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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요약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영상 그룹(Group of Picture) 및 장면상세정보가 제1저장부에 저장되

며, 영상 그룹내의 특정 포맷의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이 제2저장부에 저장된다. 데

이터 제공부는 사용자로부터 영상의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제2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룩업테이블로부터

수신된 재생지점에 해당하는 시간정보에 따라 특정 포맷의 영상에 대한 파일위치를 검색한다. 데이터 제공부는 검색

된 파일위치에 기초하여 제1저장부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의하면, 사전에 시간에

따라 작성된 인트라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 등을 기초로 사용자가 요청한 위치에 해당하는 영상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영상 데이터의 장면상세정보가 현재 재생중인 영상과 다른 경우

에도 사용자가 요구한 위치의 장면상세정보 및 이 때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이진포맷장면정보, 파일 명칭, 인트라 코

드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로부터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인트라 코드 영상, 이진포맷장면정보, 랜덤 억세스, 영상 그룹, 엠펙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제공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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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제1저장부에 저장되는 영상 데이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영상 그룹에 대해 작성된 룩업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방법에 대한 일 실시예의 흐름도, 그리고,

도 5는 현재 재생중인 위치와 요청받은 위치의 기초 스트림의 동일한 경우 영상 데이터의 추출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임의의 위치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데이터 압축 및 전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선 및 무선을 통한 영상 데이터를 제공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엠펙(moving picture experts group : MPEG)기술을 이용하여 데

이터 스트림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MPEG은 동영상의 압축 및 전송에 대한 표준으로 MPEG1, 2, 4 등 여

러가지 표준이 사용 또는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MPEG표준 중 현재 많이 이용되는 것은 MPEG4로서, MPEG4는 매

우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음으로써 매우 낮은 비트율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동 멀티미디어 응용을 구현할 수 있

다.

한편,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영상 데이터 제공자에 의한 일방적인 영상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상 데이터의 제공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속정방향재생,

고속역방향재생, 랜덤 억세스 등과 같이 임의의 위치에 대한 영상 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따르면, 사용자가 영상 데이터를 제공받는 도중에 임의의 위치에 대한 영상 데이터의 전송을 요

청하면,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는 비트스트림 파싱(bitstream parcing)에 의한 막연한 양방향 검색을 수행한다

. 비트스트림 파싱은 전체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를 파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당 영상그룹내에서 사용자

가 원하는 위치와 가까운 인트라 영상(Intra picture)을 찾는 방법이다. 서버는 이러한 비트스트림 파싱에 의해 찾아낸

인트라 영상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와 가까운 인트라 영상을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정확한 영상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종래 기술의 경우, 랜덤 억세스 요청에 대해 비트스트림 파싱에 의한 막연한 양방향 검색을 수행하여 인트라 영

상을 검색하므로 빠른 검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속정방향재생 또는 고속역방향재생의 경우에도 현재 재생중인 

영상을 기점으로 이전의 인트라 영상이나 다음의 인트라 영상에 대해 데이터 자체를 비교하여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나아가 현재 재생중인 영상과 원하는 지점의 영상에 대한 장면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의 

기초 스트림(elementary stream)정보만으로는 원하는 지점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지점에 대한 영상 데이터의 전송요청이 있는 경우 빠

른 시간내에 정확한 검색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

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은, 영상 그룹(Group of Picture)이 저

장되는 제1저장부; 상기 영상 그룹내의 특정 포맷의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이 저장

되는 제2저장부; 및 사용자로부터 영상의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룩업테이블로부터 상기 재생지점에

해당하는 시간정보에 따라 특정 포맷의 영상에 대한 파일위치를 검색하고, 상기 파일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제1저장

부로부터 영상 데이 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부;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제공부는 상기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가 랜덤 억세스 요청인 경우, 상기 룩업테이블로부터

상기 시간정보를 기초로 파일명칭, 인트라 영상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

득하여 상기 파일위치를 검색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제공부는 상기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가 고속정방향재생 및 고속역방향재생 중 어느 하나

인 경우, 각각 인트라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로부터 현재 재생중인 영상의 이후 및 

이전의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파일위치를 검색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제공부는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재생지점에 대해 추출된 영상 데이터가 제공중인 영

상 데이터와 서로 다른 기초 스트림(Elementary Stream)인 경우에는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지점에서의 이진포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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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정보(BInary Format for Scene : BIFS)에서 지정된 기초 스트림내에서의 해당 시간에 대해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

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파일위치를 검색하여 상기 파일위치에 해당하는 장면상세정보 및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

상기 룩업테이블은 시간에 따른 장면상세정보, 인트라 영상 아이디, 파일명칭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방법은, (a) 사용자로부터 영상의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재

생지점에 해당하는 시간정보에 따라 특정 포맷의 영상에 대한 파일위치를 검색하는 단계; 및 (b) 상기 파일위치에 기

초하여 영상 그룹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a)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가 랜덤 억세스 요청인 경우,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로부터 상기 시간정보를 기초로 파일명칭, 인트라 영상의 아이디를 검색

하여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파일위치를 검색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a)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가 고속정방향재생 및 고속역방향재생 중 어느 하

나인 경우, 각각 인트라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로부터 현재 재생중인 영상의 이후 및

이전의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파일위치를 검색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재생지점에 대해 추출된 영상 데이터가 제공중인 영상 데이터와 서로 다른 기초 스트

림(Elementary Stream)인 경우에는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지점에서의 이진포맷장면정보(BInary Format for Scene

: BIFS)에서 지정된 기초 스트림내에서의 해당 시간에 대해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

기 파일위치를 검색하여 상기 파일위치에 해당하는 장면상세정보 및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

상기 룩업테이블은 시간에 따른 장면상세정보, 인트라 영상 아이디, 파일명칭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사전에 시간에 따라 작성된 인트라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 등을 기초로 사용자가 요청한 위치에 해당하는 영상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제공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제공 시스템(100)은, 제1저장부(110), 제2저장부(120) 및 데이터 제공부(130)

를 갖는다.

제1저장부에는 영상 그룹(Group of Picture)으로 작성된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다. 도 2는 제1저장부(110)에 저장되

는 영상 데이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하나의 영상 그룹은 1개의 인트라 코드 영상(Intra cod

ed picture), 3개의 예측 코드 영상(Predictive coded picture) 및 6개의 양방향 코드 영상(Bidirectional coded pict

ure)으로 구성된다.

인트라 코드 영상은 데이타 스트림의 어느 위치에도 올 수 있으며, 데이타의 임의 접근을 위해 사용되며, 다른 이미지

들의 참조 없이 부호화된다. 인트라 코드 영상은 정화상 압축방법(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 JPEG)을 이

용하지만, JPEG과는 달리 MPEG에서는 실시간으로 압축이 이루어진다. 인트라 코드 영상의 압축은 MPEG에서는 가

장 낮은 압출률을 보인다.

예측 코드 영상은 부호화와 복호화를 행할 때 이전의 인트라 코드 영상 정보와 이전의 예측 토드 영상의 정보를 사용

한다. 예측 코드 영상은 연속되는 이미지들의 전체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블럭들이 옆으로 이동한다

는 점 에 착안한 것이다. 즉, 움직임이 있는 경우 앞화면에 있는 물체 자체의 모양에는 큰 변화없이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전의 화면과 현재의 화면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것을 이용하여 차이값만을 부호화하는 것이다.

양방향 코드 영상은 부호화와 복호화를 행할 때 이전, 이후의 인트라 코드 영상과 예측 코드 영상을 사용한다. 양방향

코드 영상을 사용하면 높은 압축률을 얻을 수 있다. 양방향 코드 영상은 이전의 인트라 또는 예측 코드 영상과 양방향

코드 영상 이후의 인트라 또는 예측 코드 영상의 차이값을 가진다.

제2저장부(120)에는 인트라 코드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이 저장된다. 도 3은 도 2

에 도시된 영상 그룹에 대해 작성된 룩업테이블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룩업테이블에는 각각의

인트라 코드 영상에 대한 시간에 따른 정보가 기록된다. 룩업테이블에 기록되는 정보는 파일명칭, 인트라 코드 영상 

아이다, 인트라 코드 영상의 위치 정보, 이진포맷장면정보 등을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룩업테이블에 따르면, 시간 t에 대한 영상 그룹이 속하는 파일의 명칭은 f1, 해당 인트라 코드 영상의 

아이디는 I n , 해당 인트라 코드 영상의 위치정보(즉, 해당 인트라 코드 영상의 제1저장부에서의 물리적 위치)는 000

190, 프레임 번호는 n, 이진포맷장면정보(BInary Format for Scene : BIFS)는 BIFS#n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 t

+α에 대한 영상 그룹이 속하는 파일의 명칭은 f1, 해당 인트라 코드 영상의 아이디는 I n+1 , 해당 인트라 코드 영상

의 위치정보(즉, 해당 인트라 코드 영상의 제1저장부에서의 물리적 위치)는 000200, 프레임 번호는 n+1, 이진포맷장

면정보(BInary Format for Scene : BIFS)는 BIFS#n+β임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제공부(130)는 사용자로부터 영상의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룩업테이블로부터 재생지점에 해당하

는 시간정보에 따라 특정 포맷의 영상에 대한 파일위치를 검색하고, 파일위치에 기초하여 제1저장부(110)로부터 영

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100)은 인터넷을 포함하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150)을 통하여 사용자 단

말부(140-1 내지 140-n)에 연결되어 있으며,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 단말부(140-1 내지 140-n)로

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사용자 단말부(140-1 내지 140-n))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부, 시스템(100)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등을 구비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방법에 대한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위치에 대한 영상전송을 요청받으면

(S400), 데이터 제공부(130)는 현재 재생중인 위치와 요청받은 위치의 기초 스트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S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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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410단계의 확인과정은 요청받은 위치에 해당하는 시간에 따른 이진포맷 장면정보를 룩업테이블로부터 검색하

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S410단계에서 기초 스트림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S500단계로 진행한다. 기초 스트림이 동일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면 데이터 제공부(130)는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지점에서의 이진포맷장면정보(BInary Format for Scen

e : BIFS)에서 지정된 기초 스트림내에서의 해당 시간에 대해 인트라 코드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

한다(S420). 데이터 제공부(130)는 얻어진 인트라 코드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기초로 제1저장부(110)

로부터 장면상세정보 및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S430). 추출된 장면상세정보 및 영상 데이터는 통신망(150)을 통하

여 사용자 단말부(140-1 내지 140-n)에 제공된다(S440).

도 5는 현재 재생중인 위치와 요청받은 위치의 기초 스트림의 동일한 경우 영상 데이터의 추출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현재 재생중인 위치와 요청받은 위치의 기초 스트림의 동일한 경우에는 랜덤 억세스에 대한 요청인

가를 확인한다(S500). 상기 S500단계에서 랜덤 억세스에 대한 요청으로 확인되면, 데이터 제공부(130)는 룩업테이

블로부터 요청받은 위치에 대한 시간을 기초로 파일 명칭 및 인트라 코드 영상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인트라 코드 영

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한 후 제1저장부(110)로부터 제공할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S510).

상기 S500단계에서 고속정방향재생 또는 고속역방향재생에 대한 요청으로 확인되면, 데이터 제공부(130)는 룩업테

이블로부터 현재 제공중인 영상의 이전 또는 이후의 인트라 코드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한 후 제1

저장부(110)로부터 제공할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S520).

데이터 제공부(130)는 통신망을 통해 상기 S510 및 상기 S520단계에서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부(140-1

내지 140-n)로 제공한다.

한편, 설명의 편의상 상기 S400단계에서의 확인결과에 따라 상기 S500단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사용자

로부터 임의의 위치에 대한 영상전송을 요청받으면 상기 S500단계 내지 상기 S520단계를 수행한 후 현재 재생중인 

위치와 요청받은 위치의 기초 스트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재 재생중인 위치와 요청받은

위치의 기초 스트림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통신망(150)을 통해 사용자 단말부(140-1 내지

140-n)에 제공한다. 만약 현재 재생중인 위치와 요청받은 위치의 기초 스트림의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

기 S420단계 내지 S440단계를 수행한다.

이상에서 MPEG4 표준을 중심으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MPEG4

표준이외에도 비트 스트림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다른 표준에도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사전에 시간에 따라 작성된 인트라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 등을 기초로 사용자가 요청한 위치에 해당하는 영상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추출된 영상 데이터의 장면상세정보가 현재 재생중인 영상과 다른 경우에도 사용자가 요구한 위치의 장면상세정

보 및 이 때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이진포맷장면정보, 파일 명칭, 인트라 코드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로부터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

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그룹(Group of Picture)이 저장되는 제1저장부;

상기 영상 그룹내의 인트라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이 저장되는 제2저장부; 및

사용자로부터 고속정방향재생 및 고속역방향재생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영상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룩업테이블로부터 현재 재생중인 영상의 이후 및 이전의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재생지점에 해당하는 시간정보에 따라 상기 인트라 영상에 대한 파일위치를 검색하고, 상기 파일위치에 기초하

여 상기 제1저장부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제공부는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재생지점에 대해 추출된 영상 데이터가 제공중인 영상 데이터와 서

로 다른 기초 스트림(Elementary Stream)인 경우에는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지점에서의 이진포맷장면정보(BInary 

Format for Scene : BIFS)에서 지정된 기초 스트림내에서의 해당 시간에 대해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파일위치를 검색하여 상기 파일위치에 해당하는 장면상세정보 및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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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룩업테이블은 시간에 따른 장면상세정보, 인트라 영상 아이디, 파일명칭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이터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a) 사용자로부터 고속정방향재생 및 고속역방향재생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영상의 재생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

하면, 각각 인트라 영상의 위치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포함하는 룩업테이블로부터 현재 재생중인 영상의 이후 및 이

전의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재생지점에 해당하는 시간정보에 따라 상기 인트라 

영상에 대한 파일위치를 검색하는 단계; 및

(b) 상기 파일위치에 기초하여 영상 그룹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재생지점에 대해 추출된 영상 데이터가 제공중인 영상 데이터와 서로 다른 기초 스트림(El

ementary Stream)인 경우에는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지점에서의 이진포맷장면정보(BInary Format for Scene : BI

FS)에서 지정된 기초 스트림내에서의 해당 시간에 대해 인트라 영상의 위치 정보 및 프레임 번호를 획득하여 상기 파

일위치를 검색하여 상기 파일위치에 해당하는 장면상세정보 및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

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룩업테이블은 시간에 따른 장면상세정보, 인트라 영상 아이디, 파일명칭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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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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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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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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