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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변적인 속도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리프레싱시킴으로써,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전력 소모를 상당히 감소시
킬 수 있는 리프레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한 이미지로부터 다른 이미지로 이동하는 비디오 객체의 위치 함수 
및 그 비디오 객체의 변위를 특징으로 하고 MPEG2 또는 MPEG4 타입의 권고에 따라 계산되는 움직임 벡터 함수에 따
라 스크린의 존(zone)을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하기 위해 이동 전화기와 같이 위성으로 제어되는 장치에서 특별한 애플
리케이션을 갖는다.
    

본 발명은 MPEG2/4 디지털 송신 시스템에 이용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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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린을 구비하고 있는 수신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의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린을 리프레싱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전화기(전화 무선 수신기) 12 : 송/수신 안테나

14 : 송신 시스템 16 :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

25 : 비디오 스크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비디오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그 스크린을 리프레싱(refreshing)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MPEG2 또는 MPEG4 타입(Motion Picture Experts Group)의 표준을 준수하는 비디오 송신 시스템
에 있어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갖는다.

유럽 특허 출원(EP 0 811 866 A1호)에서는 고정 이미지의 활성/비활성 부분의 존재에 대한 함수에 따라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고정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리프레싱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전화기와 같이 특별히 위성으로 제어되는 장치에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전력 소모를 상당히 감
소시킬 수 있는 리프레싱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언급된 문헌은 활성 및 비활성 존(zone)이 한정되는 고정 이미지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언급
된 문헌에서는, 본 발명에서의 경우와 같이, 이동하는 객체를 포함하는 비디오 이미지의 수신에 관련한 두 연속적인 이
미지 사이의 변동을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 함수에 따라 스크린의 존을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라,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하고 있는 수신기가 인코딩된 연속적인 비디오 이미지를 수신하기 위
해서 제공되는데, 상기 수신기는 수신된 이미지를 디코딩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더와 스크린 상에서의 디코딩된 이미지
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스크린 제어기를 포함한다. 비디오 디코더는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변동을 검출
하여 움직임 정보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 검출 수단을 포함한다. 스크린 제어기는 디코더에 의해 제공되는 움직임 정
보 함수에 따라 결정된 리프레싱 주파수로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존을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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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적인 특징에 따라, 비디오 디코더는 수신된 비디오 이미지에서 비디오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하고, 움직임 검출 수단이 그 식별된 객체에서의 변동을 검출하기 위해서 제공되며, 움직임 정보는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식별된 객체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식별된 객체와 관련된다.

본 발명은 또한 비디오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연속적인 비디오 이미지를 리프레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방법은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변동을 나타내는 움직임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해 비디오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예비 단계와, 앞서 계산된 움직임 파라미터 함수에 따라 다른 리프레싱 주파수로 스크린 상의 디스플레이 존을 선택적
으로 리프레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상 및 다른 양상은 이후에 설명되는 실시예(들)를 참조하여, 비제한적인 예를 통해 명확해지고 또
한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도 1에 도시된 수신기의 실시예는 UMTS 타입(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화 무선 수신기(10)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비디오 이미지가 송신 및 수신될 수 있는 다른 원격통신 시스템에서도 
또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신기는 송신 시스템(14)을 통해 무선으로 송신된 비디오 이미지를 수신하고 또한 송신하기 위한 송/수신 안테나(12)
와, 수신된 비디오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16)을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수신기의 블록도이다. 각 블록의 기능은, 예컨대, 전화기(10) 내에 장착된 구성성분들
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수신 수단(RX)은 인코딩된 디지털 비디오 이미지를 나타내는 비디오 신호(S)의 수신을 가능
하게 한다. 디지털 디코더(DEC)는 이러한 이미지를 디코딩함으로써 비디오 스크린(25) 상에 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기에 앞서 그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MEM)이 제공된 스크린 제어기(CTRL)에 그 이미지를 송신할 수 
있게 한다. 스크린 제어기는 스크린의 리프레싱을 트리거시키기 위한 제어 수단(CM)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비디오 디코더(DEC)는 수신되는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변동을 검출하여 움직임 정보를 유도하
기 위한 움직임 검출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한 디코더는 예컨대 MPEG2 또는 MPEG4 표준에 기초한다. 그 표준은 완
전한 이미지를 수신기에 송신하는 대신에 이미지를 구성하는 비디오 객체와 관련된 움직임 벡터만을 단지 송신하기 위
해서 그러한 움직임 정보를 사용하도록 권유한다. 두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객체의 변위를 나타내는 변위 파라미
터만을 송신하는 한, 송신되는 데이터의 총 수는 그로 인해 상당히 감소된다.
    

    
본 발명은 예컨대 변위 벡터 또는 파라미터의 형태로 디코더(DEC)를 통해 제공되는 이러한 움직임 정보를 사용하여,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존(zone)을 그 존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상대적인 이동 함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할 수 있
게 한다. 이 정보는, 예컨대, 한 이미지로부터 다른 이미지로의 움직임이 없는 객체를 포함하는 다른 존을 리프레싱하기 
보다는 이동 객체를 포함하는 스크린의 존 만을 리프레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변형으로써,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제일 먼저 리프레싱될 존뿐만 아니라 각각의 존에 대한 최적의 리프레싱 속도는 비디오 디코더에 의해 
제공되는 움직임 정보 함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MPEG4 표준의 수신기 경우에 있어서, 디코더에는 수신된 이미지를 구성하는 비디오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수
단이 제공된다. 두 비디오 이미지 사이에서의 객체의 변위를 나타내는 움직임 벡터는 각각의 비디오 객체와 관련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사전 결정된 리프레싱 속도와 관련되는 임계값이 정해지는데, 그 임계값은 관계된 스크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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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된 리프레싱 속도로 리프레싱되어야 하는 사전 결정된 변위 진폭을 나타낸다. 만약 스크린이 일정한 지속성을 
갖는다면, 심지어 제조자가 제공한 지연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동가능한 객체를 포함하지 않는 존 만이나 전체 스
크린을 리프레싱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철된다. 이러한 지연이 종료되었을 때, 스크린의 휘도는 더 열악해져서 그 스크
린을 리프레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크린의 지속성과 관련된 이러한 양상과는 별도로, 디코더(DEC)에 의해 식별
되는 객체를 포함하는 스크린의 모든 존의 리프레싱은 연속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비디오 객체의 변위 함수에 따라 최
적의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선택적인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비디오 스크린을 리프레싱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그 방법은 K0 내지 K5로 표기
된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 K0 : 인코딩된 비디오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 K1 : 수신된 비디오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단계,

- K2 : 이미지를 구성하는 비디오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

- K3 : 식별된 객체와 관련된 움직임 벡터를 결정하는 단계,

- K4 : 식별된 비디오 객체와 관련된 움직임 벡터의 진폭 함수에 따라, 스크린의 존을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하기 위해
서 사전 결정된 리프레싱 속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 K5 : 앞선 단계에서 실행된 선택에 따라, 스크린의 다른 존들을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하기 위한 명령을 트리거시키는 
단계.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 전화기와 같이 특별히 위성으로 제어되는 장치에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전력 소모
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코딩된 연속적인 비디오 이미지를 수신하기 위해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하는 수신기로서,

    
상기 수신기는 수신된 이미지를 디코딩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더와 상기 스크린 상에서의 디코딩된 이미지의 디스플레
이를 제어하기 위한 스크린 제어기를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디코더는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변동을 검출하여 움
직임 정보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 검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스크린 제어기는 상기 디코더에 의해 제공된 상기 움직
임 정보 함수에 따라 결정된 리프레싱 주파수(refreshing frequency)로 상기 스크린 상의 디스플레이 존을 선택적으
로 리프레싱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디코더는 상기 수신된 비디오 이미지에서 비디오 객체(video object)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움직임 검출 수단은 상기 식별된 객체에서의 변동을 검출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기 움직임 정보
는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상기 객체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식별된 객체와 관련되는,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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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정보는 상기 이미지에 평행한 평면에서의 상기 비디오 객체의 변위를 나타
내는 움직임 벡터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지속성을 갖고, 리프레싱 속도뿐만 아니라 리프
레싱될 존이 상기 존에 존재하는 상기 비디오 객체의 움직임에 대한 진폭 함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신기.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디코더는 MPEG2 또는 MPEG4 타입의 표준을 준수하는, 수
신기.

청구항 6.

비디오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연속적인 비디오 이미지를 리프레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연속적인 이미지 사이에서의 변동을 나타내는 움직임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해 비디오 이미지를 디코딩
하는 예비 단계와, 상기 사전에 계산된 움직임 파라미터 함수에 따라 다른 리프레싱 주파수로 상기 스크린 상의 디스플
레이 존을 선택적으로 리프레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이미지를 리프레싱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수신기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상기 제품은 소프트웨어 코드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소프트웨어 코드 부분은 일단 상기 수신기에 로드되면, 상기 수신
기가 제 6항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상기 방법의 단계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8.

비디오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portable electronic 
equipment)로서,

상기 장치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를 수신하기 위해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수신기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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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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