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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터스트림 신호처리의 버퍼 메모리 구조는, 데이터스트림 입력과, 데이터스트림을 임시로 기억하기 위
한 기억수단과, 상기 버퍼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수단과, 메모리 하우스키핑을 위한 메모리 관
리수단을 구비한다. 특히, 이 관리수단은 소프트웨어로 실행된다.

대표도

도2

색인어

하우스키핑, 데이터스트림, 버퍼 메모리, 다중레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명세서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청구항 1의 전문에 나타낸 바와 같은 데이트 스트림 신호처리의 버퍼 메모리 구조에 관한 것이
다. 미국 특허 제 4,314,361호, 제 4,236,225호 및 제 4,222,102호는 각각 고정 입력 및 가변 출력과, 가
변 입력 및 고정 출력과, 양쪽의 가변 입력 및 가변 출력을 갖는 FIFO 구조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러한 
기본 FIFO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상기한 참조문헌은 오로지 하드웨어에 근거한 하우스키핑
(housekeeping) 만을 사용한다. 본 발명자는 특히 보다 복잡한 프로세싱 모드를 허용하기 위해, 향상된 
그리고 보다 적응성있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경험해 왔다. 또한,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서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인 위치로의 정보의 이동은 제한된 전송 능력의 면에서, 즉 지금까지 가장 큰 데이터스트림 용량의 
면에서 가능한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도한 지연도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데이터 항목이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몇 번 사용될 때 더욱 더 적용된다. 물리적인 이동에 대한 최종의 
논쟁은 물리적인 데이터 트랜스포트에 대한 전력 소비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결국, 무엇보다도, 본 발명의 목적은, 공용의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 상에 다양한 논리적인 버퍼의 맵핑
(mapping)을 허용하면서 물리적인 데이터 전송을 매우 소량으로 줄이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관점 중 
하나에 다르면, 본 발명은 청구항 1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기술한 바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메모리 관리는 다중레벨 하우스키핑을 위해 조정된다. 데이터 포맷의 정의는 특정한 각종 
연속적인 레벨을 종종 포함한다. 특별한 포맷에 대하여 하우스키핑을 관련된 하우스키핑 레벨로 지정함으
로써, 쉬운 방법으로 적응성을 얻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면은 종속항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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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관점 및 이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면서, 특히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도 1은 이 구조를 맵핑하는 전형적인 하드웨어이고,

도 2는 데이터 흐름 구조의 예이며,

도 3은 전형적인 섹터 헤더 포맷이고,

도 4는 오디오 섹터의 전형적인 사용자 데이터 포맷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구조를 맵핑하는 전형적인 하드웨어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프로세서는 애플리케이션
을 위해 충분한 용량을 갖는 버스 설비(80) 주변에 있고, 데이터, 어드레스, 버스 설비에 접속된 다양한 
서브시스템들 사이의 제어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적당한 폭을 갖는다. I/O 서브시스템(88)은 상호접속선
(90)을 통해 외부계와 인터페이스한다. 프로세싱 설비(82)는 필요한 프로세싱 동작을 실행한다. RAM 메모
리(92)는 도 2를 참조하면서 후술하는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기억한다. 메모리 관리부(84)는 메모리(92)
에 대하여 다양한 하우스키핑 태스크를 실행한다. ROM 메모리(86)는 적당한 소프트웨어가 프로세싱 설비
(82)에 기억되지 않는 한, 적당한 소프트웨어의 기억을 허용할 것이다.

도 2는 데이터 흐름 구조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직렬 데이터는 광학 고용량 디스크 또는 원격 
방송 등의 적당한 공급원 라인 공급원으로부터 데이터스트림 입력(20) 상에 수신된다. 복수의 공급원은 
병렬로 또는 교대로 접속가능하다. 데이터스트림의 폭은 적당한 방법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후의 실시예
에 있어서, 데이터 공급원은 기능들을 시스템 및 사용자에게 인에이블하기 위해 관련된 디지탈 오디오와 
또 다양한 여분의 데이터로 완성된 디지탈 비디오를 기억하는 DVD 또는 VCD 디스크이다.

모듈(22)은 데이터를 판독하고, 그 데이터를 버퍼(24) 내에 기억한다. 특히, 이 모듈은 DMA 특징을 갖는
다. 여기서, 이 데이터가 도 1의 접속선(90) 상에서와 같은, 외부계로부터 수신되는 것 만큼, 그 기억은 
물리적이다. 다른 버퍼로의 다음의 데이터 기록은 일반적으로 후에 논의되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논리적
인 지정을 통해서 실행된다. 적절한 판독-변경-기록 메모리 사이클이 실행 가능하면, 이 경우에는 프로세
싱 설비와 메모리 사이의 물리적인 데이터 트랜스포트가 있다. 게다가, 모듈(22)은 데이터 상에서 오류를 
체크하는 것을 수행하고, 필요하고 실행가능하다면, 오류 정정을 수행한다. 적절한 레벨의 정확성을 찾아
내거나 적절한 레벨의 정확성에 도달할 때, 사용자 데이터는 암호해독 제어 모듈(51)에 제공된다. 이들 
사용자 데이터는 섹터 헤더 및 오류 검색 정보 ECC를 차단한다.

암호해독 제어 모듈(51) 다음으로, 정정된 데이터는 프리 네비게이션(pre-navigation) 특징에 대하여 사
용되는 버퍼(30)에 할당된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리고 데이터 
상에서 어떠한 동작도 필요로 하는 일이 없이, 빠른 전진 또는 빠른 후진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진행시킨다. 암호해독 제어 모듈(51)에서, 데이터는 필요하다면, 적당한 암호해독 키를 통해서 암호해독
된다. 다음에, 암호해독된 데이터는 버퍼(26)에 할당된다. 이 버퍼는 균등한 높은 속도로 데이터를 수신
하고, 제공되는 다양한 공급원 압축에 따라, 가변 속도로 데이터를 출력한다. 모듈(28)은 버퍼(26) 내에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또한 버퍼(34, 38, 42, 48, 49)에 판독된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들 버퍼의 처음 3
개의 버퍼는 모듈(36, 40, 44)과 각각 인터페이스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모듈(40)은 입력으로서 패킷화된 기본 스트림(packetized elementary stream) PES를 
요구하는 MPEG 비디오 디코더이다. 또한, 모듈(36)은 입력으로서 기본 스트림을 요구하는 MPEG 오디오 디
코더이다. 모듈(44)은 서브픽쳐(subpicture) 디코더이다. 버퍼(48)는 버퍼(30)와 비슷한 사용자 네비게이
션을 허용하지만, 소위 이음매없는 점핑(seamless jumping)과 같은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복사방지되었
던 정보 등의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제어 모드를 고려한다. 버퍼(49)는 다양한 오버레이 기능 형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서브코드 항목의 기억, 그러한 타임코드 표시 및 더 나아가서 사용자 네비게이션을 허용
한다.

버퍼(34, 38)에 대한 하우스키핑은 모듈(36, 40, 44)에 의해 정보의 필요한 부분만 판독되도록 하는 것이
다. 최종 버퍼(46)는 폐쇄한 캡션 정보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위해, 비디오 디코더(40)에 
의해 공급된다. 다양한 버퍼 사이즈는 이후에 지정될 것이다. 이들 사이즈는 관련된 데이트 스트림의 패
킷의 구조에 근거한다. 예컨대, 비디오 정보량은 오디오 정보량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만, 서브코드 정보
량은 훨씬 적다.

가장 우측 또는 가장 낮은 레벨에서만 필요하지 않은 도시한 다양한 모듈 중 하나는 각각의 화살표로 표
시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장치에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기억된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이와 같은 장치
는 비디오용 텔레비젼 모니터, 오디오용 음성 프레젠테이션 장치 및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보 데이터의 또 
다른 스트림일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다음 형태의 사용자 네비게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은 도시되지 않은 제어장치일 것이다.

도 3은 전형적인 섹터 포맷을 나타내고, 이것은 인터페이스(20)와 관련된 것과 같은 포맷에 속한다. 도시
된 것과 같이, 섹터는 섹터의 범위를 정하고, 시간 값, 식별자, 및 다음에 그 기억을 조직화하기 위해 사
용되는 아마 다른 파라미터들을 나타내는 섹터 헤더를 포함한다. 부분(54)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수신되었
던 심볼의 백분율을 정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리드-솔로몬(Reed-Solomon) 코드의 여분의 심볼과 같
은  오류  보호  코드를  포함한다.  정정을  수행한  후에,  부분(54)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하는  데는 
필요없다. 일반적으로, 헤더 및 ECC 정보는 격리되고, 다음의 액세스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 4는 오디오 섹터의 전형적인 사용자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다. 여기서, 섹터는 각각이 관련된 패킷 헤
더 정보를 구비하는 2개의 오디오 데이터의 패킷과, 관련된 오디오 데이터의 2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오
디오 부분의 수는 서로 다르고, 그들 사이즈는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레벨에서의 헤더의 기능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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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이다. 때때로, 헤더 정보는 격리되고, 다음 액세스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디코더의 형태는 
정보의 보다 용이한 한계결정을 위해 헤더를 사용할 수 있다.

도 2의 부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SBM: 스트림 버퍼 관리자(Stream Buffer Manager)

SP: 섹터 프로세서(Sector Processor)

DCRYP: 암호해독 제어(DeCRYPtion Control)

DMX: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

AUD: 오디오 디코더(AUDio decoder)

VID: 비디오 디코더(VIDeo decoder)

SUBP: 서브픽쳐 디코더(SUBPicture decoder).

DVD 디스크의 용량: 14 GByte

입력 데이터 전송속도: 11 Mbit/sec

버퍼 사이즈 표시:

SBM_ERRCHECK 10 KByte

SBM_VBR 500 KByte

SBM_PRENAV 20 KByte

SBM_AUDIO 20 KByte

SBM_VIDEO 250 KByte

SBM_SUBPIC 64 KByte

SBM_POSTNAV 20 KByte

SBM_SUBCODE 1 KByte

SBM_VID_USER_DATA 5 KByte

SBM은 제조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나타내지 않은 방법으로 모든 버퍼 액세스를 제어
하고, 특히, 다음을 제어한다:

 버퍼 유니트의 풀

 각 유니트에 대하여 어떤 버퍼로부터의 유니트에 대한 참조 수의 관리

 프리 버퍼 유니트를 나타내는 링크된 리스트

 각 버퍼에 대하여 버퍼 유니트 내의 적용가능한 범위에 대한 버퍼 유니트와 추가 관리의 링크된 리스
트.

모든 버퍼는 비파괴적인 "피크(peek)" 설비를 갖는 FIFO라고 가정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랜덤 액세스와 같은 서로 다른 구조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히, 시나리오는 표준 플로우챠트의 대안으로
서, 목록의 형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데이터는 상당한 양의 N 바이트(섹터 사이즈)의 픽쳐의 왼쪽에서 들어온다

 유니트의 사이즈는 또한 N 바이트이다

 SP는 SBM을 요청하여 N 바이트를 SBM_ERRCHECK에 기록한다

 SBM은 프리 리스트로부터 제 1 유니트를 얻고, DMA를 제공하여 데이터를 복사한다

 SBM은 유니트에 대한 참조 수를 "1"로 설정한다

 SBM은 범위 표시[0,N)를 갖는 버퍼 SBM ERRCHECK의 리스트와 유니트를 더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부의 
버퍼 경계선이 포함되며, 상부 버퍼 경계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류가 없는 M 신규 섹터가 하드웨어에 의해 표시되면, SP는 섹터가 정확하다고 가정한다

 SP는 SBM_ERRCHECK로부터 X 바이트(섹터 헤더 사이즈)를 판독한다

 SBM은 범위 표시를 [X,N]으로 갱신한다

 '피크' 판독을 통해서, SBM은 NAV 팩인지를 결정한다

 SP는 SBM을 요청하여 SBM_ERRCHEGK로부터 SBM_VBR로 N-X-Y를 복사한다(Y는 ECC 사이즈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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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 팩이면, SP는 또 SBM을 요청하여 (N-X-Y) 바이트를 SBM_PRENAV에 복사한다

 SBM은 범위 표시 [X, N-Y)를 갖는 SBM_VBR의 리스트와 유니트를 더하여, 유니트에 대한 기준의 수를 
증가시킨다

 NAV 팩이면, SBM은 또 범위 표시 [X, N-Y)를 갖는 SBM_PRENAV의 리스트와 유니트를 더하여, 다시 유
니트에 대한 참조 수를 증가시킨다

 SBM은 SBM_ERRCHECK에서의 범위 표시를 [N-Y, N)로 갱신한다

 SP는 SBM을 요청하여 SBM_ERRCHECK로부터 Y바이트를 판독한다

 SBM은 SBM_ERRCHECK에서의 범위 표시를 [N, N)로 갱신한다

 이것은 이 버퍼에 대한 유니트에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SBM은 SBM_ERRCHECK의 리
스트로부터 유니트를 제거하여 유니트에 대한 참조 수를 결정한다

 DMX는 '피킹(peeking)' SBM_VBR로 패킷 형태 및 사이즈 S를 결정한다

 NAV 팩의 경우에 있어서, DMX는 SBM을 요청하여 SBM_VBR로부터 SBM_POSTNAV로 S 바이트를 복사한다

 SBM은 범위 표시 [X, X+S)를 갖는 SBM_POSTNAV의 리스트와 유니트를 더하여 유니트에 대한 참조 수를 
증가시킨다

 SBM은 SBM_VBR에서의 유니트의 범위 표시를 [X+S, N-Y)로 갱신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SBM_POSTNAV로부터 B 바이트를 판독하기를 원한다

 SBM은 SBM_POSTNAV에서의 유니트의 범위 표시를 [X+B, X+S)로 갱신한다.

오디오 디코더는 다음의 PES 스트림을 요구한다고 가정한다:

 DMX가 SBM_VBR에서의 오디오 패킷을 발견할 때, DMX는 SBM을 요청하여 그들을 완전히 SBM_AUDIO로 복
사할 수 있다

 그 결과, SBM은 SBM_AUDIO의 리스트와 대응하는 유니트를 더할 것이고, 범위 표시를 [X, N-Y)로 설정
하며, 여기서 X 및 Y는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섹터 헤더 및 ECC 사이즈에 대응한다

 이 유니트는 SBM_VBR의 리스트로부터 제거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오디오 디코더는 다음의 기본 스트림을 요구한다고 가정한다:

 SBM_VBR의 리스트에서의 제 1 유니트의 내용은 도 4에 제시한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 유니트의 범위 표시는 [X, N-Y)이다

 '피킹'에 의해, DMX는 SBM_VBR에서의 오디오 패킷을 발견하여 패킷 헤더 사이즈 Q1과 패킷 사이즈 S1
을 결정한다

 DMX는 SBM을 요청하여 SBM_VBR로부터 Q1 바이트를 판독한다

 SBM은 SBM_VBR에서의 유니트의 범위 표시를 [X+Q1, N-Y)로 갱신한다

 DMX는 SBM을 요청하여 S1-Q1 바이트를 SBM_AUDIO로 복사한다

 SBM은 SBM_AUDIO의 리스트와 그 유니트를 더하여, 그 유니트에 대한 참조 수를 증가시킨다

 SBM은 SBM_AUDIO 버퍼에서의 표시 범위를 [X+Q1, X+S1)으로 설정한다

 SBMi는 SBM_VBR 버퍼에서의 범위 표시를 [X+S1, N-Y)로 설정한다

 '피킹'에 의해, DMX는 SBM_VBR에서의 오디오 패킷을 발견하여 패킷 헤더 사이즈 Q2와 패킷 사이즈 S2
를 결정한다

 DMX는 SBM을 요청하여 SBM_VBR로부터 Q2 바이트를 판독한다

 SBM은 SBM_VBR에서의 유니트의 범위 표시를 [X+S1+Q2, N-Y)로 갱신한다

 DMX는 SBM을 요청하여 S2-Q2 바이트를 SBM_AUDIO로 복사한다

 SBM은 SBM_AUDIO의 리스트와 유니트를 더하여 이 유니트에 대한 참조 수를 증가시킨다(이것은 동일한 
유니트가 동일한 버퍼로부터 복수회 참고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아래의 기록을 참조한다)

 SBM은 SBM_AUDIO 버퍼에서의 범위 표시를 [X+S1+Q2, X+S1+S2)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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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에 있어서, X+S1+S2는 N-Y와 같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SBM은 SBM_VBR에서의 범위 표시를 [N-Y, N-Y)로 설정한다

 이것은 이 유니트가 SBM_VBR로부터 제거될 수 있고, 이 유니트에 대한 참조 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 내용에 있어서, 최적화는 복수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다. 기본 스트림을 요구하는 오디오 디코더
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단일의 유니트가 2개의 각각의 범위를 지적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범위 
표시{[X+Q1, X+S1), [X+S1+Q2, N-Y)}를 SBM_AUDIO의 리스트에서의 소자의 범위 표시가 갖는 상태에 적용
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스트림 신호처리의 버퍼 메모리 구조에 있어서,

데이터스트림 입력과, 상기 데이터스트림을 임시로 기억하기 위한 기억수단과, 상기 버퍼 메모리를 액세
스하기 위한 액세스수단과, 메모리 하우스키핑을 위한 메모리 관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관리수단은 다중레벨 하우스키핑을 위해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초기 레벨의 하우스키핑은 오류 보호 대책을 실행하고, 데이터스트림 포맷화 항목을 격리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구조.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초기 이외의 레벨의 하우스키핑은 사용자 데이터 포맷화 항목을 격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레벨 하우스키핑은 적어도 3개의 레벨에 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개의 레벨은 다양한 모노미디어 정보 카테고리를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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