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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로 이루어진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
기 위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단계와,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로 움직임
-보상된 신호의 부가로부터 생성된 중간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
딩 단계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단계와,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움직임-
보상된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상 단계와,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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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재-인코딩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는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해 사
용된 것보다 더 나은 입자도로 재-인코딩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보상, 코딩 에러, 향상, 재-인코딩.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enhancement)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
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제 1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
법은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단계와;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갖는 움직임-보상된 신호의 부가로부터 생성된 중간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
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re-encoding) 단계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reconstruction) 단계와;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움직임-보상된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상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
를 생성시키기 위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제 2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적어
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단계와;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 단계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제 1 또는 제 2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트랜스코딩 (transcoding)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비디오 방송 또는 비디오 저장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배경기술

새로운 정보 기술들의 출현에 따라, 압축된 비디오가 다양한 응용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응용들 및/또는 소비자 제품들
에서 사용되고, 이는 송신된 코딩된 비디오 신호의 비트레이트가 통신 네트워크들의 대역폭 용량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트랜스코딩 방법들이 상기 데이터 처리(manipulate)를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

트랜스코딩 방법은 유럽 특허 출원 EP 0 690 392 A1에서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MPEG-2 표준에 따라 코딩된 입력 
비디오 신호의 비트레이트 감소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특허 출원은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다른 품질 
레벨들을 갖는 코딩된 비디오 신호들의 세트로 구성된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변경시키기 위한 방법 및 그의 대응 장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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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술의 방법에 의해 생성된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는 낮은 품질의 기본 비디오 신호와 보다 높은 품질의 비디
오 정보를 운반하는 향상 비디오 신호로 구성된다. 향상 비디오 신호는 움직임 보상 루프 내에 직렬로 삽입된 재-인코
딩 단계에 의해, 즉,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 상에서의 행동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재-인코딩 단계는 또
한 움직임 보상 단계에서 비디오 신호로 사용된 변경된 코딩 에러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재-인코딩 단계는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는 가변-길이(variable-length) 인코딩 단계에 따라서, 상기 코딩 에러로 적용된 양자화 단계
를 포함한다. 병렬로, 상기 양자화 단계의 출력 신호는 상기 변경된 코딩 에러에서 생성된, 상기 코딩 에러가 감소된 역 
양자화된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해 역 영자화된다. 다른 품질 레벨들이 단계적으로 유사한 재-인코딩 단계를 반복하는 
것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설명된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따른 데이터의 변경 방법은 제한들이 있다.

먼저, 종래 기술에 설명된 바와 같은 재-인코딩 단계는 양자화와 역 양자화 단계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처리 단계들
은 계산적인 리소스들의 관점에서 매우 소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 제품들이 아닌 전문가 제품들에서의 
구현에는 한계가 된다. 이러한 제한은, 다른 품질을 갖는 비디오 신호들만큼 많은 양자화 및 역 양자화 단계들을 구상해
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래 기술의 방법이 다른 품질들을 갖는 복수의 비디오 신호들을 생성하는 한 정당화된다.

두 번째로, 상기 재-인코딩 단계의 세팅에 따라, 변경된 코딩 에러의 진폭은 향상 비디오 신호의 품질 레벨이 감소된 
경우에 큰 비율들로 변할 수 있다. 실제로, 코딩 에러가 상기 재-인코딩 단계에 의해 움직임 보상되기 전에 변경된다는 
사실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겨냥된 비트레이트를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하는,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
의 비트레이트 조절을 혼란시킨다(purturb).

마지막으로, 종래 기술의 방법에 따라 생성된 기본 비디오 신호의 컨텐트는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가 움직임 보상 후에 
적어도 상기 변경된 코딩 에러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재-인코딩 단계에 종속적이다. 결
론적으로,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가 기본 비디오 신호를 함께 송신하는 동안 손실되면,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디코딩
은 인코딩동안 사용된 참조 프레임들이 디코딩 면에서 재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품질 드리프트(drift)를 도입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기본 비디오 신호와 향상 비디오 신호들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발생시키
기 위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변경시키는 제 1 및 제 2 비용-효율적인(cost-effective)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
어서 종래 기술의 방법의 제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제 1 방법은 상기 제 1 방법이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딩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의 처리는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가져온다. 실제로,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
터 주어진 비트레이트에서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동안, 이러한 제 1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가 
동시에 생성되게 한다.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는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 보다 
더 나은 입자도(granularity, 즉, 더 나은 비디오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로 재-인코딩된다.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
는 따라서 복수의 코딩된 비디오 신호들; 바람직하게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의 낮은 품질 버전에 대응하는 기본 
비디오 신호, 및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에 따른 처리 
후에 분해된다.
    

재-인코딩 단계는 상기 코딩 에러 상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되고, 이는 움직임 보상 단계에서 사용된 코딩 에러가 변경되
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 상의 인코딩 중단들을 회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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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 기술과 반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향상 비디오 신호들이 송신동안 손실되는 경우에, 기본 비디오 신호의 
디코딩은 각 디코딩을 위해 사용된 참조 프레임들이 전체적으로 향상 층들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즉, 
품질 드리프트가 없다).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제 2 방법은 상기 제 2 방법이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
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딩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위의 이전 제 1 방법과 비교하면, 움직임 보상 단계를 포함하는 코딩 루프가 개방된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움직임 보상 단계가 수행되지 않고, 구현될 때 이러한 제 2 방법에 의해 요구된 계산 로드가 감소되게 한다.

향상 비디오 신호들의 생성에서 나온 코딩 에러의 재-인코딩은 코딩 에러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로 동시에 부분적으
로 또는 전체적으로 송신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비디오 신호의 품질 드리프트를 보상한다.

바람직한 모드에서,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각 제 1 및 제 2 재-인코딩 방법은 상기 제 2 재-인코딩 단
계가:

-상기 코딩 에러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비트-플레인들을 쉬프팅하기 위해 하위-단계를 쉬프팅하는 단계와;

-상기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을 구성하는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찾고, 재-인코딩될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의 상
기 수를 얻기 위한 하위-단계와;

-각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플레인이 향상 비디오 신호를 정의하는,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플레인들을 생성시키기 
위해, 상기 쉬프트된 비트 플레인들의 하위-단계를 가변-길이 코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순차적인 하위-단계들은 비트-플레인들의 선택에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비트 플레인들에서 쉽게 열화되고 
스케일될 수 있는 단일 향상 비디오 신호의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생성되게 한다.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의 비트레이트
는 2진(binary) 스트림의 임의의 위치에서 변화될 수 있고, 이는 비디오 데이터가 송신되는 통신 채널의 채널 제약들로 
동시적인 적용을 하게 한다. 재-인코딩 단계가 프리퀀셜 도메인의 상기 코딩 에러 상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낮은 계산 리소스들이 요구되는 가격-효율적인 하위-단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가격-효율적인 해결책을 끌어
낸다.
    

본 발명은 또한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
를 생성시키기 위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기 위한 제 1 비디오 트랜스코딩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트랜스코딩 장치는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수단과;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갖는 움직임-보상된 신호의 부가로부터 생성된 중간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
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 수단과;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수단과;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움직임 보상된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상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 1 트랜스코딩 장치는 그것이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
딩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디오 트랜스코딩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제 1 방법의 다른 단계들 및 하위-단계들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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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
를 생성시키기 위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기 위한 제 2 비디오 트랜스코딩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트랜스코딩 장치는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수단과;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 수단과;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트랜스코딩 장치는 그것이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딩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디오 트랜스코딩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방법의 다른 단계들 및 하위-단계들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구현의 특정 모드에서, 제 1 트랜스코딩 장치 및 제 2 트랜스코딩 장치는:

-상기 코딩 에러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비트-플레인들을 쉬프팅하기 위한 쉬프팅 수단과;

-상기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을 구성하는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찾고, 재-인코딩될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의 수
를 얻기 위한 수단과;

-각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플레인이 향상 비디오 신호를 정의하는,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 플레인들을 생성시키기 위
한, 상기 쉬프트된 비트 플레인들의 가변-길이 코딩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제 2 재-인코딩 수단과 같다.

본 발명는 또한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셋탑박스 제품에 관한 것으로, 상기 셋탑박스 제품은 상기 입
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의 데이터를 변경시키고,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본 발명에 따라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은 트랜스코딩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기본 비디오 신호 및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를 포함하는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 관한 것
으로, 상기 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제 1 또는 제 2 방법의 구현으로
부터 생성된다.

이러한 스케일가능한 신호는 본 발명에 따른 제 1 및 제 2 방법의 단계들 및 하위-단계들의 기술적인 특성들을 반영한
다.

본 발명은 또한 그 안에 저장된 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갖는 저장 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기 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기본
층과 향상 층들의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제 
1 또는 제 2 방법의 구현으로부터 생성된다.

저장 매체는 바람직하게 하드 디스크 또는 삭제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예를 들면, R/W 디스크)에 대응할 수 있
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제 1 또는 제 2 방법들의 단계들 및 하위-단계들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 명령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신호 프로세서에 연결된 메모리와 같은 하드웨어 수단으로 로드될 때, 이전에 설명된 본 발
명을 따른 제 1 및 제 2 방법의 임의의 단계들 및 하위-단계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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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들 및 다른 양상들이 다음에 주어질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 양상들이 이후로 설명되는,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고려된 실시예들을 참조로 이제 설명될 것이며, 
동일한 부분들 또는 하위 단계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볼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 2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생성된 비디오 신호들의 디코딩을 하게 하는 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MPEG-2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들의 데이터 변경에 잘 적응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예를 들면 MPEG-4, 
H.261 또는 H.263 비디오 표준들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은 블럭-기반 압축 방법으로 인코딩된 임의의 코딩된 신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이후로 본 발명이 상세히 설명될 것이고, 변경될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MPEG-2 국제 비디오 표준(Moving Pic
tures Experts Group, ISO/IEC 13818-2)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디오 프레임은 마크로블럭들(MB)이라 불리
는, 16*16 픽셀들의 인접 사각 지역들로 분할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MPEG-2 코딩 신텍스를 따르는 기본 비디오 신호와 향상 비디오 신호들의 세트를 동시에 생성
시키기 위한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가 데이터 변경되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본 비디오 신호는 트랜스코딩 단
계 로부터 발생된다. 이러한 트랜스코딩 단계는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의 비트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구성
되고, 따라서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와 비교하여 비디오 품질이 감소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상기 향상 비
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러한 품질 손실의 장점을 취한다. 상기 품질 손실을 구체화하는 코딩 에러는, 상기 향
상 비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재-인코딩 단계에 의해 재-인코딩된다. 코딩 에러는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에 포함되
지 않는 추가적인 더 나은 비디오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향상 비디오 신호들의 생성을 위해 재-인
코딩된다. 따라서, 향상 비디오 신호들을 갖는 기본 비디오 신호의 재조합은 기본 비디오 신호의 비디오 품질과 비교하
여 더 나은 품질의 비디오 신호를 형성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현재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103)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102)를 발생시키기 위해 적어도 에러 디코딩 단계(101)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배열에 기초한
다. 이러한 에러 디코딩 단계(101)는 단지 상기 입력 신호에 포함된 데이터 타입의 감소된 수만이 디코딩되기 때문에 
입력 비디오 신호(103)의 부분적인 디코딩을 수행한다. 이러한 단계는 적어도 신호(103)에 포함된 DCT 계수들 및 움
직임 벡터들의 참조 번호(104)에 의해 표시된 가변-길이 디코딩(variable-length decoding;VLD)을 포함한다. 이 
단계는 디코딩된 DCT 계수들(105) 및 움직임 벡터들(106)을 얻기 위해 엔트로피 디코딩(예를 들면, 허프만 코드들을 
포함하는 역 룩업 테이블에 의해)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단계(104)와 직렬로, 107로 표시된 역 양자화(inverse quan
tization; IQ)가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102)를 생성시키기 위해 상기 디코딩된 계수들(105) 상에서 수행된다. 
역 양자화(107)는 주로 상기 DCT 디코딩된 계수들(105)에 상기 입력 신호(103)의 양자화 펙터를 곱하는 것으로 구
성된다.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상기 양자화 펙터가 한 매크로블럭에서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 양자
화(107)는 매크로블럭 레벨에서 수행된다. 디코딩된 신호(102)는 프리퀀셜 도메인(frequential domain)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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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트랜스코딩 배열은 또한 상기 입력 비디오 신호(103)의 트랜스코딩으로부터 나온 신호에 대응하는 출력 비디오 
신호(109)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인코딩 단계(108)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디오 신호(109)는 기본 비디오 신호로 지
정된다. 신호(109)는 입력 신호(103)와 같이 MPEG-2 비디오 표준을 따른다. 상기 재-인코딩(108)은 하위-단계(
111)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 변경된 움직임-보상된 신호(112)로의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102)의 부가로부터 
생성된 중간 데이터 신호(110) 상에서 행동한다. 상기 재-인코딩 단계(108)는 113으로 표시된 양자화(Q)를 직렬로 
포함한다. 이러한 양자화(113)는 양자화된 DCT 계수들(114)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양자화 펙터에 의해 신호
(110)의 DCT 계수들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양자화 펙터는 예를 들면, 단계(107)에서 사용된 
것보다 큰 양자화 펙터가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103)의 비트레이트 감소에서 결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입
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103)의 트랜스코딩에 의해 수행된 변경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양자화(113)와 직렬로, 115로 
표시된 가변-길이 코딩(VLC)이 엔트로피 코딩된 DCT 계수들(116)을 얻기 위해 상기 계수들(114) 상에서 적용된다. 
VLD 과정과 유사하게, VLC 과정은 각 계수(114)로 허프만 코드를 정의하기 위한 룩업 테이블로 이루어진다. 이후, 계
수들(116)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109)에 의해 운반된 트랜스코딩된 프레임들을 구성하기 위해, 움직임 벡터들(1
06)(도시되지 않음) 뿐만 아니라 117로 표시된 버퍼(BUF)에 축적된다.
    

    
이러한 배열은 프리퀀셜 도메인에서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109)의 코딩 에러(119)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단계(
118)를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재구성 단계는 양자화(113)에 의해 도입된 코딩 에러의 수량화(quantifying)를 하게 
한다. 이후로 상세히 설명될 움직임 보상 단계동안, 기본 비디오 신호(109)의 프레임에서 프레임으로의 품질 드리프트
를 피하기 위해 다음 비디오 프레임의 트랜스코딩에 대한 이러한 현재의 트랜스코딩된 비디오 프레임의 코딩 에러가 고
려된다. 상기 코딩 에러(119)는 120으로 표시된 역 양자화(IQ) 에 의해 재구성되고 신호(121)에서 나온 상기 신호(
114)에서 수행된다. 하위-단계(122)의 감산(subtracting)이 이후 DCT 도메인, 즉, 프리퀀셜 도메인의 상기 코딩 에
러(119)로부터 생성된 신호들(110 및 121)사이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코딩 에러(119)는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
호(103)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109) 사이의 차에 대응한다. 프리퀀셜 도메인의 상기 코딩 에러(119)는 픽셀 도메
인의 대응 코딩 에러(124)를 생성시키기 위해 123으로 표시된 역 이산 코사인 변환(IDCT)을 통해 통과된다.
    

    
이러한 배열은 또한 신호(109)에 의해 운반된 이전의 트랜스코딩된 비디오 프레임과 관련되고, 125로 표시된 메모리
(MEM) 내에 저장된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움직임 보상된 신호(112)를 발생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상 단계(126)를 포
함한다. 메모리(125)는 적어도 두 개의 하위-메모리들을 포함한다: 첫번째는 트랜스코딩될 비디오 프레임에 관련된 
변경된 코딩 에러(124) 저장 전용이고, 두번째는 이전의 트랜스코딩된 비디오 프레임에 관련된 변경된 코딩 에러(12
4) 저장 전용이다. 먼저, 128로 표시된 움직임 보상(COMP)이 신호(127)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제 2 하위-
메모리의 컨텐트 상의 예측 단계에서 수행된다. 예측 단계는 상기 저장된 코딩 에러(127)로부터 예측된 신호(129)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 또한 움직임 보상된 신호라고도 불리는 예측된 신호는 트랜스코딩될 입력 비디오 신호(
102)의 부분에 관련된 움직임 벡터(106)에 의해 지시된 상기 메모리 장치(125)에 저장된 신호의 부분에 대응한다. 
당업자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상기 예측은 일반적으로 MB 레벨에서 수행되고, 이는 신호(102)에 의해 운반된 각 입
력 MB에 대해 예측된 MB가 결정되고 또한 프레임으로부터 프레임으로의 품질 드리프트를 감소시키기 위해 DCT 도메
인의 하위-단계(111)를 상기 입력 MD로 부가하는 것에 부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움직임 보상된 신호(129)가 픽셀 
도메인에 있기 때문에, 이는 DCT 도메인의 상기 움직임 보상된 신호(112)를 생성시키기 위해 DCT 단계(130)를 통해 
통과된다.
    

    
이러한 배열은 또한 상기 코딩 에러(119)로부터 향상 비디오 신호(137)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인코딩 단계(131)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인코딩 단계는 비트-플레인들, 또는 바람직하게 상기 코딩 에러(119)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비
트-플레인들의 부분들을 쉬프팅하기 위해 하위-단계(132)를 쉬프트하는 것을 포함하는 비트-플레인(bit-plain) 코
딩 방법에 기초한다.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103)가 상기 코딩 에러(119) 뿐만 아니라 8*8 DCT 블럭들을 이용하는 
블럭-기반 기술을 따라 코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트-플레인은 유익하게 8*8 코딩 에러 블럭으로 이루어진 64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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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로부터 추출된 동일한 랭크의 64 비트 어레이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제 1 비트-플레인은 상기 64 데이터의 제 
1 중요한 비트들(MSB)에 대응하는 64 비트들로 구성될 것이고, 제 2 비트-플레인은 상기 64 데이터의 제 2 MSB에 
대응하는 64 비트들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웨이팅(weighting) 방법이 사용되면, 쉬프트는 MB 레벨에서 수행되는데, 
즉, 상기 MB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모든 비트들이 동일한 값에 의해 왼쪽으로 쉬프트된다. 예를 들면, 420 비디오 포맷
을 처리하면, 루미넌스 데이터에 관련된 64 계수들의 4개의 세트들과 크로미넌스 데이터의 2개의 세트들이 정의될 것
이고 따라서 쉬프트될 것이다.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133)은 따라서 상기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을 구성하는 데
이터 중에서 최대 값을 찾는 것으로 구성된 하위-단계(134)에 의해 분석된다. 상기 최대값은 쉬프트된 비트-플레인
들(133)의 수를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하위 단계(132)의 쉬프팅 후에,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
(133)은 64 데이터(10, 0, 6, 0, 0, 3, 0, 2, 2, 0, 0, 2, 0, 0, 1, 0,...0, 0)의 다음 세트를 포함하고, 이러한 블럭의 
최대값은 10으로 찾아지며, 2진 포맷에서 10을 나타내는 비트들의 최소 수(1010)는 4이다. 4 비트들을 이용하여 2진 
포맷에서 모든 값을 써보면, 4 비트-플레인들은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1,0,0,0,0,0,0,0,0,0,0,0,0,0,0,0,...0,0)(MSB-플레인)

(0,0,1,0,0,0,0,0,0,0,0,0,0,0,0,0,...0,0)(제 2 MSB-플레인)

(1,0,1,0,0,1,0,1,1,0,0,1,0,0,0,0,...0,0)(제 3 MSB-플레인)

(0,0,0,0,0,1,0,0,0,0,0,0,0,0,1,0...0,0) (제 4 MSB-플레인=LSB-플레인)

다음 하위-단계에서,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이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들(137)을 구성하는 가변 길이 코딩된 데이터
를 생성하기 위한 가변-길이 코딩 하위-단계(136)에 의해 코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비트-플레인들은 먼저 
다음과 같이 2-D 심볼들(RUN,EOP)로 변환될 수 있다:

- 1 전에 0의 연속적인 숫자(RUN),

- 이러한 비트-플레인 상의 좌측에서 임의의 1이 있는지의 여부, 즉, End-Of-Plane(EOP). MSB 플레인 후의 비트
-플레인이 모든 0들을 포함하면, 특별한 심볼(ALL-ZERO)이 모든-0 비트-플레인을 표현하도록 형성된다.

4 개의 비트-플레인들의 (RUN,EOP) 심볼들로의 비트들의 변환은 다음과 같다:

(0,1)(MSB-플레인)

(2,1)(제 2 MSB-플레인)

(0,0)(1,0)(2,0)(1,0)(0,0)(2,1)(제 3 MSB-플레인)

(5,0)(8,1) (제 4 MSB-플레인=LSB-플레인)

각 2-D 심볼은 따라서 각 2-D 심볼을 갖는 VLC 코드와 연관되는 룩업 테이블에 의해 VLC 코딩된다.

    
모든 비트-플레인들이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갖는 하나의 신호로 동시에 송신되면 상기 신호들(137)은 단일 향상 
비디오 신호로 보여질 수 있다. 감소된 수의 비트-플레인들이 송신 전에 또는 도중에 최소 중요 비트-플레인들(LSB
-플레인들)과 같이 생략되면 상기 신호(137)는 그 자체가 또한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와 동시에 송신될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로 보여질 수 있다. 향상 비디오 신호들(137)의 숫자는 왼쪽으로의 쉬프팅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증가될 
수 있고, 상기 쉬프팅은 바람직하게 LSB-플레인들이 생략될 때 대응 정보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데이
터 상에서 수행된다. 결과적으로, 비트-플레인들의 수가 증가되면, 신호(137)의 스케일가능성은 더 나은 입자도를 갖
고, 이는 도착될 타겟 비트레이트가 보다 정밀하게 되게 하며, 상기 타겟 비트레이트는 신호(137)의 비트-플레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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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세트의 비트레이트 내의 기본 비디오 신호 비트레이트의 합이다.
    

신호(119)를 구성하는 데이터에 적용된 쉬프트는 화상 헤더에 저장된 쉬프트 값들을 포함하는 8*8 웨이팅 매트릭스 
때문에 프레임 레벨에서 수행될 수 있다. 8*8 블럭 데이터를 포함하는 각 값은 이후 상기 웨이팅 매트릭스에 동일한 로
우 및 컬럼을 갖는 쉬프트 값에 따라 쉬프트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그들이 보다 중요한 계수들을 포함한다고 고려된다
면 8*8 블럭 내의 프리퀀셜 영역은 유익하게 다른 프리퀀셜 영역보다 많이 쉬프트될 수 있다.

쉬프트는 또한 신호(119)에 의해 운반된 주어진 프레임 내에 부분적인 영역의 선택적인 쉬프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값이 MB 헤더들에 포함되는 쉬프트는 상기 부분적인 지역을 정의하는 MB를 구성하는 모든 데이
터 상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쉬프팅 방법은 상기 부분적인 영역이 지켜져야할 비디오 시퀀스에서 중요한 지역인 경우에 
유익하게 사용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제 2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는 움직임 보상 단계를 포함하는 코딩 루프가 개방되
어 있었던 도 1에 기초한다. 이것은 드리프트가 기본 비디오 신호(109)에서 프레임에서 프레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디오 품질에 손해를 주어,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계산 로드가 감소하게 한다. 실제로, 이러한 트랜스코딩 방법은 양
자화 단계(113)에 의해 생성된 코딩 에러(119)가 다음 프레임들의 트랜스코딩에서 더이상 재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
본 비디오 신호(109)가 드리프트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하나 또는 복수의 향상 비디오 신호들(137)의 생성으로부터 결과되는, 재-인코딩 단계(131)에 
의해 코딩 에러(119)를 개별적으로 재-인코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상 비디오 신호로의 기본 비디오 신호의 재구
성은 기본 비디오 신호의 비디오 품질과 비교하여 더 나은 품질의 비디오 신호를 구성하게 한다.

코딩 에러(119)가 따라서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송신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
137)이 스케일 가능성은 상기 품질 드리프트를 방해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생성된 비디오 신호의 디코딩 원리를 도시하며, 이는 INTERNATIONAL ORGAN
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IEC JTC1/SC29/WG11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
IO, ISO/IEC JTC1/SC29/WG11, N3317, March 2000, FGS Verification Model 이라는 문서에 설명되었으므로 본 
발명의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디코딩은 기본 비디오 신호와 향상 비디오 신호들을 개별적으로 디코딩하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기본 비디오 신호(301)는 향상 비디오 신호들(304)이 비트-플레인들이 하이브리드(hybrid) 디코더(305)에 
의해 디코딩될 때, 디코딩된 기본 비디오 신호(303)를 생성하는 MPEG-2 비디오 표준을 따른 표준 디코더(302)에 
의해 디코딩된다. 향상 비디오 신호들이 도 1 또는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 의해 생성되었으면, 상기 하이브리드 디코
딩(305)은 가변 길이 디코딩된 비트-플레인들을 우측으로 다시 쉬프팅하고 역 이산 코사인 변환(309)이 픽셀 기반 
향상 비디오 신호들(310)을 발생시키는 가변 길이 디코딩 하위-단계(307), 하위-단계(308)를 포함하는 순차적인 
하위-단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하위-단계(311)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 신호들(303 및 310)이 부가되고, 디코딩
된 향상된 비디오 신호(308)가 나타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다른 상황에서는 트랜스코딩 장치에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트랜스코딩 장치는 비디오 방송 또는 비디오 스트리밍 장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PEG-2 비디
오 표준을 따라 코딩된 입력 비디오 신호가 기본 비디오 신호를 갖는 향상 비디오 신호들의 가변 수(즉, 비트-플레인들
의 보다 또는 덜 중요한 수)와의 연상에 의해 다른 대역폭 용량들을 갖는 통신 채널들을 통한 처리 후에 송신될 수 있다.

    
이러한 트랜스코딩 장치는 또한 셋탑박스 또는 DVD(Digital Video Disc)와 같은 소비자 제품들에 대응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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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에서, MPEG-2 비디오 표준을 따라 코딩된 입력 비디오 신호의 처리 후에, 기본 비디오 신호 및 그와 연관된 
향상 비디오 신호들이 지역적으로 메모리 수단에 저장된다. 이후,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하나 또는 복수의 향상 
비디오 신호들이 전체 비디오 시퀀스를 삭제하지 않고 상기 메모리 수단으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특히 
탄성 저장 응용 전용이다.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비디오 트랜스코딩 장치의 몇몇의 방법들로 구현
될 수 있다. 이러한 스케일가능한 방법은, 먼저 하드웨어 성분들의 사용에 있어서는 배선된 전자 회로들에 의해 구현될 
수 있고(예를 들면, 하위-단계들의 쉬프팅을 수행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들, 움직임 보상 단계 및 데이터 버퍼링 동
안 비디오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한 RAM 메모리), 두번째로 소프트웨어 성분들의 사용에 있어서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명령들의 세트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상기 명령들은 상기 회로들의 적어도 일부를 대체하고, 상기 대
체된 회로들에서 실행된 동일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디지털 프로세서의 제어하에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위에서 설명된 제 1 및 제 2 방법의 단계들, 또는 일부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와 관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
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단계와;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갖는 움직임 보상된 신호의 부가로부터 생성된 중간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디
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 단계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단계와;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움직임-보상된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상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딩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경 방법.

청구항 2.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
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단계와;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 단계와;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딩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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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재-인코딩 단계는:

-상기 코딩 에러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비트-플레인들을 쉬프팅하기 위해 하위-단계를 쉬프팅하는 단계와;

-상기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을 구성하는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찾고, 재-인코딩될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의 상
기 수를 얻기 위한 하위-단계와;

-각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플레인이 향상 비디오 신호를 정의하는,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 플레인들을 생성시키기 위
해, 상기 쉬프트된 비트 플레인들의 하위-단계를 가변-길이 코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경 방법.

청구항 4.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
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기 위한 트랜스코딩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수단과;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갖는 움직임-보상된 신호의 부가로부터 생성된 중간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
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 수단과;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수단과;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움직임 보상된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상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트랜스코딩 장치는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딩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장치.

청구항 5.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구성된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
해,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의 데이터를 변경시키기 위한 트랜스코딩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적어도: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에러 디코딩 수단과;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1 재-인코딩 수단과;

-상기 기본 비디오 신호의 코딩 에러를 생성시키기 위한 재구성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트랜스코딩 장치는 상기 코딩 에러로부터 상기 향상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제 2 재-인코딩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장치.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재-인코딩 수단은:

-상기 코딩 에러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비트-플레인들을 쉬프팅하기 위한 쉬프팅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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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을 구성하는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찾고, 재-인코딩될 쉬프트된 비트-플레인들의 상
기 수를 얻기 위한 수단과;

-각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플레인이 향상 비디오 신호를 정의하는, 가변 길이 코딩된 비트 플레인들을 생성시키기 위
한, 상기 쉬프트된 비트 플레인들의 가변-길이 코딩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장치.

청구항 7.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셋탑박스 제품에 있어서, 상기 셋탑박스 제품은 기본 비디오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로 이루어진 출력 스케일가능한 비디오 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해 상기 입력 코딩된 비디
오 신호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제 4 항 또는 제 5 항의 트랜스코딩 장치를 포함하는, 셋탑박스 제품.

청구항 8.

기본 비디오 신호 및 적어도 하나의 향상 비디오 신호의 세트를 포함하는 코딩된 비디오 신호로서, 상기 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방법의 구현으로부터 생성되는, 비
디오 신호.

청구항 9.

그 안에 저장된 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갖는 저장 매체로서, 상기 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기본층과 향상 층들의 세트를 포
함하고, 상기 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입력 코딩된 비디오 신호에서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방법의 
구현으로부터 생성되는, 저장 매체.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의 단계들 및 하위-단계들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 명령들을 포함하는 컴
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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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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