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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코딩된 화상들을 버퍼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인코더에서 인코딩된 화상들을 형성하는 인코딩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이 방법은 인코딩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송 단계, 디코더로 전송된 r 전송

유닛들을 버퍼에서 버퍼링하는 버퍼링 단계, 및 인코딩 화상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디코딩 단계 역시

포함한다. 버퍼 사이즈는,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규정된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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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부호화된 화상들을 버퍼링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방법은 인코더에서 부호화된 화상들을 형성하는

인코딩 단계, 상기 부호화된 화상들을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송 단계, 부호화된 화상들을 복호화하여 복호화된 화상들을 형

성하는 디코딩 단계, 및 복호화된 화상들을 디코딩 순서로 정렬하는 재배열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시스템, 전송 장

치, 수신 장치, 인코더, 디코더,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저장 매체와도 관련이 있다.

배경기술

공개된 비디오 코딩 규격들에는 ITU-T H.261, ITU-T H.263, ISO/IEC MPEG-1, ISO/IEC MPEG-2, 및 ISO/IEC

MPEG-4 Part 2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격들은 여기서 통상적 비디오 코딩 규격들로서 언급될 것이다.

비디오 통신 시스템

비디오 통신 시스템들은 대화형(conversational) 및 비대화형 시스템들로 나뉠 수 있다. 대화형 시스템들에는 화상 회의

및 화상 전화가 포함된다. 그러한 시스템들의 예들에, 각각 ISDN, IP 및 PSTN 네트워크들에서 작동하는 화상 회의/전화

시스템을 특정하는 ITU-T 권고안 H.320, H.323, 및 H.324가 포함된다. 대화형 시스템들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디오-비디오 포획에서부터 원단(far-end) 오디오-비디오 프레젠테이션까지의) 단대단(end-to-end) 지연을 최

소화한다는 취지를 특징으로 한다.

비대화형 시스템들에는 DVD (Digital Versatile Disk)들이나 재생 장치의 대용량 메모리에 저장되는 비디오 파일들같이

저장된 콘텐츠의 재생, 디지털 TV, 및 스트리밍이 포함된다. 이 기술 영역들에서 가장 중요한 규격을 간단히 검토하면 아

래와 같다.

오늘날의 디지털 비디오 소비자 가전의 지배적 표준은, MPEG-2로서, 이것은 비디오 압축, 오디오 압축, 저장 및 전송

(transport)을 포함한다. 부호화된 비디오의 저장 및 전송은 기초 스트림 (elementary stream)이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기초 스트림은 한 소스로부터의 부호화된 데이터 (가령 비디오)와, 동기, 식별 및 소스 정보의 특성화에 필요한 보조 데이

터로 이뤄진다. 기초 스트림은 일정한 길이 또는 가변 길이의 패킷들로 패킷화 되어 패킷화된 기초 스트림 (PES,

Packetized Elementary Stream)을 형성한다. 각각의 PES 패킷은 헤더 및, 그에 뒤이어 오는 페이로드(payload)라 불리

는 스트림 데이터로 이뤄진다. 다양한 기초 스트림들로부터의 PES 패킷들이 합해져서 프로그램 스트림 (PS) 또는 전송 스

트림 (TS)을 이룬다. PS는 저장 후 재생 (stroe-and-play) 타입의 어플리케이션들 같이 무시해도 되는 전송 에러들을 갖

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것이다. TS는 전송 에러들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TS는 네트워크

처리용량(throughput)이 일정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ITU-T 및 ISO/IEC의 합동 비디오 팀 (JVT)에 의해 규격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JVT의 작업은 H.26L로 불리는 ITU-T

의 앞선 규격화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다. JVT 규격화의 목적은 ITU-T 권고안 H.264 및 ISO/IEC 국제 규격 14496-10

(MPEG-4 Part 10)과 동일한 표준 텍스트를 유포하는 것이다. 규격 초안을 이 명세서에서는 JVT 코딩 규격이라 칭하며,

그 규격 초안에 따른 코덱을 JVT 코덱이라 부른다.

코덱 사양 자체가 비디오 코딩 계층 (VCL) 및 네트워크 추상 계층(NAL) 사이를 개념적으로 구별한다. VCL은 코덱의 신호

처리 기능, 변환, 양자화, 모션 서치/보상, 및 루프 필터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비디오 코덱들 대다수,

모션 보상을 통한 화상 간 (inter-picture) 예측을 이용하는 매크로블록 기반 코더, 및 나머지 신호의 변환 코딩의 일반적

개념을 따른다. VCL의 출력이 슬라이스(slice)들이다: 소정 정수 개의 매크로블록들로 된 매크로블록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트 스트링, 및 (슬라이스의 최초 매크로블록의 공간적 어드레스, 초기 양자화 파라미터,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슬라이스 헤더 정보. 슬라이스들 내 매크로블록들은 다른 매크로블록 배치가 특정되지 않는 한, 소위 융통성 있는 매크로

블록 배치 (Flexible Macroblock Ordering) 신택스를 이용해 스캔 순서로서 정렬된다. 화상 내 (in-picture) 예측은 한 슬

라이스 안에서만 행해진다.

NAL은 VCL의 슬라이스 출력을, 패킷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또는 패킷 지향 멀티플렉스 환경에서의 사용에 적합한, 네트

워크 요약 계층 유닛(NALU, Network Abstraction Layer Unit)들로 캡슐화한다. JVT의 부록 B는 바이트-스트림 지향

네트워크들을 통해 상기 NALU들을 전송하기 위한 캡슐화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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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3의 옵션인 참조 화상 선택 및 MPEG-4 Part 2의 NEWPRED 코딩 툴이 각 화상 세그먼트당, 가령, H.263의 각 슬라

이스당 모션 보상을 위한 기준 프레임의 선택을 행할 수 있다. 게다가, H.263의 옵션인 인핸스드 참조 화상 선택

(Enhanced Refernece Picture Selection) 모드 및 JVT 코딩 규격이 각 매크로블록에 대한 기준 프레임의 선택을 별도로

행할 수 있다.

참조 화상 선택은 여러 타입의 시간적 확장(scalability) 방식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도 1은 여기서 재귀적(recursive)

시간 확장성으로 불리는 시간 확장 방식의 한 예를 보인다. 여기서 예로 든 방식은 세 가지 일정한 프레임 레이트로서 디코

딩될 수 있다. 도 2는 비디오 중복 코딩 (Video Redundancy Coding)이라 불리는 방식을 도시한 것으로, 여기서, 인터리빙

방식을 통해 화상들의 시퀀스가 둘 이상의 독립적으로 코딩되는 스레드(thread)들로 나눠진다. 이 도면 및 이어지는 다음

도면들에서 화살표는 모션 보상의 방향을 가리키며, 프레임들 아래의 값들은 프레임들에 대한 상대적 포획 및 디스플레이

시간들에 해당한다.

파라미터 집합 개념 (Parameter Set Concept)

JVT 코덱의 매우 기본적인 설계 개념 하나가, 개별 역량 (self-contained) 패킷들을 발생하여, 헤더 복제 같은 메커니즘들

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둘 이상의 슬라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미디어 스트림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위 계층 메타 정보는, 슬라이스 패킷들을 포함하는 RTP 패킷 스트림으로부터 확실하고

비동기적이며 미리 보내져야 한다. 이 정보는 또한 그러한 목적에 알맞은 대역 외 (out-of-band) 전송 채널을 갖지 못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대역 내 (in-band)로 전송될 수도 있다. 상위 레벨 파라미터들의 결합을 파라미터 집합 (Parameter

Set)이라 부른다. 파라미터 집합은 화상 사이즈, 디스플레이 윈도, 사용된 코딩 모드 옵션들, 매크로블록 배치 맵, 및 기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파라미터 집합 갱신치들을 슬라이스 패킷 스트림에 동기하여 전송할 필요 없이 (화상 사이즈 등의) 화상 파라미터들을 변

경할 수 있기 위해, 인코더 및 디코더는 둘 이상의 파라미터 집합의 리스트를 보유할 수 있다. 각각의 슬라이스 헤더마다

사용될 파라미터 집합을 가리키는 코드워드를 포함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패킷 스트림으로부터 파라미터 집합들의 전송을 분리 가능하게 하고, 사양 교환의 부수적 효과와 같은

것으로서 외부 수단이나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제어 프로토콜을 통해 파라미터 집합들을 전송할 수 있게 한

다. 이들이 절대 전송되지 않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계 사양에 의해 고정될 수도 있다.

전송 순서

통상적 비디오 코딩 규격들에서, 화상들의 디코딩 순서는 B 화상들을 제외한 디스플레이 순서와 동일하다. 통상의 B 화상

들 내의 한 블록은 두 개의 참조 화상들로부터 양방향 및 시간상으로 예측되며, 이때 한 참조 화상은 디스플레이 순서상 시

간적으로 앞선 것이고, 나머지 한 참조 화상은 시간상 뒤에 오는 것이다. 디코딩 순서상 최종 참조 화상이 디스플레이 순서

상 B 화상에 이어질 수 있다 (예외: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참조 프레임의 양 필드 화상들이 디코딩 순서에 있어 B 화상 앞에

올 수 있는 H.263의 인터레이스 코딩). 통상의 B 화상은 시간적 예측을 위한 참조 화상으로 사용될 수 없고, 그에 따라 통

상의 B 화상은 어떤 다른 화상들의 디코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배치될 수 있다.

JVT 코딩 규격은 앞서의 규격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특징들을 포함한다:

- 화상들의 디코딩 순서가 디스플레이 순서와 분리된다. 화상 넘버가 디코딩 순서를 가리키고, 화상 순서 카운트가 디스플

레이 순서를 가리킨다.

- B 화상 내 한 블록에 대한 참조 화상들은 디스플레이 순서상 B 화상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다. 결국, B 화상은 양방향(bi-

directional) 화상이 아닌 두 가지 예측 (bi-predictive) 화상을 뜻한다.

- 임의 타입 (인트라(intra), 인터(inter), B, 등등)의 화상은 참조 화상이 되거나, 비참조 화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B 화상은 다른 화상들의 시간적 에측을 위한 참조 화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한 화상은, 다양한 코딩 타입으로 코딩된 슬라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코딩된 한 화상은 가령, 인트라-코딩(된) 슬

라이스 및 B-코딩 슬라이스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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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딩 순서로부터 디스플레이 순서를 분리하는 것은 압축 효율 및 에러 회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압축 효율을 향상시키는 예측 구조의 한 예가 도 3에 도시된다. 박스들은 화상들을 나타내며, 박스 안의 대문

자는 코딩 타입을, 박스 안의 넘저들은 JVT 코딩 규격에 따른 화상 넘버들이고, 화살표들은 예측 종속 관계를 나타낸다. 화

상 B17은 화상 B18의 참조 화상임을 주지해야 한다. 압축 효율이 통상적 코딩에 비교해 잠정적으로 향상되는데, 그것은

화상들 B18의 참조 화상들이 PBBP 또는 PBBBP 코딩된 화상 패턴들을 갖는 종래의 코딩에 비해 시간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이다. 압축 효율은 종래의 PBP 코딩된 화상 패턴에 비해 잠정적으로 향상되는데, 그것은 참조 화상들의 일부가 양방

향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도 4는 에러 회복성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트라 화상 연기(postponement) 방법의 예를 보인다. 통상저으로,

인트라 화상은 가령 어떤 장면 컷 (scene cut) 직후에 코딩되거나 만기된 인트라 화상 리프레쉬(refresh) 기간에 대한 응

답으로서 코딩된다. 인트라 화상 연기 방법에서, 인트라 화상은 인트라 화상을 코딩할 필요가 생겨난 직후에 코딩되지 않

고, 대신 시간상으로 뒤에 오는 한 화상이 인트라 화상으로서 선택된다. 코딩된 인트라 화상과 인트라 화상의 통상적 위치

사이의 각 화상이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화상으로부터 예측된다. 도 4가 보이듯이. 인트라 화상 연기 방법은 두

개의 독립된 인터 화상 예측 사슬들을 발생시키는 반면, 종래의 코딩 알고리즘들은 한 개의 인터 화상 사슬을 생성한다. 두

개의 사슬 방식이 한 사슬의 통상적 방식보다, 말소 에러들에 대해 더 강력하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한 사슬이 패

킷 손실로 곤란을 겪는 경우, 다른 사슬은 여전히 올바로 수신될 수가 있다. 종래의 코딩에서, 패킷 손실은 항상 나머지 인

터 화상 예측 사슬에 에러 전파를 야기한다.

디코딩 및 프레젠테이션 순서인 두 타입의 정렬 및 타이밍 정보는 통상적으로 디지털 비디오와 관련되어 왔다. 관련된 기

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기가 아래에서 행해질 것이다.

디코딩 타임스탬프 (DTS)는, 한 코딩된 데이터 유닛이 디코딩되기로 된 기준 클록과 관련된 시간을 가리킨다. DTS가 부

호화된 후 전송되면, 그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화상들의 디코딩 순서가 이들의 출력 순서와 다르면, DTS

는 표면적으로 디코딩 순서를 가리킨다. 둘째, 수신 레이트가 어느 순간에 전송 레이트에 가까워진 경우 DTS는 소정의 전

치(pre)-디코더 버퍼링 동작을 담보한다. 단대단 지연시간(latency)이 변화하는 네트워크들에서, DTS의 상기 두 번째 용

도는 전혀, 또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신, 비압축 화상들에 대해 포스트-디코더 버퍼에 여유가 있는 경우 수신된 데

이터는 가능한 빠르게 디코딩된다.

DTS의 운반은 사용 중인 통신 시스템 및 비디오 코딩 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MPEG-2 시스템에서, DTS는 PES 패킷의 헤

더 내 한 아이템으로서 선택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JVT 코딩 표준에서, DTS는 보충 인핸스먼트 정보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SEI)의 한 부분으로서 선택적으로 운반될 수 있으며, 옵션인 가정적 참조 디코더

(Hypothetical Reference Decoder)의 동작시 사용된다. ISO 베이스 미디어 파일 포맷에서, DTS는 그 자체 박스 타입, 샘

플 박스에 대한 디코딩 시간으로 주어진다. RTP 기반 스트리밍 시스템들 같은 많은 시스템들에서, DTS는 전혀 전송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디코딩 순서가 전송 순서와 동일하다고 전제되어 정확한 디코딩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

이다.

H.263 옵션 부록 U 및 부록 W.6.12는 디코딩 순서에 있어 이전 참조 화상에 대해 1 씩 증가 되는 화상 넘버를 특정한다.

JVT 코딩 표준에서, 프레임 넘버 코딩 요소는 H.263의 화상 넘버와 유사하게 특정된다. JVT 코딩 표준은 순시적 디코더

리프레쉬 (IDR) 화상이라 불리는 인트라 화상의 특정 타입을 명시한다. 뒤따르는 어느 화상도 디코딩 순서에 있어 IDR 화

상보다 더 빠른 화상들을 참조할 수 없다. JVT 코딩 표준에서, 도 5a 및 도 5b에 제시된 것과 같이, IDR 화상의 손실이 있

는 경우 에러 복구성을 향상시키도록 그 IDR 화상에서 프레임 넘버가 0으로 리셋된다. 그러나, JVT 코딩 표준의 장면 정보

SEI 메시지가 장면 변환을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H.263 화상 넘버는 참조 화상들의 디코딩 순서를 복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JVT 프레임 넘버는 디코딩 순

서상 IDR 화상 (포함함)과 다음 IDR 화상 (배제함) 사이의 프레임들의 디코딩 순서를 복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충적 참조 필드 쌍들 (상이한 패리티를 가진 필드들로서 코딩된 연속 화상들)이 동일한 프레임 넘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디코딩 순서는 프레임 넘버들로부터 재구성될 수 없다.

비참조 화상의 H.263 화상 넘버나 JVT 프레임 넘버는, 디코딩 순서상 이전 참조 화상의 화상이나 프레임 넘버 플러스 1과

같도록 정해진다. 여러 개의 비참조 화상들이 디코딩 순서에 있어 연속적이면, 이들은 도일한 화상 또는 프레임 넘버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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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다. 비참조 화상의 화상 또는 프레임 넘버는 디코딩 순서에 있어 이어지는 참조 화상의 화상 또는 프레임 넘버와도 같

다. 연속 비참조 화상들의 디코딩 순서는 H.263의 시간적 참조 (TR, Temporal Reference) 코딩 요소나 JVT 코딩 표준의

화상 순서 카운트 (POC, Picture Order Count)를 이용해 복구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타임스탬프 (PTS)는 한 화상이 디스플레이되도록 정해진 때의 기준 클록과 관련된 시간을 가리킨다. 프레젠

테이션 타임스탬프는 디스플레이 타임스탬프, 출력 타임스탬프, 및 합성(composition) 타임스탬프로도 불린다.

PTS의 전송은 사용중인 통신 시스템 및 비디오 코딩 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MPEG-2 시스템들에서, PTS는 PES 패킷의

헤더 내 한 아이템으로서 선택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JVT 코딩 표준에서, PTS는 보충 인핸스먼트 정보 (SEI)의 일부로서

선택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가정적 참조 디코더 동작시 사용된다. ISO 베이스 미디어 파일 포맷에서, PTS는 자신의 박

스 타입, 프레젠테이션 타임스탬프가 그에 대응하는 디코딩 타임스탬프와 관련해 코딩되는 샘플 박스에 대한 합성 시간으

로 주어진다. RTP에서, RTP 패킷 헤더 내 RTP 타임스탬프는 PTS에 해당한다.

통상의 비디오 코딩 규격들은 여러 관점에서 PTS와 유사한 시간적 참조 (TR) 코딩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MPEG-2 비디

오 같은 종래의 코딩 규격들 몇몇에서, TR은 화상들의 그룹 (GOP)이 시작하는 위치에서 0으로 리셋 된다. JVT 코딩 규격

에서, 비디오 코딩 계층 내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상 순서 카운트 (POC)가 각각의 프레임 및 필드에 대해 특정되

고, 가령 B 슬라이스들의 직접적 시간 예측시 TR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POC는 IDR 화상에서 0으로 리셋 된다.

멀티미디어 스트림들의 전송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시스템은 한 스트리밍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그 서버에 액세스하는 다수의 플레이어들로 이뤄진

다. 네트워크는 보통 패킷 지향적이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수단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플레이어들은 서

버로부터 미리 저장되어 있거나 라이브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가져와 콘텐츠가 다운로드 되는 동안 그것을 실시간으로

재생한다. 통신 타입은 포인트-투-포인트이거나 멀티캐스트(multicast)일 수 있다. 포인트-투-포인트 스트리밍에서, 서

버는 각각의 플레이어마다 별개의 접속을 지원한다.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에서, 서버는 여러 플레이어들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고, 네트워크 요소들은 그 스트림을 필요할 때에만 복제한다.

플레이어가 서버와 접속을 설정하고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요청했으면, 서버는 요망되는 스트림의 전송을 시작한다. 플레

이어는 즉시 스트림의 재생을 시작하지 않고, 그보다 보통 수 초 동안 들어온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여기서, 그 버퍼링을

초기 버퍼링이라 칭한다. 초기 버퍼링은 중단없는 재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때때로 증가 되는 전송 지

연들이나 네트워크 처리용량 저하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버퍼링된 데이터를 디코딩 및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 전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스트리밍 시스템들에서 신뢰성 있는(reliable) 전송 프로토콜들을 선호하는 것은 드문 일

이다. 대신, 시스템들은 UDP 같이, 한편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전송 지연을 대물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훼손이나

손실 역시 겪는, 신뢰성없는(unreliable) 전송 프로토콜들을 선호한다.

RTP 및 RTCP 프로토콜들은 실시간 통신을 제어하기 위해 UDP의 최상부에서 사용될 수 있다. RTP는 전송 패킷들의 손

실들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 수신단에서의 패킷들의 올바른 순서를 재구성하고, 샘플링 타임-스탬프를 각각의

패킷과 결부시키도록 한다. RTCP는 얼마나 많은 패킷 부분이 올바르게 수신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플로 제어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전송 에러들

두 주요 타입의 전송 에러들, 즉 비트 에러들과 패킷 에러들이 있다. 비트 에러들은 보통 모바일 통신에서 무선 액세스 네

트워크 접속 같은 회선 교환 방식 채널과 결부되며, 무선 간섭 같은, 물리 채널들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야기된다. 그러한

불완전함이, 전송된 데이터에서의 비트 전환(inversions), 비트 삽입(insertions) 및 비트 제거(deletion)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패킷 에러들은 보통 패킷 교환 방식 네트워크들 내 요소들에 의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패킷 라우터가 혼잡해질 수

있다; 즉, 입력으로서 너무 많은 패킷들을 가지게 되어 이들을 같은 레이트로 출력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버퍼

들이 오버플로 되고, 어떤 패킷들은 잃어버리게 된다. 패킷 복제 및, 전송된 것과는 다른 순서의 패킷 전달 역시 일어날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패킷 손실보다는 덜 흔한 것이라고 간주 된다. 패킷 에러들은 또한 사용된 전송 프로토

콜 스택의 구성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토콜들은 송신기에서 계산되어 소스 코딩된 데이터와 함께

캡슐화되는 첵섬(checksum)들을 이용한다. 데이터에 비트 전환 에러가 있으면, 수신기는 그와 동일한 첵섬을 산출하지

못하고 수신된 패킷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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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S, UMTS, 및 CDMA-2000을 포함하는, 이세대(2G) 및 삼세대(3G) 모바일 네트워크들은 두 기본 타입의 무선 링크

접속들인 승인형(acknowledged) 및 비승인형(non-acknowledged)을 지원한다. 승인형 접속은, 무선 링크 프레임의 무결

성이 수신자 (모바일 스테이션 MS,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 서브시스템들, BSS)에 의해 체크 되는 것으로, 전송 에러가 있는

경우, 재전송 요청이 무선 링크 상대 단말로 보내진다. 링크 계층 재전송 탓에, 원 객체(originator)는 무선 링크 프레임에

대한 긍정적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프레임을 버퍼링해야 한다. 어려운 무선 조건 하에서, 이 버퍼는 오버플로될 수 있고,

데이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승인형 무선 링크 프로토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비승인형 접속은, 일반적으로 에러가 난 무선 링크 프레임들이 버려지도록 된 방식이

다.

패킷 손실은 정정되거나 숨길 수 있다. 손실 정정이란 어떤 손실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손실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

구하는 기능을 말한다. 손실 은닉은 전송 손실 효과를 감춰서 이러한 효과가 재구성된 비디오 시퀀스 상에서 가시적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플레이어가 패킷 손실을 검출하면, 플레이어는 패킷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초기 버퍼링 때문에, 재전송된 패킷은 자신

의 예정된 재생 시간 전에 수신될 것이다. 몇몇 상용 인터넷 스트리밍 시스템들은 전용 프로토콜들을 사용해 재전송 요청

을 구현한다. IETF에서는 RTCP의 일부로서 선택적 재전송 요청 메커니즘을 규격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재전송 요청 프로토콜들 모두의 공통된 특징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극적으로 증가할 때 그러한 프로토콜들이 수많

은 재생기들에 대한 멀티캐스팅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멀티캐스트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들은 비대화형

(non-interactive) 패킷 손실 제어에 의존해야만 한다.

포인트-투-포인트 스트리밍 시스템들 역시 비대화형 에러 제어 기술들의 혜택을 받는다. 첫째, 몇몇 시스템들은 어떠한

대화형 에러 제어 메커니즘도 포함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플레이어들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둘째, 손실 패킷들의 재전송 및 기타 대화형 에러 제어 형식들은 보통, 비대화형 에러 제어 방식들보

다 큰 전송 데이터 레이트 몫을 차지한다. 스트리밍 서버들은 대화형 에러 제어 방식들이 사용가능한 네트워크 처리량의

주요 부분을 예비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실제로, 서버들은 대화형 에러 제어 동작들의 양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송 지연이, 서버와 플레이어 사이의 상호동작 회수를 제한할 수 있는데, 특정 데이터 샘플에 대한 모든 대화형 에

러 제어 동작들이 그 데이터 샘플이 재생되기 전에 행해짐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비대화형 패킷 손실 제어 메커니즘들은 포워드 에러 제어 및 후처리에 의한 손실 은닉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포워드 에러 제

어는, 전송 손실들이 존재하더라도 전송된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기가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던던시

(redundancy)를 송신기가 상기 전송되는 데이터에 부가하는 기술들을 말한다. 후처리에 의한 에러 은닉은 완전히 수신기

위주로 이뤄진다. 이러한 방식들은 에러 난 수신 데이터의 올바른 재현을 추정하고자 시도한다.

대부분의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들은 시간적으로 예측된 인터(INTER) 또는 P 화상들을 생성한다. 그 결과, 한 화상에서의

데이터 손실은, 훼손된 것으로부터 시간적으로 예측되는 궁극적 화상들에서의 시각적 저하를 유발시킨다. 비디오 통신 시

스템들은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들에서 그러한 손실을 감추거나, 훼손된 프레임과 독립된 프레임이 수신될 때까지 가장 최

근의 정상 화상을 동결(freeze)할 수 있다.

종래의 비디오 코딩 표준들에서, 디코딩 순서는 출력 순서와 결부되어 있다. 즉, I 및 P 화상들의 디코딩 순서는 이들의 출

력 순서와 동일하고, B 화상의 디코딩 순서는 출력 순서상 B 화상의 마지막 참조 화상의 디코딩 순서 바로 뒤에 온다. 결

국, 기존의 출력 순서에 기반하여 디코딩 순서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력 순서는 보통 시간적 참조 (TR) 필드와, 또

한 RTP 헤더와 같은 시스템 멀티플렉스 계층에서 기초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종래의 비디오 코딩

표준들에서, 상기 언급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명한 한 가지 해법이, (JVT 코딩 표준에서 행해진 것 같은) IDR 화상에서의 0 리셋 없이 H.263 화

상 넘버와 유사한 프레임 카운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해법들이 사용될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도 5a는 연속 번호 매김 방식이 사용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IDR 화상(137)이 누락되면 (수신/디코딩될 수

없음), 디코더가 이어지는 화상들의 디코딩은 계속하지만, 틀린 참조 화상을 이용한다. 이러한 것이, 그 훼손된 프레임과

무관한 다음 프레임이 바르게 수신 및 디코딩될 때까지 이어지는 프레임들에 대해 에러 전파를 야기한다. 도 5b의 예에서,

프레임 넘버는 IDR 화상에서 0으로 리셋된다. 이제, IDR 화상(10)이 손실되는 상황에서, 디코더는 가장 최근에 올바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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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된 화상 P36 이후의 화상 번호 매김에 큰 공백(gap)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지한다. 이제 디코더는 에러가 발생하였음

을 추정할 수 있고, 손상된 프레임과 무관한 다음 프레임이 수신되어 디코딩될 때까지 화상 P36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동결

할 수 있다.

서브-시퀀스들

JVT 코딩 표준 역시, 화상들의 인터-예측 체인들 (inter-predicted chains)이 코딩된 나머지 스트림의 디코딩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비참조 화상의 이용과 비교할 때 시간적 확장성(scalability)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서브-시퀀스 개념을 포함한다.

서브 시퀀스는 서브-시퀀스 계층 내 코딩된 화상들의 집합이다. 한 화상은 한 서브-시퀀스 계층 및 한 서브-시퀀스에만 상

주해야 한다. 서브-시퀀스는 동일하거나 상위의 서브-시퀀스 계층에 있는 다른 어떤 서브-시퀀스에 종속되어서는 안된

다. 계층 0의 서브-시퀀스는 다른 어떤 서브-시퀀스들 및 이전의 장기(long-term) 참조 화상들과 무관하게 디코딩될 수

있다. 도 6a는 계층 1에서 서브-시퀀스들을 포함하는 화상 스트림의 예를 나타낸다.

서브-시퀀스 계층은 한 시퀀스로 코딩된 화상들의 부분 집합을 포함한다. 서브-시퀀스 계층들은 음이 아닌 정수들로 번호

매겨진다. 보다 큰 계층 넘버를 가진 계층은 그보다 작은 계층 번호를 가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된다. 계층들은, 한 계층

이 어떤 임의의 상위 계층에 종속되지 않고 하위 계층들에 종속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계층들의 종속성에 기반하여 위

계적으로(hierarchically) 정렬된다. 즉, 계층 0는 독립적으로 디코딩 가능하고, 계층 1의 화상들은 계층 0으로부터 예측될

수 있으며, 계층 2의 화상들은 계층 0 및 계층 1로부터 예측되는 등의 식으로 된다. 주관적 품질은 디코딩 계층들의 넘버와

함께 증가한다고 기대된다.

서브-시퀀스 개념은 다음과 같이 JVT 코딩 표준에 포함된다: 시퀀스 파라미터 집합에서 1인 required_frame_num_

update_behaviour_flag (요청된 프레임 번호 갱신 동태 플래그)는, 코딩된 시퀀스가 모든 서브-시퀀스들을 포함하지 않

을 수 있음을 알린다. required_frame_num_update_behaviour_flag의 용도는 각 참조 프레임의 1 프레임 넘버 증가 요

청을 면제시킨다. 대신, 프레임 넘버들의 공백들이 디코딩된 화상 버퍼에서 구체적으로 마크된다. "누락된(missing)" 프레

임 넘버가 인터 예측시 참조되면, 한 화상의 손실이 추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프레임 넘버들에 해당하는 프레임

들은, 슬라이딩 윈도 버퍼링 모드를 통해 디코딩된 화상 버퍼로 삽입되는 정상 프레임들인 것처럼 다뤄진다. 배치된 서브-

시퀀스 내 모든 화상들은 디코딩된 화상 버퍼에서 궁극적으로 "누락된" 프레임 넘버로서 할당되지만, 이들은 다른 서브-시

퀀스들의 인터 예측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JVT 코딩 표준은 또한 서브-시퀀스 관련 SEI 메시지 옵션들을 포함한다. 서브-시퀀스 정보 SEI 메시지는 디코딩 순서상

다음 슬라이스와 결부된다. 그것은 서브-시퀀스 계층과, 슬라이스가 속한 서브-시퀀스의 서브-시퀀스 식별자 (sub_seq_

id)를 신호한다.

각각의 IDR 화상은 식별자 (idr_pic_id)를 포함한다. 두 IDR 화상들이 디코딩 순서에 있어 그 사이에 끼어드는 어떠한 화상

도 없이 연속적이면, idr_pic_id는 최초의 IDR 화상에서 다른 화상으로 바뀔 것이다. 현재의 화상이 디코딩 순서상 최초 화

상이 IDR 화상인 서브-시퀀스 안에 존재하면, sub_seq_id 값은 IDR 화상의 idr_pic_id 값과 같게 될 것이다.

JVT_D093의 해법은 어떤 데이터도 서브-시퀀스 계층들 1 이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올바로 작동도니다. 전송 순서가

디코딩 순서 및 서브-시퀀스 계층 1에 존재하는 코딩된 화상들과 다르면, 서브-시퀀스 계층 0의 화상들과 관련된 이들의

디코딩 순서는 서브-시퀀스 식별자들 및 프레임 넘버들에 기반하여 추단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 6b에 나타낸 다

음과 같은 코딩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도 6b에서는, 출력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며, 박스들은 화상들을 나타내

고, 박스 안의 대문자들은 코딩 타입을 나타내고, 박스 안의 번호들은 JVT 코딩 표준에 따른 프레임 넘버들이고, 밑줄친 문

자들은 비참조 화상들을 가리키고, 화살표는 에측 종속관계를 나타낸다. 화상들이 IO, P1, P3, IO, P1, B2, B4, P5의 순서

로 전송되면, 독자적 GOP 화상 B2가 속한다고 추단될 수 없다.

이전의 예에서 화상 B2에 대한 정상적 독립 GOP가 그 출력 타임스탬프에 기반해 추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

다. 그러나, 화상들의 디코딩 순서는 출력 타임스탬프들과 화상 넘버들에 기반해 복구될 수 없는데, 이는 디코딩 순서 및

출력 순서가 서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 (도 6c)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예에서 출력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가고, 박스들은 화상들을 가리키고, 박스 내 대문자들은 코딩 타입들을 가리키고, 박스 내 넘버들은 JVT 코딩 표준에

따른 프레임 넘버들이고, 화살표는 예측 종속관계를 나타낸다. 화상들이 디코딩 순서와 다르게 전송되면, 화상 P4가 출력

순서상 첫째 혹은 둘째 독자 GOP의 P3 다음에 디코딩되어야 할지 여부가 신뢰성 있게 검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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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링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수신기 버퍼를 포함한다. 처음에, 스트리밍 세

션이 설정될 때, 클라이언트는 즉시 스트림을 재생 시작하지 않고, 그대신 보통 수초동안 들어온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이

러한 버퍼링이 연속적 재생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증가되는 전송 지연이나 네트워크 처리량 저하가 있는 경

우, 클라이언트가 버퍼링 된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버퍼링 없이, 클라이언트

는 디스플레이를 동결(freeze)하고, 디코딩을 중단하며,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다려야 한다. 버퍼링은 또한 임의의 프로토

콜 레벨에서의 자동적이거나 선택적인 재전송에도 필수적이다. 한 화상의 어떤 부분이 손실되면, 재전송 메커니즘이 그 손

실된 데이터를 재전송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재전송된 데이터가 그 예정 디코딩 시간이나 재생 시간 전에 수신되면, 손실

이 완벽하게 복구된다.

코딩된 화상들은 디코딩된 시퀀스의 주관적 품질에 있어서의 그 화상들의 중요도에 따라 랭크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반

적 B 화상들 같은 비참조 화상들은 주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들의 부재가 다른 어떤 화상들의 디코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적 랭크는 데이터 구획 또는 슬라이스 그룹 베이스에 따라 행해질 수도 있다. 주관적으

로 가장 중요한 코딩된 슬라이스들과 데이터 구획들이 이들의 디코딩 순서가 가리킨 것보다 더 일찍 전송될 수 있는 한편,

주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코딩된 슬라이스들과 데이터 구획들은 이들의 자연적 코딩 순서가 가리키는 것보다 나중에 보

내질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슬라이스 및 데이터 구획들의 어떤 재전송 부분은, 가장 덜 중요한 슬라이스들과 데이터

구획들과 비교할 때, 이들의 예정된 디코딩 또는 재생 시간 전에 수신될 가능성이 높다.

전치-디코더(pre-decoder) 버퍼링

전치-디코더 버퍼링은 디코딩되기 전에 코딩된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버퍼링은 스트리밍 세션 시작시의

전치-디코더 버퍼링에 해당한다. 초기 버퍼링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설명되는 두 가지 이유로 행해진다.

IP 기반 비디오 회의 시스템들같은 일반적 패킷 교환방식 멀티미디어 시스템들에서, 서로 다른 타입의 미디어는 보통 별개

의 패킷들을 통해 운반된다. 게다가, 패킷들은 통상적으로, 일관된 전송 지연을 보장할 수 없는 최선형 네트워크(best-

effort network)의 최상부에서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프레젠테이션 (재생) 타임스탬프를 갖는 패킷들은 동시에 수

신될 수 없고, 두 패킷들의 수신 간격은 이들의 (시간상의) 프레젠테이션 간격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미디어 타입들 사이의 재생 동기를 유지하고 정확한 재생 레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단말은 일반적으로, 지연

변동폭을 완만하게 하도록 단기간 (가령 1/2 초 미만) 수신된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여기서, 이러한 종류의 버퍼 성분을 지

연 지터(jitter) 버퍼라고 부른다. 버퍼링은 미디어 데이터 디코딩 이전 및/또는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

지연 지터 버퍼링은 스트리밍 시스템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스트리밍이 비대화형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로 인해, 요

구되는 지연 지터 버퍼는 통상의 어플리케이션들 보다 상당히 커질 것이다. 스트리밍 플레이어가 서버와의 접속을 설정하

여 다운로드 받을 멀티비디어 스트림을 요청했을 때, 서버는 요망된 스트림을 전송하기 시작하다. 플레이어는 그 스트림을

즉시 재생하기 시작하지 않고, 대신 보통 수초인 소정 기간 동안 입력되는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여기서, 이러한 버퍼링을

초기 버퍼링이라 부른다. 초기 버퍼링은 통상적 어플리케이션들에서의 지연 지터 버퍼링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방식

을 통해 전송 지연 변동을 완만케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외에, 그것은 손실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들 (PDUs)의 링크,

전송, 및/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재전송들을 행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재전송된 PDU들이 예정된 순간에 디코딩 및 재생

되도록 제시간에 수신될 것이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들에서의 초기 버퍼링은 통상의 시스템들에서 얻어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즉 서버로부

터 전송되는 미디어의 데이터 레이트가 가변될 수 있게 한다. 즉, 미디어 패킷들은 수신기 버퍼가 오버플로 혹은 언더플로

되지 않는 한, 이들의 재생 레이트 보다 빠르거나 더 느리게 일시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데이터 레이트의 변동은 두 가지

소스들로부터 발생 될 것이다.

첫째, 비디오 같은 어떤 미디어 타입들에서 얻을 수 있는 압축 효율이 소스 데이터의 콘텐츠들에 좌우된다. 결국, 안정적

품질이 요망되는 경우, 결과적 압축 비트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는 가변된다. 통상적으로, 안정적 시청각 품질은 가변하는

품질보다 주관적으로 더 만족스럽다. 따라서, 초기 버퍼링은 비디오 회의 시스템 같이 초기 버퍼링 없는 시스템과 비교할

때 보다 만족스런 시청각 품질이 얻어지게 한다.

둘째, 고정 IP 네트워크들에서의 패킷 손실들이 버스트(burst)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버스트

에러 및 높은 피크(peak) 비트 레이트 및 패킷 레이트를 피하기 위해, 잘 설계된 스트리밍 서버들은 주의 깊게 패킷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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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스케줄링한다. 패킷들이 수신단에서 재생되는 레이트로서 정확하게 전송될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전송된 패킷들 사

이의 고정적 간격을 견지하고자 할 것이다. 서버는 지배적 네트워크 상태들에 따라 패킷 전송 레이트를 조정할 수도 있는

데, 가령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는 패킷 전송 레이트를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상태가 허용하면 그러한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정적 참조 디코더 (HRD, Hypothetical Reference Decoder)/비디오 버퍼링 검증기 (VBV, Video Buffering Verifier)

많은 비디오 코딩 표준들이 표준의 핵심 파트로서 HRD/VBV 사양을 포함한다. HRD/VBV 사양은 입력 (전치-디코더) 버

퍼를 포함하는 가정적 디코더 모델이다. 코딩된 데이터가 보통 일정한 비트 레이트로서 입력 버퍼로 흘러 들어간다. 코딩

된 화상들이, 이들의 출력 타임스탬프들과 같을지도 모를 이들의 디코딩 타임스탬프들에서 입력 버퍼로부터 추방된다. 입

력 버퍼는 사용중인 프로파일 및 레벨에 따라 좌우되는 소정 사이즈를 가진다. HRD/VBV 모델은 프로세싱 및 메모리 요건

의 관점에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정도들을 특정하는데 사용된다. 인코더들은 생성된 비트스트림이 소정 프로파

일 및 레벨의 HRD/VBV 파라미터 값들에 EK라 HRD/VBV 사양을 따를 것을 보장해야 한다. 소정 프로파일 및 레벨의 지

원을 주장하는 디코더들은 HRD/VBV 모델에 따르는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HRD는 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한 코딩 화상 버퍼 및, 디코딩된 참조 화상들을 저장하고 디스플레이 순서에

따라 그 디코딩된 화상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디코딩 화상 버퍼를 구비한다. HRD는 디코딩 장치의 디코더가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기 버퍼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그러나, HRD가 코딩된 화상들을 완전히 디코딩하거나 디코딩된

화상들을 출력할 필요는 없으며, HRD는 단지, 화상 스트림의 디코딩이 코딩 표준에서 주어진 제약하에서 수행될 수 있는

지만을 체크한다. HRD가 작동할 때, 그것은 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그 스트림을 코딩 화상 버퍼로 저장한다. 이

외에, HRD는 코딩 화상 버퍼로부터 코딩된 화상들을 추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정적으로 디코딩된 화상들의 적어도 일부

를 디코딩 화상 버퍼 안에 저장한다. HRD는 코딩된 데이터가 코딩 화상 버퍼로 흘러들어감에 따른 입력 레이트, 코딩 화상

버퍼로부터의 화상들의 추방 레이트, 및 디코딩 화상 버퍼로부터의 화상들의 출력 레이트를 알게된다. HRD는 코딩 또는

디코딩 화상 버퍼 오버플로를 체크하고, 현재의 설정으로 디코딩이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그런 다음 HRD는 인코더로, 버

퍼링 왜곡을 피하기 위해 참조 프레임들의 개수를 감소하는 등에 의해 인코딩 파라미터들을 바꿀 수 있다는 버퍼링 왜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다른 선택사항 또는 부가사항으로서, 인코더가 새 파라미터들로서 화상들을 인코딩하기 시작

하고, 그 인코딩된 화상들을 HRD로 전송하며, HRD는 다시 화상들의 디코딩 및 필요한 체크를 수행한다. 또 다른 선택사

항으로서, 인코더가 가장 나중에 인코딩된 프레임을 버리고 그 뒤의 프레임들을 인코딩하여 버퍼링 왜곡이 일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두 타입의 디코더 부합성(conformance)가 JVT 코딩 표준에 명시되고 있다: 출력 순서 부합성 (VCL 부합성) 및 출력 시간

부합성 (VCL-NAL 부합성). 이러한 부합성 타입들은 HRD 사양을 이용해 명시되었다. 출력 순서 부합성은 디코더가 화상

들의 출력 순서를 정확히 복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HRD 사양은 한 화상에 대한 새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될 때 출력 순서

에 있어 가장 빠른 미압축 화상을 출력하는 "범핑(bumping) 디코더" 모델을 포함한다. 출력 시간 부합성은 디코더가 HRD

모델과 동일한 페이스(pace)로 화상들을 출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화상의 출력 타임스탬프는 "범핑 디코더"에서 추방되어

야 할 때의 시간과 항상 같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인터리빙(interleaving)

프레임 인터리빙은 오디오 스트리밍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프레임 인터리빙 기술에서, 한 RTP 패킷은 디

코딩 또는 출력 순서에 있어 연속적이지 않은 오디오 프레임들을 포함한다. 오디오 패킷 스트림 중 한 패킷이 손실되는 경

우, 정확히 수신된 패킷들은 (소정 유형의 보간을 통해) 그 손실된 오디오 패킷을 은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웃 오디오

프레임들을 포함한다. 많은 오디오 코딩 RTP 페이로드 및 MIME 타입 사양들이 오디오 프레임들의 맥락에서 한 패킷 내

인터리빙 최대 량을 알리는 수단을 포함한다.

몇몇 선행 기술상의 인코딩/디코딩 방법들에서, 필요한 버퍼의 사이즈는 전송 유닛들의 카운트로서 알려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디코더의 전치 디코딩 버퍼의 최대 사이즈가 바이트 단위로서 디코더에 알려질 수 있다. 디코더에서 그러한 바이트 기반

체계가 사용되고 재정렬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버퍼링 모델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

코더 및 디코더가 서로 다른 버퍼링 체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퍼에 대해 바이트 단위의 소정 사이즈가 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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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가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버퍼로부터 추방되어 디코딩된 후에만 전송 유닛들이 그 버퍼

로 저장되는 버퍼링 방식을 디코더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유형의 버퍼링은 디코딩이 시작되기 전까지 필요 이

상으로 길게 지속 될 수 있다.

전치 디코딩 버퍼의 최대 사이즈를 알리기 위한 다른 방법은, 버퍼 사이즈가 버퍼링될 전송 유닛들의 최대 량으로서 알려

지는 전송 유닛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송 유닛의 최대 사이즈는 정의되지 않으며, 전송 유닛의 사이즈는 가변될

수 있다. 최대 사이즈가 정의되었고 그 사이즈가 소정 데이터 유닛에 비해 너무 작으면, 그 데이터 유닛은 둘 이상의 전송

유닛으로 나눠져야 하고, 이것이 인코딩 및 전송 오버헤드를 증가시킨다, 즉, 압축 효율을 저하시키고/거나 시스템 복잡도

를 증가시킨다. 전송 유닛의 최대 사이즈는 버퍼의 총 사이즈가 불필요하게 커도 될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본 발명에서 버퍼 사이즈는,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 범위가 정의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그 총 사이즈에 기초

해 규정되도록 정의된다. 총 사이즈 외에, 네트워크 전송 지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총 사이즈 산출시 이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그 전송 유닛들의 개수와 관련해 필요한

버퍼 사이즈의 분수에 해당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총 사이즈 산출시 이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그 전송 유닛들의 개수와 관련해 필요

한 버퍼 사이즈의 분수에 해당하고, 이때 그 분수는 N이 정수라고 할 때 1/N 모양이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총 사이즈 산출시 이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그 전송 유닛들의 개수와 관련해 필요

한 버퍼 사이즈와 같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총 사이즈 산출시 이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전송 유닛들의 버퍼링 순서로서 표현된

다. 버퍼링 순서는 전송 유닛들이 디코딩되기 위해 디코더에서 버퍼링되는 순서, 즉, 전치 디코더 버퍼에서의 버퍼링 순서

와 관련이 있다.

본 발명은 디코더에 대해 수신 버퍼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 독자적 GOP는 디코딩 순서에 있어 IDR 화상 (포함)부터 다음 IDR 화상 (배제)까지의 화상들로 이뤄진다.

본 발명에서, 요구되는 버퍼링의 최대량을 신호 보내는 파라미터가 제안된다. 그러한 파라미터를 위해 여러 유닛들이 고려

된다: 듀레이션(duration), 바이트, 코딩(된) 화상들, 프레임들, VCL NAL 유닛들, 및 RTP 패킷들 혹은 페이로드들이 그것

이다. 듀레이션 중의 불규칙 정도를 특정하는 것이, 전송 비트 레이트 및 특정된 듀레이션 간의 종속관계로 하여금 요구되

는 버퍼링의 바이트 크기를 추단하게 만든다. 전송 비트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듀레이션 기반의 접

근 방식이 사용된다. 바이트 개수로서 불규칙 정도를 특정하는 것은 송신기로 하여금, 신호 보낸 한계치가 초과되지 않도

록 전송 스트림을 주의하여 체크할 것을 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모든 서버들로부터 많은 프로세싱 전력을 요한

다. 그것은 또한, 서버들에 대한 버퍼링 검증자를 특정할 것 역시 필요로 한다. 코딩 화상들이나 프레임들의 불규칙 정도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조악한 일인데, 이는 임의의 슬라이스 배열을 지원하지 않는 디코더들을 위한 간단한 슬라이스 인터리

빙 방법이, 디코딩 순서를 복구하기 위해 버퍼링의 최소 레이턴시가 얻어질 수 있게 서브-화상 해상도(resolution)를 필요

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타입의 집계(aggregation) 패킷들이 지배적인 네트워크 상태들에 따라 다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RTP 패킷들의 개수로서 불규칙 정도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RTP

패킷은 가변하는 데이터 량을 포함할 수 있다. 서로 다른 SEI 메시지들이 지배적 네트워크 상태들에 따라 다르게 전송될

것이다.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서는 장면 정보 SEI 메시지 같이 에러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SEI 메시지들

을 전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타입의 NAL 유닛들의 개수로 나타내는 불규칙 정도는 지배적 네트워크 상

태, 즉 무질서하게 전송되고 있는 SEI 및 파라미터 집합 NAL 유닛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타입의 NAL

유닛들"이 양호한 유닛으로 간주 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VCL NAL 유닛들의 개수로서 불규칙 정도를 특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었다. VCL NAL 유닛들은 JVT 코딩 표준에서 코딩(된) 슬라이스들, 코딩 데이터 구획들, 또는

시퀀스 마지막부 (end-of-sequence) 마커들로서 정의된다.

제안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num-reorder-VCL-NAL-units. 이것은 NAL 유닛 전달 순서상 패킷 스트림 내 임의의

VCL NAL 유닛 앞에 오고 RTP 시퀀스 넘버 순서나 VCL NAL 유닛을 포함하는 집계 패킷의 합성 순서상 VCL NAL 유닛

뒤에 오는 VCL NAL 유닛들의 최대량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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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파라미터는 MIME 타입 공표를 통한 옵션 파라미터 또는 옵션 SDP 필드들로서 운반될 수 있다. 제안된 파라미터는

프로토콜과 세션 설정 절차 단계에 따라 다르게, 디코더 사양 또는 스트림 특성들 혹은 그 둘 모두를 가리킬 수 있다.

num-reorder-VCL-NAL-units 파라미터에 따라 구축된 버퍼의 버퍼 사이즈는 바이트 단위로 정확히 특정될 수 없다. 버

퍼링 메모리 요건이 정확히 알려진 수신기들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코딩 시간 부합성에 대한 사양이 제안된다.

디코딩 시간 부합성은 가정적 버퍼링 모델을 이용해 특정되는데, 이 모델은 일관된 입력 비트 레이트를 전제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스트리밍 서버들이 그 모델을 포함하여 패킷 스트림이 그 모델에 순응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특정된

가정적 버퍼 모델은, 가능하게는 버스트형 패킷 레이트를 평탄하게 하고 전송 순서에서 디코딩 순서로 NAL 유닛들을 재배

열하여 그 결과에 따른 비트스트림이 일정한 비트 레이트로 가정적 디코더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인코더-디코더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설명될 것이나, 본 발명이 비디오 신호들이 저장되는 시

스템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저장되는 비디오 신호들은 인코딩 후에 저장된 인코딩 신호들로서나

인코딩 및 디코딩 프로세스 후에 저장된 디코딩 신호들로서, 인코딩 전에 저장되는 코딩되지 않은 신호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코더는 디코딩 순서에 따른 비트스트림들을 발생한다. 파일 시스템은 디코딩 순서 등에 따라 캡슐화되고 파일로서

저장되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비트스트림들을 수신한다. 그 외에, 인코더와 파일 시스템은, 화상들과 NAL 유닛들의 주

관적 중요도를 알리고 특히 서브-시퀀스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파일은 스트리밍 서버

가 NAL 유닛들을 읽고 이들을 RTP 패킷들로 캡슐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중인 메타데이터

옵션 및 데이터 접속에 따라, 스트리밍 서버는 디코딩 순서와 다르게 패킷들의 전송 순서를 변경하고, 서브 시퀀스들을 추

방하고, 있다면 어떤 SEI 메시지들이 전송될지를 결정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수신단에서 RTP 패킷들이 수신

및 버퍼링 된다. 통상적으로, NAL 유닛들이 먼저 바른 순서로 재정렬되고 그런 다음 NAL 유닛들이 디코더로 전달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이 인코더-디코더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기술되겠지만, 인코더가 코딩된 데이터를 스트리밍

서버와 같은 다른 구성 요소로 디코딩 순서에 맞춰 출력 및 전송하는 시스템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며, 여기서 상기 다른 구성요소는 디코딩 순서에서 다른 순서로 코딩 데이터를 재정렬하고 그 재정렬된 형식의 코딩 데이

터를 디코더로 포워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

즈가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

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정하는 결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정하는 결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버퍼 사이즈를 가리키는 수신 파라미터에 따라 전치 디코딩 버퍼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

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버퍼 사이즈는,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

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규정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송 장치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정하는 결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수신 장치는 기본적으로, 버퍼 사이즈를 가리키는 수신 파라미터에 따라 전치 디

코딩 버퍼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버퍼 사이즈는,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

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규정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

록 버퍼 사이즈가 결정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가 결정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장치는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총 사이즈에 기초해 최대 버퍼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정하는 결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통한 어떤 디코딩 순서 정보에 대한 대체 시그날링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하에서

제시될 것이다. 디코딩 순서 넘버 (DON, Decoding Order Number)가 NAL 유닛들의 디코딩 순서, 다르게는 NAL 유닛들

의 디코더로의 배달 순서를 가리킨다. 이제부터, DON은 일반성을 잃지 않은 16 비트 부호미정(unsigned) 정수라고 가정

한다. 한 NAL 유닛의 DON을 D1이라 하고, 다른 NAL 유닛의 DON을 D2라고 하자. D1<D2이고 D2-D1<32768이거나,

D1>D2이고 D1-D2>=32768이면, NAL 유닛 전송 순서상, D1과 동일한 DON을 가진 NAL 유닛이 D2와 동일한 DON을

갖는 NAL 유닛에 앞선다. D1<D2이고 D2-D1>=32768이거나, D1>D2이고 D1-D2<32768이면, NAL 유닛 전송 순서상,

D2과 동일한 DON을 가진 NAL 유닛이 D1와 동일한 DON을 갖는 NAL 유닛에 앞선다. 서로 다른 기본 코딩 화상들과 결

부된 NAL 유닛들은 동일한 DON 값을 갖지 않는다. 동일한 기본 코딩 화상들과 NAL 유닛들은 동일한 DON 값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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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본 코딩 화상의 모든 NAL 유닛들이 동일한 DON 값을 가지는 경우, 기본 코딩 화상과 결부된 중복 코딩 화상의

NAL 유닛들은 기본 코딩 화상의 NAL 유닛들과 동일한 DON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동일한 DON값을 갖는 NAL 유닛들

의 NAL 유닛 전송 순서는 다음과 같음이 바람직하다:

1. 존재한다면, 화상 경계기호(delimetr) NAL 유닛들

2. 존재한다면, 시퀀스 파라미터 집합 NAL 유닛들

3. 존재한다면, 화상 파라미터 집합 NAL 유닛들

4. 존재한다면, SEI NAL 유닛들

5. 존재한다면, 기본 코딩 화상의 코딩 슬라이스 및 슬라이스 데이터 구획 NAL 유닛들

6. 존재한다면, 중복 코딩 화상들의 코딩 슬라이스 및 슬라이스 데이터 구획 NAL 유닛들

7. 존재한다면, 필러(Filler) 데이터 NAL 유닛

8. 존재한다면, 시퀀스 마지막 NAL 유닛

9. 존재한다면, 스트림 마지막 NAL 유닛

본 발명은 코딩 시스템들의 버퍼링 효율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전치 디코딩 버퍼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되는지를 디코딩 장치에 알릴 수 있다. 따라서, 디코딩 장치에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전치 디코딩 버퍼를 위한 메모리를 할

당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전치 디코딩 버퍼 오버플로를 피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재귀적 시간 확장 방식의 예를 보인 것이다.

도 2는 한 시퀀스의 화상들이 인터리빙 방식을 통해 둘 이상의 독자적 코딩 스레드들로 분할되는 비디오 중복 코딩이라 불

리는 방식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잠정적으로 압축 효율을 향상시키는 예측 구조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에러 회복성을 향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트라 화상 연기 방법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5a 및 5b는 인코딩 비디오 스트림의 화상들에 대한 서로 다른 종래의 번호 매기기 방식을 보인 것이다.

도 6a는 계층 1에서 서브-시퀀스를 포함하는 화상 스트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6b는 계층 1에서 서브-시퀀스를 가진 두 그룹의 화상들을 포함하는 화상 스트림의 예를 보인 것이다.

도 6c는 서로 다른 화상들의 그룹으로 된 화상 스트림의 예를 보인 것이다.

도 7은 계층 1에서 서브-시퀀스를 포함하는 화상 스트림의 다른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인코더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1a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NAL 패킷 포맷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공개특허 10-2006-0116245

- 12 -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NAL 패킷 포맷의 다른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12는 전치 디코더 버퍼에서의 전송 유닛들의 버퍼링 예를 도시한 것이다.

실시예

패킷 해제 규칙 이면의 일반 개념은, NAL 유닛들 같은 전송 유닛들을 전송 순서에서 NAL 유닛 디코딩 순서로 재정렬하는

것이다.

수신기는 수신기 버퍼 (또는 전치 디코더 버퍼)를 포함하며, 이것은 패킷들을 전송 순서에서 NAL 유닛 디코딩 순서로 재

정렬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전형적 실시예에서, 수신기 버퍼 사이즈는 바이트 개수의 관점에서 deint-buf-size 파라

미터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가령 1.2 * deint-buf-size MIME 파라미터의 값으로 정해진다. 수신기는 전송 지연 지터에

대한 버퍼링 역시 고려하여, 전송 지연 지터 버퍼링을 위한 별도의 버퍼를 예비하거나, 전송 지연 지터를 위한 버퍼를 수신

기 버퍼와 결합 (하고 그에 따라 수신기 버퍼에 지연 지터 버퍼링을 위한 약간의 추가 공간을 마련) 할 수 있다.

수신기는 들어오는 NAL 유닛들을 수신 순서에 따라 수신기 버퍼 안에 다음과 같이 저장한다. 집계 패킷들의 NAL 유닛들

이 개별적으로 수신기 버퍼에 저장된다. 모든 NAL 유닛들에 대한 DON 값이 산출되어 저장된다.

이제부터, N을, NAL 유닛 전송 순서로는 패킷 스트림의 어떤 VCL NAL 유닛에 앞서고 디코딩 순서로는 그 VCL NAL 유

닛 뒤에 오는 VCL NAL 유닛들의 최대량을 특정하는 선택적 num-reorder-VCL-NAL-units 파라미터 (인터리빙-깊이

파라미터) 값이라고 한다. 이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인 값을 함의할 수 있다.

비디오 스트림 전송 세션이 초기화될 때, 수신기(8)는 VCL NAL 유닛들의 적어도 N 개의 구획들을 저장하도록 수신 버퍼

(9.1)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한다. 그런 다음 수신기는 비디오 스트림 받기를 시작하고 수신된 VCL NAL 유닛들을 수신 버

퍼 안에 저장한다. 초기 버퍼링은,

- 적어도 N 개 구획의 VCL NAL 유닛들이 수신 버퍼(9.1) 안에 저장될 때까지 지속 되거나,

- max-don-diff MIME 파라미터가 존재하면, 함수 don_diff(m,n)이max-don-diff의 값보다 커질 때까지 지속 되거나, (n

은 수신된 NAL 유닛들 중 가장 큰 AbsDON 값을 가진 NAL 유닛에 해당하고, m은 수신된 NAL 유닛들 중 가장 작은

AbsDON 값을 가진 NAL 유닛에 해당한다)

- 초기 버퍼링이 선택적 init-buf-time MIME 파라미터 값보다 크거나 같은 듀레이션 동안 지속 되었을 때까지 지속 된다.

함수 don_diff(m,n)은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If DON(m)==DON(n), don_diff(m,n)=0

If (DON(m)<DON(n) and DON(n)-DON(m)<32768),

don_diff(m,n)=DON(n)-DON(m)

If (DON(m)>DON(n) and DON(m)-DON(n)>=32768),

don_diff(m,n)=65536-DON(m)+DON(n)

If (DON(m)<DON(n) and DON(n)-DON(m)>=32768),

don_diff(m,n)=-(DON(m)+65536-DON(n))

If (DON(m)>DON(n) and DON(m)-DON(n)<32768),

don_diff(m,n)=-(DON(m)-D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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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i)는 전송 순서상의 인덱스 i를 갖는 NAL 유닛의 디코딩 순서 넘버이다.

don_diff(m,n)의 양의 값은 전송 순서 인덱스 n을 가진 NAL 유닛이, 디코딩 순서에 있어, 전송 순서 인덱스 m을 가진

NAL 유닛 뒤에 온다는 것을 가리킨다.

AbsDON은 65535 다음에 0으로 회귀하지 않는 NAL 유닛의 디코딩 순서 넘버를 나타낸다. 달리 표현하면, AbsDON은 다

음과 같이 산출된다:

m과 n이 전송 순서에 있어 연속되는 NAL 유닛들이라고 하자. 전송 순서상 맨 최초의 NAL 유닛 (그 인덱스가 0임)에 대

해, AbsDON(0)=DON(0)이다. 다른 NAL 유닛들에 있어, AbsDON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If DON(m)==DON(n), AbsDON(n)=AbsDON(m)

If (DON(m)<DON(n) and DON(n)-DON(m)<32768),

AbsDON(n)=AbsDON(m)+DON(n)-DON(m)

If (DON(m)>DON(n) and DON(m)-DON(n)>=32768),

AbsDON(n)=AbsDON(m)+65536-DON(m)+DON(n)

If (DON(m)<DON(n) and DON(n)-DON(m)>=32768),

AbsDON(n)=AbsDON(m)-(DON(m)+65536-DON(n))

If (DON(m)>DON(n) and DON(m)-DON(n)<32768),

AbsDON(n)=AbsDON(m)-(DON(m)-DON(n))

여기서 DON(i)는 전송 순서에 있어 인덱스 i를 갖는 NAL 유닛의 디코딩 순서 넘버이다.

수신기에서는 보통 두 개의 버퍼링 상태가 존재한다: 초기 버퍼링 및 재생중 버퍼링. 초기 버퍼링은 RTP 세션이 초기화될

때 일어난다. 초기 버퍼링 이후, 디코딩 및 재생이 시작되면 재생중 버퍼링이 사용된다.

수신기 버퍼(9.1)가 적어도 N 개의 VCL NAL 유닛들을 포함할 때, NAL 유닛들은 수신기 버퍼(9.1)로부터 하나씩 추방되

어 디코더(2)로 보내진다. NAL 유닛들이 수신기 버퍼(9.1)로부터 이들이 저장되었을 때와 동일한 순서로 반드시 추방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하에서 설명될 NAL 유닛들의 DON에 따라 추방된다. 디코더(2)로의 패킷 전달은 버퍼가 N 개의

VCL NAL 유닛들 미만, 즉, N-1 개의 VCL NAL 유닛들을 포함할 때까지 계속된다.

수신기 버퍼로부터 추방될 NAL 유닛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수신기 버퍼가 적어도 N 개의 VCL NAL 유닛들을 포함하면, 버퍼가 N-1 개의 VCL NAL 유닛들을 포함할 때까지 아래

에서 특정된 순서로서 NAL 유닛들이 수신기 버퍼로부터 추방되어 디코더로 보내진다.

- max-don-diff가 존재하면, don_diff(m,n)이 max-done-diff 보다 크게 되는 모든 NAL 유닛들 m이 이하에서 특정될

순서에 따라 수신기 버퍼로부터 추방되어 디코더로 보내진다. 여기서, n은 수신한 NAL 유닛들 중 가장 큰 AbsDON 값을

가진 NAL 유닛에 해당한다.

- ts라는 변수가, NAL 유닛 스트림의 최초 패킷이 수신되었을 때 0으로 초기화되었던 시스템 타이머의 값으로 설정된다.

수신기 버퍼가, 수신 시간 tr이 ts-tr>init-buf-time을 만족하는 NAL 유닛을 포함하면, 수신기 버퍼가 수신 시간 tr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NAL 유닛도 포함하지 않을 때까지 이하에 특정되는 순서로서 NAL 유닛들이 디코더로 보내지(고

수신기 버퍼에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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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 유닛들이 디코더로 보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PDON을 RTP 세션의 시작시 0으로 초기화되는 변수라고 하자. 한 DON 값과 결부된 각 NAL 유닛 마다, 다음과 같이

DON 거리가 산출된다. NAL 유닛의 DON 값이 PDON 값보다 크면, DON 거리는 DON-PDON과 같아진다. 그렇지 않으

면, DON 거리는 65535-PDON+DON+1과 같아진다.

NAL 유닛들은 DON 거리의 오름 차순으로 디코더로 전달된다. 여러 NAL 유닛들이 동일한 DON 거리 값을 공유할 때, 이

들은 아무 순서로나 디코더로 보내질 수 있다. 원하는 수의 NAL 유닛들이 디코더로 보내졌을 때, PDON의 값은 디코더로

보내진 마지막 NAL 유닛에 대한 DON 값으로 설정된다.

부가적 패킷해제(De-Packetization) 가이드라인들

작동가능한 H.264 패킷해제기(de-packetizer)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가적 패킷해제 규칙들이 사용될 수 있다:

(가령, 게이트웨이들의) 인텔리전트 RTP 수신기들은 손실된 코딩 슬라이스 데이터 구획들 A (DPAs)을 식별할 수 있다.

한 손실 DPA가 발견되면, 게이트웨이는 해당하는 코딩 슬라이스 데이터 구획들 B 및 C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데, 이들의 정보가 H.264 디코더들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요소는 복잡한 비트스트림을 분석하지

않고 쓸모없는 패킷들을 버림으로써, 네트워크 로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가령 게이트웨이들의) 인텔리전트 RTP 수신기들은 손실된 FU (Fractiona Units)fmf 식별할 수 있다. 손실된 FU가 발견

되면, 게이트웨이는 동일한 NAL 유닛의 이어지는 FU들을 전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것들의 정보가

H.264 디코더들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트워크 요소가 복잡한 비트스트림을 분석하지 않고 쓸모없는 패킷들

을 버림으로써 네트워크 로드를 줄일 수 있다.

패킷들이나 NALU들을 버려야 하는 인텔리전트 수신기들은 먼저, NAL 유닛 타입 옥텟(octet)(8비트 배열)의 NRI 필드 값

이 0이 되는 모든 패킷들/NALU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용자 경험 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코더에서의 최대 버퍼 사이즈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파라미터가 설명될 것이다. 이 파라미터 deit-buf-size

는, 패킷화 모드를 가리키는 패킷화 모드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패킷화 모드 파라미터의 값이 0이나 1로 될 때는 보

통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파라미터는 패킷화 모드 파라미터의 값이 2가 될 때 존재할 것이다.

deint-buf-size 파라미터의 값은 이하의 가정적 디인터리빙 버퍼 모델과 결부되어 특정된다. 처음에, 그 가정적 디인터리

빙 버퍼는 비어있고, 최대 버퍼 점유도 m은 0으로 설정된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그 모델에 사용된다:

i) 전송 순서상의 다음 VCL NAL 유닛이 가정적 디인터리빙 버퍼로 삽입된다.

ii) s를 버퍼 내 VCL NAL 유닛들의 바이트 단위의 총 사이즈라고 한다.

iii) s가 m 보다 크면, m은 s와 같도록 설정된다.

iv) 가정적 디인터리빙 버퍼 내 VCL NAL 유닛들의 개수가 인터리빙-깊이의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프로세스는 vii 단계

부터 재개된다.

v) 가정적 디인터리빙 버퍼 내 VCL NAL 유닛들 중 디코딩 순서상 가장 이른 VCL NAL 유닛이, RFC XXXX의 섹션 5.5에

따라 VCL NAL 유닛들에 대한 DON 값들로부터 결정된다.

vi) 가장 이른 VCL NAL 유닛이 가정적 디인터리빙 버퍼로부터 추방된다.

vii) 전송 순서상 더 이상의 VCL NAL 유닛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viii) 프로세스가 i 단계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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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는 NAL 유닛 스트림의 특성이나 수신기 구성의 사양을 신호한다. 이 파라미터가 NAL 유닛 스트림의 특성을

신호하는데 사용되면, v로 칭할 이 파라미터의 값은 다음과 같도록 된다:

a) 가정적 디인터리빙 버퍼 모델에 의해 NAL 유닛 스트림이 완전히 처리될 때의 결과인 m 값이 v보다 작거나 같거나,

b) 버퍼 오버플로가 존재하는 한 디인터리빙 버퍼로부터 가장 이른 VCL NAL 유닛을 추방함으로써 결정되는 VCL NAL

유닛들의 순서가, 가정적 디인터리빙 버퍼로부터의 VCL NAL 유닛들의 추방 순서와 같게 된다.

결국, VCL NAL 유닛 디코딩 순서 북구를 위한 버퍼 사이즈가 적어도 바이트 단위의 deint-buf-size 값일 때, 수신기들은

VCL NAL 유닛 디코딩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음이 보장된다.

파라미터가 수신기 구성의 사양을 신호하기 위해 사용될 때, 수시기는 동일한 deint-buf-size 값을 특징으로 하는 어떤

NAL 유닛 스트림의 VCL NAL 유닛 디코딩 순서를 올바르게 재구성할 수 있다. 수신기가 diet-buf-size 값보다 크거나 같

은 바이스 개수를 버퍼링할 때, 수신기는 전송 순서로부터 VCL NAL 유닛 디코딩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

비(non) VCL NAL 유닛들 역시 디인터리빙 버퍼 사이즈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 파라미터가 존재할 때, 모든

NAL 유닛들을 위한 디인터리빙 버퍼의 충분한 사이즈는 그 파라미터 값보다 20% 큰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deint-buf-size로서 0이 사용된다. deint-buf-size 값은 가령 0에서 4294 967 295 (포

함)까지의 범위 안에 든 정수가 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은 도 8의 시스템, 도 9의 인코더(1)와 가정적 참조 디코더 (HRD)(5) 및 도 10의 디코더(2)를 참조해 보

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인코딩될 화상들은, 가령, 카메라, 비디오 리코더, 등의 비디오 소스(3)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의 화상들일 수 있다. 비디오 스트림의 화상들(프레임들)은 슬라이스들 같은 더 작은 구획들로 나눠질 수 있다. 슬라이스들

은 블록들로 더 나눠질 수 있다. 인코더(1)에서, 비디오 스트림은 전송 채널(4)을 통해 전송되거나 저장 매체 (미도시)로 갈

정보가 감축되도록 인코딩된다. 비디오 스트림의 화상들이 인코더(1)로 입력된다. 인코더는 인코딩될 화상들의 일부를 일

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인코딩 버퍼(1.1)(도 9)를 포함한다. 인코더(1)는 또, 본 발명에 따른 인코딩 작업들이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서(1.2)와 메모리(1.3)를 포함한다. 메모리(1.3) 및 프로세서(1.2)는 전송 장치(6)와 공유되는 것일 수 통일 수

도 있고, 아니면 전송 장치(6)가 전송 장치(6)의 다른 기능들을 위해 또 다른 프로세서 및/또는 메모리 (미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인코더(1)는 모션 추정 및/도는 어떤 다른 작업들을 수행하여 비디오 스트림을 압축한다. 모션 추정시, 인코딩

될 화상 (현 화상)과 이전 및/또는 이후 화상 사이의 유사점들을 모색한다. 유사점들이 찾아지면, 비교된 화상이나 그 일부

가 인코딩될 화상의 참조 화상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JVT에서, 화상들의 디스플레이 순서와 디코딩 순서는 반드시 동일

할 필요는 없으며, 참조 화상이 참조 화상으로서 사용되는 한 버퍼 (가령, 인코딩 버퍼(1.1))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인코더(1)는 또, 화상들의 디스플레이 순서에 대한 정보를 전송 스트림 안에 삽입한다.

인코딩 프로세스로부터 인코딩된 화상들이 필요할 때 인코딩 화상 버퍼(5.2)로 이동한다. 인코딩 화상들은 인코더(1)로부

터 전송 채널(4)을 경유해 디코더(2)로 전송된다. 디코더(2)에서, 인코딩 화상들이 디코딩되어 가능한 한 많은 것이 그 인

코딩 화상들에 대응되는 미압축 화상들을 형성한다. 각각의 디코딩 화상은 디코딩 거의 직후에 디스플레이되지 않고 참조

화상으로 사용되지 않지 않으면, 디코더(2)의 DPB(2.1)에서 버퍼링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참조 화상 버퍼링

및 디스플레이 화상 버퍼링 둘은 결합되어 동일한 디코딩 화상 버퍼(2.1)를 사용한다. 이러한 것이 두 상이한 위치에 동일

한 화상들을 저장해야 할 필요를 없게 하여, 디코더(2)의 메모리 요건을 축소시킬 수 있다.

디코더(1)는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디코딩 작업들이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서(2.2) 및 메모리(2.3)를 포함한다. 메모리(2.3)

와 프로세서(2.2)는 수신 장치(8)와 공유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수신 장치(8)가 수신 장치(8)의 다른 기능들을 위해 다

른 프로세서 및/또는 메모리 (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인코딩

이제 인코딩-디코딩 프로세스에 대해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비디오 소스(3)로부터의 화상들이 인코더(1)로 들어가

고 바람직하게는 인코딩 버퍼(1.1)에 저장된다. 인코딩 프로세스는 첫 번째 화상이 인코더로 들어간 직후에 반드시 시작되

는 것은 아니며, 소정 양의 화상들이 인코딩 버퍼(1.1)에서 사용가능한 뒤에 시작된다. 그러면 인코더(1)가 그 화상들에서

참조 프레임들로 사용될 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때 인코더(1)는 인코딩을 수행해 인코딩 화상들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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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코딩 화상들은, 가령, 예측 화상들 (P), 두 가지 예측 (bi-predictive) 화상들 (B), 및/또는 인트라 코딩 화상들 (I)일

수 있다. 인트라 코딩 화상들은 다른 어떤 화상들을 사용하지 않고 디코딩될 수 있으나, 다른 타입의 화상들은 이들이 디코

딩될 수 있기 전에 적어도 한 참조 화상을 필요로 한다.

상술한 화상 타입들 중 어느 타입의 화상들이나 참조 화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코더는 두 개의 타임 스탬프들을 화상들에 첨부함이 바람직하다: 디코딩 타임 스탬프 (DTS) 및 출력 타임 스탬프 (OTS)

. 디코더는 그 타임 스탬프들을 사용해 정확한 디코딩 타임과 화상들을 출력 (디스플레이)할 타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들 타임 스탬프들이 반드시 디코더로 전송되는 것은 아니고, 디코더가 이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인코더는 최하위 계층 0 상위의 한 개 이상의 계층들 상에서 서브-시퀀스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계층 0에서의 화상들은 독

자적으로 디코딩 가능하지만, 그 상위 계층들에서의 화상들은 몇몇 하위 계층이나 계층들 상에서의 화상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 6a의 예에서, 계층 0과 계층 1의 두 계층들이 존재한다. 화상들 IO, P6 및 P12는 계층 0에 속하고, 한편 도 6a

에 보이는 다른 화상들 P1-P5, P7-P11은 계층 1에 속한다. 한 화상 그룹 (GOP)의 각 화상이 그 동일한 GOP 내의 화상들

만을 이용해 재구성될 수 있도록, 인코더가 화상 그룹들 (GOP)를 형성한다. 달리 표현하면, 한 GOP는 적어도 한 개의 독

자적 디코딩 가능 화상과, 그 독자적 디코딩 가능 화상이 참조 화상이 되는 다른 모든 화상들을 포함한다. 도 7의 예에서는

두 화상 그룹들이 존재한다. 제1화상 그룹은 계층 0 위의 화상들 IO(0), P1(0), P3(0)과, 계층 1 위의 화상들 B2(0), 2xB3

(0), B4(0), 2xB5(0), B6(0), P5(0), P6(0)를 포함한다. 각 화상 그룹의 계층 1 상의 화상들은 다시 서브-시퀀스들로서 정

렬된다. 제1그룹 화상들의 제1서브-시퀀스는 화상들 B3(0), B2(0), B3(0)를포함하고, 제2서브-시퀀스는 화상들 B5(0),

B4(0), B5(0)를포함하고, 제3서브-시퀀스는 화상들 B6(0), P5(0), P6(0)를 포함한다. 제2화상 그룹들의 서브-시퀀스는

화상들 B3(1), B2(1), B3(1)을 포함한다. 괄호 안의 넘버들은 그 화상이 속하는 화상 그룹에 정해진 비디오 시퀀스 ID를

나타낸다.

비디오 시퀀스 ID가 각 화상마다 전달된다. 그것은 보충 인핸스먼트 정보 데이터 안과 같이 비디오 스트림 안에서 전달될

수 있다. 비디오 시퀀스 ID는 JVT 코딩 표준의 RTP 페이로드 헤더 안과 같은 전송 프로토콜의 헤더 필드들을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 독자적 GOP들에 대한 제안된 구획에 따른 비디오 시퀀스 ID가 MPEG-4 AVC 파일 포맷과 같은 비디오 파일

포맷의 메타데이터 안에 저장될 수 있다. 도 11a 및 11b는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NAL 패킷 포맷들의 예들을 보인 것

이다. 그 패킷은 허더(11)와 페이로드 부분(12)을 포함한다. 헤더(11)는 에러 표시 필드(11.1) (F, forbidden(금지됨)), 최

우선 필드(11.2), 및 타입 필드(11.3)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에러 표시 필드(11.1)는 비트 에러 없는 NAL 유닛을 가리킨

다. 바람직하게는, 에러 표시 필드가 설정되어 있을 때, 디코더는 비트 에러들이 페이로드나 NALU 타입 옥텟 내에 존재할

수 있음을 통지받는다. 그에따라 비트 에러들을 처리할 수 없는 디코더들은 그 패킷들을 버릴 수 있다. 최우선 필드(11.2)

는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12) 안에 캡슐화된 화상의 중요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전형적 구성에서, 최우선 필드는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상이한 값들을 가질 수 있다. 값 00은, (앞으로 참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저장된 화상들ㅇ을 재구성

하는데 NALU의 콘텐츠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NALU들은 참조 화상들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

고 버려질 수 있다. 00 이상의 값들은, NALU의 디코딩이 참조 화상들의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된다는 것을 나타낸

다. 또, 00 이상의 값들은, 인코더에서 판단된 것과 같이 상대적 전송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요소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더 중요한 NALU들을 덜 중요한 NALU들보다 잘 보호할 수 있게 된다. 11은 최고의 전송 우선순위

로서 그 다음이 10, 그 다음이 01, 그리고 마지막으로 00이 가장 낮다.

NALU의 페이로드 부분(12)은 적어도 비디오 시퀀스 ID 필드(12.1), 필드 표시자(12.2), 사이즈 필드(12.3), 타이밍 정보

(12.4) 및 인코딩 화상 정보(12.5)를 포함한다. 비디오 시퀀스 ID 필드(12.1)은 화상이 속한 비디오 시퀀스의 넘버를 저장

하는데 사용된다. 필드 표시자(12.2)는 2-프레임 화상 포맷이 사용될 때 화상이 제1프레임인지 제2프레임인지 여부를 신

호하는 데 사용된다. 두 프레임들 모두 별개의 화상들로서 코딩될 것이다. 1에 해당하는 제1필드 표시자는, NALU가 디코

딩 순서상 동일 프레임의 두 번째 코딩 필드를 앞서는 코딩 프레임 또는 코딩 필드에 속한다는 것을 신호 보냄이 바람직하

다. 0에 해당하는 제1필드 표시자는, NALU가 디코딩 순서상 동일 프레임의 제1코딩 필드 뒤에 오는 코딩 필드에 속한다

는 것을 신호한다. 타이밍 정보 필드(11.3)는 필요한 경우 시간 관련 정보를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NAL 유닛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패킷들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로 다른 패킷 포맷들에는

단순한 패킷들과 집계(aggregation) 패킷들이 포함된다. 집계 패킷들은 싱글-타임 집계 패킷들과 멀티-타임 집계 패킷들

로 더 나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단순 패킷은 한 개의 NALU로 이뤄진다. RTP 시퀀스 넘버 순서의 단순 패킷들을 캡슐화 해제함으로써 조

성된 NAL 유닛 스트림은 NAL 유닛 전달 순서를 따라야 할 것이다.

공개특허 10-2006-0116245

- 17 -



집계 패킷들은 이러한 페이로드 사양의 패킷 집계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략 1500 바이트의 이더넷 MTU 사이즈로 흔히

제한되는 MTU를 갖는) 유선 IP 네트워크와, 254 바이트 혹은 그보다 약간 적은 선호되는 전송 유닛 사이즈들을 가진 IP

또는 비 IP (가령, H.324/M) 기반 무선 네트워크들의 두 상이한 타입 네트워크들의 크게 상이한 MTU 사이즈들을 반영하

기 위해 도입된다. 두 세계간의 미디어 트랜스코딩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원치않는 패킷화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 패킷

집계 방식이 도입된다.

싱글-타임 집계 패킷 (STAP)은 동일한 NALU 시간을 가진 NALU들을 모은다. 저마다, 멀티-타임 집계 패킷들은 잠정적

으로 차이가 나는 NALU-타임을 가진 NALU들을 모은다. NALU 타임스탬프 오프셋의 길이에 있어 차이가 나는 두 상이

한 MTAP들이 정의된다. NALU-시간이라는 용어는, NALU가 그 자신의 RTP 패킷을 통해 전송된다면 RTP 타임스탬프

가 가질 수 있는 값으로서 정의된다.

MTAP들과 STAP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비제한적 패킷화 규칙들을 따른다는 점을 공유한다. RTP 타임스

탬프는 집계될 모든 NALU들의 NALU 타임들의 최소값으로 설정되어져야 한다. NALU 타입 옥텟의 타입 필드는 표 1에

지시된 것과 같은 적절한 값으로 설정되어져야 한다. 에러 표시자 필드(11.1)는 집계된 NALU들의 모든 에러 표시자 필드

들이 0일 때 클리어(clear) 되고, 그렇지 않으면 셋(set)으로 된다.

[표 1]

타입 패킷 타임스탬프 오프셋 필드 길이(비트)

0x18 STAP 0

0x19 MTAP16 16

0x20 MTAP24 24

집계 패킷의 NALU 페이로드는 한 개 이상의 집계 유닛들로 이뤄진다. 집계 패킷은 필요한 한 많은 집계 유닛들을 운반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집계 패킷의 총 데이터량이 한 IP 패킷에 맞춰져야 하고, 그 사이즈는 결과적 IP 패킷이 MTU 사이

즈 보다 작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

동일한 NALU-타임을 공유하는 NALU들을 모을 집계할 때마다 싱글-타임 집계 패킷 (STAP)이 사용되어야 한다. STAP

의 NALU 페이로드는 비디오 시퀀스 ID 필드(12.1) (가령, 7 비트) 및 필드 표시자(12.2)로 이뤄지며 그 뒤에 싱글-화상

집계 유닛들 (SPAU)가 뒤따른다.

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싱글-화상 집계 패킷 (STAP)의 NALU 페이로드는 16 비트 부호 미지정 디코딩 순서 넘버

(DON)로 이뤄지고 그 뒤에 단일-화상 집계 유닛들(SPAU)이 뒤따른다.

이러한 사양에 따른 비디오 시퀀스는 NALU 스트림의 다른 부분들과 독립적으로 디코딩될 수 있는 NALU 스트림의 임의

부분일 수 있다.

프레임은 별개의 화상들로서 코딩될 두 필드들로 이뤄진다. 1에 해당하는 제1필드 표시자는, NALU가 디코딩 순서상 동일

프레임의 제2코딩 필드에 앞서는 코딩 프레임 또는 코딩 필드에 속한다는 것을 신호한다. 0에 해당하는 제1필드 표시자는,

NALU가 디코딩 순서상 동일 프레임의 제1코딩 필드 뒤에 이어지는 코딩 필드에 속한다는 것을 신호한다.

싱글-화상 집계 유닛은, 이어지는 NALU의 바이트 단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16 비트 부호 미지정 사이즈 정보 (이들 두 옥

텟은 제외하고, NALU의 NALU 타입 옥텟은 포함함) 등으로 이뤄지고, 그 뒤에 NALU 타입 바이트를 포함하는 NALU 자

체가 따라온다.

멀티-타임 집계 패킷 (MTAP)은 STAP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것은 NALU 헤더 바이트 및 한 개 이상의 멀티-화상

집계 유닛들로 이뤄진다. 서로 다른 MTAP 필드들 사이에서의 선택은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다 -- 타임스탬프 오프셋이

클수록 MTAP의 융통성 역시 높아지나, 오버헤드 역시 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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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멀티-타임 집계 유닛들이 이 사양에 정의된다. 이들 둘 모두 이어지는 NALU의 16 비트 부호 미지정 사이즈

정보 (STAP의 사이즈 정보와 동일) 등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16비트 외에, 비디오 시퀀스 ID 필드(12.1) (가령, 7 비트),

필드 표시자(12.2) 및 이 NALU에 대한 n 비트의 타이밍 정보 역시 존재하며, 여기서 n은 가령 16이나 24일 수 있다. 타이

밍 정보 필드는, MTAP 내 각 NALU의 RTP 패킷의 RTP 타임스탬프 (NALU-타임)가 MTAP의 RTP 타임스탬프로부터의

타이밍 정보를 더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져야 한다.

다른 대안적 실시에에서, 멀티-타임 집계 패킷 (MTAP)는 NALU 헤더 바이트, 디코딩 순서 넘버 베이스 (DONB) 필드

(12.1) (가령 16 비트), 및 한 개 이상의 멀티-화상 집계 유닛들로 이뤄진다. 서로 다른 두 멀티-타임 집계 유닛들은 이 경

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둘 모두 이어지는 NALU의 16 비트 부호 미지정 사이즈 정보 (STAP 안에서의 사이즈 정보와 동

일) 등으로 이뤄진다. 이들 16 비트 이외에, 디코딩 순서 넘버 델타 (DOND) 필드(12.5) (가령, 7 비트), 및 이 NALU에 대

한 n 비트의 타이밍 정보 역시 존재하며, 여기서 n은 가령 16이나 24일 수 있다. 이어지는 NALU의 DON은

DONB+DOND에 해당한다. 타이밍 정보 필드는, MTAP 내 각 NALU의 RTP 패킷의 RTP 타임스탬프 (NALU-타임)가

MTAP의 RTP 타임스탬프로부터의 타이밍 정보를 더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져야 한다. DONB는 MTAP의

NAL 유닛들 사이에서 DON의 최소값을 포함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링 모델의 양태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통해 통제됨이 바람직하다: 초기 입력 주기 (가령, 90

kHz 클록의 초당 시간주기로 나타냄) 및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의 사이즈 (가령, 바이트로 나타냄). 초기 입력 주기의 디폴

트 및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 사이즈의 디폴트는 0임이 바람직하다. PSS 클라이언트들은 사양 교환 프로세스 중에 보다 큰

버퍼를 지원한다는 자신들의 사양을 신호할 수 있다.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가, 이를테면, SDP의 미디어-레벨 대역폭 속성 또는 전용 SDP 파라미터를 통해 신호될 수 있다.

비디오 레벨 대역폭 속성이 프레젠테이션 내용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는 사용 중인 비디오 코딩

프로파일 및 레벨에 따라 정의된다.

각 스트림에 대한 초기 파라미터 값들이, 가령 MIME 타입 파라미터들이나 그와 유사한 비표준 SDP 파라미터들을 이용해

스트림의 SDP 내용 안에서 신호 보내질 수 있다. 신호 보내진 파라미터 값들이 해당 파라미터 디폴트 값들에 우선한다.

SDP 내용 안에서 신호 보내진 값들은 스트림의 시작부터 스트림의 끝까지 중단 없는 재생을 보장한다 (일관된 지연의 안

정적 전송 채널을 전제함).

PSS 서버들이 RTSP PLAY(재생)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파라미터 값들을 갱신할 것이다. 갱신된 파라미터 값이 존재하

면, 그 값이 SDP 내용 안에 신호된 값 도는 PSS 버퍼링 모델 동작시의 디폴트 파라미터 값을 대체할 것이다. 갱신된 파라

미터 값은 지시된 재생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효력이 없다. 일관된 지연의 안정적 전송 채널을 전제할

때, 갱신된 파라미터 값들은 PLAY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시된 실질적 범위의 중단 없는 재생을 보장한다. 지시된 가

정적 입력 패킷 버퍼 사이즈 및 초기 입력 주기는 SDP 내용 안의 해당 값들이나 해당 디폴트 값들 중 아무나 유효한 것보

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서버 버퍼링 검증자가 특정 버퍼링 모델에 따라 특정된다. 그 모델은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에 기반한다.

버퍼링 모델이 다음에 설명된다. 버퍼는 처음에 비어 있다. PSS 서버가, 비디오 페이로드를 가진 각각의 전송된 RTP 패킷

을, 그것이 전송될 때 즉시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1.1)에 더한다. RTP나 임의의 하위 계층에서의 모든 프로토콜 헤더들이

추방된다. 데이터는 초기 입력 기간으로 불리는 기간 중에는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로부터 추방되지 않는다. 초기 입력 주

기는 최초의 RTP 패킷이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에 더해질 때 시작된다. 초기 입력 기간이 만료될 때, 가정적 패킷 입력 버

퍼로부터의 데이터 추방이 시작된다. 데이터 추방은,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1.1)가 비어있지 않다면, 최대 비디오 비트 레

이트로 일어남이 바람직하다.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1.1)로부터 추방된 데이터는 가정적 참조 디코더(5)로 입력된다. 가

정적 참조 디코더(5)는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이 설정된 파라미터들에 의해 확실히 디코딩 가능하도록 가정적 디코딩을

수행하고, 아니면 가정적 참조 디코더(5)가 가령 가정적 참조 디코더(5)의 화상 버퍼(5.2)가 오버플로 되었음을 알게 될

때, 버퍼 파라미터들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새 파라미터들 역시 수신 장치(8)로 전송되고, 그 안에서 버퍼들은 그에

맞춰 다시 초기화된다.

PSS 서버 같은, 인코딩 및 전송 장치(1)는, 전송된 RTP 패킷 스트림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따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버퍼링 모델이, 디폴트이거나 신호 보내진 버퍼링 파라미터 값들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신호 보내진 파라미터 값들은

해당 디폴트 파라미터 값들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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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의 점유도는, 디폴트 또는 신호 보내진 버퍼 사이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가정적 패킷 입력 버퍼의 출력 비트스트림은 가정적 참조 디코더의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버퍼링 모델이 사용되고 있을 때, PSS 클라이언트는, RTP 패킷 스트림이 일관된 지연의 안정적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

는 경우, PSS 서버 버퍼링 검증자에 따른 RTP 패킷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PSS 클라이언트의 디코더는 수

신된 패킷 스트림의 RTP 타임스탬프들에 의해 규정된 정확한 레이트로서 프레임들을 출력해야 한다.

전송

인코딩된 화상들의 전송 및/또는 저장 (및 선택적인 것으로서 버추얼 디코딩)은 최초의 인코딩(된) 화상이 준비된 직후 시

작될 수 있다. 이 화상이 반드시 디코더 출력 순서상의 최초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디코딩 순서와 출력 순서

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디오 스트림의 최초 화상이 인코딩될 때, 전송이 시작될 수 있다. 인코딩 화상들은, 선택사항으로서, 인코딩 화상 버퍼

(1.2)로 저장된다. 전송이 가령 비디오 스트림의 소정 부분이 인코딩된 다음인, 그 뒤의 단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디코더(2)는 또한, 화상 순서 카운트들의 정렬 등을 이용해 정확한 순서로 디코딩(된) 화상들을 출력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렬 프로세스가 명확하고도 표준에 따라 정의될 필요가 있다.

패킷화 해제 (De-packetizing)

패킷화 해제 프로세스는 구성에 종속적이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은 적절한 구성에 대한 비제한적 예가 될 것이다. 다른 방

식들 역시 당연히 사용될 수 있다. 기술되는 알고리즘들과 관련된 최적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패킷화 해제 규칙들 이면의 일반 개념이, NAL 유닛들을 전송 순서에서 NAL 유닛 배달 순서로 재정렬하는 것이다.

디코딩

다음으로, 수신기(8)의 동작이 설명될 것이다. 수신기(8)는 한 화상에 속하는 모든 패킷들을 모으고, 이들을 합당한 순서로

놓는다. 순서의 엄격성은 사용하는 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진다. 수신된 패킷들은 수신 버퍼(9.1) (전치 디코딩 버퍼) 안에

저장된다. 수신기(8)는 쓸모없는 것은 어느 것이나 버리고, 그 나머지를 디코더(2)로 보낸다. 집계 패킷들은 이들의 페이로

드를 NALU들을 운반하는 개별 RTP 패킷들 안에 내려 놓는 것으로서 처리된다. 이들 NALU들은 마치 이들이 별개의

RTP 패킷들을 통해 이들이 집계 패킷에 정렬된 순서로 수신된 것처럼 처리된다.

이제부터 N을, NAL 유닛 전달 순서에 있어 패킷 스트림 내 어느 VCL NAL 유닛에 앞서고 RTP 시퀀스 넘버 순서나 VCL

NAL 유닛을 포함하는 집계 패킷의 조성 순서상에서 상기 VCL NAL 유닛 뒤에 오는, VCL NAL 유닛들의 최대량을 특정

하는 옵션으로서의 num-reorder-VCL-NAL-units MIME 타입 파라미터 값이라고 한다. 이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0 값의 수를 함의할 수 있다.

비디오 스트림 전송 세션이 초기화될 때, 수신기(8)는 적어도 N 조각의 VCL NAL 유닛들을 저장하기 위한 수신 버퍼(9.1)

의 메모리를 할당한다. 그런 다음 수신기는 비디오 스트림 수신을 시작하고 수신된 VCL NAL 유닛들을 수신 버퍼 안에 저

장하는데, 이러한 동작은 적어도 N 조각의 VCL NAL 유닛들이 수신 버퍼(9.1) 안에 저장될 때까지 이뤄진다.

수신기 버퍼(9.1)가 적어도 N 개의 VCL NAL 유닛들을 포함할 때, NAL 유닛들은 하나씩 수신기 버퍼(9.1)로부터 추방되

어 디코더(2)로 보내진다. NAL 유닛들이 반드시 이들이 저장되었던 순서와 같은 순서로 수신기 버퍼(9.1)로부터 추방되

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NAL 유닛들의 비디오 시퀀스 ID에 따라 추방된다.

도 12에서, 디코더의 전치 디코더 버퍼에서 전송 유닛들을 버퍼링하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넘버들이 디코딩 순서를 의미

하는 한편, 전송 유닛들의 순서는 전송 순서 (및 또한 수신 순서)를 의미한다.

이제부터, PVSID를 디코더로 보내진 가장 최근의 NAL 유닛의 비디오 시퀀스 ID (VSID)라고 하자. STAP내 모든 NAL 유

닛들은 같은 VSID를 공유한다. NAL 유닛들이 디코더로 보내지는 순서가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버퍼에서 가장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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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 시퀀스 넘버가 단순 패킷 (Simple Packet)에 해당하면, 그 단순 패킷의 NALU가 NAL 유닛 전송 순서상 다음 NALU

가 된다. 버퍼에서 가장 오래된 RTP 시퀀스 넘버가 집계 패킷 (Aggregation Packet)에 해당하면, NAL 유닛 전송 순서는

다음 단순 패킷까지 (단순 패킷 배제) RTP 시퀀스 넘버 순서상의 집계 패킷들을 통해 전송되는 NALU들 사이에서 복구된

다. 이러한 NALU들의 집합을 이제부터 후보 NALU들이고 칭한다. 단순 패킷들을 통해 전달되는 NALU들이 버퍼에 존재

하지 없으면, 모든 NALU들은 후보 NALU들에 속한다.

후보 NALU들 중 각 NAL 유닛에 대해, VSID 거리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NAL 유닛의 VSID가 PVSID보다 크면, VSID

거리는 VSID - PVSID와 같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VSID 거리는 2^(VSID를 신호하는데 사용한 비트 수)-PVSID+VSID

와 같게 된다. NAL 유닛들은 VSID 거리의 오름차순에 따라 디코더로 전달된다. 여러 NAL 유닛들이 동일한 VSID 거리를

공유하면, 이들을 디코더로 보내는 순서는 이 사양에서 규정된 NAL 유닛 전달 순서에 따라야 한다. NAL 유닛 전달 순서

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복될 있다.

먼저, 슬라이스들 및 구획들이 이들의 프레임 넘버들, RTP 타임스탬프들 및 최초 필드 플래그들에 따라 화상들과 결부된

다: 동일한 값들의 프레임 넘버, RTP 타임스탬프 및 최초 필드 플래그를 공유하는 모든 NALU들은 동일한 화상에 속한다.

SEI NALU들, 시퀀스 파라미터 집합 NALU들, 화상 파라미터 집합 NALU들, 화상 경계 기호(delimeter) NALU들, 시퀀

스 NALU들의 끝, 스트림 NALU들의 끝, 및 필러(filler) 데이터 NALU들은 전송 순서상 다음 VCL NAL 유닛의 화상에 속

한다.

둘째, 화상들의 전달 순서는 각 화상의 RTP 타임스탬프, 최초 필드 플래그, 프레임 넘버, 및 nal_ref_idc에 기반해 결정된

다. 화상들의 전달 순서는 (모듈로 연산을 통한) 프레임 넘버들의 오름 차순으로 된다. 여러 개의 화상들이 동일한 값의 프

레임 넘버를 공유하면, 0에 해당하는 nal_ref_idc를 갖는 화상(들)이 먼저 전달된다. 여러 개의 화상들이 동일한 값의 프레

임 넘버를 공유하고 이들이 모두 0에 해당하는 nal_ref_idc를 가지면, 화상들은 RTP 타임스탬프 오름 차순으로 전달된다.

두 화상들이 동일한 RTP 타임스탬프를 공유하면, 1에 해당하는 최초 필드 플래그를 가진 화상들이 먼저 전달된다. 기본

코딩 화상 및 대응하는 중복 코딩 화상들이 여기서 한 개의 코딩 화상으로 간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사용중인 비디오 디코더가 임의 슬라이스 배열 (Arbitrary Slice Ordering)을 지원하지 않으면, 슬라이스들과 A 데

이터 구획들의 전달 순서는 슬라이스 헤더 내 first_mb_in_slice 신택스 성분의 오름 차순이 된다. 또, B 및 C 데이터 구획

들이 해당 A 데이터 구획을 전달 순서상에서 바로 뒤따른다.

이에서, PVSID 및 VSID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PDON (NAL 유닛 배달 순서에 있어 한 집계 패킷의 이전 NAL 유닛의

디코딩 순서 넘버)와 DON (디코딩 순서 넘버)이 그 대신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디코더로 보내진 최초 NAL 유닛의

PDON을 0이라 한다. NAL 유닛들이 디코더로 보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버퍼에서 가장 오래된 RTP 시퀀스

넘버가 한 단순 패킷에 해당하면, 그 단순 패킷의 NALU가 NAL 유닛 전달 순서에 있어 다음 NALU가 된다. 버퍼에서 가

장 오래된 RTP 시퀀스 넘버가 한 집계 패킷에 해당하면, NAL 전달 순서는 다음 단순 패킷까지 (그 단순 패킷 배제) RTP

시퀀스 넘버 순서의 집계 패킷들을 통해 전송되는 NALU들 사이에서 복구된다. 이러한 NALU들의 집합을 이제부터 후보

NALU들이라 부른다. 단순 패킷들을 통해 전송되는 NALU들이 버퍼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NALU들이 후보 NALU

들에 속한다.

후보 NALU들 가운데 각각의 NAL 유닛에 대해, DON 거리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NAL 유닛의 DON이 PDON 보다 크

면, DON 거리는 DON-PDON과 같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DON 거리는 2^(DON 및 PDON을 부호미정 정수로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PDON+DON이 된다. NAL 유닛들이 DON 거리의 오름차순에 따라 디코더로 전달된다.

여러 개의 NAL 유닛들이 동일한 DON 거리를 공유하면, 디코더로 보내지는 순서는:

1. 있다면, 화상 경계 기호

2. 있다면, 시퀀스 파라미터 집합 NAL 유닛들

3. 있다면, 화상 파라미터 집합 NAL 유닛들

4. 있다면, SEI NAL 유닛들

5. 있다면, 기본 코딩 화상의 코딩 슬라이스 및 슬라이스 데이터 구획 NAL 유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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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있다면, 중복 코딩 화상의 코딩 슬라이스 및 슬라이스 데이터 구획 NAL 유닛들

7. 있다면 필러 데이터 NAL 유닛들

8. 있다면, 시퀀스 종료 NAL 유닛

9. 있다면, 스트림 종료 NAL 유닛이다.

사용중인 비디오 디코더가 임의 슬라이스 배열 (Arbitrary Slice Ordering)을 지원하지 않으면, 슬라이스들과 A 데이터 구

획들의 전달 순서는 슬라이스 헤더 내 first_mb_in_slice 신택스 성분의 오름 차순이 된다. 또, B 및 C 데이터 구획들이 해

당 A 데이터 구획을 전달 순서상에서 바로 뒤따른다.

다음의 부가적 패킷화 해제 규칙들은 사용가능한 JVT 패킷화 해제기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NALU들이 RTP 시퀀

스 넘버 순으로 JVT 디코더로 제공된다. 집계 패킷을 통해 운반되는 NALU들은 집계 패킷 안에서의 순서로 제공된다. 다

음 RTP 패킷이 처리되기 전에 집계 패킷의 모든 NALU들이 처리된다.

(가령 게이트웨이들 안에서의) 인텔리전트 RTP 수신기들이 손실된 DPA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손실된 DPA가 발견되면, 게

이트웨이는 DPB 및 DPC 구획들을 전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들의 정보가 JVT 디코더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

다.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 요소가 복잡한 비트 스트림 분석 없이 무용한 패킷들을 버림으로써 네트워크 로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인텔리전트 수신기들은 0인 NAL 참조 Idc를 가지는 모든 패킷들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패킷들이 버려지면 사용자 경험

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러한 패킷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DPB(2.1)는 다수의 화상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장소들을 포함한다. 이 장소들은 설명시 프레임 저장소들로도 불린다.

디코더(2)는 수신된 화상들을 정확한 순서로 디코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디코더는 수신된 화상들의 비디오 시퀀스 ID

정보를 검사한다. 인코더가 각 화상 그룹들에 대한 비디오 시퀀스 ID를 자유로이 선택했으면, 디코더는 그 화상 그룹의 화

상들을 이들이 수신된 순서로서 디코딩한다. 인코더가 각 화상 그룹에 대해 번호 매김 방식을 증분 (또는 차분) 하는 것을

통해 비디오 시퀀스 ID를 규정했으면, 디코더는 비디오 시퀀스 ID들의 순서로서 그 화상 그룹을 디코딩한다. 달리 말하면,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 비디오 시퀀스 ID를 가진 화상들의 그룹이 먼저 디코딩된다.

본 발명은 수많은 각종 시스템들과 장치들에 적용될 수 있다. 인코더(1) 및 HRD(5)를 포함하는 전송 장치(6)는 인코딩된

화상들을 전송 채널(4)로 전송할 전송기(7) 역시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수신 장치(8)는 인코딩된 화상들을 수신할 수신기

(9), 디코더(2), 및 디코딩된 화상들을 디스플레이할 디스플레이(10)를 포함한다. 전송 채널은, 가령, 지상선 통신 채널 및/

또는 무선 통신 채널일 수 있다. 전송 장치 및 수신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스트림의 인코딩/디코딩 프로세스를 통

제할 필수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프로세서들(1.2, 2.2)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주

로 그 프로세서들의 기계어 실행가능 단계들로서 구현될 수 있다. 화상들의 버퍼링은 상기 장치들의 메모리(1.3, 2.3)에서

구현될 수 있다. 인코더의 프로그램 코드(1.4)가 메모리(1.3) 안에 저장될 수 있다. 각기, 디코더의 프로그램 코드(2.4)가

메모리(2.3) 안에 저장될 수 있다.

가정적 참조 디코더(5)는, 인코더(1) 다음에 위치함으로써 가정적 참조 디코더(5)가 필요시 인코딩된 화상들을 재정렬하

도록 할 수 있고, 수신기(8)의 전치 디코딩 버퍼가 확실히 오버플로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본 발명은 전제적 참조 디코더(5)의 일부이거나 그로부터 분리된 것일 수 있는 버퍼링 검증자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코딩된 화상들을 버퍼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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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에서 인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인코딩 단계,

상기 인코딩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송 단계,

디코더로 전송된 전송 유닛들을 버퍼에서 버퍼링하는 버퍼링 단계, 및

인코딩 화상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디코딩 단계를 포함하고,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가

규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총 사이즈 계산에 사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에 기초한 필수 버퍼 사이즈

의 분수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총 사이즈 계산에 사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에 기초한 필수 버퍼 사이즈

의 분수이고, 상기 분수는 N이 정수라고 할 때 1/N 형태가 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총 사이즈 계산에 사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에 기초한 필수 버퍼 사이즈와

동일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총 사이즈 계산에 사용되는 전송 유닛들의 개수는 전송 유닛들의 버퍼링 순서로서 표현됨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화상들을 인코딩하는 인코더,

상기 인코딩된 화상들을 VCL NAL 유닛들로서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송기,

인코딩된 화상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디코더를 포함하고, 상기 디코더는 디코더로 전송된 전송 유닛

들을 버퍼링하는 버퍼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규정하는 규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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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들을 인코딩하고 그 인코딩된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버퍼에서의 버퍼링 및 디코딩을 위해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

송기를 포함하는 인코더에 있어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규정하는 규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코더.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화상들을 버퍼링하기 위한 버퍼, 및

상기 인코딩된 화상들을 디코딩하기 위한 버퍼링 요건을 결정하는 가정적 참조 디코더 (hypothetical reference

decoder)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코더.

청구항 9.

인코딩된 화상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디코더에 있어서,

디코딩하기 위해 수신된 인코딩 화상들을 버퍼링하도록 전치 디코딩(pre-decoding) 버퍼를 포함하고,

버퍼 사이즈를 가리키는 수신 파라미터에 따라 전치 디코딩 버퍼 메모리를 할당할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버퍼 사

이즈는,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규정

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더.

청구항 10.

인코딩된 화상들을 버퍼링할 방법을 수행하도록 기계어 실행가능 단계들을 구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인코더에서 인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인코딩 단계; 상기 인코딩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디코더로 전송하

는 전송 단계; 디코더로 전송된 전송 유닛들을 버퍼에서 버퍼링하는 버퍼링 단계; 및 인코딩 화상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디코딩 단계를 포함하고,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

가 규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청구항 11.

인코딩된 화상들을 버퍼링할 방법을 수행하도록 기계어 실행가능 단계들을 구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인코더에서 인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인코딩 단계; 상기 인코딩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디코더로 전송하

는 전송 단계; 디코더로 전송된 전송 유닛들을 버퍼에서 버퍼링하는 버퍼링 단계; 및 인코딩 화상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디코딩 단계를 포함하고,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

가 규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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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화상들을 인코딩하는 인코더,

상기 인코딩된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버퍼 내 버퍼링 및 디코딩을 위해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송기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

를 규정하는 규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13.

인코딩된 화상들의 디코딩을 위한 버퍼링 요건이 결정되도록, 인코딩된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포함하는 신호에 있어

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상기 신호에 첨부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14.

화상들을 인코딩하고 그 인코딩된 화상들을 전송 유닛들로서, 버퍼에서의 버퍼링 및 디코딩을 위해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

송기를 포함하는 인코더를 구비하는 전송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지도록 버퍼 사이즈를

규정하는 규정기(definer)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장치.

청구항 15.

인코딩된 화상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화상들을 형성하는 디코더를 포함하고, 상기 디코더가 디코딩을 위해 수신된 인코

딩 화상들을 버퍼링하도록 전치 디코딩(pre-decoding) 버퍼를 포함하는 수신 장치에 있어서,

버퍼 사이즈를 가리키는 수신 파라미터에 따라 전치 디코딩 버퍼 메모리를 할당할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버퍼 사이즈는, 적어도 두 전송 유닛들의 총 사이즈가 규정되고 최대 버퍼 사이즈가 상기 총 사이즈에 기반하여 정해

지도록 규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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