
하고, “2)현재 블록의 적어도 하나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제1참조 픽처 리스트
를 참조하는 후보 움직임벡터들의 제1집합을 유도하고, 제1집합으로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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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움직임벡터를 선택”하며, “3)주변 블록은 상기 현재 블록에 공간적으로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블록 또는 상기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인접한 적어
도 하나의 블록 또는 상기 공간적으로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블록 및 상기
시간적으로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블록을 포함하는 블록들로부터 선택”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8.6 절에 따르면, merge_flag를 파싱하며, me
rge_flag는 현재 블록이 merge mode에 기반하며 움직임 정보가 유도되는지,
아니면 AMVP mode에 기반하여 움직임 정보가 유도되는지를 특정함

만일, merge_flag가 ‘0’인 경우, 참조 픽쳐 인덱스인 ‘ref_idx_lX’를 파싱하고, mv
d_coding() 신택스를 호출하여 차분 움직임 벡터(mvd)를 복호화함. 또한, 추가
적으로 ‘mvp_lX_flag’를 파싱하며, 이는 후술하는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
date list(mvpListLX)에 속한 후보 움직임 벡터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함
한편, merge_flag=0인 경우, 8.5.3.2.6 절에서 예측 움직임 벡터(mvpLX)를 유도
함. 구체적으로, 2개의 후보 움직임 벡터 즉, mvLXA, mvLXB 또는 mvLXCol
중 2개로 구성된 mvpListLX를 생성하고, mvp_lX_flag에 의해 특정된 후보 움
직임 벡터가 현재 블록의 예측 움직임 벡터(mvpLX)에 할당됨. 여기서, mvLXA
와 mvLXB는 현재 블록에 공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
LXCol는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각각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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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움직
장치

청구항

관련 표준

[청구항 38]
현재 블록의 현재 움직임 벡터를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차분 벡터를 복원하는 단계;
상기 현재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기 위한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 중에서 예측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 움직임 벡터와 상기 차분 벡터를 가산하여 현재 블록의 현재 움직
임 벡터를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 선택 단계는,
상기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에서 제1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를 선택하고, 참
조 프레임에서 상기 현재 블록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응 블록 또는 상기
대응 블록의 하단 우측 블록에서 제2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를 선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움직임 벡터 복호화 방법.

8.5.3.2.6, 8.5.3.2.7, 8.5.3.2.8

움직 벡

예측

움직임
벡 예측 후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를 선택하고, 참조 프레임에서 상기 현재 블록과 동일한 위치
에 있는 대응 블록 또는 상기 대응 블록의 하단 우측 블록에서 제2 움직임
벡터 예측 후보를 선택”하는 것임
‘57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현재
임 터를
하기 위한
터
보를 선택”하고, 이때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에서 제1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6 절에 따르면, 현재 블록의 예측 움직임
벡터(mvpLX)를 유도하기 위해 mvpListLX를 구성함. MvpListLX는, 2개의 후보
움직임 벡터로 구성되고, 후보 움직임 벡터로 mvLXA, mvLXB 또는 mvLXCol
중 2개가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여기서, mvLXA와 mvLXB는 현재 블록
에 공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서, 이는 8.5.3.2.7 절에서 유
도되고, mvLXCol는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
로서, 이는 8.5.3.2.8 절에서 유도됨
구체적으로, 8.5.3.2.7 절을 참조하면, 현재 블록의 좌하단 블록 A0에서 좌측
블록 A1의 순서로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
하는 최초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LXA에 할당함. 마찬가지로, 현재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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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우상단 블록 B0, 상단 블록 B1, 좌상단 블록 B2의 순서로 소정의 조건
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LXB에 할당함

한편, 8.5.3.2.8 절을 참조하면,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대응하는 콜 픽쳐(colP
ic) 내의 블록 위치는 수식 (8-200) 및 (8-2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재 블록
의 우하단 블록으로 결정되고, 우하단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Col에 할당함.
다만, 우하단 블록이 비가용인 경우,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대응하는 콜 픽
쳐(colPic) 내의 블록 위치는 수식 (8-202) 및 (8-2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
재 블록의 중앙 위치를 포함한 블록으로 결정되고, 해당 블록의 움직임 벡터
가 mvCol에 할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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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청구항 8]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양자화된 주파수변환블록을 추출하는 복호화부;
상기 양자화된 주파수변환블록을 역 양자화하여 주파수변환블록을 복원하는
역양자화부;
상기 주파수변환블록을 역 변환하여 잔차블록을 복원하는 역변환부;
현재블록의 움직임 벡터에 의해 참조되는 참조블록의 서브샘플들에 대한 보
간을 토대로 예측블록을 생성하는 예측부; 및
상기 잔차블록과 상기 예측블록을 가산하여 현재블록을 복원하는 가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부는,
정수 화소들 각각에 소정의 정수 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제1 서브샘플 집
합을 연산하기 위한 합산값들을 연산하고,
상기 합산값들을 공통 계수로 나누어 상기 제1 서브샘플 집합을 산출하며,
상기 합산값들을 보간한 후 상기 공통 계수로 나누어서 제2 서브샘플 집합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8.5.3.3.3.2, 8.5.3.3.3.3

움직임 벡터에 의해 참조되는 참
조블록의 서브샘플들에 대한 보간을 토대로 예측블록을 생성”하되, “정수 화
소들 각각에 소정의 정수 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제1 서브샘플 집합을 연
산하기 위한 합산값들을 연산하고, 상기 합산값들을 공통 계수로 나누어 상기
제1 서브샘플 집합을 산출하며, 상기 합산값들을 보간한 후 상기 공통 계수로
나누어서 제2 서브샘플 집합을 산출”하는 것임
‘99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현재블록의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3.3.2 절과 8.5.3.3.3.3 절은 각각 휘도 성분
과 색차 성분에 관한 것으로서, 움직임 벡터에 의해 특정된 소수 화소를 보간
을 통해 생성하고, 이를 예측 화소로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함

예를 들어, 움직임 벡터가 Figure 8-4의 소수 화소 ‘e’를 가리키는 경우, 먼저
수식 (8-226)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 수평 라인에 위치한 7개의 정수 화소
‘A’에 보간 필터를 적용하여 소수 화소 ‘a’를 유도함. 이때, 보간은, 각 정수 화
소 ‘A’에 정수 계수를 곱하고, 공통 계수인 shift1로 나누는 과정을 수반함
그런 다음, 동일 수직 라인에 위치한 7개의 소수 화소 ‘a’에 보간 필터를 적용
하여 소수 화소 ‘e’를 유도함. 이때, 보간은, 각 소수 화소 ‘a’에 정수 계수를
곱하고, 공통 계수인 shift2로 나누는 과정을 수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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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장치
[청구항1]
인터 예측을 이용하여 영상을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현재블록의 차분 움직임벡터와 부호화된 잔차 신호를 획
득하는 단계;
상기 현재블록의 주변블록으로부터 복수의 예측 움직임벡터 후보를 유도함으
로써 후보 집합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후보 집합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예측 움직임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현
재블록의 예측 움직임벡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차분 움직임벡터와 상기 예측 움직임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블록 내
의 화소를 예측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호로부터 잔차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 화소와 상기 예측 화소에 대응하는 복원된 잔차 신호를 가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잔차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는,
역양자화 및 주파수 영역으로부터 공간 영역으로의 역변환이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호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의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호에 대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모두 스킵하는 과정,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호를 역양자화하고 역양
자화된 잔차 신호에 대한 역변환을 스킵하는 과정 및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
호에 대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모두 수행하는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선택
함으로써, 상기 잔차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변블록은 상기 현재블록을 포함하는 현재픽처 내에 위치하고 상기 현
재블록에 인접한 블록과 상기 현재픽처가 아닌 참조픽처 내에 위치하는 블록
을 포함하되, 상기 참조픽처 내의 블록의 위치는 상기 현재픽처 내에서 상기
현재블록의 위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8.5.3.2.6, 8.5.3.2.7, 8.5.3.2.8, 8.6.2

‘46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1) 현재블록의 주변블록으로부터 복수의 예
측 움직임벡터 후보를 유도함으로써 후보 집합을 구성하고, 상기 후보 집합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예측 움직임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현재블록의 예측 움
직임벡터를 선택”하고, “주변블록은 상기 현재블록을 포함하는 현재픽처 내에
위치하고 상기 현재블록에 인접한 블록과 상기 현재픽처가 아닌 참조픽처 내
에 위치하는 블록을 포함하되, 상기 참조픽처 내의 블록의 위치는 상기 현재
픽처 내에서 상기 현재블록의 위치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2) 역양자화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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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영역으로부터 공간 영역으로의 역변환이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호에 적
용되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식별의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
호에 대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모두 스킵하는 과정,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
호를 역양자화하고 역양자화된 잔차 신호에 대한 역변환을 스킵하는 과정 및
상기 부호화된 잔차 신호에 대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모두 수행하는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잔차 신호를 복원”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6 절에 따르면, 현재 블록의 예측 움직임
벡터(mvpLX)를 유도하기 위해 mvpListLX를 구성함. MvpListLX는, 2개의 후보
움직임 벡터로 구성되고, 후보 움직임 벡터로 mvLXA, mvLXB 또는 mvLXCol
중 2개가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여기서, mvLXA와 mvLXB는 현재 블록
에 공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서, 이는 8.5.3.2.7 절에서 유
도되고, mvLXCol는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
로서, 이는 8.5.3.2.8 절에서 유도됨
구체적으로, 8.5.3.2.7 절을 참조하면, 현재 블록의 좌하단 블록 A0에서 좌측
블록 A1의 순서로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
하는 최초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LXA에 할당함. 마찬가지로, 현재 블
록의 우상단 블록 B0, 상단 블록 B1, 좌상단 블록 B2의 순서로 소정의 조건
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LXB에 할당함

한편, 8.5.3.2.8 절을 참조하면,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대응하는 콜 픽쳐(colP
ic) 내의 블록 위치는 수식 (8-200) 및 (8-2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재 블록
의 우하단 블록으로 결정되고, 우하단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Col에 할당함.
다만, 우하단 블록이 비가용인 경우, 현재 블록에 시간적으로 대응하는 콜 픽
쳐(colPic) 내의 블록 위치는 수식 (8-202) 및 (8-2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
재 블록의 중앙 위치를 포함한 블록으로 결정되고, 해당 블록의 움직임 벡터
가 mvCol에 할당될 수 있음

한편, HEVC 표준의 8.6.2 절은 잔차 샘플을 유도하는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
으로, cu_transquant_bypass_flag=1인 경우, 복호화된 잔차 계수(TransCoeffLeve
l) 자체가 잔차 샘플로 설정됨. 반면, cu_transquant_bypass_flag=0인 경우, 8.6.3
절을 호출하여, 잔차 계수에 대해서 역양자화(scaling process)를 수행하고, 역
양자화된 잔차 계수는 transform_skip_flag에 따라서 역변환을 선택적으로 수행
하여 잔차 샘플을 복원함
즉, 잔차 샘플은 전술한 플래그의 값에 따라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기초
하여 복원됨
1. cu_transquant_bypass_flag=1 (역양자화&역변환 모두 스킵)
2. cu_transquant_bypass_flag=0 & transform_skip_flag=1 (역변환만 스킵)
3. cu_transquant_bypass_flag=0 & transform_skip_flag=0 (스킵 없음)

참고로, 7.3.8.11 절을 참조하면, transform_skip_flag는, 변환 스킵이 허용되고(tr
ansform_skip_enabled_flag=1), 역양자화 및 역변환이 bypass되지 않으며(cu_tra
nsquant_bypass_flag=0), 현재 TU의 크기가 변환 스킵이 허용되는 최대 크기(L
og2MaxTransformSkipSize)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파싱됨. 7.4.9.11 절에서, tr
ansform_skip_flag는 변환 블록에 변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특정한다고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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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1]
영상을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양자화된 주파수변환블록을 생성하는 비트스트림 복호
부;
상기 양자화된 주파수변환블록을 역 양자화하여 주파수변환블록을 복원하는
역양자화부;
상기 주파수변환블록을 역 변환하여 잔차 블록을 복원하되 변환단위의 크기
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역 변환방법을 선택하여, 상기 잔차 블록을 복원하
는 역변환부;
인터 예측 또는 인트라 예측을 이용하여 예측블록을 생성하는 예측부; 및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가산하여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가산부
를 포함하고,
상기 역변환부는,
상기 변환단위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변환단위의 크기로서 이용가능한 크기
중 최소크기 변환단위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만 DST 타입 변환 기법을 고려하
고,
상기 DST 타입 변환 기법은
4개의 입력값들 {X(0), X(1), X(2), X(3)}과 이들 각각에 대응하는 계수들의 곱
을 합산하여 4개의 출력값들 {X'(0), X'(1), X'(2), X'(3)}을 생성하는 변환이고,
상기 4개의 출력값들 {X'(0), X'(1), X'(2), X'(3)}을 생성하는 변환은
첫 번째 출력값 X'(0)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첫 번째 입력값 X(0)에 대응하는
계수, 두 번째 입력값 X(1)에 대응하는 계수 및 세 번째 입력값 X(2)에 대응
하는 계수의 부호가 모두 양(+)이고,
두 번째 출력값 X'(1)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첫 번째 입력값 X(0)에 대응하는
계수 및 두 번째 입력값 X(1)에 대응하는 계수의 부호가 모두 양(+)이고,
세 번째 출력값 X'(2)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두 번째 입력값 X(1)에 대응하는
계수 및 세 번째 입력값 X(2)에 대응하는 계수의 부호가 모두 음(-)이고,
네 번째 출력값 X'(3)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두 번째 입력값 X(1)에 대응하는
계수의 부호는 음(-)이고 세 번째 입력값 X(2)에 대응하는 계수의 부호는 양
(+)인 변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8.6.4.1, 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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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변환단위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변환단위의
크기로서 이용가능한 크기 중 최소크기 변환단위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만 DS
T 타입 변환 기법을 고려”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6.4.1 절에 따르면, 변환 타입(trtype)은,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CuPredMode), 현재 블록의 크기(nTbS) 및 성분 타입(cIdx)
에 기초하여 결정됨. 구체적으로, 현재 블록의 예측 모드가 인트라 모드이고,
현재 블록의 크기가 4이며, 성분 타입이 휘도 성분인 경우, 변환 타입은 DST
로 결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변환 타입은 DCT로 결정됨

기술 해설

한편, 8.6.4.2 절은, 수식 (8-318)에서 DST의 변환 매트릭스를 다음과
정함

같이 규

즉, 변환 매트릭스의 첫번째/두번째 행에서, 첫번째 및 두번째 계수는 둘다
양수이고, 세번째 행에서, 두번째 및 세번째 계수는 둘다 음수이며, 네번째
행에서, 두번째 계수는 음수이고, 세번째 계수는 양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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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블록킹 필터링 방법 및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과 장
치
[청구항 3]
영상신호를 복호화하는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하여 잔여블록을 복호화하는 잉여데이터 복호화부;
예측블록을 생성하는 예측부;
상기 예측블록과 상기 잔여블록을 가산하여 복원블록의 픽셀들을 복원하는
가산기; 및
상기 복원블록에 상응하는 블록 경계에 대한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는 디
블록킹 필터부를 포함하고,
상기 디블록킹 필터부는 상기 블록 경계가 변환블록 경계인지 여부와 상기
블록 경계가 예측블록 경계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상기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
행하고, 상기 블록 경계는 8x8 블록들 사이의 경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호화 장치.

8.7.2.1

‘35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상기 디블록킹 필터부는 상기 블록 경계가
변환블록 경계인지 여부와 상기 블록 경계가 예측블록 경계인지 여부를 고려
하여 상기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고, 상기 블록 경계는 8x8 블록들 사이의
경계”인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7.2.1 절에 따르면, 디블록킹 필터는 변환 블
록 경계와 예측 블록 경계에 모두 적용되며, 이를 위해 변환 블록의 경계는
8.7.2.2 절을 호출하여 유도되고, 예측 블록의 경계는 8.7.2.3 절을 호출하여 유
도됨
다만, 예외적으로 디블록킹 필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며, 특히 해
당 경계가 8x8 sample grid boundary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블록킹 필
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즉, 디블록킹 필터는 8x8 블록 사이의 경계
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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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고해상도 동영상의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1]
블록 기반 부호화 영상을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호화된 비트열에 포함된 블록 정보로부터 현재 블록의 크기(M×N) 및 예측
모드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예측 모드에 따라 상기 현재 블록의 예측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된 비트열로부터 상기 현재 블록의 변환 및 양자화 서브블록 분
할 정보를 복원하고, 변환 및 양자화 서브블록별로 지정된 크기(P×Q, 여기서
P, Q는 각각 상기 M, N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됨) 단위로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하여 상기 현재 블록의 잔여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상기 예측 블록 및 상기 잔여 블록을 결합하여 상기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단계;
상기 현재 블록이 포함된 복원 영상에 디블록킹 필터링을 수행하되,
상기 디블록킹 필터링은 상기 역양자화 및 역변환의 경계에 대응하는 변환
및 양자화 서브블록의 경계에 대하여 수행되는 단계; 및
상기 디블록킹 필터링된 복원 영상에서 에지를 검출하고 그 검출된 에지를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복호화 방법.

8.7.2.5.1, 8.7.2.5.2

‘66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디블록킹 필터링된 복원 영상에서 에지를
출하고 그 출된 에지를 필터링”인 것임

기술 해설

검

검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7.2.5.1 절은, 수직 에지(edge)에 대한 필터링
을, 8.7.2.5.2 절은 수평 에지(edge)에 대한 필터링을 각각 규정함. 구체적으로,
8.7.2.5.3 절을 호출하여 블록 에지인지 여부를 검출하고, 8.7.2.5.4 절을 호출하
여 검출된 에지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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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R1834541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KR
H04N-019/86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임정연 | 박중건 | 전병우 |
문주희 | 이영렬 | 김해광 |
한종기 | 양정엽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1-0093139
2011.09.15
1834541
2018.02.26

KR 1020110073306 (2011.07.22)
연성 디블록킹 필터링을 이용한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3]
영상을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양자화된 주파수변환블록을 생성하는 비트스트림 복호부;
상기 양자화된 주파수변환블록을 역 양자화 및 역변환하여 잔차블록을 복원
하는 역양자화 및 역변환부;
현재 블록에 상응하는 예측블록을 생성하는 예측부;
상기 복원되는 잔차 블록과 상기 생성된 예측 블록을 가산하여 현재 블록을
복원하는 가산부; 및
하나 이상의 복원된 현재블록을 포함하는 프레임 내에서 서브블록 사이의 필
터링을 위하여 필터링에 참여하는 제1블록 및 제2블록에 대하여 소정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필터링되는 제1블록의 화소수와 제2블록의 화소수가 서로 다르
도록 필터링하는 디블록킹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판단기준은,
상기 제1 블록과 상기 제2 블록의 경계인 블록경계를 기준으로 한 서브블록
깊이 방향의 서브블록 단위의 선형성을 포함하고,
상기 서브블록 단위의 선형성은,
상기 블록 경계로부터 첫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 제1 픽셀 및 상기 블록 경계
로부터 세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 제3 픽셀의 합과, 상기 블록 경계로부터 두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 제2 픽셀에 2를 곱한 값 사이의 차를 이용하여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8.7.2.5.3, 8.7.2.5.4, 8.7.2.5.7
‘541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제1블록의 화소수와 제2블록의 화소수가 서
로 다르도록 필터링하는 디블록킹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판단기준
은, 상기 제1 블록과 상기 제2 블록의 경계인 블록경계를 기준으로 한 서브블
록 깊이 방향의 서브블록 단위의 선형성을 포함하고, 상기 서브블록 단위의
선형성은, 상기 블록 경계로부터 첫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 제1 픽셀 및 상기
블록 경계로부터 세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 제3 픽셀의 합과, 상기 블록 경계
로부터 두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 제2 픽셀에 2를 곱한 값 사이의 차를 이용
하여 생성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7.2.5.3 절은, 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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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는 방법을 규정하

며, 구체적으로 수식 (8-354) 내지 (8-357)에 규정된 바와 같이, p 블록의 연속
적인 3개의 화소(p0, p1, p2) 간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변수 ‘dp'를 유도하고, q
블록의 연속적인 3개의 화소(q0, q1, q2) 간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변수 ‘dq’를
유도함. 리고, 변수 ‘dp' 와 ‘dq’의 합인 ‘dpq'를 유도함
8.7.2.5.6 절에서는, 기-유도된 ‘dpq'를 기반으로 dSam을 유도하고, 8.7.2.5.3 절
에서는, dSam을 기반으로 변수 ‘dE’를 유도함

8.7.2.5.7에서는, 변수 ‘dE’의 값에 따라 strong filtering 또는 weak filtering을 선
택적으로 수행함. 구체적으로, dE=2인 경우, 수식 (8-391) 내지 (8-396)에 규정
된 바와 같이, p 블록의 3개의 화소 p0 내지 p2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하고,
q 블록의 3개의 화소 q0 내지 q2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함
반면, dE=2가 아닌 경우, 수식 (8-397) 내지 (8-4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p 블
록의 2개의 화소 p0 및 p1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하고, q 블록의 2개의 화소
q0 및 q1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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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KR1834541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KR
H04N-007/2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해철 | 이하현 | 조숙희 |
정세윤 | 임성창 | 김종호 |
최진수 | 홍진우

등록일자

2012-0077423
2012.07.16
1277093
2013.06.14

적응적 비트

심도 감소를 통한 부호화와 복호화 방법 및 그 장치

[청구항1]
입력 신호의 비트 심도(bit depth)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입력 신호의 비트 심도가 원신호의 비트 심도보다 감소된 경우, 상기
력 신호의 비트 심도를 증가시키는 단계; 및
상기 비트 심도가 증가된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을 복원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트 심도 증가를 통한 복호화 방법.

입

7.3.2.2.1, 7.4.3.2.1, 8.4.1

‘09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입력 신호의 비트 심도가 원신호의 비트 심
도보다 감소된 경우, 상기 입력 신호의 비트 심도를 증가시키고, 증거된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을 복원”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2.2.1 절은, pcm_sample_bit_depth_luma_minu
s1를 파싱하고, 이는 다음 수식과 같이 휘도 성분의 PCM 샘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트수를 특정함
PcmBitDepth

Y

= pcm_sample_bit_depth_luma_minus1

+1
한편, 8.4.1 절은 pcm_flag의 값에 기초하여, 휘도 샘플에 대한 복호화를 수행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수학식과 같이, pcm_flag=1인 경우, pcm_sample_luma
값 자체를 복원 샘플로 할당하지 않고, ( BitDepthY−PcmBitDepthY)만큼 right
shift 연산을 수행하여 복원 샘플을 생성함
SL [ xCb + i ][ yCb + j ] = pcm_sample_luma[ ( nCbS * j ) + i ] << ( BitD
epthY − PcmBitDept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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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KR1488493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KR
H04N-019/7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정원
김진웅

| 이하현 | 최진수 |

2014.05.07
1488493
2015.01.26

우선권정보

KR
KR
KR
KR

발명의 명칭

영상 정보 디코딩 방법, 영상 디코딩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020120038870
1020120067925
1020120077012
1020120112598

등록일자

2014-0054448

(2012.04.16), KR 1020120066606 (2012.06.21)
(2012.06.25), KR 1020120071933 (2012.07.02)
(2012.07.16), KR 1020120108925 (2012.09.28)
(2012.10.10)

[청구항 1]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세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SEI(Supplemental enhanc
ement information)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파라미터 세트에 대한 정보를 파싱하는 단계와;
파싱된 상기 파라미터 세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세트에 대한 정보는 활성화되는 비디오 파라미터
세트를 인덱싱하는 정보와, 상기 활성화되는 비디오 파라미터 세트를 참조하
는 시퀀스 파라미터 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상기 시퀀스 파라미터
세트를 인덱싱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코딩 방법.

7.3.2.4, 7.3.5, 7.4.6, D.2.1, D.2.21

‘49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상기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세트
에 대한 정보는 활성화되는 비디오 파라미터 세트를 인덱싱하는 정보와, 상기
활성화되는 비디오 파라미터 세트를 참조하는 시퀀스 파라미터 세트의 개수
를 나타내는 정보 및 상기 시퀀스 파라미터 세트를 인덱싱하는 정보를 포함”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5 절에서 SEI message 관련 신택스를 파싱
하여, payloadType과 payloadSize를 결정하고, 해당 payload 타입과 크기에 대
응하는 SEI payload 함수를 호출함

구체적으로, Annex D.2.1을 참조하면, payloadType=129인 경우, active_paramet
er_sets 함수를 호출하며, D.2.21 절에서 활성화되는 비디오 파라미터 세트의
인덱스 정보인 active_video_parameter_set_id, 시퀀스 파라미터 세트의 개수
정보인 num_sps_ids_minus1 및 시퀀스 파라미터 세트의 인덱스 정보인 active
_seq_parameter_set_id가 각각 파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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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KR1648443B1

발행국
Int CL
출원인

KR
H04N-019/503
가부시키가이샤

모

엔.티.티.도코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2015-7036207
2012.09.10
1648443

충셍 | 스즈키 요시노리 | 등록일자
2016.08.09
탄 티오 켕
우선권정보 JP JP-P-2011-228758 (2011.10.18), JP JP-P-2011-240334 (2011.11.01)
동화상 예측 부호화 방법, 동화상 예측 부호화 장치, 동화상 예측 부호화 프
발명의 명칭 로그램, 동화상 예측 복호 방법, 동화상 예측 복호 장치 및 동화상 예측 복호
프로그램
발명자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분

[청구항1]
동영상 예측 복호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동영상 예측 복호 방법으로서,
동영상을 구성하는 복수의 화상의 각각에 대해, 과거에 복호·재생된 복수의
화상을 참조 화상으로 하여 예측 부호화된 데이터와, 복수의 상기 참조 화상
에 관한 버퍼 기술 정보 BD[k]의 부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압축 화상 데이터
를 입력하는 입력 단계와,
상기 압축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고, 재생 화상으로 복원하는 복원 단계와,
상기 재생 화상을, 후속의 화상을 복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조 화상으로서 1
개 이상 저장하는 화상 저장 단계와,
상기 화상 저장 단계를 제어하는 버퍼 관리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버퍼 관리 단계는, 상기 재생 화상을 복원하기 전에, 상기 재생 화상과
상이한 다른 화상의 버퍼 기술 정보 BD[m]를 참조하여, 상기 재생 화상의 버
퍼 기술 정보 BD[k]의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처리와, 복호된 버퍼 기술
정보 BD[k]를 기초로 상기 화상 저장 단계를 제어하는 처리를 포함하고,
상기 재생 화상의 버퍼 기술 정보 BD[k]의 부호화 데이터를 복호하는 처리는,
상기 재생 화상과 상이한 다른 화상의 버퍼 기술 정보 BD[m]를 식별하는 인
덱스 m을 복호하는 처리와,
상기 BD[m]과 상기 BD[k]에 포함되는 참조 화상의 식별 정보에 관한 차이를
나타내는 ΔBD의 값을 복호하는 처리와,
상기 BD[m]에 포함되는 j번째의 참조 화상의 식별 정보가 상기 BD[k]에 포함
되는 참조 화상의 식별 정보의 복호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와, 상기 BD[m]에
포함되는 j번째의 참조 화상이 처리 중인 대상 화상의 복호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의 양쪽을 나타내는 복수의 플래그 ibd_flagk,j를 복호하는 처리와,
복호된 인덱스 m과 복호된 ΔBD의 값과 복호된 복수의 플래그 ibd_flagk,j에
기초하여, 상기 BD[k]에 포함되는 참조 화상에 관한 정보를 복호하는 처리를
포함하는, 동영상 예측 복호 방법.

7.3.7, 7.4.8, 8.3.2, 8.3.3.1, 8.3.3.2

‘44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상기 재생 화상과 상이한 다른
화상의 버퍼 기술 정보 BD[m]를 식별하는 인덱스 m을 복호하는 처리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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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m]과 상기 BD[k]에 포함되는 참조 화상의 식별 정보에 관한 차이를 나타
내는 ΔBD의 값을 복호하는 처리와, 상기 BD[m]에 포함되는 j번째의 참조 화
상의 식별 정보가 상기 BD[k]에 포함되는 참조 화상의 식별 정보의 복호에 사
용되는지의 여부와, 상기 BD[m]에 포함되는 j번째의 참조 화상이 처리 중인
대상 화상의 복호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의 양쪽을 나타내는 복수의 플래그 ibd
_flagk,j를 복호”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7 절에서, inter_ref_pic_set_prediction_flag가
파싱되고, 이는 stRpsIdx-th candidate short-term RPS가 다른 source candidat
e short-term RPS로부터 예측되는지 여부를 나타냄. 그리고, inter_ref_pic_set_
prediction_flag=1인 경우, delta_idx_minus1가 파싱되며, 이는 stRpsIdx와 다른
source candidate short-term RPS의 인덱스 간의 차이를 나타냄. 따라서, 예측
에 사용되는 source candidate short-term RPS의 인덱스는 다음 수식 (7-59)와
같이 유도됨
RefRpsIdx = stRpsIdx

− ( delta_idx_minus1 + 1 ) (7-59)
또한, 7.3.7 절에서 파싱되는 used_by_curr_pic_flag[j]는 source candidate short-t
erm RPS에 속한 j번째 엔트리가 현재 픽쳐의 참조를 위해 이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use_delta_flag[ j ]는 source candidate short-term RPS의 j번째 엔트
리가 stRpsIdx-th candidate short-term RPS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냄
전술한 신택스를 기반으로 참조 픽쳐 구성을 위한 변수(e.g., DeltaPoc, UsedB
yCurrPic, NumNegativePics 등)를 유도하고, 유도된 변수를 이용하여 참조 픽
쳐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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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영상 양자화 파라미터 부호화 방법 및 영상 양자화 파라미터 복호 방법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닛본

2015-7006860

[청구항7]
컨텍스트 베이스 적응 2치 산술 부호화에 의거한 영상 복호 처리를 위해, 양
자화 파라미터를 복호하는 영상 양자화 파라미터 복호기로서,
과거의 재구축 양자화 파라미터로부터 예측 양자화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예
측 수단과, 및
차분 양자화 파라미터가 유의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1 bin, 상기 제1 bin에
후속하고 상기 차분 양자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그 밖의 bin들, 및,
상기 그 밖의 bin들에 후속하고 상기 차분 양자화 파라미터의 양음을 나타내
는 sign bin을 2치 산술 복호하는 양자화 파라미터 복호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2치 산술 복호는, 상기 sign bin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상
기 제1 bin과 상기 그 밖의 bin들에 대해서 컨텍스트들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양자화 파라미터 복호기.

9.3.3.10, 9.3.4.2.1

‘397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7의 “차분 양자화 파라미터가 유의한지
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1 bin, 상기 제1 bin에 후속하고 상기 차분 양자화 파라
미터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그 밖의 bin들, 및, 상기 그 밖의 bin들에 후속하고
상기 차분 양자화 파라미터의 양음을 나타내는 sign bin을 2치 산술 복호하는
양자화 파라미터 복호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2치 산술 복호는, 상기 sign bin
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제1 bin과 상기 그 밖의 bin들에
대해서 컨텍스트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9.3.3.10 절에 따르면, cu_qp_delta_abs에 대한
이진화 과정을 규정하며, cu_qp_delta_abs의 이진화는 prefix bin string 및 suffi
x bin string에 기반함
또한, 9.3.4.2.1 절의 Table 9-48을 참조하면, cu_qp_delta_abs는 컨텍스트를 기
반으로 복호화되나, cu_qp_delta_sign_flag 는 bypass로 복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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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복호 장치, 영상 복호 방법 및 기록 매체
[청구항1]
인터 예측을 이용하여 영상 복호를 행하는 영상 복호 장치로서,
복호 대상 CU의 예측 모드가 인터 예측이고, 상기 복호 대상 CU의 사이즈가
최소 CU 사이즈와 같은 경우에, 상기 복호 대상 CU의 파티션 타입을, 상기
복호 대상 CU를 분할하여 획득되는 PU의 사이즈가 최소 사이즈인 것을 나타
내는 N×N 이외의 타입으로 설정하는 복호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복호
장치.

9.3.3.7

‘515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복호 대상 CU의 예측 모드가 인
터 예측이고, 상기 복호 대상 CU의 사이즈가 최소 CU 사이즈와 같은 경우에,
상기 복호 대상 CU의 파티션 타입을, 상기 복호 대상 CU를 분할하여 획득되
는 PU의 사이즈가 최소 사이즈인 것을 나타내는 N×N 이외의 타입으로 설정”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9.3.3.7 절의 Table 9-45를 참조하면, 현재 CU의
예측 모드가 MODE_INTER이고, 현재 CU의 크기(log2CbSize)가 최소 CU 크기
(MinCbLog2SizeY)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log2CbSize=3인 경우에는 part_mo
de의 bin string은 0, 1, 2에 대해서만 정의됨. 즉, PART_NxN이 아닌 다른 타
입으로만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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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등록특허 기술해설서
1. US9571845B2

발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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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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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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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845
발명자
Tammy Lee | Byeong-doo Choi
등록일자
2017.02.14
우선권정보 US 61/592.572 (2012.01.30)
hod and apparatus for video encoding for each spatial sub-area, and meth
발명의 명칭 Modetand
apparatus for video decoding for each spatial sub-area
6. A video decoding method comprising:
receiving a bit stream obtained by splitting a picture into a first tile and a seco
nd tile, and splitting a current tile into at least one slice segment, wherein the
current tile is one of the first tile and the second tile;
decoding the first tile and the second tile, the first tile and the second tile inde
pendently decoded from each other;
and decoding maximum coding units of a current slice segment among the at
청구항
least one slice segment included in the current tile, with respect to the at least
one slice segment included in the current tile,
wherein one of (i) maximum coding units included in one slice segment are in
cluded in the same tile, (ii) maximum coding units included in one tile are incl
uded in the same slice segment, and (iii) the maximum coding units included i
n one slice segment are included in the same tile, and the maximum coding u
관련 표준

nits included in one tile are included in one same slice segment.

6.3.1, 6.3.3

‘845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6의 “maximum coding units included i
n one slice segment are included in the same tile, maximum coding units inclu
ded in one tile are included in the same slice segment”임. 즉, 슬라이스 세그
먼트, 타일 및 CTB 간의 분할 조건에 관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6.3.1 및 6.3.3 절에 따르면, 각 슬라이스 세그먼
트와 타일은 다음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할 것을 규정함 (아래 Figure 6
-5 참조)

기술 해설

- 하나의 슬라이스 세그먼트에 속한 모든 CTU는 동일한 타일에 속함
- 하나의 타일에 속한 모든 CTU는 동일한 슬라이스 세그먼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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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정보 KR 10-2008-0085914 (2008.09.10)
발명의 명칭 Image encoding method and device, and decoding method and device therefor
1. A method of decoding an image, the method comprising:
determining at least one coding unit included in a maximum coding unit by spli
tting the maximum coding unit according to split information obtained from a bi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tstream;
obtaining at least one prediction unit from a current coding unit;
obtaining a first predicted value of a current prediction unit by using neighborin
g pixels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and
obtaining a second predicted value of pixels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locat
ed on a top border and a left border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by using th
e obtained first predicted value and at least one neighboring pixel,
wherein: the second predicted value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is obtained b
y using the at least one neighboring pixel and a weighted value of the obtaine
d first predicted value, and the second predicted value of a top-left pixel of th
e current prediction unit is obtained by using a first neighboring pixel located a
t a same column as the top-left pixel and a second neighboring pixel located
at a same row as the top-left pixel,
the image is split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ccording to inform
ation about a maximum size of a coding unit, the maximum coding unit is hier
archically split into one or more coding units of depths according to the split i
nformation, a coding unit of a current depth is one of rectangular data units s
plit from a coding unit of an upper depth,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split for the current depth, the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is split into c
oding units of a lower depth, independently from neighboring coding units, and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non-split of the current depth, at least o
ne prediction unit is obtained from the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6.3.2, 6.3.3, 7.3.2.2.1, 7.3.8.1, 7.3.8.2, 7.3.8.4, 7.4.3.2.1, 7.4.9.1, 7.4.9.2,
7.4.9.4, 8.4.4.2.5
‘91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현재 블록의 주변 화소 및 기-예
측된 현재 블록의 제1 예측값을 이용하여 현재 블록의 상단/좌측 경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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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2 예측값을 생성하되, 현재 블록의 좌상단 화소의 제2 예측값은 좌상단
화소와 동일한 수직 및 수평 라인에 각각 위치한 제1 및 제2 주변 화소를 이
용하여 획득”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5 절은 INTRA_DC 모드에 따른 인트라
예측 방법을 규정하며, 수식 (8-47)과 같이 상단/좌측 주변 화소의 평균값(dcV
al)를 유도하고, 이를 현재 블록의 예측값으로 설정함
다만, 수식 (8-48) 내지 (8-50)에 따르면, 현재 블록 내 상단/좌측 경계에 위치
한 화소는 기-유도된 dcVal와 동일한 값으로 예측되지 않고, 주변 화소와 dcV
al에 소정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예측됨

구체적으로, 현재 블록의 좌상단 화소는, 좌측 주변 화소(p[ −1 ][ 0 ]), dcVal,
상단 주변 화소(p[ 0 ][ −1 ])에 1:2: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예측됨. 현재 블록
의 상단 경계 화소는, 상단 주변 화소(p[ x ][ −1 ] )와 dcVal에 1:3의 가중치
를 적용하여 예측되고, 현재 블록의 좌측 경계 화소는, 좌측 주변 화소(p[ −1
][ y ])와 dcVal에 1: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예측됨. 즉, 상단/좌측 주변 화소의
평균값으로 예측을 하되, 상단/좌측 경계에 위치한 화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주변 화소와의 가중 평균을 통해 블록 경계 smoothing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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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video based on scanning order of hierarch
ical data units,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decoding video based on scanni
ng order of hierarchical data units

청구항

1. A decoding method comprising:
splitting a picture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splitting at least one coding unit from a maximum coding unit among the plura
lity of maximum coding units by using split information;
determining a position of a current prediction unit in a current coding unit amo
ng the at least one coding unit by using partition type information, wherein the
current coding unit is a coding unit which is not split according to the split info
rmation and the current prediction unit is determined by splitting the current co
ding unit by using the partition type information;
determining a lower-left position outside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by using
the partition type information and the position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determining a scan index of a minimum unit corresponding to the lower-left po
sition; and
when the scan index of the minimum unit corresponding to the lower-left positi
on is less than a scan index of a minimum unit included in the current predict
ion unit, determining that a neighboring unit corresponding to the lower-left pos
ition is available to use for the current prediction unit,
wherein the scan index follows a raster scan order between the plurality of ma
ximum coding units, wherein the scan index follows an upper-left, upper-right,
lower-left, and lower-right order between the coding units and between the mi
nimum units in the coding units, and wherein the lower-left position outside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is determined by using the position of the current pr
ediction unit and a height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according to the partitio
n type information.

관련 표준

6.4.1,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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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현재 블록 주변의 minimum unit
(이하, 주변 유닛)의 스캔 인덱스를 결정하고, 결정된 주변 유닛의 스캔 인덱
스가 현재 PU 내 minimum unit(이하, 현재 유닛)보다 작은 경우, 주변 유닛은
이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며, 여기서 스캔 인덱스는 z scan order를 따르는”
것임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6.4.2 절은 예측 블록 가용성 판단에 관한 것으
로서, 6.4.1 절을 호출하여 주변 블록의 가용성(availableN)을 결정함

6.4.1 절을 참조하면, 아래 수식 (6-2)에 따라 z scan order 기반하여 주변 유
닛의 스캔 인덱스(minBlockAddrN)를 유도함
minBlockAddrN = MinTbAddrZs[ xNbY
TbLog2SizeY ] (6-2)

>> MinTbLog2SizeY ][ yNbY >> Min

그런 다음, 유도된 minBlockAddrN 현재 유닛의 스캔 인덱스(minBlockAddrCurr)
보다 큰 경우에 availableN은 FALSE로 설정됨. 즉, minBlockAddrN이 minBlock
AddrCurr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availableN은 TRUE이며, 이는 주변 블록이
가용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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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video in consideration of scanning order of
units having hierarchical structure,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decod
발명의 명칭 coding
ing video in consideration of scanning order of coding units having hierarchical
structure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n apparatus for decoding a video, the apparatus comprising:
an obtainer which obtains, from a bitstream, encoded image data of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nd split information of coding units in a maximum
coding unit of the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nd
a decoder which decodes the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ccording to a
raster scanning order, and decodes coding units in the maximum coding unit a
ccording to a zigzag scanning order,
wherein:
the maximum coding unit is spatially split into the coding units of depths includ
ing at least one of a current depth and a lower depth according to the split in
formation,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split for the current depth, the coding uni
t of a current depth is split into four coding units of a lower depth, independe
ntly from neighboring coding units,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non-split for the lower depth, one or mo
re prediction units are obtained from a coding unit of the lower depth,
the zigzag scanning order on the four coding units of the lower depth is a sa
me order as the raster scanning order on the four coding units.

6.5.1, 6.5.2

‘36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decodes coding units in the maxi
mum coding unit according to a zigzag scanning order” 및 “the zigzag scannin
g order on the four coding units of the lower depth is a same order as the ra
ster scanning order on the four coding units”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6.5.1 절에 따르면, CTB의 단위로 부호화된 타
일의 너비와 높이(colWidth, rowHeight)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타일
의 경계 위치(colBd, rowBd)를 각각 유도하며, 경계 위치를 기반으로 타일 스
캔 순서 또는 래스터 스캔 순서에 따른 CTB의 위치가 유도됨. 그리고, 6.5.2
절에서는, CTB에 속한 각 코딩 유닛의 z 스캔 순서에 따른 위치가 유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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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9414056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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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encoding method and apparatus for same and video-decoding method a
nd apparatus for same using a selective scan mode

1. A method of video decoding, the method comprising:
determining a transformation unit included in a coding unit split from an image;
determining a luma component scan mode of the transformation unit from amo
ng a plurality of scan modes based on a luma component intra prediction mo
de;
obtaining a luma component significant coefficient of the transformation unit acc
ording to the luma component scan mode;
determining a chroma component scan mode of the transformation unit from a
mong the plurality of scan modes based on a chroma component intra predicti
on mode;
obtaining a chroma component significant coefficient of the transformation unit
according to the chroma component scan mode;
inverse-transforming a luma component of the transformation unit based on th
e luma component significant coefficient; and
inverse-transforming a chroma component of the transformation unit based on
the chroma component significant coefficient,
wherein the plurality of the scan modes include a horizontal direction scan mo
de and a vertical direction scan mode.

6.5.3, 6.5.4, 6.5.5, 7.3.8.10, 7.3.8.11, 7.4.9.10, 7.4.9.11
‘056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기초하여 스
캔 모드를 결정하되, 스캔 모드는 휘도 성분과 색차 성분에 대해서 각각 결정
되고, 수평 방향 스캔 모드와 수직 방향 스캔 모드를 포함”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6.5.3 내지 6.5.5 절은 각각 대각 스캔 순서, 수
평 스캔 순서, 수직 스캔 순서를 각각 규정함. 변환 계수의 스캔 순서는, 7.4.
9.11 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환 블록의 크기 및 성분 별 인트라 예측 모드
를 고려하여 0 내지 2의 값으로 결정됨. 참고로, 0은 대각 스캔 순서를, 1은
수평 스캔 순서를, 2는 수직 스캔 순서를 각각 의미함
7.3.8.10 절은, 현재 변환 블록에 적어도 하나의 non-zero 변환 계수가 존재하
는지를 판단하고, 존재하는 경우 7.3.8.11 절을 호출하여 앞서 결정된 스캔 순
서에 따라 변환 계수를 순차적으로 복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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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pparatus for encoding video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deco
발명의 명칭 Mdingethodvideo,
based on hierarchical structure of coding unit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 method of decoding video data, the method comprising:
splitting an image into various coding units;
obtaining split information of a transformation unit from a received bitstream;
determining one or more transformation units in a current coding unit using the
split information of a transformation unit;
obtaining, from the bitstream, a quantization mode indicating which depth of co
ding unit contains a quantization parameter delta;
determining the depth of coding unit containing the quantization parameter delt
a based on the quantization mode;
when a depth of the current coding unit corresponds to the determined depth
of coding unit, obtaining the quantization parameter delta for the current coding
unit from the bitstream; and
performing inverse-quantization and inverse transformation on the one or more
transformation units using the quantization parameter delta,
wherein: the image is split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 maximu
m coding unit, among the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is hierarchically s
plit into one or more coding units of depths including at least one of a current
depth and a lower depth according to split information, when the split informati
on indicates a split for the current depth, the coding unit of a current depth is
split into four coding units of the lower depth, independently from neighboring
coding units, and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non-split for the curren
t depth, the transformation units are obtained from the coding unit of the curre
nt depth using the split information of a transformation unit.

7.3.2.3.1, 7.4.3.3.1

‘631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quantization parameter delta를 포
함한 부호하 유닛의 뎁스를 지시하는 quantization mode를 수신하고, 이를 이
용하여 quantization parameter delta를 포함한 부호화 유닛의 뎁스를 결정”하
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2.3.1 절에서, diff_cu_qp_delta_depth가 파싱
되고, 이는 CTB와 소정의 부호화 블록 간의 크기 차이를 의미하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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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블록은, QP delta의 절대값(cu_qp_delta_abs) 및
_delta_sign_flag)가 시그날링되는 단위를 의미함

QP delta의 부호(cu_qp

따라서, 수식 (7-36)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하나의 QP delta를 포함하는 부호화
블록의 크기(Log2MinCuQpDeltaSize)는, CTB 크기와 파싱된 diff_cu_qp_delta_d
epth 간의 차이로 유도됨
Log2MinCuQpDeltaSize = CtbLog2Siz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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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_cu_qp_delta_depth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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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od for inter prediction and device therefore, and method for motion comp
발명의 명칭 Mensation
and device therefore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 video decoding method comprising:
obtaining, from a bitstream, Least Significant Bits (LSB) information regarding
Picture Order Count (POC) of a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ge of a curre
nt image;
determining Most Significant Bits (MSB) information regarding the POC of the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ge of the current image based on MSB inform
ation regarding POC of a previous long-term reference image of the current i
mage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MSB information regarding the POC of th
e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ge and the MSB information regarding the P
OC of the previous long-term reference image of the current image;
determining the POC of the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ge of the current i
mage by using the LSB information and the MSB information regarding the P
OC of the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ge of the current image; and
reconstructing the current image by using the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
ge of the current image corresponding to the POC of the current long-term r
eference image of the current image,
wherein the MSB information regarding the POC of the current long-term refer
ence image of the current image is information regarding a quotient generated
by dividing a value related to the POC of the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
ge of the current image by a maximum size of the LSB information, and the
LSB information is information regarding a remainder value generated by dividi
ng the POC of the current long-term reference image of the current image by
the maximum size of the LSB information.

7.3.6.1, 7.4.7.1, 8.3.2

‘19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LSB 정보와 MSB 정보를 이용하
여 현재 롱텀 참조 픽쳐의 POC를 결정하되, 여기서 MSB 정보는 이전 롱텀
참조 픽쳐의 POC에 관한 MSB 정보와 소정의 차분값을 이용하여 결정되고,
차분값은 현재 롱텀 참조 픽쳐의 MSB 정보와 이전 롱텀 참조 픽쳐의 MSB
정보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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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3.2 절에 따르면, 수식 (8-5)와
조 픽쳐의 POC는 다음 수식과 같이 결정됨
pocLt+= PicOrderCntVal - DeltaPocMsbCycleLt[ i ]
icOrderCntVal & ( MaxPicOrderCntLsb - 1 ) )

같이 롱텀 참

* MaxPicOrderCntLsb - ( P

7.4.7.1 절을 참조하면, 상기 수식에서, PicOrderCntVal는 디코딩 순서상 이전
픽쳐의 POC를 의미하고, DeltaPocMsbCycleLt는 다음 수식과 같이 결정됨

DeltaPocMsbCycleLt[i] =delta_poc_msb_cycle_lt[i]+DeltaPocMsbCycleLt[i-1]
즉, 현재 픽쳐에 관한 DeltaPocMsbCycleLt는, 7.3.6.1 절에서 파싱된 신택스 d
elta_poc_msb_cycle_lt와 이전 픽쳐에 관한 DeltaPocMsbCycleLt의 합으로 유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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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encoding method using offset adjustments according to pixel classificatio
n and apparatus therefor, video decoding method and apparatus therefor

1. A video decoding apparatus comprising:
a parser which is configured to parse, from a bitstream, offset merge informati
on indicating whether an offset parameter of a current block is determined acc
ording to an offset parameter of a neighboring block; and
an offset compensator which configured to compensating for samples of the cu
rrent block by using the offset parameter of the current block,
wherein: when the offset merge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offset parameter
of the current block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ffset parameter of the nei
ghboring block, the offset compensator is configured to determine the offset pa
rameter of the current block using the offset parameter of the neighboring bloc
k,
when the offset merge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offset parameter of the cu
rrent block is not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ffset parameter of the neighbori
ng block, the parser is configured to obtain, from the bitstream, offset type info
rmation,
when the offset type information indicates a band offset type, the parser is co
nfigured to obtain, from the bitstream, absolute values of a plurality of offset v
alues, and, when the absolute values of the plurality of offset values are not z
ero, further obtain sign bits of the plurality of offset values from the bitstream,
and
the offset compensator is configured to compensate for samples of the current
block by using the absolute values of the plurality of offset values and the sig
n bits of the plurality of offset values, and the neighboring block is one of a le
ft block and an upper block adjacent to the current block.

7.3.8.3, 7.4.9.3

‘922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현재 블록의 오프셋 파라미터가
주변 블록의 오프셋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결정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offset
merge information를 파싱하고, offset merge information에 따라 현재 블록의
오프셋 파라미터를 주변 블록의 오프셋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결정하거나, 오
프셋 타입 정보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파싱함. 이때, 오프셋 타입 정보가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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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오프셋 타입을 특정하는 경우, 오프셋 절대값(abs)와 오프셋 부호(sign)을
파싱하되, 오프셋 부호(sign)는 오프셋 절대값(abs)이 0이 아닌 경우에 파싱”하
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8.3 절에 따르면, sao_merge_left_flag 또는 s
ao_merge_up_flag가 파싱될 수 있음. sao_merge_left_flag는 SAO 관련 신택스
(e.g., sao_type_idx_luma, sao_type_idx_chroma, sao_band_position, sao_eo_cla
ss_luma, sao_eo_class_chroma, sao_offset_abs, sao_offset_sign)가 좌측 CTB의
대응 신택스로부터 유도되는지 여부를 나타냄. 마찬가지로, sao_merge_up_flag
는 SAO 관련 신택스가 상단 CTB의 대응 신택스로부터 유도되는지 여부를
나타냄
다만, sao_merge_left_flag 및 sao_merge_up_flag 둘다 0인 경우, SAO 필터 타
입을 식별하는 sao_type_idx를 파싱하여 SaoTypeIdx를 결정함. 참고로, SaoTy
peIdx=0은, SAO가 적용되지 않음을, SaoTypeIdx=1은 Band Offset이 적용됨을,
SaoTypeIdx=2는 Edge Offset이 적용됨을 각각 의미함

SaoTypeIdx=0이 아닌 경우(즉, SAO 타입이 BO 또는 EO인 경우), 오프셋의
절대값인 sao_offset_abs이 파싱되고, 나아가 SaoTypeIdx=1이고, sao_offset_ab
s=0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오프셋의 부호를 나타내는 sao_offset_s
ign이 파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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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encoding method and apparatus using transformation unit of variable tre
e structure, and video decoding method and apparatus

1. A video decoding method, performed by at least one processing device, the
method comprising:
obtaining, from a bitstream, maximum split information for an intra mode, maxi
mum split information for an inter mode, information about a prediction mode f
or a current coding unit, and partition mode information for the current coding
unit in the intra mode,
the partition mode information indicating whether at least one prediction unit is
determined by halving a height and a width of the current coding unit in the in
tra mode;
determining the at least one prediction unit by splitting the current coding unit
based on at least one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prediction mode and the p
artition mode information;
generating prediction data of the current coding unit by performing prediction b
ased on the at least one prediction unit;
when the information about the prediction mode indicates the intra mode, deter
mining a maximum split level of a transformation unit based on the maximum
split information for the intra mode and whether the partition mode information
indicates N×N or 2N×2N, wherein the transformation unit is determined from th
e current coding unit, and the maximum split information for the intra mode is
information about the transformation unit which the current coding unit predicte
d in the intra mode is split into;
when the information about the prediction mode indicates the inter mode, deter
mining a maximum split level of a transformation unit based on the maximum
split information for the inter mode, wherein the transformation unit is determin
ed from the current coding unit and the maximum split information for the inter
mode is information about the transformation unit which the current coding unit
predicted in the inter mode is split into;
when a current split level of a current transformation unit is not less than the
maximum split level, performing inverse-transformation on the current transform
ation unit to generate residual data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when the current split level of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is less than the
- 140 -

관련 표준

기술 해설

maximum split level, obtaining sub-split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transform
ation unit from the bitstream, wherein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is determi
ned from the current coding unit;
when the sub-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split of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
it, splitting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into transformation units of a next spl
it level, wherein the next split level is greater than the current split level;
when the sub-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non-split of the current transformatio
n unit, performing inverse-transformation on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to g
enerate the residual data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and
reconstructing the current coding unit by using the prediction data and the resi
dual data.

7.3.2.2.1, 7.3.8.5, 7.3.8.8, 7.4.3.2.1, 7.4.9.5, 7.4.9.8

‘55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인트라 모드 및 인터 모드 각각
에 대해서 maximum split information에 기초하여 maximum split level을 결정하
고, 현재 분할 레벨이 maximum split level보다 작은 경우 sub-split information
를 획득”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8.5 절은 7.3.8.8 절을 호출하여 변환 블록
복호화를 수행하고, 7.3.8.8 절에 따르면 현재 변환 블록의 뎁스(trafoDepth)가
MaxTrafoDepth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split_transform_flag를 파싱하고, 이를
이용하여 트리 구조 기반의 변환 블록 분할을 수행함
한편,

MaxTrafoDepth은 7.3.8.5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수식과 같이 결정됨
MaxTrafoDepth = ( CuPredMode[ x0 ][ y0 ] = = MODE_INTRA ? ( max_tran
sform_hierarchy_depth_intra + IntraSplitFlag ) : max_transform_hierarchy_depth_i
nter )

여기서, max_transform_hierarchy_depth_intra와 max_transform_hierarchy_depth_i
nter은 intra/inter 모드에서 허용되는 변환 블록의 분할 뎁스를 규정하며, 이는
7.3.2.2.1 절에서 파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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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and decoding motion vector based on red
발명의 명칭 Muced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s

청구항

1. An image decoding method comprising:
decoding, from a bitstream including an image, information about a motion ve
ctor difference for a current block and information about a motion vector predi
ctor for the current block;
generating a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group;
modifying the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group based on vectorial valu
es of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s in the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
ate group;
determining a motion vector predictor for the current block from among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s in the modified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g
roup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the motion vector predictor; and
determining a motion vector for the current block based on the motion vector
predictor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motion vector difference,
wherein, the modified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group includes a 1st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and at least one of 2nd motion vector predi
ctor candidates, the 1st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is a motion vector o
f a collocated block to the current block, the collocated block is located in a r
eference picture, the 2nd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s are motion vector
s of neighboring blocks of the current block,
wherein the neighboring blocks include blocks located in upper left side, upper
right side, and lower left side of the current block,
wherein the modifying the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group comprises
modifying the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group, when at least two of 2
nd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s have the same value, by removing all o
f the at least two of 2nd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s except for one of
the at least two of 2nd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s from the motion ve
ctor predictor candidate group,
wherein the image is split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ccording t
o information about size of the maximum coding units, the maximum coding u
nit is hierarchically split into one or more coding units of depths including at l
east one of a current depth and a lower depth, andwherein the current block
is included in one of the one or more coding units of depths including at l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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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ne of the current depth and the lower depth.

관련 표준

7.3.8.6, 7.4.9.6, 8.5.3.2.6, 8.5.3.2.7, 8.5.3.2.8, 8.5.3.2.9, 8.5.3.2.10
‘44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collocated block의 움직임 벡터
와 neighboring block의 움직임 벡터를 후보로 포함하는 motion vector predicto
r candidate group을 생성하고, motion vector predictor에 관한 information를 이
용하여 해당 group으로부터 motion vector predictor를 결정”하는 것임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6 절은, AMVP 모드에 따른 움직임 벡터
예측값(MVP) 유도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mvpListLX는 공간적 이웃 블록
의 움직임 벡터 후보(mvLXA, mvLXB)와 시간적 이웃 블록의 움직임 벡터 후
보(mvLXCol) 중 2개의 움직임 벡터 후보로 구성되고, 7.3.8.6 절에서 파싱된
mvp_lX_flag를 이용하여 현재 블록의 MVP를 유도함
8.5.3.2.7 절은 공간적 이웃 블록의 움직임 벡터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8.5.
3.2.8 및 8.5.3.2.9 절은 시간적 이웃 블록의 움직임 벡터 후보를 결정하는 방
법을 각각 규정하고, 8.5.3.2.10 절은 색차 성분의 움직임 벡터 유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식 (8-212)와 같이 휘도 성분의 움직임 벡터를 스케일링하
여 유도됨
참고로, ‘447 특허는 기-생성된 후보 그룹에 대해서 중복성 체크를 수행하여
후보 그룹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나, HEVC version 2에서부터 관련 표준 내용
은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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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residual block, and method and apparatus
발명의 명칭 Mforethdecoding
residual block

청구항

2. A method of video decoding an image, the method comprising:
splitting the image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hierarchically splitting a maximum coding unit among the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into a plurality of coding units;
determining one or more transform residual blocks from a coding unit of the pl
urality of coding units, wherein the transformation residual block include sub re
sidual blocks;
obtaining an effective coefficient flag of a particular sub residual block among t
he sub residual blocks from a bitstream, the effective coefficient flag of the pa
rticular sub residual block indicating whether at least one nonzero effective tran
sformation coefficient exists in the particular sub residual block;
when the effective coefficient flag indicates that the at least one non-zero tran
sformation coefficient exists in the particular sub residual block, obtaining transf
ormation coefficients of the particular sub residual block based on location info
rmation of the at least one non-zero transformation coefficient and level inform
ation of the at least one non-zero transformation coefficient obtained from the
bitstream; and
performing inverse-transforming on the transform residual block including the p
articular sub residual block based on the transformation coefficients included in
the transform residual block,
wherein the transformation coefficients of the particular sub residual block are
a part of the transformation coefficients included in the transform residual bloc
k.

관련 표준

7.3.8.10, 7.3.8.11, 7.4.9.10, 7.4.9.11

기술 해설

‘478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2의 “sub residual block의 effective co
efficient flag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하고, effective coefficient flag에 따라
해당 sub residual block에 적어도 하나의 non-zero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 경
우, non-zero 변환 계수의 위치/레벨 정보에 기초하여 변환 계수를 획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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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8.10 절은 cbf에 기초하여 현재 변환 블록에
적어도 하나의 non-zero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적어도 하나의
non-zero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 경우 7.3.8.11 절을 호출하여 변환 계수를 복
호화함

구체적으로, 현재 변환 블록에 존재하는 non-zero 변환 계수 중 가장 마지막
에 위치한 변환 계수의 위치 정보(e.g., last_sig_coeff_x_prefix, last_sig_coeff_y_
prefix)를 파싱하고, 소정의 스캔 순서에 따라 변환 계수를 복호화함. 이때, 현
재 변환 블록에 속한 일부 4x4 서브 블록에 대해서 coded_sub_block_flag를
파싱하고, coded_sub_block_flag의 값이 1인 경우 sig_coeff_flag를 파싱함. 여기
서, coded_sub_block_flag는 현재 변환 블록에 속한 서브 블록에 적어도 하나
의 non-zero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를 지시하고, sig_coeff_flag는 서브 블록
내 현재 변환 계수가 non-zero인지를 지시함

만일
변환

sig_coeff_flag이 1인 경우(즉, 현재 변환 계수가 non-zero인 경우), 해당
계수의 절대값을 지시하는 플래그(e.g., coeff_abs_level_greater1_flag)를
이용하여 변환 계수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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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Image encoding and decoding apparatus and method
1. An image decoding method comprising:

청구항

관련 표준

decoding a residue of a block, from a bitstream;
obtaining variables for weighted prediction, including at least one multiplied valu
e (W) and at least one additive value (O), wherein the additive value is obtain
ed according to a bit depth of a pixel, when the weighted prediction is applied
to the block;
obtaining a predicted pixel value of the block using the weighted prediction ba
sed on the variables; and
reconstructing the block by using the decoded residue and the predicted pixel
value,
wherein the additive value is obtained based on a value of 2(N-M), where N re
presents the bit depth of the pixel and M represents a constant.

7.3.2.2.2, 7.3.6.3, 7.4.3.2.2, 7.4.7.3, 8.5.3.3.4.1, 8.5.3.3.4.3

‘44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가중 예측을 위한 변수, 즉 가중
치(W)와 오프셋(O)를 획득하되, 여기서 오프셋(O)은 2(N-M) 값에 기초하여 획득
되고, N은 비트뎁스를, M은 상수를 각각 의미”하는 것임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3.4.3 절에 따르면, 오프셋(o0)은 수식 (8-27
0)에 규정된 바와 같이, luma_offset_l0[ refIdxL0 ]에 WpOffsetBdShiftY 만큼 좌
측 쉬프트 연산을 적용하여 유도됨

WpOffsetBdShiftY 는, 7.3.2.2.2 절에서 파싱되는 high_precision_offsets_enabled_f
lag 값에 따라 0 또는 ( BitDepth Y − 8 )으로 결정됨. 즉, ( BitDepth Y −
8 ) 만큼의 쉬프트 연산이므로, 이는 2( BitDepth Y − 8 )로 표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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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 and apparatus for coding video,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decodi
발명의 명칭 Mngetvideo
accompanied by inter prediction using collocated image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 method of video decoding, the method comprising:
when prediction of a collocated block of a current block is available by using
a reference list L0 of the collocated block and prediction of the collocated bloc
k is available by using a reference list L1 of the collocated block, and when r
eference pictures of the current block, are to be output prior to a current pictu
re including the current block, selecting a motion vector corresponding to a ref
erence list of the current block, among an L0 motion vector of the collocated
block corresponding to a reference picture determined from the list L0 and an
L1 motion vector of the collocated block corresponding to a reference picture
determined from the list L1;
determining, by using the selected motion vector, the motion vector predictor c
andidate according to the collocated block; and
obtaining a motion vector predictor of the current bock among predictor candid
ates including the motion vector predictor candidate according to the collocated
block.

7.3.2.2.1, 7.4.3.2.1 8.3.5, 8.5.3.2.8, 8.5.3.2.9
‘229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when prediction of a collocated b
lock of a current block is available by using a reference list L0 of the collocat
ed block and prediction of the collocated block is available by using a referen
ce list L1 of the collocated block, and when reference pictures of the current
block, are to be output prior to a current picture including the current block, s
electing a motion vector corresponding to a reference list of the current block,
among an L0 motion vector of the collocated block corresponding to a referen
ce picture determined from the list L0 and an L1 motion vector of the collocat
ed block corresponding to a reference picture determined from the list L1”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8 절은, 콜 블록의 위치를 규정하며, 구
체적으로 콜 블록은 현재 블록의 우하단 위치에 인접한 블록 또는 현재 블록
의 중앙 위치에 대응하는 블록(xColBr, yColBr)으로 결정되고, 8.5.3.2.9 절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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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해당

콜 블록의 움직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유도함

1. predFlagL0Col=0인 경우

콜 블록의 움직임 정보는 L1 방향의 움직임 정보로 설정됨
2. predFlagL0Col=1 & predFlagL1Col=0인 경우
콜 블록의 움직임 정보는 L0 방향의 움직임 정보로 설정됨
3. predFlagL0Col=1 & predFlagL1Col=1인 경우
NoBackwardPredFlag가 1이면, 콜 블록의 움직임 정보는 L0/L1 방향의 움직임
정보로 설정되고, NoBackwardPredFlag가 0이면, collocated_from_l0_flag에 의해
특정된 예측 방향의 움직임 정보로 설정됨
8.3.5 절을 참조하면, 상기 NoBackwardPredFlag는, DiffPicOrderCnt( aPic, CurrP
ic )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로 유도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유도됨. 참고
로, aPic은 RefPicList0 또는 RefPicList1에 속한 픽쳐이고, DiffPicOrderCnt가 0
보다 작다는 것은 참조 픽쳐가 현재 픽쳐보다 먼저 출력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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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reconstructed block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4-124587
2012.04.20
9961343
2018.05.01

1. A reconstructed block creating method comprising:
decoding an intra prediction mode of a current block using an intra prediction
mode group indicator, a prediction mode index and a MPM group, wherein the
MPM group is generated using intra prediction modes of left and top blocks of
the current block, and includes three intra prediction modes;
constructing a prediction block using the intra prediction mode;
inversely quantizing a received residual signal using a quantization parameter t
o create an inversely quantized block and inversely transforming the inversely
quantized block to create a residual block; and
adding the prediction block and the residual block to create a reconstructed bl
ock,
wherein the quantization parameter is reconstructed using received information
indicating a minimum quantization coding unit (CU) size and the information in
dicating the minimum quantization CU size is determined by a parameter trans
mitted from a picture parameter set,
wherein the intra prediction mode of the current block is set equal to an intra
prediction mode indicated by the prediction mode index in the MPM group wh
en the intra prediction mode group indicator indicates the MPM group, and the
intra prediction mode of the current block is determined out of intra prediction
modes other than the three intra prediction modes in the MPM group using th
e three intra prediction modes in the MPM group and the prediction mode ind
ex when the intra prediction mode group indicator does not indicate the MPM
group, and
wherein when the intra prediction modes of the left and top blocks are not eq
ual to each other and non-directional intra prediction modes, the MPM group i
ncludes the intra prediction modes of the left and top blocks and a vertical m
ode.

7.3.2.3.1, 7.4.3.3.1, 8.4.2, 8.6.1

‘34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wherein the quantization paramet
er is reconstructed using received information indicating a minimum quantizatio
n coding unit (CU) size and the information indicating the minimum quantiz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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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U size is determined by a parameter transmitted from a picture parameter
set” 및 “wherein when the intra prediction modes of the left and top blocks ar
e not equal to each other and non-directional intra prediction modes, the MP
M group includes the intra prediction modes of the left and top blocks and a
vertical mode”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6.1 절에 따르면, 소정의 양자화 그룹에 대한
양자화 파라미터를 유도하되, 양자화 그룹의 크기는 Log2MinCuQpDeltaSize로
정의되며, 이는 7.3.2.3.1 절에서 파싱되는 diff_cu_qp_delta_depth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됨
Log2MinCuQpDeltaSize = CtbLog2SizeY

− diff_cu_qp_delta_depth
또한, 8.4.2 절은 휘도 성분의 인트라 예측 모드 유도 방법을 규정하며, 구체
적으로 주변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candIntraPredModeA, candIntraPredMod
eB) 간의 동일 여부 및 비방향성 모드 여부를 고려하여 3개의 MPM으로 구성
되는 candModeList를 생성함
예를 들어, candIntraPredModeA와 candIntraPredModeB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둘다 비방향성 모드인 경우, (8-27) 내지 (8-28)과 같이 candModeList의 첫번
째 위치에 candIntraPredModeA를 할당하고, 두번째 위치에 candIntraPredMode
B를 할당함. 그리고 둘다 비방향성 모드에 해당하므로, 세번째 위치에 INTRA
_ANGULAR26(즉, 수직 모드)를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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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od, medium, and apparatus encoding and/or decoding an image using the
발명의 명칭 Msame
coding mode across components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 method of decoding a predicted image of a current image, the method c
omprising:
obtaining a predicted direction of luma component of the current image;
obtaining a predicted direction of chroma components corresponding to the pre
dicted direction of luma component in one of predetermined decoding modes;
and
decoding the predicted image of the current image based on the predicted dir
ection of the luma and chroma components,
wherein the predicted direction of chroma components is identical to the predic
ted direction of the luma component.

8.4.3

‘541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wherein the predicted direction of
chroma components is identical to the predicted direction of the luma compon
ent”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3 절은 색차 성분의 인트라 예측 모드 유도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Table 8-2와 같이, 시그날링되는 intra_chroma_pre
d_mode와 휘도 성분의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Y)를 고려하여 색차
성분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결정됨
특히, intra_chroma_pred_mode가 4인 경우, 색차 성분의 인트라
휘도 성분의 인트라 예측 모드와 동일하게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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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모드는

16. US988319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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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Method and device for intra prediction video
1. An apparatus for decoding a video, the apparatus comprising: one or more
processors: and a memory storing a program which causes the one or more
processors to:
determine availability of a predetermined number of adjacent pixels used for int
ra prediction of a current block;

청구항

when a first adjacent pixel among the predetermined number of adjacent pixels
is unavailable, obtain a second adjacent pixel that is available by searching for
the predetermined number of adjacent pixels in a predetermined direction base
d on the first adjacent pixel, and
replace a pixel value of the first adjacent pixel with a pixel value of the secon
d adjacent pixel; and
perform intra prediction on the current block by using the predetermined numb
er of adjacent pixels including the replaced first adjacent pixel,
wherein the one or more processors determine an available adjacent pixel initi
ally found to be the second adjacent pixel by searching for the predetermined
number of adjacent pixels in the predetermined direction based on the first adj
acent pixel,

search for the second adjacent pixel by searching left and lower left adjacent
pixels of the current block from bottom to top based on the first adjacent pixe
l, and

when the second adjacent pixel is not found in the left and lower left adjacent
pixels of the current block, search top and upper right adjacent pixels of the c
urrent block from left to right, and the first adjacent pixel is a lowermost left a
djacent pixel from among left and lower left adjacent pixels of the current bloc
k.

관련 표준
기술 해설

8.4.4.2.1, 8.4.4.2.2

‘191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wherein the one or more process
ors determine an available adjacent pixel initially found to be the second adjac
ent pixel by searching for the predetermined number of adjacent pixel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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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termined direction based on the first adjacent pixel, search for the secon
d adjacent pixel by searching left and lower left adjacent pixels of the current
block from bottom to top based on the first adjacent pixel, and when the seco
nd adjacent pixel is not found in the left and lower left adjacent pixels of the
current block, search top and upper right adjacent pixels of the current block f
rom left to right, and the first adjacent pixel is a lowermost left adjacent pixel f
rom among left and lower left adjacent pixels of the current block”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1 절은 인트라 예측에 관한 것으로서, 인
트라 예측을 위한 주변 화소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위치의 주변 화소가 가
용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가용 화소가 존재하는 경우 8.4.4.2.2 절을 호출하
여 substitution process를 수행할 것을 규정함
8.4.4.2.2 절에 따르면, 주변 화소 중 적어도 하나가 비가용이라고
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체 과정이 수행됨

판단된

경

1. p[ −1 ][ nTbS * 2 − 1 ] 화소 즉, 좌측 주변 화소 중 최하단에 위치한 화
소가 비가용인 경우, 하->상 방향으로 가용 화소를 탐색하고, 탐색된 가용 화
소를 p[ −1 ][ nTbS * 2 − 1 ]에 할당함
2. p[ −1 ][ nTbS * 2 − 1 ] 다음 화소부터 가용한지를
소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의 가용 화소를 할당함
3. 상단 주변 화소에 대해서 가용 여부를
바로 좌측의 가용 화소를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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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비가용 화

판단하고, 비가용 화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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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video,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dec
발명의 명칭 Moding
video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n apparatus of decoding image, the apparatus comprising:
an entropy decoder which extracts information that indicates an intra prediction
mode applied to a current block to be decoded;
a reference pixel determining unit which determines one of neighboring pixels
adjacent to the current block and filtered neighboring pixels filtered from the ne
ighboring pixels as reference pixels, based on at least one of a size of the cu
rrent block and the intra prediction mode of the current block;
an intra prediction performing unit which performs intra prediction on the curren
t block using the intra prediction mode and the determined reference pixels,
wherein, when the current block has a size of N×N, where N is integer, the n
eighboring pixels include 2N neighboring pixels adjacent to an upper side and
an upper right side of the current block and 2N neighboring pixels adjacent to
a left side and a below left side of the current block,
wherein the image is split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ccording t
o information about a maximum size of a coding unit, a maximum coding unit
among the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is hierarchically split into one or
more coding units of depths according to split information, a coding unit of a
current depth is one of rectangular data units split from a coding unit of an u
pper depth,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split for the current depth, th
e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is split into coding units of a lower depth, i
ndependently from neighboring coding units, and the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is split into at least one prediction unit.

7.3.2.2.1, 7.3.8.1, 7.3.8.2, 7.3.8.4, 7.4.3.2.1, 7.4.9.1, 7.4.9.2, 7.4.9.4, 8.4.4.
2.3
‘458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현재 블록의 크기 및 인트라 예
측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주변 화소를 참조 화소로 이용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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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필터링된 주변 화소를 참조 화소로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3 절은 주변 샘플에 대한 필터링 방법을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2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filterFlag는
0으로 설정됨
-

predModeIntra is equal to INTRA_DC.

-

nTbS is equal to 4

다만, 위 2가지 조건을

만일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intraHorVerDistThres[ nTbS ]보다 크면,

minDistVerHor가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filterFlag는 0으로 설정됨

filterFlag는 1로

여기서, minDistVerHor는 Min( Abs( predModeIntra − 26 ), Abs( predModeIntra
− 10 ) )으로 설정되며, predModeIntra는 현재 블록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의
미함. 또한, intraHorVerDistThres[ nTbS ]는, Table 8-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
재 블록의 크기에 따른 문턱값으로 결정됨
filterFlag가 1로 설정된 경우, 필터링된 주변 샘플이 참조 샘플로 이용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주변 샘플이 참조 샘플로 이용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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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Mn et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and decoding image through intra predictio

청구항

1. A method of decoding an image, the method comprising:
extracting an intra prediction mode of a current block from a bitstream, the intr
a prediction mode indicating a particular direction among a plurality of direction
s, wherein the particular direction is indicated by using one of a dx number in
a horizontal direction and a fixed number in a vertical direction, or a dy numb
er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a fixed number in the horizontal direction, wher
ein dx and dy are integers;
determining a number of neighboring pixels located on a left side of the curren
t block or an upper side of the current block;
determining a location of one or more neighboring pixels among the neighborin
g pixel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current block or the upper side of the
current block using a bitwise shift operation based on a position of a current p
ixel (j, i) and one of the dx or dy numbers indicating the particular direction, w
here j and i are integers; and
performing intra prediction on the current block using the number of neighborin
g pixels and the location of the one or more neighboring pixels,
wherein the performing of the intra prediction comprises calculating a value of
the current pixel using the number of neighboring pixels, and the location of th
e one or more neighboring pixels;
wherein:
the location of the one or more neighboring pixels located on the upper side
of the current block is determined based on i*dx>>m, where i is a position of
the current pixel in the vertical direction, dx is the dx number in the horizontal
direction, m is related to the fixed number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 is t
he bitwise shift operation, and
the location of the one or more neighboring pixel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
he current block is determined based on j*dy>>n, where j is a position of the
current pixel in the horizontal direction, dy is the dy number in the vertical dire
ction, and n is related to the fixed number in the horizontal direction,
wherein the bitwise shift operation operates on a binary representation of i*dx
and j*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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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8.4.4.2.6
‘98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wherein: the location of the one
or more neighboring pixels located on the upper side of the current block is d
etermined based on i*dx>>m , where i is a position of the current pixel in the
vertical direction, dx is the dx number in the horizontal direction, m is related t
o the fixed number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 is the bitwise shift operatio
n, and the location of the one or more neighboring pixels located on the left s
ide of the current block is determined based on j*dy>>n, where j is a position
of the current pixel in the horizontal direction, dy is the dy number in the verti
cal direction, and n is related to the fixed number in the horizontal direction, w
herein the bitwise shift operation operates on a binary representation of i*dx a
nd j*dy”하는 것임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4.4.2.6 절에 따르면, 인트라 예측 모드(predMo
deIntra)에 기초하여 인트라 예측을 위한 참조 화소의 위치가 특정됨

예를 들어, predModeIntra가 1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참조 화소 ref[ x ]는 다
음 수식과 같이 특정됨
ref[ x ] = p[ −1 + x ][ −1 ], with x = 0..nTbS (8-53)
다만, 인트라 예측 모드의 각도 intraPredAngle가 0보다 작은 경우, 참조 화소
는 다음 수식과 같이 확장됨. 특히, 수식 (8-54)와 같이, 참조 화소의 위치는,
p[-1][-1]에서 y 축 방향으로 ( ( x * invAngle + 128 ) >> 8 )만큼 이동한 위치
로 특정됨

* intraPredAngle ) >> 5)이 −1보다 작은 경우
ref[ x ] = p[ −1 ][ −1 + ( ( x * invAngle + 128 ) >> 8 ) ], x = −1..( nTbS
* intraPredAngle ) >> 5 (8-54)
2. (( nTbS * intraPredAngle ) >> 5)이 −1보다 작지 않은 경우
ref[ x ] = p[ −1 + x ][ −1 ], x = nTbS + 1..2 * nTbS (8-55)
1. (( n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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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decoding images using a motion vector of
발명의 명칭 Ma etprevious
block as a motion vector for the current block

청구항

관련 표준

1. An image decoding apparatus comprising:
a decoder which hierarchically splits a maximum coding unit into at least one
coding unit based on split information obtained from a bitstream, determines a
current block in a coding unit among the at least one coding unit, and obtains
information regarding a prediction direction to be used to decode the current bl
ock, the information indicating one of an L0 direction, an L1 direction, and a b
i-direction; and
a motion vector determiner which determines motion vector candidates of the
current block based on a motion vector of at least one block decoded before
decoding of the current block, and determines at least one motion vector of th
e current block based on at least one of a motion vector candidate in the L0
direction and a motion vector candidate in the L1 direction, from among the d
etermined motion vector candidate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garding a p
rediction direction,
wherein the image is split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including th
e maximum coding unit, the maximum coding unit is hierarchically split into the
at least one coding unit of depths, a coding unit of a current depth is one of
square data unit split from a coding unit of an upper depth, when the split inf
ormation indicates a split for the current depth, the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is split into four coding units of a lower depth, independently from neigh
boring coding units, and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non-split for the
current depth, a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is split into one or more pre
diction units, and the current block is a prediction unit.

7.3.8.6, 7.4.9.6, 8.5.3.2.1, 8.5.3.2.6

느 하나의 예측
방향을 나타내는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정보에 따라 기-결정된 L0 후보 벡터
및 L1 후보 벡터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생
‘484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L0 또는 L1 중 어

성”하는 것임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8.6 절에서 inter_pred_idc가 파싱되고, 이는
Table 7-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L0, L1 또는 BI-prediction이 현재 블록을 위
해 사용되는지를 특정함
7.3.8.6 절에서, inter_pred_idc에 따라 mvp_l0_flag 또는 mvp_l1_flag가 선택적으
로 파싱되며, 이는 AMVP 모드에 따른 후보 벡터 리스트에서 어느 하나의 후
보 벡터를 특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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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video by using block merging, and method
발명의 명칭 Mandethapparatus
for decoding video by using block merging
1. A method of decoding a video by using data unit merging, the method com
prising:
obtaining, from a received bitstream, a skip flag for a coding unit which indicat
es whether a prediction mode for the coding unit is a skip mode; and
when the skip flag indicates the skip mode, obtaining motion information for th
e coding unit using a merge index obtained from the received bitstream, the
merge index indicating one block among final candidates which are searched f
or in a merge candidate group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order, the merge
candidate group comprising:a left-lower block located on a left side of a leftmo
st block among lower blocks adjacent to a lower border of a prediction unit in
the coding unit, the left-lower block being located below a lowermost block am
ong left blocks adjacent to a left border of the prediction unit, the left-lower bl
ock being decoded prior to the prediction unit according to a decoding order,

청구항

a left-upper block located on a left side of a leftmost block among upper bloc
ks adjacent to an upper border of the prediction unit, the left-upper block bein
g located above an uppermost block among the left blocks adjacent to the left
border of the prediction unit, and a right-upper block located on a right side o
f a rightmost block among the upper blocks adjacent to the upper border of t
he prediction unit;
when the skip flag indicates a non-skip mode, obtaining motion information for
the prediction unit, which comprises:
obtaining a merge flag for the prediction unit, from the received bitstream; and
when the merge flag for the prediction unit indicates a merge mode, obtaining
the motion information for the prediction unit using the merge index obtained fr
om the received bitstream,
wherein:
a maximum number of the final candidates is predetermined,
an image is split into a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according to inform
ation about a maximum size of the coding unit,
a maximum coding unit, of the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is hierarchic
ally split into one or more coding units of depths including at least one of a c
urrent depth and a lower depth, according to spli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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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기술 해설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split for the current depth, the coding uni
t of the current depth is split into four rectangular coding units of the lower de
pth, independently from neighboring coding units, and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non-split of the current depth, one or m
ore prediction units are obtained from one of the coding units of the current d
epth.
8.5.1, 8.5.2, 8.5.3.1, 8.5.3.2.2, 8.5.3.2.3
‘72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when the skip flag indicates the
skip mode, obtaining motion information for the coding unit using a merge inde
x obtained from the received bitstream, the merge index indicating one block a
mong final candidates which are searched for in a merge candidate group acc
ording to a predetermined order, the merge candidate group comprising: a left
-lower block located on a left side of a leftmost block among lower blocks adj
acent to a lower border of a prediction unit in the coding unit, the left-lower b
lock being located below a lowermost block among left blocks adjacent to a le
ft border of the prediction unit, the left-lower block being decoded prior to the
prediction unit according to a decoding order, a left-upper block located on a l
eft side of a leftmost block among upper blocks adjacent to an upper border
of the prediction unit, the left-upper block being located above an uppermost
block among the left blocks adjacent to the left border of the prediction unit, a
nd a right-upper block located on a right side of a rightmost block among the
upper blocks adjacent to the upper border of the prediction unit”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2 절에 따르면, skip mode인 경우에도 m
erge mode와 동일한 방법으로 움직임 정보가 유도되며, 구체적으로 공간적
머지 후보를 포함한 머지 후보 리스트(mergeCandList)가 생성됨
mergeCandList에 추가되는 공간적 머지 후보는 8.5.3.2.3 절에서 유도됨. 구체
적으로, 공간적 머지 후보는, ( xPb − 1, yPb + nPbH − 1 ) 위치를 포함한
좌측 주변 블록, ( xPb + nPbW − 1, yPb − 1 ) 위치를 포함한 상단 주변
블록, ( xPb + nPbW, yPb − 1 ) 위치를 포함한 우상단 주변 블록, ( xPb −
1, yPb + nPbH ) 위치를 포함한 좌하단 주변 블록 및 ( xPb − 1, yPb − 1
) 위치를 포함한 좌상단 주변 블록 중 가용한 머지 후보를 의미하며, 전술한
5개의 주변 블록 중에서 최대 4개까지 mergeCandList에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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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ing device, picture encoding method, picture encoding program, pi
발명의 명칭 Picture
cture decoding device, picture decoding method, and picture decoding program
1. A picture encoding device with a motion compensation prediction comprisin
g:
a candidate list construction unit configured to select a plurality of blocks each
having one or two pieces of motion information containing at least information

청구항

about a motion vector and information about a reference picture from a pluralit
y of neighboring encoded blocks of a encoding target block and to construct a
candidate list containing candidates of the motion information used for the moti
on compensation prediction from the motion information of the selected blocks;
a first motion information deriving unit configured to derive from a first candidat
e contained in the candidates first motion information in a first direction;
a second motion information deriving unit configured to derive from a second
candidate different from the first candidate contained in the candidates second
motion information in a second direction different from the first direction;
a selected candidate generator configured to generate a first new candidate of
the motion information by combining the first motion information and the secon
d motion information;
a selection unit configured to select one candidate from the candidates contain
ed in the candidate list; and
a bitstream generator configured to encode candidate identification information t
o identify the selected candidate in the candidate list,
wherein the first motion information deriving unit further derives, from the seco
nd candidate, third motion information in the first direction, the second motion i
nformation deriving unit further derives, from the first candidate, fourth motion i
nformation in the second direction, the selected candidate generator generates
a second new candidate of the motion information by combining the third moti
on information and the fourth motion information, each of the first new candida
te and the second new candidate has motion information of a combination of
different directions of the first candidate and the second candidate, and the ca
ndidate list construction unit constructs the candidate list including at least one
new candidate generated by the selected candidate generator such that the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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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기술 해설

mber of the candidates does not exceed a set maximum number.

8.5.3.2.4

‘266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a selected candidate generator c
onfigured to generate a first new candidate of the motion information by combi
ning the first motion information and the second motion information” 및 “wherei
n the first motion information deriving unit further derives, from the second can
didate, third motion information in the first direction, the second motion informat
ion deriving unit further derives, from the first candidate, fourth motion informati
on in the second direction, the selected candidate generator generates a seco
nd new candidate of the motion information by combining the third motion infor
mation and the fourth motion information, each of the first new candidate and
the second new candidate has motion information of a combination of different
directions of the first candidate and the second candidate, and the candidate li
st construction unit constructs the candidate list including at least one new can
didate generated by the selected candidate generator such that the number of
the candidates does not exceed a set maximum number”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4 절은 양방향 예측의 머지 후보를 유도
하는 방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머지 후보 리스트 mergeCandList에 기-추가
된 머지 후보에 대해서 Table 8-7에 규정된 조합 순서(combIdx)와 조합 대상(l
0CandIdx, l1CandIdx)에 기초하여 양방향 예측의 머지 후보를 생성함. 다만, m
ergeCandList가 수용할 수 있는 머지 후보의 최대 개수(MaxNumMergeCand)에
도달할 때까지만 수행됨

예를

들어, combIdx=0인 경우, mergeCandList의 첫번째 머지 후보(l0CandIdx=
0)의 L0 방향의 움직임 정보와 두번째 머지 후보(l1CandIdx=1)의 L1 방향의 움
직임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하나의 머지 후보를 생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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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ng picture decoding device, moving picture decoding method, and moving
발명의 명칭 Mpicture
decoding program
1. A moving picture decoding device that decodes a bitstream obtained by cod

청구항

ing moving pictures using inter-prediction based on inter-prediction information
of a merge candidate in units of blocks obtained by partitioning each picture o
f the moving pictures, comprising:
a prediction information decoding unit that decodes information indicating a des
ignated number of merge candidates;
a prediction information deriving unit that derives merge candidates from interprediction information of a prediction block neighboring to a decoding target pr
ediction block or a prediction block present at the same position as or near th
e decoding target prediction block in a decoded picture at a temporally differen
t position from the decoding target prediction block;
a candidate list constructing unit that constructs a merge candidate list from th
e derived merge candidates;
a first candidate supplementing unit that repeatedly performs a first process for
adding to the merge candidate list a merge candidate of which the moving ve
ctor has a first value, the inter-prediction mode has a second value and the r
eference index has a third value;
a second candidate supplementing unit that repeatedly performs a second proc
ess for adding to the merge candidate list after the first process a merge can
didate of which the motion vector has the first value, the inter-prediction mode
has the second value and the reference index has a fourth value until the nu
mber of merge candidates included in the merge candidate list after the first p
rocess reaches the designated number of merge candidates when the number
of merge candidates included in the merge candidate list after the first process
is smaller than the designated number of merge candidates; and
a merge candidate selecting unit that selects one merge candidate from the m
erge candidates included in the merge candidate list of which the number of
merge candidates reaches the designated number of merge candidates,
wherein:
the first value is a predefined value that does not differ each time the first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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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 and the second process occur;
the second value is a predefined value that does not differ each time the first
process and the second process occur and indicates that the inter-prediction
mode is bi-prediction when a decoding target image is a B picture;
the third value is a variable that differs each time the first process occurs; and
the fourth value is a predefined value that does not differ each time the seco
nd process occurs.

관련 표준

기술 해설

8.5.3.2.5
‘10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a first candidate supplementing u
nit that repeatedly performs a first process for adding to the merge candidate l
ist a merge candidate of which the moving vector has a first value, the interprediction mode has a second value and the reference index has a third valu
e”, “a second candidate supplementing unit that repeatedly performs a second
process for adding to the merge candidate list after the first process a merge
candidate of which the motion vector has the first value, the inter-prediction m
ode has the second value and the reference index has a fourth value until th
e number of merge candidates included in the merge candidate list after the fi
rst process reaches the designated number of merge candidates when the nu
mber of merge candidates included in the merge candidate list after the first p
rocess is smaller than the designated number of merge candidates” 및 “the thi
rd value is a variable that differs each time the first process occurs”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2.5 절에 따르면, mergeCandList에 속한 머
지 후보의 총 개수가 MaxNumMergeCand보다 작은 경우, zero motion vector
merge candidate(이하, 제로 머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음

이때, 제로 머지 후보의 움직임 벡터는 0으로 설정되는 반면, 제로 머지 후보
의 참조 픽쳐 인덱스는 변수 zeroIdx로 설정됨. 여기서, zeroIdx의 초기값은 0
으로 설정되나, 제로 머지 후보가 추가될 때마다 +1 만큼씩 증가함. 다만, zer
oIdx가 참조 픽쳐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 numRefIdx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
여 zeroIdx로 설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참조 픽쳐 인덱스는 0으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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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Mfilterethod and device for interpolating images by using a smoothing interpolation

청구항

1. A method of motion compensation, the method comprising:
determining, in a luma reference picture, a luma reference block for prediction
of a current block, by using a luma motion vector of the current block;
generating a luma sample of a 2/4-pixel location included in the luma referenc
e block by applying an 8-tap filter to luma samples of a integer pixel location
of the luma reference picture;
determining, in a chroma reference picture, a chroma reference block for predi
ction of a current block, by using a chroma motion vector of the current block;
and
generating at least one chroma sample of at least one of ⅛, 2/8 and ⅜-pixel
locations included in the chroma reference block by applying a 4-tap filter to c
hroma samples of a integer pixel location of the chroma reference picture,
wherein the 8-tap filter includes a first filter coefficient, a second filter coefficie
nt, a third filter coefficient, a fourth filter coefficient, a fifth filter coefficient, a six
th filter coefficient, a seventh filter coefficient, and an eighth filter coefficient, a
value of the first filter coefficient is equal to a value of the eighth filter coeffici
ent, a value of the second filter coefficient is equal to a value of the seventh
filter coefficient, a value of the third filter coefficient is equal to a value of the
sixth filter coefficient, a value of the fourth filter coefficeint is equal to a value
of the fifth filter coefficient, and the 4-tap filter includes four filter coefficients fo
r interpolation.

관련 표준

8.5.3.3.1, 8.5.3.3.2, 8.5.3.3.3.1, 8.5.3.3.3.2, 8.5.3.3.3.3

기술 해설

‘16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현재 블록의 mv를 이용하여 휘
도 참조 블록을 결정하고, 정수 화소 위치의 휘도 샘플에 8-탭 필터를 적용하
여 휘도 참조 블록 내 1/2-화소 위치의 휘도 샘플을 생성함. 또한, 현재 블록
의 mv를 이용하여 색차 참조 블록을 결정하고, 정수 화소 위치의 휘도 샘플
에 4-탭 필터를 적용하여 색차 참조 블록 내 1/8, 2/8, 3/8-화소 위치의 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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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생성함. 이때, 8-탭 필터의 필터 계수는 서로 대칭적으로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3.3.1 절은 8.5.3.3.2를 호출하여 현재 블록의
참조 픽쳐를 선택하고, 8.5.3.3.3 절을 호출하여, 현재 블록의 mv를 기반으로
참조 블록을 특정하며, mv의 해상도에 따라 fractional interpolation process를
더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fractional interpolation process는 휘도 샘플에 대한 보간(8.5.3.3.3.2 절)과 색차
샘플에 대한 보간(8.5.3.3.3.3 절)로 나누어서 수행됨. 8.5.3.3.3.2 절을 참조하면,
1/2-화소 위치인 b0,0는 수식 (8-227)과 같이 정수 화소 위치인 A-3,0 내지 A4,0
에 대해서 8-탭 필터를 적용하여 유도됨. 이때, 8-탭 필터의 필터 계수는 {-1,
4, -11, 40, 40, -11, 4, -1}이며, 대칭적인 구조를 가짐

b0,0 = ( −A −3,0 + 4 * A−2,0 −11 * A−1,0 + 40
2,0 + 4 * A 3,0 −A 4,0 ) >> shift1 (8-227)

* A 0,0 + 40 * A 1,0 −11 * A

한편, 8.5.3.3.3.3 절의 Figure 8-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색차 샘플의 경우 1/8,
3/8-화소 위치까지 보간이 가능하며, 4-탭 필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휘도 샘
플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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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video signal and method and apparatus fo
발명의 명칭 Mr etdecoding
video signal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 method of decoding a video, the method comprising:
determining bit depth of samples in a video sequence;
obtaining quantized transform coefficients of a transform block in the video seq
uence from a bitstream;
generating scaled transform coefficients of the transform block by performing in
verse-quantization and scaling on the quantized transform coefficients;
generating intermediate sample values of the transform block by performing ver
tical inverse-transformation on the scaled transform coefficients; and
generating residual values of the transform block by performing horizontal inver
se-transformation on the intermediate sample values of the transform block;
generating a prediction block by performing intra prediction or inter prediction;
and,
restoring sample values using the residual values of the transform block and t
he prediction block,
wherein the scaling on the quantized transform coefficients comprises:
determining an offset value based on a scaling variable, adding the inverse-qu
antized transform coefficients to the offset value and bit shifting on the added
transform coefficients by the scaling variable, and
wherein the scaling variable is generated by using a size of the transform bloc
k and the bit depth of samples.

8.5.4.1, 8.5.4.2, 8.5.4.3, 8.6.2, 8.6.3, 8.6.4.1

‘889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generating intermediate sample v
alues of the transform block by performing vertical inverse-transformation on th
e scaled transform coefficients; and generating residual values of the transform
block by performing horizontal inverse-transformation on the intermediate sampl
e values of the transform block” 및 “determining an offset value based on a
scaling variable , adding the inverse-quantized transform coefficients to the offs
et value and bit shifting on the added transform coefficients by the scaling vari
able, and wherein the scaling variable is generated by using a size of the tran
sform block and the bit depth of sample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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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5.4.1 절에 따르면, rqt_root_cbf=1인 경우, 8.5.
4.2 절을 호출하여 휘도 잔차 블록에 대한 복호화를 수행하고, 8.5.4.3 절을 호
출하여 색차 잔차 블록에 대한 복호화를 수행함
8.5.4.2 절에서는, split_transform_flag에 따라 변환 블록을 재귀적으로 분할하
며, split_transform_flag=0이 되면 8.6.2 절을 호출하여 역양자화 및 역변환을
수행함
8.6.2 절에서는, cu_transquant_bypass_flag에 따라 잔차 샘플을 복원하며, cu_tr
ansquant_bypass_flag=0인 경우, 8.6.3 절을 호출하여 변환 계수에 대한 역양자
화를 수행하고, transform_skip_flag=0인 경우 8.6.4 절을 호출하여 역변환을 수
행함
8.6.3 절에 따르면, 역양자화된 변환 계수는 다음 수식 (8-311)과 같이 오프셋
인 ( 1 << ( bdShift-1 ) )을 가산하여 유도되고, bdShift는 수식 (8-307)과 같이
비트뎁스와 변환블록의 크기에 기초하여 유도됨
d[ x ][ y ] = Clip3( coeffMin, coeffMax, ( ( TransCoeffLevel[ xTbY ][ yTbY ][ cI
dx ][ x ][ y ] * m[ x ][ y ] * levelScale[ qP % 6 ] << (qP / 6 ) ) + ( 1 << (
bdShift-1 ) ) ) >> bdShift ) (8-311)
bdShift = BitDepthC

+ Log2( nTbS ) + 10 − log2TransformRange (8-307)
8.6.4 절에 따르면, 역양자화된 변환 계수에 대해서 수직 역변환을 수행하여 li
st e[ x ][ y ]를 유도하고, Clip3 함수를 기반으로 다음 수식과 같이 intermediat
e sample values g[ x ][ y ]를 유도함
g[ x ][ y ] = Clip3( coeffMin, coeffMax, ( e[ x ][ y ] + 64 ) >> 7 ) (8-316)
그런 다음, 변환 계수 g[ x ][ y ]에 대해서 수평 역변환을 수행하여 최종적으
로 잔차 샘플인 list r[ x ][ y ]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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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Video coding and decoding methods and video coding and decoding devices u
sing adaptive loop filtering

청구항

1. An apparatus for decoding video, the apparatus comprising:
an extractor configured to obtain a size information of a maximum coding unit
and information of whether loop filtering for compensating pixel value is to be
performed from the bitstream;
a decoder configured to determine the maximum coding unit by splitting a pict
ure, based on the size information of the maximum coding unit, reconstruct en
coded image data of the maximum coding unit, and perform the loop filtering
on a deblocking filtered data of the reconstructed image data of the maximum
coding unit, based on the information of whether loop filtering is to be perform
ed,
wherein a coding unit among at least one coding unit in the maximum coding
unit includes at least one prediction unit to perform prediction on the coding u
nit, and
wherein the coding unit is split into at least one transformation unit independen
tly from the at least one prediction unit.

관련 표준

기술 해설

7.3.2.2.1, 7.4.3.2.1, 8.7.1

‘474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픽셀 값을 보상하기 위한 루프
필터링이 수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복원 영
상의 디블록킹 필터링된 데이터에 루프 필터를 수행”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7.1 절에 따르면, 복원 영상에 디블록킹 필터
가 적용된 후, sample_adaptive_offset_enabled_flag=1인 경우에 디블록킹 필터
링된 영상에 인루프 필터인 SAO가 추가적으로 적용됨
sample_adaptive_offset_enabled_flag는 시퀀스 파라미터 셋에서 파싱되는 신택
스로서, SAO 프로세스가 디블록킹 필터가 적용된 복원 픽쳐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특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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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ing method for removing block artifacts and/or ringing noise and apparatus
therefor

청구항

7. A method for decoding video frames, comprising:
(a) generating filtering information of a present block based on transformed an
d quantized coefficients of the present block and a neighboring block of the pr
esent block;
(b) determining a filter characteristic of the present block based on the filtering
information;
(c) inputting motion-compensated pixel values of the present block into a filteri
ng unit; and
(d) performing adaptive filtering by outputting filtered pixel values for a predeter
mined-number of pixel values among the inputted motion-compensated pixel v
alues based on the filter characteristic,
wherein the filtering unit is in a feedback path to use the filtered pixel values f
or decoding a next block.

관련 표준

8.7.2.1, 8.7.2.2, 8.7.2.3, 8.7.2.4, 8.7.2.5.1, 8.7.2.5.2, 8.7.2.5.3, 8.7.2.5.4, 8.
7.2.5.5, 8.7.2.5.6, 8.7.2.5.7, 8.7.2.5.8

기술 해설

‘138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7의 “(a) generating filtering information
of a present block based on transformed and quantized coefficients of the pr
esent block and a neighboring block of the present block; (b) determining a filt
er characteristic of the present block based on the filtering information; (c) inpu
tting motion-compensated pixel values of the present block into a filtering unit;
and (d) performing adaptive filtering by outputting filtered pixel values for a pre
determined-number of pixel values among the inputted motion-compensated pi
xel values based on the filter characteristic, wherein the filtering unit is in a fe
edback path to use the filtered pixel values for decoding a next block”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7.2 절은 디블록킹 필터링에 관한 것으로서,
블록 경계를 판별하고, vertical edge와 horizontal edge에 대해서 각각 디블록
킹 필터링을 수행함
구체적으로, 8.7.2.2 절을 호출하여 변환 블록 경계를 결정하고, 8.7.2.3 절을
호출하여 예측 블록 경계를 결정하며, 8.7.2.4 절을 호출하여 필터 강도(bs)를
유도함. 그런 다음 8.7.2.5.1을 호출하여 vertical edge에 대해서 필터링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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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를 호출하여 horizontal edge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함

8.7.2.4 절을 참조하면, 경계 강도 bs는 p 블록과 q 블록의 예측 모드, non-zer
o 변환 계수가 존재하는지 여부, 움직임 정보 등을 고려하여 0, 1, 2 중 어느
하나의 값으로 결정됨
8.7.2.5.1을 참조하면, bs가 0보다 큰 경우, 8.7.2.5.3 절을 호출하여 휘도 블록
엣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8.7.2.5.4 절을 호출하여 상기 판단 결과에 따
른 휘도 블록 엣지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필터링 방법은
8.7.2.5.7에서 규정함 (색차 블록에 대해서는 8.7.2.5.5 및 8.7.2.5.8 절을 호출하
여 필터링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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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Area-based encoding/decoding device and method
16. A decoding method comprising:
identifying region information to divide an image into a plurality of regions;
identifying a filtering type and a filtering coefficient of each of the regions;
청구항
independently filtering each of the regions divided from the image by using a r
espective filter applied the filtering type and filtering coefficient,
wherein each of the regions is filtered after completing a deblocking filtering,
wherein the filtering type is related to apply an offset into the image.
관련 표준 7.3.8.3, 7.4.9.3, 8.7.3.1, 8.7.3.2
‘887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6의 “identifying region information to
divide an image into a plurality of regions; identifying a filtering type and a filt
ering coefficient of each of the regions; independently filtering each of the reg
ions divided from the image by using a respective filter applied the filtering typ
e and filtering coefficient”임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8.3 절은 SAO 필터에 관한 것으로서, SAO
필터 타입을 특정하는 sao_type_idx가 휘도 성분과 색차 성분 각각에 대해서
파싱됨. 참고로, sao_type_idx=0은 SAO 필터가 적용되지 않음을, sao_type_idx
=1은 band offset을, sao_type_idx=2는 edge offset을 각각 의미함

sao_type_idx이 0이 아닌 경우, 4개의 오프셋 정보(sao_offset_abs)를 파싱하며,
이때 band offset의 경우에는 오프셋의 부호를 지시하는 sao_offset_sign와 밴
드 구간의 위치를 특정하는 sao_band_position가 추가적으로 파싱될 수 있음
8.7.3.1 절에 따르면, SAO 필터는 CTB 단위로 수행되며, 8.7.3.2 절에 따르면,
SAO 필터가 적용된 샘플은 다음 수식과 같이, 복원 샘플에 오프셋을 가산하
여 유도됨
saoPicture[ xS i ][ yS j ] = Clip3( 0, ( 1
][ yS j ] + SaoOffsetVal [ cIdx ][ rx ][ 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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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pparatus for entropy encoding using hierarchical data unit, and
발명의 명칭 Mmetethhod
od and apparatus for decoding
1. A video decoding apparatus comprising:
a receiver which obtains, from a bitstream, a split transformation flag indicating
whether a transformation unit included in a coding unit is split, and obtains a
current transformation unit from the coding unit based on the split transformati

청구항

on flag;
a context modeler which determines a context model using a context model in
dex determined based on a size of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and a value
of a color component index of a picture to which the transformation unit belon
gs, without using any syntax elements from blocks neighboring the coding unit,
wherein the color component index is set with respect to a luminance color co
mponent, a first chrominance color component, and a second chrominance col
or component, and
the color component index for the luminance color component has a value of
zero, the color component index for the first chrominance color component has
a value of one, and the color component index for the second chrominance c
olor component has a value of two; and
an entropy decoder which obtains a transformation coefficient flag indicating wh
ether at least one non-zero coefficient is included in a block of the current tra
nsformation unit by entropy-decoding the bitstream using Context Adaptive Bin
ary Arithmetic Coding (CABAC) based on the context model, and obtains a tra
nsformation coefficient included in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based on the
transformation coefficient flag,
wherein the context model includes information indicating a most probable sym
bol (MPS),
wherein the receiver, the context modeler and the entropy decoder are implem
ented by at least one processor,
wherein a picture comprising the coding unit is split into a plurality of maximu
m coding units according to information about a maximum size of the coding
unit,
a maximum coding unit, of the plurality of maximum coding units, is hierarchic
ally split into one or more coding units of depths including at least one of a c
urrent depth and a lower depth according to spli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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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split for the current depth, a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is split into four coding units of the lower depth, independ
ently from neighboring coding units, and
when the split information indicates a non-split for the current depth, one or m
ore transformation units are obtained from the coding unit of the current depth.
9.3.1, 9.3.2.2, 9.3.4.2.1, 9.3.4.2.4
‘31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a context modeler which determi
nes a context model using a context model index determined based on a size
of the current transformation unit and a value of a color component index of
a picture to which the transformation unit belongs, without using any syntax el
ements from blocks neighboring the coding unit”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9.3.4.2.4 절은 coded_sub_block_flag의 엔트로피
코딩을 위한 ctxInc 값을 유도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ctxInc는 성분 타
입과 csbfCtx 에 기초하여 유도됨

기술 해설

구체적으로, 휘도 성분(cIdx=0)의 경우, ctxIncs는 Min( csbfCtx, 1 )으로 유도되
고, 색차 성분(cIdx>0)의 경우, ctxIncs는 Min( csbfCtx, 1 )에 2를 가산한 값으
로 유도됨

참고로, csbfCtx는 0으로 초기화되고, 현재 서브 블록의 위치(xS, yX), 스캔 순
서상 이전에 복호화된 2개의 coded_sub_block_flag, 변환 블록의 크기(log2Traf
oSize)를 고려하여 업데이트됨

즉, xS가 (1 << ( log2TrafoSize − 2 ) ) -1)보다 작은 경우, csbfCtx는 coded_
sub_block_flag[ xS + 1 ][ yS ]을 가산하여 업데이트되고, yS가 (1 << ( log2Tra
foSize - 2 ) ) -1)보다 작은 경우, coded_sub_block_flag[ xS ][ yS + 1 ]을 더
가산하여 업데이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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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 and apparatus for coding video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decodi
발명의 명칭 Mngetvideo
accompanied with arithmetic coding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 method for decoding a video, the method comprising:
receiving a bitstream including information about a last coefficient location of a
transformation block;
obtaining a prefix bitstring of the last coefficient location among the information
about the last coefficient location by performing context-based arithmetic decod
ing on the bitstream;
when the prefix bitstring is greater than a predetermined value, obtaining, from
the bitstream, a suffix bitstring according to a bypass mode;
performing inverse binarization on the prefix bitstring according to a truncated
binarization scheme to obtain an inverse-binarized prefix;
performing inverse binarization on the suffix bitstring according to a fixed-lengt
h binarization scheme to obtain an inverse-binarized suffix; and
reconstructing a symbol indicating the last coefficient location of the transformat
ion block by using the inverse-binarized prefix and the inverse-binarized suffix,
wherein a range of a value of the inverse-binarized prefix is determined based
on a size of the transformation block and a range of a value of the inverse-bi
narized suffix is determined based on the value of the inverse-binarized prefix,
and
wherein a value of the symbol indicating the last coefficient location of the tra
nsformation block is reconstructed by using the value of the inverse-binarized
prefix and the value of the inverse-binarized suffix.

7.3.8.10, 7.3.8.11, 7.4.9.10, 7.4.9.11, 9.3.3.1, 9.3.4.2.1, 9.3.4.2.3, Table 943, Table 9-48
‘27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마지막 계수 위치에 대한 정보
즉, prefix bitstring 및 suffix bitstring을 획득하되, 이는 각각 CABAC 및 bypass

mode로 복호화함. 이때, prefix bistring은 TR 이진화로, suffix bistring은 FL 이
진화로 각각 역이진화되고, 역이진화된 suffix 값의 범위는 역이진화된 prefix
값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8.11 절에 따르면, 마지막 계수의 위치를 나
타내는 정보 last_sig_coeff_x_prefix 및 last_sig_coeff_x_suffix가 파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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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1 절의 Table 9-43을 참조하면, last_sig_coeff_x_prefix는 TR binarization으
로, last_sig_coeff_x_suffix는 FL binarization으로 각각 이진화되며, last_sig_coeff
_x_suffix의 cMAX는 아래와 같이 last_sig_coeff_x_prefix에 기초하여 결정됨
cMax = ( 1

<<
<<

last_sig_coeff_x_prefix >> 1 ) − 1 ) − 1 )
cMax = ( 1
( ( last_sig_coeff_y_prefix >> 1 ) − 1 ) − 1 )
또한, 9.3.4.2.1 절의 Table 9-48을 참조하면, ctxInc 할당과 관련하여, last_sig_c
oeff_x_prefix의 ctxInc는 0 내지 17의 값을 가지고, last_sig_coeff_x_suffix는 byp
( (

ass로 복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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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Parameter update method for entropy coding and decoding of conversion coeffi
cient level, and entropy coding device and entropy decoding device of conversi
on coefficient level using same

청구항

1. A method of decoding video, the method comprising:
obtaining a bin string corresponding to current transformation coefficient level in
formation by arithmetic decoding a bitstream;
determining a current binarization parameter, for determining a prefix bin string
and a suffix bin string from the bin string, to be one of (i) a previous binarizati
on parameter and (ii) an updated value of the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obtained by adding n to the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where n is intege
r, and n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 based on a comparison between a pre
determined value that is proportional to the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and
a value of a previous transformation coefficient;
obtaining the current transformation coefficient level information by de-binarizing
binary values of the prefix bin string and binary values of the suffix bin string
using the determined current binarization parameter;
determining a value of the current transformation coefficient using the current tr
ansformation coefficient level information; and
decoding data included in a transformation unit using inverse quantization and
reverse transformation based on the value of the current transformation coeffici
ent,
wherein the binary values of the prefix bin string is obtained according to a fir
st de-binarization method, and the binary values of the suffix bin string is obta
ined according to a second de-binarization method different from the first de-b
inarization method,
wherein, when the value of the previous transformation coefficient is equal to o
r smaller than the predetermined value, the current binarization parameter is d
etermined to be the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and when the value of th
e previous transformation coefficient is larger than the predetermined value, the
current binarization parameter is determined to be the updated value.

관련 표준
기술 해설

9.1, 9.3.1, 9.3.3.1, 9.3.3.11, 9.3.4.1, Table 9-43

‘492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determining a current binarizatio
n parameter, for determining a prefix bin string and a suffix bin string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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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string, to be one of (i) a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and (ii) an update
d value of the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obtained by adding n to the pre
vious binarization parameter, where n is integer, and n is equal to or greater t
han 1, based on a comparison between a predetermined value that is proporti
onal to the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and a value of a previous transfor
mation coefficient” 및 “wherein, when the value of the previous transformation
coefficient is equal to or smaller than the predetermined value, the current bina
rization parameter is determined to be the previous binarization parameter, and
when the value of the previous transformation coefficient is larger than the pre
determined value, the current binarization parameter is determined to be the u
pdated value”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9.3.3.1 절은 신택스 구문요소에 대한 이진화 과
정을 규정하며, 특히 Table 9-43은 각 신택스에 적용되는 이진화 방법을 규정
함. Table 9-43을 참조하면, coeff_abs_level_remaining[ ]은 9.3.3.11 절을 호출하
여 이진화를 수행함
9.3.3.11 절에 따르면, 현재 이진화 파라미터(cRiceParam)는 이전 이진화 파라
미터(cLastRiceParam)로 동일하게 설정되거나, 1을 가산하여 업데이트될 수 있
음. 업데이트는 이전 변환 계수(cLastAbsLevel)와 이전 이진화 파라미터에 기
초하여 결정된 값( 3 * ( 1 << cLastRiceParam ) ) 간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적응적으로 수행됨. 즉, cLastAbsLevel이 ( 3 * ( 1 << cLastRiceParam ) )보다
큰 경우, cRiceParam는 cLastRiceParam에 1을 가산한 값으로 유도되고, 그렇
지 않은 경우, cRiceParam는 cLastRiceParam와 동일한 값으로 유도됨

Min( cLastRiceParam + ( cLastAbsLevel > ( 3 * ( 1 << cLast
? 1 : 0 ), 4 ) (9-24)
cRiceParam = cLastRiceParam + ( cLastAbsLevel > ( 3 * ( 1 << cLastRiceP
aram ) ) ? 1 : 0 ) (9-25)
cRiceParam =
RicePar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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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coding device, picture coding method, and picture coding program, and
발명의 명칭 picture decoding device, picture decoding method, and picture decoding progra
m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1. A picture coding device that partitions differential information between a pict
ure that is a coding target and a picture that is a prediction target into a plura
lity of sub blocks and codes the partitioned sub blocks in a predetermined seq
uence, the picture coding device comprising:
a significant sub block information coding controller that codes significant sub b
lock information that represents whether or not all values of differential coefficie
nts belonging to the sub blocks are zero;
a differential coefficient value coding controller that codes the value of the diffe
rential coefficients; and
a significant coefficient information coding controller that codes significant differe
ntial coefficient information that represents whether or not the value of the diffe
rential coefficient is zero, and derives an index based on the significant sub bl
ock information of a coded sub block that is neighboring a coding target sub
block in a horizontal direction and the significant sub block information of a co
ded sub block that is neighboring the coding target sub block in a vertical dire
ction, wherein the index is capable of distinguishing between four combinations
of the significant sub block information of the coded sub block that is neighbor
ing in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the significant sub block information of the c
oded sub block that is neighboring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derives a cont
ext used for coding the significant differential coefficient information of the differ
ential coefficients that is a coding target based on the index and position of th
e differential coefficients in the coding target sub block,
wherein the significant coefficient information coding controller derives the conte
xt based on the vertical position of the differential coefficient that is the coding
target in the sub block that is the coding target in a case where the significan
t sub block information of the coded sub block that is neighboring in the horiz
ontal direction is “1” and the significant sub block information of the coded su
b block that is neighboring in the vertical direction is “0”.

9.3.4.2.5

‘03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derives a context used for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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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t differential coefficient information of the differential coefficients tha
t is a coding target based on the index and position of the differential coefficie
nts in the coding target sub block” 및 “wherein the significant coefficient inform
ation coding controller derives the context based on the vertical position of the
differential coefficient that is the coding target in the sub block that is the codi
ng target in a case where the significant sub block information of the coded s
ub block that is neighboring in the horizontal direction is 1 and the significant
sub block information of the coded sub block that is neighboring in the vertical
direction is 0”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9.3.4.2.5 절은 sig_coeff_flag에 대한 ctxInc를 유
도하는 과정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수식 (9-54)와 (9-55)와 같이, ctxInc는 si
gCtx에 기초하여 유도됨
여기서, sigCtx는 수식 (9-45) 내지 (9-5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브-블록의 위
치, prevCsbf, 성분 타입, 변환 블록의 크기 또는 스캔 순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유도될 수 있음
prevCsbf는 수식 (9-43) 및 (9-4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재 변환 블록의 주변
블록(상단, 좌측)의 coded_sub_block_flag에 기초하여 유도됨. prevCsbf=1인 경
우, 서브-블록의 위치 (xP, yP)에서, yP=0이면 sigCtx는 2로, yP=1이면 sigCtx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각각 유도됨. 즉, 좌측 또는 상단 주변 블록 중
어느 하나의 coded_sub_block_flag가 1이고, 다른 하나의 coded_sub_block_flag
가 0인 경우, sigCtx는 서브-블록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중 y 좌표만을 이
용하여 유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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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od and apparatus for determining a context model for transform coefficient
발명의 명칭 Mlevel
entropy encoding and decoding

청구항

1. A method of determining a context model for entropy decoding, the method
comprising:
determining a current transform unit based on size information of a transform
unit, wherein the size information is obtained from a bitstream;
when the current transform unit is a transform unit of a chroma component, d
etermining a context set of a current sub-block in the current transform unit in
dependently of a position of the current sub-block;
when the current transform unit is a transform unit of a luminance component,
determining the context set of the current sub-block in the current transform u
nit based on the position of current sub-block;
determining a context model for obtaining first threshold value information base
d on the context set of the current sub-block; and
determining a context model for obtaining second threshold value information b
ased on the context set of the current sub-block,
wherein the first threshold value information indicates whether a current transfor
mation coefficient in the current sub-block is greater than a first threshold valu
e, and the second threshold value information indicates whether a current tran
sformation coefficient in the current sub-block is greater than a second thresho
ld value.

관련 표준

9.3.4.2.6, 9.3.4.2.7

기술 해설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9.3.4.2.6 절에 따르면, coeff_abs_level_greater1_fl
ag의 ctxInc는 수식 (9-59)와 같이 context set(ctxSet)에 기초하여 결정됨

‘430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색차 성분의 변환 유닛의 경우,
현재 서브-블록의 위치와 관계없이 context set을 결정하고, 휘도 성분의 변환
유닛의 경우, 현재 서브-블록의 위치를 고려하여 context set을 결정”하는 것
임

ctxInc = ( ctxSet

* 4 ) + Min( 3, greater1Ctx ) (9-59)
ctxSet 유도 방법과 관련하여, 수식 (9-56)에 따르면, cIdx가 0보다 큰 경우(즉,
색차 성분인 경우), 현재 서브-블록의 스캔 인덱스(i)와 관계없이 ctxSet는 0으
로 설정됨. 반면, cIdx가 0인 경우(즉, 휘도 성분인 경우), 현재 서브-블록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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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인덱스(i)가

0이면, ctxSet는 0으로 설정되고, 현재 서브-블록의 스캔 인덱
스(i)가 0보다 크면, ctxSet는 2로 설정됨
또한, 9.3.4.2.7 절은, coeff_abs_level_greater2_flag의 ctxInc 유도 방법을 규정하
며, 여기서 ctxSet은 9.3.4.2.6 절을 호출하여 결정되고, 수식 (9-61)과 (9-62)와
같이 휘도/색차 성분 각각에 대해서 ctxInc가 유도됨
참고로, coeff_abs_level_greater1_flag는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여부
를 나타내고, coeff_abs_level_greater2_flag는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2보다 큰지
여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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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 quantization in video coding

1. A 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um storing a program that is execu
table by a processing unit, the program comprising sets of instructions for:
identifying two initial chroma quantization parameter (QP) offset values for two
levels of a video coding hierarchy, each initial chroma QP offset value for spe
cifying chroma QPs of video units encompassed by one level of the video cod
ing hierarchy;
for each of a plurality of quantization groups, identifying an additional chroma
QP offset value, each quantization group encompassing a plurality of video uni
ts, wherein different additional chroma QP offset values are identified for at lea
st two quantization groups; and
computing, for each video unit in the plurality of quantization groups, a chroma
QP value by adding (i) the initial chroma QP offset values that were identified
for the levels of the video coding hierarchy encompassing the video unit and (i
i) the additional chroma QP offset value that was identified for the quantization
group encompassing the video unit.

7.3.8.15, 7.4.9.15, 8.6.1

‘88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computing, for each video unit in
the plurality of quantization groups, a chroma QP value by adding (i) the initial
chroma QP offset values that were identified for the levels of the video coding
hierarchy encompassing the video unit and (ii) the additional chroma QP offset
value that was identified for the quantization group encompassing the video un
it”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6.1 절은 양자화 파라미터(QP) 유도 과정을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수식 (8-287) 및 (8-288)과 같이, 픽쳐 레벨과 슬라
이스 레벨에서 각각 파싱된 QP offset 초기값과 소정의 QP offset(CuQpOffset)
을 가산하여 유도됨
qPiCb = Clip3( −QpBdOffsetC , 57,
t + CuQpOffset Cb ) (8-287)
qPiCr = Clip3(

QpY + pps_cb_qp_offset + slice_cb_qp_offse

−QpBdOffsetC , 57, QpY + pps_cr_qp_offset + slice_cr_qp_offset

+ CuQpOffsetCr )

(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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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uQpOffset와 관련하여, 7.3.8.15 절에서, cu_chroma_qp_offset_flag가 파
싱되고, 이는 색차 성분의 QP offset(CuQpOffset)을 결정하기 위해 cb_qp_offs
et_list[ ] 및 cr_qp_offset_list[ ]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시함

만일, cu_chroma_qp_offset_flag=1인

경우, 추가적으로 cu_chroma_qp_offset_idx
가 파싱되며, 이는 cb_qp_offset_list[ ] 및 cr_qp_offset_list[ ]에 속한 엔트리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함. 따라서, 색차 성분의 QP offset은 다음 수식 (7-87) 및 (7
-88)과 같이 유도됨
CuQpOffsetCb = cb_qp_offset_list[ cu_chroma_qp_offset_idx ] (7-87)
CuQpOffsetCr = cr_qp_offset_list[ cu_chroma_qp_offset_idx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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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image encoding/decoding
1. A method of decoding an image, comprising:
receiving information of a transform block size, wherein the information of the
transform block size is determined by an encoder, and wherein whether a ski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p of a transform process is applicable is determined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of the transform block size with a current transform block si
ze;
decoding information indicating whether the skip of the transform process is a
pplied, in response to the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of the transform bloc
k size with the current transform block size representing that the skip of the tr
ansform process is applicable; and
determining whether to perform an inverse transform on a current transform bl
ock based on the decoded information indicating whether the skip of the trans
form process is applied.

7.3.2.3.2, 7.4.3.3.2
‘422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receiving information of a transfo
rm block size, wherein the information of the transform block size is determine
d by an encoder, and wherein whether a skip of a transform process is appli
cable is determined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of the transfor
m block size with a current transform block size”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7.3.2.3.2 절에서 log2_max_transform_skip_block_
size_minus2가 파싱되며, 이는 변환 스킵이 허용되는 변환 블록의 최대 크기
를 지시함. 변환 스킵이 허용되는 변환 블록의 최대 크기는 다음 수식 (7-38)
과 같이 유도됨
Log2MaxTransformSkipSize = log2_max_transform_skip_block_size_minus2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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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ing device, decoding device, and program
3. A decoding device for processing an image signal, the decoding device co
mprising:
a first predictor that generates a luminance prediction signal which is a predicti
on signal of a luminance signal using an intra-frame prediction or an inter-fra
me prediction;
a second predictor that generates a chrominance prediction signal which is a
prediction signal of a chrominance signal using an intra-frame prediction or an
inter-frame prediction;
a luminance-chrominance predictor that generates a luminance-chrominance pr
ediction signal for predicting the chrominance signal by modifying a signal elem
ent of a locally decoded signal of the luminance signal based on a normalizati
on parameter which enables a comparison between an energy of the signal el
ement of the luminance signal and an energy of a signal element of the chro
minance signal;
a combiner that generates a corrected chrominance prediction signal which is t
he prediction signal of the chrominance signal by combining the chrominance
prediction signal and the luminance-chrominance prediction signal; and
an adder that generates the luminance signal by adding a residual signal of th
e luminance signal and the luminance prediction signal, and generates the chr
ominance signal by adding a residual signal of the chrominance signal and the
corrected chrominance prediction signal.

7.3.8.12, 7.4.9.12, 8.6.6

‘513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3의 “a luminance-chrominance predict
or that generates a luminance-chrominance prediction signal for predicting the
chrominance signal by modifying a signal element of a locally decoded signal
of the luminance signal based on a normalization parameter which enables a
comparison between an energy of the signal element of the luminance signal
and an energy of a signal element of the chrominance signal” 및 “a combiner
that generates a corrected chrominance prediction signal which is the predictio
n signal of the chrominance signal by combining the chrominance prediction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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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al and the luminance-chrominance prediction signal”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6.6 절은 성분 간 예측을 사용하여 잔차 샘플
을 보정하는 과정을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수식 (8-326)과 같이 휘도 성
분의 잔차 샘플에 소정의 스케일링 팩터 ResScaleVal를 적용하여 보정됨
r[ x ][ y ] += ( ResScaleVal [ cIdx ][ xTbY ][ yTbY ]
epthC ) >> BitDepthY ) ) >> 3
(8-326)

* ( ( rY [ x ][ y ] << BitD

ResScaleVal와 관련하여, 7.3.8.12절에서 log2_res_scale_abs_plus1가 파싱되고,
이는 성분 간 잔차 예측에 사용되는 스케일링 팩터 ResScaleVal의 크기를 지
시함. log2_res_scale_abs_plus1가 0이 아닌 경우에 res_scale_sign_flag가 파싱
되고, 이는 ResScaleVal의 부호를 지시함. 구체적으로, ResScaleVal는 다음 수
식 (7-79) 또는 (7-80)으로 유도될 수 있음
1. log2_res_scale_abs_plus1[ cIdx
y0 ] = 0 (7-79)
2. log2_res_scale_abs_plus1[ cIdx

− 1 ]= 0인 경우 ResScaleVal[ cIdx ][ x0 ][

− 1 ] =0이 아닌 경우
ResScaleVal[ cIdx ][ x0 ][ y0 ] = ( 1 << ( log2_res_scale_abs_plus1[ cIdx − 1
] − 1 ) ) * ( 1 − 2 * res_scale_sign_flag[ cIdx − 1 ]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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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정보 발명의 명칭 Video encoding and decoding with prediction at higher precision
1. A video decoder comprising:
청구항

관련 표준

기술 해설

a predictor for forming a prediction from reconstructed residuals; and
an adder for adding the obtained prediction to differential residual samples to
obtain reconstructed residual samples,
wherein differential residuals are formed from residuals by performing sample-b
ased prediction according to one of the following modes: no prediction, predicti
on along horizontal direction and prediction along a vertical direction,
wherein for inter coded blocks the use of the sample-based residual prediction
is decoded from the bit-stream via two binary flags: one to indicate the use o
f sample-based residual prediction and the other to indicate the direction to pe
rform sample-based residual prediction.

7.3.8.11, 7.4.9.11, 8.5.4.2, 8.5.4.3, 8.6.5

‘025 특허의 Essential feature는, 청구항 1의 “wherein differential residuals are f
ormed from residuals by performing sample-based prediction according to one
of the following modes: no prediction, prediction along horizontal direction and
prediction along a vertical direction, wherein for inter coded blocks the use of t
he sample-based residual prediction is decoded from the bit-stream via two bi
nary flags: one to indicate the use of sample-based residual prediction and th
e other to indicate the direction to perform sample-based residual prediction”임
이와 관련하여, HEVC 표준의 8.6.5 절은 transform bypass를 이용한 잔차 샘
플 복원 과정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mDir=0인 경우(즉, 잔차 예측 방향이 수
평 방향인 경우), 현재 잔차 샘플 r[ x ][ y ]은 기-복원된 잔차 샘플에 좌측 잔
차 샘플 r[ x -1][ y ]을 가산하여 복원됨. 한편, mDir=0이 아닌 경우(즉, 잔차
예측 방향이 수직 방향인 경우), 현재 잔차 샘플 r[ x ][ y ]은 기-복원된 잔차
샘플에 상단 잔차 샘플 r[ x ][ y -1 ]을 가산하여 복원됨

참고로, 7.3.8.11 절에서 파싱되는 explicit_rdpcm_flag는 transform bypass를 사
용한 잔차 샘플 복원 방법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시하고, explicit_rdpcm_dir_fl
ag는 transform bypass에 의해 사용되는 방향을 지시하며, 변수 mDir은 explicit
_rdpcm_dir_flag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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