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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패킷들을 포함하는 패킷화된(packetized)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로서, 패킷은 헤더(he
ader)와 패이로드(payload)를 포함하며, 기본 스트림은 상기 패킷들의 패이로드로서 캡슐화(encapsulate)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 상기 기본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를 선택하는 단계와;

- 상기 목적 헤더 앞에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단계와;

- 상기 삽입된 패킷 헤더와, 상기 목적 헤더와, 상기 목적 헤더 이후 연속되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패
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파서(parser)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 특히 디지털 텔레
비전 디코더에 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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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7b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기의 블록도.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대용량 저장 매체로 사용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파일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오디오/비디오 스트림 레코딩 및 재생 전용인 파일 시스템의 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 4a는 PES(패킷화된 기본 스트림 : Packetized Elementary Stream) 모드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
되는 저장 기본 유닛(SEU: Storage Elementary Unit)을 도시한 도면.

도 4b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 : Transport Stream) 모드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SEU를 도시한 
도면.

도 5a 및 도 5b는 PES 모드일 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되는 PES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FIFO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실시예에 따른 트릭모드(trickmode)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다른 데이터 구조들을 나타내는 도면.

도 7a는 더미(dummy) PES 헤더의 삽입 이전의 PES 계층 비디오 스트림을 나타내는 도면.

도 7b는 더미 PES 헤더의 삽입 이후의 도 7a의 PES 계층 비디오 스트림을 나타내는 도면.

도 8a는 더미 PES 헤더를 포함하는 TS 패킷을 삽입하기 이전의 TS 계층 비디오 스트림을 나타내는 도면.

도 8b는 더미 PES 헤더를 포함하는 TS 패킷을 삽입한 이후의 도 8a의 TS 계층 비디오 스트림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비디오 디코더의 입력 버퍼에서 바라본 기본 비디오 스트림을 나타내는 도면.

<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수신기3 : 스트림 파서(parser)

5 : 메모리7 : TS 디멀티플렉서

9 : MPEG 비디오 디코더10 : 마이크로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에서 레코딩된 트랜스포트 스트림들 또는 패킷화된 기본 스트림들을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트릭모드 디코딩에 
응용될 수 있다.

 - 2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MPEG Ⅱ 또는 DVB 순응형 디지털 텔레비전 스트림은 몇 개의 계층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 기본 스트림 계층, 패킷화
된 기본 스트림(PES) 계층 및 트랜스포트 스트림(TS) 계층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디코더는 보통 특정한 TS 계층 패
킷들을 필터링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와, PES 계층을 제거하고 본래의 기본 스트림들을 전송하기 위한 PES 파서 및 
비디오 기본 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디코더를 포함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미래의 디코더들은 압축된 TS 또는 PES 스트림들을 레코딩하기 위해서 대용량 저장 장치들을 병합할 것이다. 저속 또
는 고속의 전진(forward) 또는 후진(backward) 플레이와 같은 트릭모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디오 스트림은 상기 
대용량 저장 장치로부터 비디오 디코더로 전송되기 이전에 편집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 전진 또는 후진 플레이의 경우, 
특정한 화상들 또는 화상 시퀀스들만이 디스플레이될 것이다. 이러한 편집으로 인해서, 비디오 디코더에 전송된 최종 
데이터가 반드시 유효한 TS 또는 PES 스트림 포맷을 갖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비디오 디코더의 동작이 반드시 예상
된 동작이지는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비디오 디코더에 적법한(ISO 13818-2 표준에 비추어) 스트림들만을 전달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하나의 대상은 패킷들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방법으로서, 패킷은 헤더(header)
와 패이로드(payload)를 포함하며, 기본 스트림은 상기 패킷들의 패이로드로서 캡슐화(encapsulate)되는, 디코딩 방
법이며, 이 방법은

- 상기 기본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를 선택하는 단계와;

- 상기 목적 헤더 앞에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단계와;

- 상기 삽입된 패킷 헤더와, 상기 목적 헤더와, 상기 목적 헤더 이후 연속되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패
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파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파싱(parsing)되고 디코딩될 목적 헤더 이전에 추가적인 패킷 헤더를 삽입함으로써, 파서에서 바라본 기본 스트림의 
보전성(integrity)이 복구된다. 따라서 파서는 정확하게 동작할 것이다.

특정한 실시예에 따라서,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은 PES 스트림, 기본 스트림, 기본 비디오 스트림 및 목적 헤더(시퀀
스 헤더, 화상 헤더, 화상 헤더 그룹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상은 패킷들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캡슐화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패킷은 헤더와 패이로드를 포함하며, 기본 스트림은 상기 패킷들의 패이로드로서 캡슐화되는, 디코딩 
방법이며, 이 방법은

- 상기 기본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를 선택하는 단계와;

-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앞에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삽입하는 단계로서, 상기 
삽입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은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헤더를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삽입 단계와;

-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이 다음에 오는 삽입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파서가 다음에 오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멀티플렉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TS 스트림들에 적용되는 제약은 스트림 편집에 관한 한 PES 스트림들에 적용되는 제약들과는 다르다. PES 패킷 헤더
를 삽입하기 위해서, PES 패킷 헤더가 TS 패킷의 패이로드에 포함되는, 특수한 TS 패킷이 삽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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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실시예에 따라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및 기본 스트림은 MPEG 순응형이며, 여기서 기
본 스트림은 기본 비디오 스트림이며, 목적 헤더는 시퀀스 헤더, 화상 헤더, 화상 헤더 그룹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상은,

- 패킷화된 기본 스트림 포맷을 갖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저장 장치와;

- 패킷화된 기본 스트림 포맷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적응되는 비디오 디코딩 회로와;

- 상기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에서 캡슐화된 기본 비디오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의 위치를 찾고, 상기 목적 헤더로부터 
시작하는 상기 기본 스트림의 부분을 상기 디코더에 전송하고, 및 상기 전송 이전에 상기 목적 헤더의 앞에 더미 패킷화
된 기본 스트림 패킷 헤더를 삽입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디코딩 장치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상은,

- 트랜스포트 스트림 포맷을 갖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와;

-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포맷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적응되는 비디오 디코딩 회로와;

- 상기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에서 캡슐화된 기본 비디오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의 위치를 찾고,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
하는 상기 기본 스트림 패킷을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에서 시작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상기 디
코더에 전송하며,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앞에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헤더를 포함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삽입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디코딩 장치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장점들은, 도면을 통해 예시된 본 발명의 특정한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분
명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상세한 설명은 MPEG Ⅱ 순응형 데이터 스트림을 수용하는 시스템 구조에 관한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사용
한다. 비디오 및 트랜스포트 레벨 코딩을 위한 MPEG Ⅱ 표준 신택스(syntax)에 관한 정보는 일예로 다음의 문서들, 
즉 ISO/IEC 13818-1(정보 기술-이동 화상들과 이와 관련된 오디오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코딩 : 시스템) 및 ISO/I
EC 13818-2(정보 기술-이동 화상들과 이와 관련된 오디오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코딩 : 비디오)에서 더 발견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DVB ETR-154 표준에 또한 순응한다.
    

물론, 본 발명은 MPEG Ⅱ 환경 또는 본 특허 출원에서 설명된 데이터 계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1. 시스템 개요

    
로컬 대용량 저장 장치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플레이백(play back)할 때 고품질의 트릭모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레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이하에서 트릭모드 정보로 호칭될 것이다. 이
것은 비디오 스트림을 레코딩하기 이전에 및 레코딩하는 동안에 수행되는 파싱 처리에서 유래되었다. 파싱은 스트림 구
조를 분석하고, 특정한 신택스 구조의 속성을 기억하는 것이다. 대용량 저장 매체 상에서의 이러한 구조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들에 대한 정보가 또한 레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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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따라서,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비디오로 제한되지는 않음)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계층 또는 패킷화된 기본 
스트림 계층에서 레코딩된다. 트릭모드 정보는 많은 계층{잘 알려진 MPEG Ⅱ 신택스에 따라서 트랜스포트 스트림(T
S)-패킷화된 기본 스트림(PES)-기본 스트림(ES)}에서 압축된 비디오 정보로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를 설명
한다. TS 계층 레벨에서 레코딩을 수행하는 주요한 실시예가 먼저 설명될 것이다. PES 계층 레벨에서 레코딩하는 제 
2 실시예와의 차이가 각 경우에 나타내어질 것이다. 두 실시예들은 레코딩 레벨 모두가 동일한 디코더에서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호환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 실시예는 모두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a) TS 계층 레코딩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의 블록도이다. 수신기(1)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트랜스포트 스트
림 디멀티플렉서 및 필터(4)에 출력할 수 있는 전단(FE : Front-End) 회로(2)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전단 회로는 
튜너,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적절한 복조기 및 순방향 에러 정정 회로를 포함한다. 전단 회로는, 전형적으로 케이블, 
접시형 위성 안테나 및 이와 관련된 저잡음 블록 및 다운-컨버터(down-converter) 또는 지상 안테나인 신호원(미도
시)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시스템에서의 전역 자원들(global resources)은 RAM(5), PES 파서(6), 2차 트랜스
포트 스트림 디멀티플렉서(7), 오디오/비디오 디코더(8 및 9) 및 마이크로프로세서(10)를 포함한다. TS 디멀티플렉
서 및 필터(4)는, 특정한 기준에 대응하는 인입 트랜스포트 스트림 데이터 패킷들을 필터링하고 이 데이터 패킷들로부
터 특정한 패킷 식별자(PID : Packet IDentifier) 값들을 갖는 데이터 패킷들을 전형적으로 추출하도록 마이크로프로
세서에 의해 프로그래밍된다. 인입 스트림 내용, 특히 PID 할당은 예컨대 MPEG Ⅱ 표준 또는 DVB 서비스 정보 표준
(ETSI EN 300 468 문서 참조)에 의해 한정된 특정한 개수의 송신된 데이터 표들을 통해 알려진다. 전용 PID 값들이 
또한 한정될 것이다.
    

필터링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데이터 패킷들은 스트림 파서(3)에 의해 더 처리하기 위해서 TS 기록 FIFO(15)가 일부
분에 배치된 메모리(5)에서 버퍼링된다.

TS 패킷들의 PID 값과 이 패킷들의 목적지 응용(예컨대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더)에 따라서 별도의 버퍼들에 다른 T
S 패킷들을 디스패치(dispatch)하는 종래의 디멀티플렉서와는 대조적으로, TS 디멀티플렉서 및 필터(4)는 단일 버퍼
{즉, 본 실시예에서 TS 기록 FIFO(15)}에 레코딩되는 스트림들의 PID들에 대응하는 모든 패킷들을 패킷의 수신 순서
대로 기록한다.

압축된 스트림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예컨대, 제어 데이터)가 버스(11)로 모형화된 데이터 경로들을 통해서 주변 블
록들 사이에서 송신된다. 수신기는 본 실시예에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 대용량 저장 장치(12)를 더 포함한다. 
대용량 저장 장치(12)는 본 경우에 EIDE 인터페이스인 인터페이스(13)를 통해서 버스(11)에 연결된다. 비디오 디코
더 회로(9)는 알려진 방식으로 비디오 처리 및 디스플레이 회로(14)에 연결된다.

메모리(5)는 다음의 영역:

- 하드디스크에 기록될 필터링된 TS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미 언급된 기록 FIFO(15)와,

- 하드디스크로부터 판독된 TS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TS 판독 FIFO(16)와,

- 하드디스크에 기록(또는 판독)될 트릭모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트릭모드 버퍼 영역(17)을 포함한다.

(b) PES 계층 레코딩

PES 계층 레코딩을 위해서, 메모리(5)는 각각 오디오 PES, 비디오 PES 및 기타 데이터 전용인 세 개의 기록 FIFO(1
8 내지 20)와, 각각 유사한 유형의 패킷 전용인 세 개의 판독 FIFO(21 내지 23)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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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더가 PES 모드에서 동작할 때, 제 2 디멀티플렉서(7)는 사용되지 않으며, PES 패킷들은 하드디스크(12)로부터 
FIFO(21 및 22)를 통해서 직접 PES 파서(6)에 전송된다.

바람직하게, FIFO(15, 16 및 18 내지 23)는 순환 방식(circular manner)으로 구성된다.

2. 대용량 저장 장치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시스템이 설명될 것이다. 디스크 드라이브(12)는 도 2의 도면에 의해 도시된 파일 시
스템을 소유하며, 이 파일 시스템은 오디오/비디오 스트림 레코딩 및 재생 전용이다. 이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 
관리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대한 특정한 필요조건에 응답한다. 본 파일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를 갖는 블록들의 
등시성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순차적인 액세스를 위해 최적화된다.

변형으로써, 스트림된 데이터 이외의 다른 데이터에 대한 레코딩 및 검색 전용인 제 2 파일 시스템(예시되지 않음)이 
동일한 하드디스크 상에 제공될 수 도 있다. 이러한 제 2 파일 시스템은 좀더 진부한 컴퓨터-유형 파일들에 대한 랜덤
(random) 액세스를 위해 최적화된다. 부트(boot) 블록은 두 파일 시스템에 공통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제 2 파일 시스
템은 UNIX 또는 MINIX 파일 시스템과 같은 진부한 유형이며, 좀더 상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 3은 스트림 파일 시스템의 좀더 상세한 형태이다. 이 파일 시스템은 슈퍼블록(superblock), 노드 저장 영역, 실행(
run) 확장 저장 영역,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저장 영역 및 비트표 영역을 포함하며, 비트표 영역은 세 저장 영역들 각각
에서의 각 기본 저장 구조의 상태를 설명하는 세 개의 비트표를 보유한다.

부트 블록은 볼륨(volume) 명칭 및 볼륨 식별자, BIOS 파라미터들 및 부트 프로그램과 같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슈퍼 블록은 스트림 파일 시스템에 관한 정보, 특히 파일 시스템의 다른 영역들의 주소{논리적인 블록 주소(LBA : Lo
gical Block Address)들의 형태로} 및 크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다.

    
노드 저장 영역은 노드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노드는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저장 영역에 저장된 파일을 설명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노드는 또한 디렉토리를 설명할 것이다. 노드는 파일 명칭, 부모(parent) 디렉토리 정보 및 그 파일
이 위치되는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저장 영역의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LBA 실행
의 형태로 제공되며, LBA 시작 주소와, 그 실행을 형성하는 많은 LBA 블록에 의해 한정된다. 제한된 개수의 실행이 주
어진 노드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노드 내의 포인터는 대응하는 저장 영역에 위치한 실행 확장 데이터 구조를 가리킬 것
이다. 만약 노드가 디렉토리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면, 파일 위치 정보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식별자들로 대체된다. 제 
1 노드는 루트 디렉토리를 설명한다.
    

실행 확장 저장 영역은 주어진 파일을 위해서 추가의 LBA 실행들을 식별하는 특정한 데이터 구조들을 포함한다.

비트표 영역은 세 개의 비트표, 즉 노드 비트표, 실행 확장 비트표 및 저장 기본 유닛 비트표를 포함한다. 처음 두 표들
은 각각, 각각 실행 확장인 각 노드의 자유 상태 또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다. 세 번째 표는 각 저장 기본 유닛에 대해서 
처음 두 표들과 같은 기능을 하며, 각 저장 기본 유닛은 본 실시예에 따라서 128 Kbytes의 블록을 나타낸다(물론, 다
른 크기, 특히 더 큰 크기를 갖는 블록들이 사용될 수 도 있으며, 128 Kbytes 값은 단지 일예로 제공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저장 영역은 일련의 저장 기본 유닛(SEU)을 포함한다. 각 SEU는 256개의 섹터들
을 포함하며, 따라서 128 Kbytes를 나타낸다.

위의 데이터 구조들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10)는 파일들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파일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일들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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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S 계층 레코딩의 경우:

도 4b는 SEU가 TS 계층 레코딩을 위해서 사용될 때 SEU를 도시한 도면이다. SEU는 많은 멀티플렉싱된 전체 TS 패
킷들로 이루어진 짧은 헤더와 패이로드를 포함한다. SEU가 정수 개수의 TS 패킷을 포함하므로, SEU의 크기가 512 b
ytes의 배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수의 스터핑(stuffing) 비트들이 패이로드에 더해져야 한다.

(b) PES 계층 레코딩의 경우:

도 4a는 PES 스트림 SEU의 내용을 예시한다. SEU는 헤더와, 본 실시예에 따라서 각각 비디오 PES 패킷, 오디오 PE
S 패킷 및 기타 PES 패킷 전용인 가변적인 크기를 갖는 영역을 세 개까지 포함한다.

비록 이것이 실제의 예이지만, 영역의 개수는 세 개로 제한되지 않는다. 몇 개의 비디오 기본 스트림, 오디오 기본 스트
림 및 보조 데이터 스트림은 SEU 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개수의 영역들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메모리(5)는 이
에 대응하는 개수의 판독/기록 FIFO를 포함할 것이다.

3. 레코딩 프로세스

(a) TS 계층 레코딩:

    
TS 계층 레코딩 및 재생을 위한 SEU의 구성은, 필터링된 TS 패킷들이 수신기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어떻게 다뤄지는
지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일단 디멀티플렉서가 프로그래밍된 PID 값들에 대응하는 패킷들을 선택하
게되면, 디멀티플렉서는 이 패킷들을 메모리(5)의 순환 기록 FIFO(15)에 저장한다. 패킷의 내용 유형, 즉 비디오(V), 
오디오(A) 또는 기타(O)는 패킷 헤더의 각 PID 값으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의해 결정된다. 디멀티플렉서에 
의해 처리된 비디오(V)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의 내용은 이후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특정한 유형의 트릭모드 정
보에 대한 추출을 위해서 스트림 파서(3)에 의해 파싱, 즉 분석된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분석도 오디오 데이터 패킷 또
는 기타 데이터 패킷에 대해 수행되지 않는다. TS 패킷들의 스트림에서의 초기의 순서는 FIFO(15)에서 유지된다. 이
런 식으로, 다른 패킷들에서의 연속 카운터 값들은 일관성(coherent)을 유지한다. 게다가, 다른 스트림들(특히, 동일
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 사이에서의 동기화가 유지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는 도 
5a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기록 FIFO(15)에 대한 판독 포인터 및 기록 포인터를 관리한다. 기록 포인터와 판독 포인
터 사이의 차이가 128 Kbytes에서 SEU 헤더 크기를 뺀 값과 같게 될 때,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하드디스크로의 기록 프
로세스를 착수한다.
    

TS 레코딩의 경우, 각 SEU 헤더는, TS 패킷들과 스터핑 비트들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TS 패킷 패이로드에서 유용
한 데이터의 길이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

(b) PES 계층 레코딩:

    
이 경우에, 디멀티플렉서 및 필터(4)는 TS 패킷들을 필터링할 뿐만 아니라, TS 패이로드, 즉 PES 패킷들을 RAM(5)
에 저장하기 이전에 TS 계층을 또한 제거한다. PES 패킷들은 PES 패킷들이 이송되었던 TS 패킷의 PID 값에 따라서 
순환 기록 FIFO(18 내지 20)중 하나에 전송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는 이러한 FIFO 각각에 대한 판독 포인터와 
기록 포인터를 관리한다. 모든 버퍼에 대한 기록 포인터와 판독 포인터 사이의 차이들의 합이 128 Kbytes에서 SEU 헤
더 크기를 뺀 값과 같게 될 때,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하드디스크로의 기록 프로세스를 착수한다. 비디오 PES는 트릭모
드 정보를 위해서 스트림 파서(3)에 의해 파싱된다.
    

PES 레코딩의 경우, 헤더는 SEU에 기록될 각 유형의 데이터 양, 즉 특정한 PID와 관련된 각 영역의 크기에 대한 정보
와, SEU 내의 각 영역의 오프셋 주소를 포함한다. PES 레코딩의 경우에 어떠한 스터핑 비트도 사용되지 않으며, 따라
서 PES 패킷들은 하나의 SEU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SEU에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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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레코딩 또는 PES 레코딩일 수 있는 기록 프로세스는 이 기록이 시작해야하는 LBA 주소와, 기록될 LBA들의 개수
를 명시하는 적절한 명령을 EIDE 인터페이스에 전달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의해 시작된다. 일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기록 프로세스를 수행할 준비가 되면, EIDE 인터페이스는 적절하게 인터럽트를 함으로써 마이크로프로세
서에게 통보한다.

계속해서 기록 프로세스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의해 생성된 SEU 헤더 내용을 HDD 인터페이스에 기록한다. 계속
해서 기록 프로세스는 TS 기록 FIFO(15)로부터(TS 레코딩의 경우) 또는 차례로 기록 FIFO(18 내지 20) 각각에 대
해서(PES 레코딩의 경우) HDD 인터페이스(13)로의 DMA 프로세스들을 개시한다. 알려진 방식에서, HDD 인터페이
스(13)는 디스크 액세스를 위한 버퍼로 동작하는 캐시(cache) 메모리를 포함한다.

물론, 여기서 적절한 파일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서 열려졌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또한 EIDE 인터페이스에 전
송된 데이터에 대한 목적지 SEU를 또한 지시한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하드디스크 기록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동안, 패킷들(TS 또는 PES)은 계속 FIFO에 기록될 것이다.

PES 레코딩의 경우, 만약 도 5a가 디스크로 전송이 시작되기 바로 전의 FIFO와, 판독 및 기록 포인터의 상태들을 예시
한다면, 도 5b는 전송이 이루어진 직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포인터들이 FIFO의 최상부(top) 주소에 도달할 때, 이들은 
최하부(bottom) 주소들로 자리 이동한다(wrap around). 비록 모든 FIFO들이 도 5a와 도 5b에서와 동일한 외견상의 
크기를 가질지라도, 다른 크기들이 사용될 수 도 있다. 유사한 프로세스가 TS 레코딩에 적용된다.

4. 트릭모드 데이터 생성

도 6은 트릭모드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러한 구조 및 이들의 저장이 먼저 논
의될 것이고, 스트림 레코딩 동안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법이 그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본 실시예에 따라서, 트릭모드 데이터는 세 개의 다른 구조, 즉 비디오 설명 유닛(VDU : Video Description Unit) 표, 
시간 인덱스 표(TT : Temporal indexing Table) 및 많은 설명자 블록들(비디오 설명 유닛-VDU들)로 확산된다.

도 6은 회색으로 나타낸 두 개의 VDU들을 도시한다. VDU는 많은 시퀀스에 대한 설명자들과, 각 시퀀스에 대해서는 그 
시퀀스에 포함된 PES 헤더들과 화상들에 대한 설명자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본 실시예에 따라서, 각 VDU는 대략 3.
5 초 동안의 비디오에 대응하는 7개의 시퀀스 설명자를 포함한다. VDU들은 또한 단지 최대 크기를 가지며, 가변적인 
개수의 시퀀스를 설명할 것이다.

이하에서 제시된 표와 설명은 PES 계층 레코딩 모드에 관한 것이다. TS 계층 레코딩의 경우, 디스크 상의 또는 SEU에
서의 한 항목에 대한 주소는 그 항목의 제 1 바이트를 포함하는 TS 패킷의 TS 패킷 헤더에 대한 주소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각 시퀀스 설명자(" S" 설명자)는 표 1에 도시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표 1 : 시퀀스 설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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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인덱스
제 1 화상의 인덱스
PES 정렬(alignment)
SEU 주소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화상 목록
PES 헤더 목록
그 다음 시퀀스 주소
앞선 시퀀스 주소

본 실시예에 따라서, '시퀀스'는 ISO/IEC 13818-1 문서에서 한정된 MPEG Ⅱ 시퀀스이다.

시퀀스 인덱스는 레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의 시작부분에 비교한 시퀀스의 등급을 제공한다.

제 1 화상 인덱스는 비디오 스트림의 시작부분에 비교한 이 시퀀스 내의 제 1 화상의 등급을 제공한다.

PES 정렬은 시퀀스에서의 PES 헤더들 다음에 화상 헤더가 즉시 오는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이다.

SEU(저장 기본 유닛) 주소는 이 시퀀스 헤더의 제 1 바이트를 포함하는 128 Kbytes 블록의 하드디스크 상의 주소(논
리적인 블록 주소 번호)이다.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는 이 시퀀스 헤더의 제 1 바이트에서의 SEU의 시작부분에 비교한 바이트 단위의 오프
셋이다.

화상 목록은 고려된 시퀀스에서의 각 화상의 화상 설명자에 대한 VDU에서의 포인터 목록이다.

VDU들에서의 모든 포인터들은 VDU 기본 주소에 기초한 상대적인 주소지정 구조를 사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유효 포
인터 값을 유지하면서 임의의 메모리 영역에 VDU가 로딩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PES 헤더 목록은 고려된 시퀀스에서의 각 PES 헤더의 PES 헤더 설명자에 대한 VDU 에서의 포인터 
목록이다.

그 다음 시퀀스 주소는 고려된 시퀀스 다음에 오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응하는 시퀀스 설명자 주소에 대한 VDU에서의 
포인터이다. 특정한 주소값이 이 설명자가 또 다른 VDU에 있는 경우를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앞선 시퀀스 주소는 고려된 시퀀스 앞에 있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응하는 시퀀스 설명자의 주소에 대
한 VDU에서의 포인터이다. 특정한 주소값이 이 설명자가 또 다른 VDU에 있는 경우를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각 화상 설명자(" P" 설명자)는 다음의 데이터 항목들을 보유한다.

표 2 : 화상 설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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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시간 기준
필드/프레임
SEU 주소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PES 시퀀스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그 다음 화상 주소

유형 정보는 화상이 내부, 예측(intra, predictive) 코딩 유형인지, 양방향 코딩 유형인지의 여부를 지시한다.

시간 기준 정보는 MPEG Ⅱ 화상 헤더로부터 직접 추출된다. 이 정보는 화상들의 서로에 대한 디스플레이 순서를 제공
한다.

필드/프레임 정보는 이 화상이 짝수 필드, 홀수 필드 또는 전체 프레임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지시한다.

SEU 주소는 화상 헤더의 제 1 바이트를 포함하는 SEU의 제 1 LBA의 번호이다.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는 화상 헤더의 제 1 바이트의 SEU 주소의 시작부분에 비교한 바이트 단위의 오프셋이
다. 이것은 화상의 제 1 바이트에 직접 액세스하게 한다. 이러한 정보는 스트림 파서에 의해 유도된다.

PES 시퀀스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는 화상 시작 코드의 제 1 바이트와 전체 비디오 시퀀스의 제 1 바이트 사이에서
의 상대적인 주소이며, 이 전체 비디오 시퀀스의 제 1 바이트는 복원(restitution)하는 동안에 편집하기 위해서 메모리
에 로딩될 것이다.

PES 헤더의 내용은 화상을 적절하게 디코딩하고 제공하기 위해 또는 디코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설명자들이 PES 헤더를 위해서 또한 생성된다.:

각 PES 설명자(" E" 설명자)는 다음의 데이터 항목들을 보유한다

표 3 : PES 설명자

SEU 주소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PES 시퀀스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그 다음 PES 헤더 주소

SEU 주소는 PES 헤더의 제 1 바이트를 포함하는 128 Kbytes 블록의 제 1 LBA의 번호이다.

SEU에서의 제 1 바이트 주소는 PES 헤더의 제 1 바이트의, SEU 주소의 시작부분에 비교한 바이트 단위의 오프셋이다.

PES 비디오 시퀀스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는, 복원하는 동안에 메모리로 로딩될 전체 비디오 시퀀스의 제 1 바이트
에 비교한 PES 시작 코드의 시작부분의 바이트 단위의 오프셋이다.

그 다음 PES 헤더 주소는 VDU에서의 그 다음 PES 헤더에 대한 포인터이다.

비록 본 실시예의 경우는 아니지만, 변형된 실시예에 따라서, 또 다른 설명자가 화상 그룹(GOP : Group Of Picture) 
헤더와 관련된다.

시간 인덱스 표는 표 4로 도시된 포맷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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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시간 표

시간 인덱스 시퀀스 설명자 주소 SEU 주소
0 xxx yyy
1 xxx yyy
2 xxx yyy
3 xxx yyy
... ... ...
14400 xxx yyy

시간 인덱스는 비디오 스트림의 시작부분에서부터 카운트된 초 단위의 번호이다. 본 실시예에 따라서, 14400개의 엔트
리가 가능하며, 이는 네시간 분량의 비디오에 대응하며, 하나의 화상 또는 프레임은 40 ms를 나타낸다.

시퀀스 설명자 주소는 대응하는 VDU 기본 주소에 비교한, 시간 인덱스 이후에 제 1 화상을 포함하는 시퀀스 설명자에 
대한 포인터를 제공한다. 만약 대응하는 VDU가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VDU는 먼저 VDU 표에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로부터 로딩되어야 한다.

SEU 주소는 SEU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상의 LBA 번호에서의 주소이며, 이 SEU는,

(a) TS 계층 레코딩의 경우에, T초가 지난 후 시작하는 제 1 비디오 시퀀스의 시퀀스 헤더를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
트림 패킷의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와,

(b) PES 계층 레코딩의 경우에, T초가 지난 후 시작하는 제 1 비디오 시퀀스의 시퀀스 헤더를 포함한다.

대략 초 단위의 시간(T)에서 시작하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액세스의 경우에, T를 인덱스로 사용하여 시간 표를 주소
지정하는 것과, LBA에서 시작해서 디스크로부터의 판독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SEU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면 충
분하며, LBA는 시퀀스를 디코딩하는데 필요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의 시작부분을 포함하거나{(a)의 경우}, 시퀀스 
헤더의 위치를 직접 포함한다{(b)의 경우}. 시간 표만이 이러한 액세스에 대해서 필요하다.

표들과 VDU들 모두에 저장된 나머지 데이터는 주로 트릭모드 재생을 위해서 사용된다.

VDU 표는 표 5로 도시된 포맷을 갖는다.

표 5 : VDU 표

VDU 인덱스 LBA 주소 LBA 단위의 크기 시간 표 인덱스
0 Xxx yyy Zzz
1 Xxx yyy Zzz
2 Xxx yyy Zzz
... ... ... ...

VDU 표는 각 VDU에 대한 엔트리를 가지며, 각 VDU에 대해서 하드디스크 상의 제 1 LBA의 번호와, LBA를 통한 VD
U의 크기와, VDU에 의해 나타내어진 비디오 부분에 대한 시간 간격(비디오 스트림의 시작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초 
단위로 나타내짐)을 지시한다. 이러한 간격은 엔트리들을 TT 표에 명기한다(specify).

시간 인덱스 표(TIT : Temporal Index Table), VDU 표 및 VDU들은 하드디스크 상에 저장된다. 이러한 표들은 메
모리(5)의 트릭모드 버퍼 영역(17)으로 또한 로딩되며, 이는 비디오를 하드디스크에 레코딩하는 경우에 변형하고, 하
드디스크로부터 재생하는 경우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다. 필요한 VDU들은 또한 이용 가능한 자유 메모리의 양에 따라 
하드디스크로부터/로 판독/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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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 및 VDU 표들과 VDU들에 저장된 트릭모드 데이터의 생성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생성되는 정보는 세 종류, 즉 디멀티플렉싱된 비디오 패킷들로부터 직접 추출된 정보와,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를 설명
하는 정보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상의 특정한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다. 처음 경우에, 스트림에
서의 PES 또는 화상 헤더들에 대한 간단한 파싱이 필요한 정보를 산출한다. 두 번째 경우에, 비디오 스트림은 분석되어
야 하고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가 기억되어야 한다. 세 번째 경우에, 정보가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더 구해져야 한다. 표 
6은 각 데이터 종류에 대한 기원을 지시한다.
    

표 6

설명자 데이터 기원
S 시퀀스 인덱스 비디오 스트림 분석
S 제 1 화상 인덱스 비디오 스트림 분석
S PES 정렬 PES 헤더
S SEU 주소 파일 시스템 & 기록 FIFO 관리
S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파일 시스템 & 기록 FIFO 관리
S 화상 목록 비디오 스트림 분석
S PES 헤더 목록 비디오 스트림 분석
S 그 다음 시퀀스 주소 비디오 스트림 분석
S 앞선 시퀀스 주소 비디오 스트림 분석
P 유형 화상 헤더
P 시간 기준 화상 헤더
P 필드/프레임 화상 헤더
P SEU 주소 파일 시스템 & 기록 FIFO 관리
P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파일 시스템 & 기록 FIFO 관리
P PES 시퀀스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비디오 스트림 분석
P 그 다음 화상 주소 비디오 스트림 분석
E SEU 주소 파일 시스템 & 기록 FIFO 관리
E SEU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파일 시스템 & 기록 FIFO 관리
E PES 시퀀스에서의 제 1 바이트의 주소 파일 시스템 & 기록 FIFO 관리
E 그 다음 PES 헤더의 주소 비디오 스트림 분석

이하에서, 하나의 기본 비디오 스트림만이 주어진 시간에 레코딩되는 것으로, 즉 하나의 비디오 PID만이 필터링되는 것
으로 가정된다. 만약 하나보다 많은 비디오 PID가 필터링된다면, 표들과 VDU들이 각 스트림을 위해서 동시에, 개별적
으로 생성된다.

파싱은 TS 계층 레코딩 및 PES 계층 레코딩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동일한 항목들이 저장된 데이터에서 
발견된다(spot). 변경되는 점은, TS 레코딩의 경우 항목이 발견될 때 이 항목을 포함하는 TS 패킷의 TS 헤더에 대한 
주소가 이 항목의 주소 대신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디멀티플렉서에 의해 메모리(5)에 저장된 TS 패킷 또는 PES 패킷은 먼저 시퀀스 헤더, PES 헤더 또는 화상 헤더를 검
출함으로써 분석된다. 이러한 헤더들 각각은 MPEG Ⅱ 비디오 표준에 의해 한정된, 사전에 한정된 시작 코드를 가지며, 
인입 TS 패킷 패이로드 또는 PES 패킷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두 PES 패킷으로 확산된 화상 또는 시퀀스 시작 코
드들과, 두 TS 패킷으로 확산된 화상, 시퀀스 또는 PES 헤더 시작 코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검출된 헤
더에 대해서, 대응하는 설명자(S, P, E)가 생성된다. PES 및 화상 헤더들이 설명자들에 삽입될 관련 필드들을 추출하
기 위해서 더 파싱된다. 시퀀스와 화상은 제 1 시퀀스의 각 화상에서부터 시작하여 번호가 매겨지며, 시퀀스의 번호와 
각 시퀀스에서의 제 1 화상 번호가 시퀀스 설명자에 삽입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새 VDU가 VDU 크기를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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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매 3.5 초 동안의 비디오에 대해서 생성된다. 이러한 VDU는 평균 84개의 화상을 보유한
다. VDU는 완전한(complete) 시퀀스만을 보유하며, 따라서 특정한 VDU의 크기는 바뀔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는 오디오, 비디오 및/또는 기타 데이터가 기록되는 그 다음 SEU 블록 주소를 또한 결정한다. 파
싱 프로세스 동안에, 스트림 파서(3)는 SEU의 시작부분에 비교한 주어진 피스의 데이터(a given piece of data)의 바
이트 단위(또는 LBA 및 바이트)의 오프셋을 결정한다. 오프셋은 SEU가 디스크에 기록될 때마다 리셋된다. 오프셋은 
다음의 데이터 항목, 즉 PES 계층 레코딩의 경우 시퀀스 헤더, 화상 헤더, PES 헤더 및 TS 계층 레코딩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TS 패킷 헤더의 주소에 대해 결정된다. 이 세 헤더들을 위한 SEU 주소 및 오프셋이 각 설명자에 삽입된다.
    

VDU의 생성과 동시에, 마이크로프로세서는 VDU 표와 시간 표를 생성한다.

VDU 표에 대한 엔트리는 VDU가 디스크에 기록될 준비가 될 때마다 생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라서, VDU는 스트림 파
일 시스템의 파일에 기록된다. 각 VDU에 대해, VDU의 위치와 크기는 LBA 단위로 제공된다. VDU가 포함하는 시간 간
격(비디오 스트림의 시작부분에 비교해서 초 단위로 나타내짐)이 VDU에 포함된 화상의 번호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이 
정보는 또한 VDU 표에 삽입된다.

시간 인덱스 표는 본 실시예에 따라 초당 하나의 엔트리를 포함한다. 시간 인덱스 표의 내용은 VDU의 내용과 TS 헤더 
오프셋(TS 계층 레코딩의 경우) 또는 시퀀스 헤더 오프셋(PES 계층 레코딩의 경우)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VDU 표와 시간 인덱스 표 모두는 일단 생성되면 하드디스크에 기록된다. 이들의 크기와 이용 가능한 메모리에 따라서, 
이러한 표들을 분할하여 필요한 부분의 표들만 로딩해야할 수 도 있다.

의도적으로, VDU는 분할하게 하고, 메모리에서 다이내믹하게 재위치지정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주소지정을 사용
하여 링크된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5. 트릭모드 복원

트릭모드 비디오를 복원하는 동안에,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디코더에 송신되지 않는다.

이제, 트릭모드 목적을 위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의 재생이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 동안에, 마이크로프로세
서(10)는 앞서 레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실시간 스트림 편집과, 트릭모드 정보에 기초한 비디오 액세스 유닛(하
나의 화상에 대해 코딩된 데이터임)에 대한 추출 및 재 순서지정과, 디코더(9)의 급송(feeding) 및 디코딩 및 디스플
레이 프로세스의 제어를 수행한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의 랜덤 액세스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실제적인 방법은 단일 비디오 시퀀스를 포함하는 레코딩
된 스트림의 슬라이스(a slice of the recorded stream)를 디스크로부터 메모리(5)로 판독할 것이다. 전체 시퀀스가 
메모리(5)에 있으므로, 시퀀스에서의 각 화상은 비디오 디코더에 전송되도록 액세스될 수 있다.

PES 파서(6) 및/또는 TS 디멀티플렉서(7)는 대응하는 PES 계층 또는 TS 계층을 제거하고, PES 헤더와 TS 헤더 각
각으로부터 더 낮은 계층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버스로부터 직접이든 디멀티플렉서(7)로부터든간에 데이터를 수
신할 때, PES 파서는 유효한 PES 헤더 시작 코드 이전에 나타나는 임의의 데이터를 거부할 것이다.

    
트릭모드 재생의 경우, 스트림에서의 화상들은, 대응하는 시퀀스가 하드디스크로부터 판독되어진 후 메모리에서 하나씩 
액세스된다. 그러나, TS 레코딩 모드이든 PES 레코딩 모드이든 간에, 규칙적으로 PES 헤더가 대응하는 화상 헤더의 
바로 앞에 있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화상 헤더는 PES 패킷 패이로드의 시작부분 상에 반드시 정렬되지는 않으며, 고
려된 화상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가 PES 헤더와 화상 헤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PES 파서가 정확하게 동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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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PES 헤더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PES 파서는 화상 데이터를 비디
오 디코더(9)에 전달하지 않을 것이고, 제 1 PES 헤더의 앞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보통 디코더가 리셋된 이후 거부된
다. 따라서, PES 헤더가 앞에 오지 않은 화상 데이터가 뒤에 오는 화상 헤더가 또한 거부될 것이다. 본 실시예에 따라
서, 더미 PES 헤더가 디코딩될 화상의 화상 헤더 앞에 삽입된다. 따라서, 일관성의 PES 스트림이 복구되며, 최소량의 
관련 없는 데이터가 하드디스크로부터 판독되고, 어떠한 관련없는 데이터도 디코더(9)에 전달되지 않는다.
    

정상 속도의 12배인 고속 전진을 포함하는 간단한 예가 더미 PES 헤더의 삽입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예
를 위해서, I-유형 화상들만이 액세스되는 것으로 가정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닐 때, 즉 디스플레이되는 화상이 
P-유형 또는 B-유형일 때에 취해질 사전 주의사항이 이후에 설명될 것이다.

정상 속도의 10배인 고속 전진은 12개의 화상중 하나의 화상을 판독하여(I-유형의 화상들만이 액세스된 것으로 가정) 
디코딩하며, 이 디코딩된 화상들을 하나의 화상의 정상 속도로, 즉 50 Hz 프레임 속도의 경우 매 40 ms마다 디스플레
이하는 것을 포함한다.

(a) PES 계층 레벨에서의 스트림 편집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제 1의 임무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추출될 제 1 비디오 액세스 유닛을 결정하는 것이
다. 만약 고속 전진이 비디오 스트림의 시작부분에 비교해서 시간(T)에서 시작한다면, 디스플레이될 제 1 화상은 T시
간 이후에 스트림에서 존재하는 제 1 화상이다.

VDU 표와 시간 표에서 인덱스로 사용되기 위해서, T는 정수 개수의 초 단위의 시간들로 절단된다. VDU 표를 사용하
여, 대응하는 VDU는 EIDE 인터페이스로부터 요청을 받으며, 이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메모리(즉, 트릭모드 버
퍼 영역)에 로딩된다.

시간 표는 화상 설명자를 포함하는 이러한 VDU에서의 시퀀스 설명자를 가리킨다. 시퀀스 설명자의 내용은 이에 대응하
는 전체 비디오 시퀀스를 메모리(5)에 로딩하는데 사용된다. 디코더(9)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가 디코더(9)의 디코
딩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된다. 이때, 화상 데이터가 다음에 오는 더미 PES 헤더를 송신하기 이전에 시퀀스 
헤더를 PES 파서에 송신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 화상이 40 ms를 나타내며, 화상 목록(시퀀스에서의 화상들의 다른 화상 설명자를 가리킴)을 사용하므로, 적절한 시
간에서(in time) T에 가장 근접한 화상 설명자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 화상 설명자는 메모리에 로딩된 비디오 시퀀
스에서의 화상 헤더의 오프셋을 나타낸다. 따라서, 원하는 화상이 디코더에 전달되며, 디코더는 이러한 화상을 정확하
게 다루기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의해 프로그래밍된다.

이 경우에, 트랜스포트 계층이 이미 제거되었으므로, 데이터가 메모리(5)로부터 PES 파서(6)에 제공된다.

도 7a 및 도 7b는 디코딩될 화상을 포함하는 PES 패킷들로 매핑(mapping)된 순차적인 화상들의 형태 하에서의 PES 
스트림을 나타낸다. 나타내어진 스트림의 부분은, 만약 PES 계층만 레코딩되었다면, 비디오 판독 FIFO에 저장된 스트
림일 것이다. 각 화상 데이터의 앞에는 화상 헤더가 오며, 이들은 함께 비디오 액세스 유닛을 형성한다. 스트림은 일반
적으로 기본 비디오 스트림의 내용과는 무관한 위치에서 PES 헤더를 포함한다.

도 7a는 화상(n)이 디스플레이될 화상인 편집되지 않은 PES 스트림을 도시한다. 이 화상의 앞에는 헤더가 온다. 화상
(n)의 화상 헤더를 포함하는 PES 패킷의 헤더가 화살표로 나타내어졌다. 도 7b는 편집된 PES 스트림을 도시하며, 이 
스트림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0)는 화상(n)의 화상 헤더의 바로 앞에 더미 PES 헤더를 삽입하고, 이는 두 헤더 사이
에서 임의의 데이터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다.

본 실시예에 따라서, 더미 PES 헤더는 표 7에 제공된 포맷을 갖는다. 이것은 MPEG Ⅱ 시스템 문서에 의해 허용되는 
가장 짧은(즉 9바이트) 헤더이며, 비디오 판독 FIFO의 내용이 화상 헤더 오프셋에 의해 한정된 주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독되기 이전에 비디오 디코더(9)에 전달된다. 이때, 디코더는 유효한 PES 스트림을 알아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
에 의해 지시되는 대로 이 화상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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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PES 헤더는 디코더에 전달되는 비디오 액세스 유닛 시퀀스에서 갭(gap)이 있을 때마다 삽입된다.

아래의 표 7에서, 'Ox' 표기법은 16 진수값을 나타낸다. 소문자 'u'는 가변적인 2 진수를 나타낸다.

표 7: 더미 PES 헤더

값 의미
0000 0000 0000 0000 00000001(" 0x000001" ) 패킷 시작 코드 접두부(prefix)
1110 uuuu(여기서, 'uuuu'는 " OxEO와 OxEF" 사
이에서 변한다

비디오 스트림 번호(uuuu)b

0000 0000 0000 0000(" OxOOOO" ) PES 패킷 길이
10(7:6) uu(5:4) 0(3) 0(2) 0(1) 0(0) PES_스크램블링(scrambling)_제어: 이러한 두 비트는 이전의 PES 패킷 헤더로부

터의 동일한 비트에 대한 복사본(copy)이어야 한다PES_낮은_우선순위데이터_정
렬_지시자: 비디오 시작 코드가 PES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지의 여부는 한정되지 
않는다저작권원본_또는_복사본: PES 패킷 패이로드는 복사본이다.

00(7:6) PTS_DTA_플래그: 어떠한 PTS 및 DTS 필드도 존재하지 않는다
0(5) ESCR_플래그: 어떠한 ESCR 필드도 존재하지 않는다
0(4) ES_속도_플래그: 어떠한 ES_속도 필드도 존재하지 않는다
0(3) DSM_트릭_모드_플래그: 어떠한 DSM_트릭_모드 필드도 존재하지 않는다
0(2) 추가_복사본_정보_플래그: 대응하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0(1) PES_CRC_플래그: 대응하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0(0) PES_확장_플래그: 대응하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0000 0000(" 0x00" ) PES 패킷 헤더 길이(PES 헤더에 더 이상의 바이트가 없다)

(b) TS 계층 레벨에서의 스트림 편집

이 경우, 데이터는 판독 FIFO(22)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멀티플렉서(7)에 전송된다.

TS 계층은 PES 계층에 비교해서 추가적인 제약을 갖는다: 편집은 TS 패킷 레벨에서 단지 수행될 수 있다, 즉 전체 T
S 패킷이 더해지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기존의 패킷에서의 바이트 삽입 또는 삭제는 결국 유효한 TS 스트림을 초래한
다.

    
그 결과로, 디코딩될 화상을 포함한 SEU의 결정은, (a)의 경우에 비교해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다. 다시, 화상을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를 포함하는 스트림의 전체 슬라이스(a whole slice of stream)가 메모리(5)에 로딩된다. 전
체 TS 패킷들을 디멀티플렉서(7)에 단지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순응하기 위해서, 디코딩될 화상의 화상 헤더를 포
함하는 TS 패킷의 TS 헤더에서부터 시작하는 판독을 시작해야 한다. 트릭모드 정보는 필요한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TS 스트림 레코딩의 경우, 트릭모드 정보 설명자의 모든 주소는 TS 패킷 경계상에서 적절하게 정렬된다.
    

도 8a는 디코딩될 화상의 화상 헤더를 포함하는 동일한 비디오 성분을 갖는 패킷(즉, 동일한 PID를 가짐)의 TS 스트
림을 나타낸다.

PES 헤더만을 삽입하는 대신, 전체 TS 패킷이 삽입된다. 이러한 TS 패킷은 (a)에 관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더미 PE
S 헤더를 또한 포함한다. 도 8b는 TS 패킷을 삽입한 이후의 스트림을 예시한다.

    
삽입된 TS 패킷 헤더는 화상 헤더를 포함하는 TS 패킷의 TS 패킷 헤더의 PID 값과 같은 PID 값을 포함한다. TS 패킷 
헤더는, 모듈로 16을 취해 1만큼 감소되는, 화상 헤더를 포함하는 TS 패킷의 TS 패킷 헤더의 연속_카운트 값과 같은 
연속_카운트 값을 포함하며, 이는 그 다음의 TS 패킷의 값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연속_카운트 값은 메모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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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에서 직접 판독된다. 적응 필드 플래그들 사이에서, 불연속 에러 플래그가 임의의 이전의 연속_카운트 값에 비교
해서 불연속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팅된다. 적응 필드의 길이는, 헤더가 포함된 전체 TS 패킷의 길이가 188 bytes가 
되도록 선택된다.
    

    
TS 패이로드는 이미 설명된 더미 PES 헤더를 포함한다. (a)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화상 헤더가 TS 헤더의 끝부분과 
반드시 정렬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없는 즉 쓸모 없는 데이터가 디코딩될 화상의 화상 헤더와 PES 헤더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비디오 디코더에게 이 관련 없는 데이터를 무시하도록 통보하기 위해서, 삽입된 TS 헤더는 더미 PES 헤더 이
후에 시퀀스 에러 코드를 또한 포함한다. 도 9는 디코더에 의해 수신되고, PES 계층이 제거된 데이터를 예시한다. 화상
(X)은 디코딩될 화상이다. 디코더의 입력 버퍼는 이전에 수신된 부분적인 데이터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며, 이 부분적
인 데이터는 예컨대 화상(B)와 같이 디코딩되는 이전의 화상의 전송으로부터 발생되고, 화상(B+1)에 관련되어 있다. 
화상(X-1)에 관한 데이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의해 삽입된 더미 TS 패킷과 화상(X)의 화상 헤더 사이에 존재
하는 데이터이다. 더미 TS 패킷의 TS 헤더는 디멀티플렉서(7)에 의해 제거되어지고, 더미 TS 패킷의 패이로드에 포
함된 더미 PES 헤더는 PES 파서(6)에 의해 제거되어진다. 화상(B+1)과 화상(X-1)의 부분적인 데이터 사이에는, 또 
다른 코드(" OxB4" )가 앞에 오는 에러 시퀀스 코드(" OxOO OO O1 B4" )가 남아있다.
    

MPEG Ⅱ 비디오 문서의 섹션 6.2.1 및 표 6-1에 특히 언급되어진 시퀀스 에러 코드를 검출하자마자, 디코더(9)는 이 
에러 코드 이전에 수신되어진 모든 데이터를 거부하며, 그 다음 화상 헤더까지의 이후에 수신되어진 모든 데이터를 거
부한다. 디코더(9)는 이러한 동작을 하도록 구성된다.

    
시퀀스 에러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즉 PES 파서(6)가 PES 헤더의 스트림을 제거하면, 삽입된 
PES 패킷의 앞에 오는 PES 패킷의 패이로드의 마지막 바이트는 시퀀스 에러 코드의 처음 바이트(즉 " OxOO" )와 결
합되어 화상 헤더 시작 코드(즉, " OxOO OO O1 OO" )를 구성한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값(" OxB4" )의 
바이트가 더미 PES 헤더와 시퀀스 에러 코드 사이에 삽입된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앞선 PES 패킷 패이로드의 마지막 
세 바이트가 사실 " OxOO OO O1" 이라면, 형성된 코드는 또 다른 시퀀스 에러 코드" OxOO OO O1 B4" 가 된다. 이 
코드가 한 번 또는 두 번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비디오 디코더의 동작에 관한 한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세 바이트 및 " 
OxB4" 바이트가 시퀀스 에러 코드를 형성하지 않을 때, B4의 존재는 그 다음의 시퀀스 에러 코드가 어쨌든 추가적인 " 
OxB4" 를 포함하는 비디오 디코더의 입력 버퍼의 앞선 내용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표 8: 더미 PES 헤더와 시퀀스 에러 코드를 갖는 TS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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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의미
헤더
0x47 동기화 바이트
0(7) 1(6) 0(5) (PID 5 MSB) (4:0) TS 패킷에 어떠한 에러도 없음PES 패킷의 시작낮은 우선 순위의 트랜스포트

비디오 스트림 구성요소 PID의 5개의 MSB
(PID 8 LSB) (7:0) 비디오 스트림 구성요소 PID의 8개의 LSB
00(7:6) 11(5:4) (N-1)(3:0) 스크램블링 되지 않은 TS 패이로드패이로드가 다음에 오는 적응 필드연속_카

운트: 그 다음 TS 패킷 연속_카운트-1의 값을 취한다(모듈로 16)
OxA9(169 Dec ) 적응 필드 길이:183에서- 더미 PES 헤더의 길이(9 bytes)- 시퀀스 에러 코

드길이(5 bytes)의 합을 뺀 값과 같다
1(7) 0000000 (6:0) 적응 필드 플래그: 불연속성 에러가 세팅된다.
OxFF*168 168 스터핑 bytes
패이로드
0x000x000x01(1110 uuuu)b0x000x00(10uu 0000)
b0x000x00

더미 PES 헤더

OxB4 이후에 제공되는 코드는 원하지 않는 시퀀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00 00 01 B4 시퀀스 에러 코드

    
보통, 트릭모드 동안에 하나씩 액세스되는 화상들이 반드시 내부-유형의 화상만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화상들을 디코
딩하며, 특정한 화상을 디코딩하기위해서 이들을 메모리에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디스플레이될 화상이 
P-유형의 화상이라면, 앞선 I-유형의 화상(디스플레이될 화상의 화상 설명자의 앞에 오는 화상 설명자를 사용하여 발
견될 수 있다)을 디코딩하고 이 I-유형의 화상을 먼저 디코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화상들은 화상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순서가 아니라 화상들이 디코딩되는 순서에 따라서 송신(및 저장)됨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순서는 
디스플레이 순서와 다르다. 비디오 디코더는 I-유형의 화상만을 디코딩하고, 이것을 디스플레이하지 않도록 마이크로
프로세서(10)에 의해 지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P-유형의 화상이 디코딩되고 디스플레이된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B-유형의 화상이 디코딩된다면, 앞선 및 이후의 I-유형 및/또는 P-유형의 화상은 하드디스크로
부터 추출되어 먼저 디코딩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실시예는 대개 TS 스트림 패킷 레코딩 및 재생에 관한 것이지만, 물론 다른 계층 특히 PES 계층에 대한 레코딩/재
생은 본 발명의 범위 바깥에 있지 않다.

게다가, 비록 본 실시예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10)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더라도, 이러한 
임무는 수신기의 다른 프로세서, 특히 비디오 디코더(9)에 의해 또한 수행될 수 도 있다.

또한, 비록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지만, 또 다른 유형의 장치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레코딩 가능한 컴팩트 디스크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사용될 수 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들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방법으로서, 패킷은 헤더(header)와 패이로드(payload)를 
포함하며, 기본 스트림은 상기 패킷들의 패이로드로서 캡슐화(encapsulate)되는, 디코딩 방법에 있어서,

- 상기 기본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를 선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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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목적 헤더 앞에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단계와;

- 상기 삽입된 패킷 헤더와, 상기 목적 헤더와, 상기 목적 헤더 이후 연속되는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
를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파서(parser)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은 PES 스트림, 상기 기본 스트림, 기본 비디오 스트림 및 상기 목적 헤
더(시퀀스 헤더, 화상 헤더, 화상 헤더 그룹중 하나)인,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된 패킷 헤더는 더미(dummy) 패킷 헤더인,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4.

패킷들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캡슐화하는 트랜스포트 (transport)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방법으로서, 
패킷은 헤더와 패이로드를 포함하며, 기본 스트림은 상기 패킷들의 패이로드로서 캡슐화되는, 디코딩 방법에 있어서,

- 상기 기본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를 선택하는 단계와;

-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앞에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삽입하는 단계로서, 상기 
삽입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은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헤더를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삽입 단계와;

-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이 다음에 오는 상기 삽입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패
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파서가 다음에 오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멀티플렉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및 상기 기본 스트림은 MPEG 순응형이며, 상
기 기본 스트림은 기본 비디오 스트림이며, 상기 목적 헤더는 시퀀스 헤더, 화상 헤더, 화상 헤더 그룹중 하나인, 트랜스
포트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6.

제 4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헤더에서의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패킷 헤더는 
더미 패킷 헤더인,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7.

제 4항 내지 제 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은 자신의 패이로드에 시퀀스 에러 코
드를 더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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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시작 코드와 같은 특정한 2진 시퀀스의 상기 기본 스트림 레벨로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 
시퀀스 에러 코드 이전에 추가적인 코드가 삽입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적인 코드는 코드(" OxB4" )인,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10.

제 4항 내지 제 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된 트랜스포트 패킷의 상기 헤더는,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의 헤더의 연속 카운터 값에서 1을 뺀 값과 같은 연속 카운터 값과, 연속 카운터 불연속 정보(a 
continuity counter discontinuity information)를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코딩 방법.

청구항 11.

- 패킷화된 기본 스트림 포맷을 갖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저장 장치와;

- 패킷화된 기본 스트림 포맷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적응된 비디오 디코딩 회로와;

- 상기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에서 캡슐화된 기본 비디오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의 위치를 찾고, 상기 목적 헤더로부터 
시작하는 기본 스트림의 부분을 디코더에 전송하며, 상기 전송 이전에 상기 목적 헤더의 앞에 더미 패킷화된 기본 스트
림 패킷 헤더를 삽입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디코딩 장치.

청구항 12.

- 트랜스포트 스트림 포맷을 갖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와;

- 트랜스포트 스트림 포맷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적응되는 비디오 디코딩 회로와;

- 상기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에서 캡슐화되는 기본 비디오 스트림에서 목적 헤더의 위치를 찾고, 상기 목적 헤더를 포
함하는 기본 스트림 패킷을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에서 시작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디코더에 전송하며,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 헤더를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상기 목적 헤더를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
림 패킷 이전에 삽입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디코딩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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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 21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3

 - 22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4a

 - 23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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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6

 - 27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7a

 - 28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7b

 - 29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8a

 - 30 -



공개특허 특2001-0095018

 
도면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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