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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은, 송신기는 채널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한 수신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에러 정보를 귀환채널을 통하여 송신기로 전송하는 단

계 송신기는, 귀환된 에러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의 수신데이터를 추정하는 단계 및 송신기는, 기준 데이터와 추정수

신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신데이터의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수신기측에서 전송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송신기는 평가를 위한 파라미터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

가 없다. 따라서, 전송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하향 채널의 대역폭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다.

둘째, 송신기측에서 전송 데이터의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의 전송 상태를 적절히 변경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멀티미

디어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전송 에러 제어를 위한 비디오 전송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2는 디지털 통신의 송신기측 부호화 및 수신기측 복호화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비디오 전송 장치의 송신기에 포함된 화질 평가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

다.

도 4 및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장치의 실시예들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비디오 전송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

60:송신기 61:수신기

600:부호화부 602:복호화부

604:선택부 606:비디오추정부

608:화질평가부 610:제어부

620:복호화부 622:에러검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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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비디오의 에러 검출을 위하여 종래 수신기측에서 수행되는 화질의 모니터링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에러 발생율이 높은 무선 통신채널에 의한 비디오 서비스에서는, 화질의 모니터링을 통한 에러 제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이러한 화질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전기준 방법(full reference method), 감소기준 방법(reduced reference method), 무

기준 방법(no reference method) 등이 있다.

전기준 방법은 기준 비디오와 처리비디오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화질 측정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기준방법은 기준 비디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응용범위가 제한된다.

감소기준 방법은, 기준 비디오에서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추출하고,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수신기로 전송한다. 수신기에서

는,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에서 파라미터들을 추출하고, 수신된 파라미터와 비교함으로써 화질을 측정한다. 감소기준 방법

에서는, 감소기준 방법에서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전송된다는 점에서 하향 채널에 추가의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무기준 방법에서는, 기준 비디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복호화에 의한 처리 비디오만으로 화질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무기준 방법은, MPEG-2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 2, transport stream)에 포함된 비트열

을 분석하여 비디오 화질을 추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대역폭은 매우 중요한 통신 자원이다. 예를 들어 무선 통신에서 대역폭은 제한되어 있고 매우 고비

용이다. 수신기에서 비디오 화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화질 모니터링을 위하여 추가되는 대역폭을 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의 대역폭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수신기에서는 무기준 방법에 의하여 화질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준 비디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매우 어렵고 부정확한 방법이다. 또한, 감소 기준 방법은, 추가

의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따른다.

전송시 발생하는 에러를 수신측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채널 자원을 소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추가적인 하향채널의 자원의 소모없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품질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은, (a) 송신기는 채널을 통하

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 (b)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한 수신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에러

정보를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송신기는,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기에서의 수신데이터를 추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송신기는, 기준 데이터와 상기 추정된 수신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수

신데이터의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b) 단계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에러가 검출된 경우에만, 상기 에러 정보를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b) 단계는, 상기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에러 은닉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b) 단계는, 적용된 상기 에러 은닉 기법에 대한 정보와 상기 에러 정보를 상기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

송할 수 있다.

상기 (c) 단계는,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와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채널을 통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상기 부호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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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 데이터는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채널을 통

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상기 부호화

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얻어질 수 있다.

상기 (d) 단계는, 전기준 기법, 감소기준 기법, 무기준 기법 중 어느 하나의 기법에 의하여 전송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상기 전송품질 측정방법은, (e)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채널을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상태를 유지하거

나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전송 상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중지, 채널의 대역폭 증대, 에러 정정 기법의 적용, 및 채널 에러에 강인한 다른 코덱

으로의 변경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는, 채널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기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로부터 상기 채널에서 발생한

에러 정보를 검출하여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수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송신기는, 원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부호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변환하는 부호화부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기에서의 수신데이터

를 추정하는 추정부 및 기준 데이터와 상기 추정수신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수신데이터의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평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신기는, 상기 채널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만, 에러 정보를 상기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할 수 있

다.

상기 수신기는,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에러 은닉 기법을 적용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신기는, 상기 에러 은닉 기법에 대한 정보와 상기 에러 정보를 상기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할 수 있

다.

상기 추정부는,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와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다.

상기 송신기는, 상기 부호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화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준 데이터는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일 수 있다.

상기 평가부는, 전기준 기법, 감소기준 기법, 무기준 기법 중 어느 하나의 기법에 의하여 전송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상기 송신기는,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채널을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

를 취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전송 중지, 채널의 대역폭

증대 중 적어도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기 부호화부는,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에러 정정 기법의 적용, 및

채널 에러에 강인한 다른 코덱으로의 변경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및 장치의 구성 및 작용을 첨부한 도면

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전송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주문형 비디오나 화상 전화와 같은 멀티미디어 전송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전송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에

러 검출을 위하여 종래 수신기측에서 수행되는 전송품질의 모니터링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에러 발생율이

높은 무선 통신채널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신뢰성 있는 화상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전송품질의 모니터

링을 통한 에러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무선 통신에서는 수신기의 위치에 따라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왜곡의 정도 및

에러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만일 수신기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품질이 좋지 못하면 소비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잡

음이 많은 채널을 통해 열악한 품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신기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전송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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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이하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중에서 특히 비디오 전송을 중심으로 실시예를 기술한다. 당업자라면 이하에서 설명될 비디오 데이터의 화질

측정은, 오디오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송신기(10)와 수신기(11)간에 하향채널(D/L) 및 귀환채널(U/L)를 통하여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비디

오의 전송품질 측정방법은 먼저, 송신기는 채널을 통하여 비디오를 전송한다(S10 단계). S10 단계 후에, 비디오를 수신한

수신기는, 비디오 전송의 에러 정보를 귀환채널을 통하여 송신기(10)로 전송한다(S12 단계). 여기서, 수신기(11)에서 실제

로 에러가 검출된 경우에만 에러 정보가 귀환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수신기(11)는, 에러 은닉 기법에 의하여 에러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러 은닉 기법에 대한 정보와 에러 정보를 송신기(10)측으로 귀환할 수 있다. 즉 이 때 귀환되는

에러 정보에는 에러 은닉 기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S12 단계 후에 송신기는, 귀환된 에러정보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의 수신비디오를 추정한다(S14 단계). 여기서 수신비디

오의 추정은, 귀환된 에러 정보와 송신 비디오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S14 단계 후에 송신기는, 기준 비디오와 추정수신 비디오를 비교하여 수신 비디오의 화질을 평가한다(S16 단계). S16 단

계 후에 송신기는, 화질 평가 결과에 따라 전송 상태를 유지/변경한다(S18 단계).

S16 단계에서 수행되는 화질 측정방법으로는, 전기준 방법(full reference method), 감소기준 방법(reduced reference

method), 무기준 방법(no reference method) 등이 있다. 전기준 방법은 기준 비디오와 처리비디오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

에 가장 정확한 전송품질 측정방법이다. 감소기준 방법은 기준 비디오에서 추출된 파라미터 집합과, 처리 비디오에서 추출

된 파라미터 집합을 비교함으로써 전송품질을 평가한다. 무기준 방법에서는, 기준 비디오 없이 복호화에 의한 처리 비디오

만으로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MPEG-2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 2, transport stream)에 포함된 비

트열을 분석하여 비디오 화질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대역폭은 매우 중요한 통신 자원이다. 예를 들어 무선 통신에서 대역폭은 제한되어 있고 매우 고비

용이다. 수신기에서 비디오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종래의 전송품질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전송품질 평가를 위하여 소모되

는 추가의 대역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의 대역폭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수신기에서는 무기준 방법에 의

하여 전송품질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준 비디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매우 어렵고 부정확한 방법이다. 또

한, 감소 기준 방법도, 추가의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기준 방법과 마찬가지로 제약이 따른다.

이에 비하여, 도 1에 도시된 비디오 전송 방법에 의하면, 송신기측에서 전송품질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하향 채널의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송품질 측정방법으로서 전기준 방법, 감소 기준 방법, 및 무기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전송품질 평가를 위하여 하향 채널의 대역폭을 소모하는 일은 없다.

디지털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에는, 패킷 손실, 비트 에러, 시간 지연, 지터(jitter) 등이 있다. 만일 전송 과정에 에

러가 없다면, 수신기에서의 처리비디오의 전송품질은 송신기에서의 전송품질과 동일할 것이다. 또한, 송신기측에서도, 수

신기로부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통지 받거나, 귀환된 에러 메세지가 없으면, 수신기측의 처리 비디오 전송품질이 송

신기측에서 전송한 전송품질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수신기에서의 비디오 전송품질이 좋지 못하면 소비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잡음이 많은 채널을 통해 열악한 화질의 비

디오를 계속 전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신기에서 비디오를 전송하는데, 전송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S18 단계에서는 전송상태의 변경 방법으로서, 비디오의 전송중지, 비디오 전송을 위한 하향 채널의 대역폭 증대, 에러 정

정 기법의 적용, 및 채널 에러에 강인한 다른 코덱으로의 변경 사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디지털 통신에서 일반적으로 비디오는 먼저 부호화기를 통해 압축된 후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된다. 도 2는 디지털 통신의

송신기측 부호화부 및 수신기측 복호화부를 나타낸다.

원(source) 비디오(IN)는 송신기(20)내에서 부호화부(22)에 의하여 압축되어, 부호화된 비디오(23)로서 통신채널(24)을

통하여 전송된다. 이 때 압축되어 전송되는 데이터(23)를 송신압축비디오데이터(멀티미디어인 경우, 송신압축멀티미디어

데이터)라 칭한다. 그리고 통신채널(24)을 통하여 수신기에 전달된 데이터(25)는 수신압축비디오데이터(멀티미디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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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신압축멀티미디어 데이터)라 칭한다. 만일 통신채널(24)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송신압축비디오데이터(23)와

수신압축비디오데이터(25)가 동일하다. 만일 송신기에서 송신압축비디오데이터(23)를 복호화하여 얻은 비디오(OUT)는

송신비디오라 칭한다.

통신채널(24)은 송신기(20)와 수신기(21)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유선 및/또는 무선 전송매체이다. 유선 전송매체에는 꼬

임선(twisted pair), 동축 케이블, 광섬유 등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통신채널(24)에는 통신 거리,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리피터(repeater), 라우터(router), 게이트 웨이(gateway)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통신채널(24)을 통하여 비디오가 전

송되는 동안 감쇄 및 왜곡을 겪은 신호(25)가 수신기(21)로 입력된다. 이러한 감쇄 및 왜곡으로 인하여, 수신기(21)에서 비

디오를 재생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에러 발생 빈도는, 비트에러율(BER) 등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통신 채널(24)

는 이를 구성하는 전송 매체의 종류에 따라, 광섬유와 같이 비트에러율이 낮은 고신뢰성 매체로부터, 무선통신과 같이 비

트에러율이 높은 저신뢰성의 매체 등 다양하다. 비트에러율이 높은 무선통신의 경우 에러 제어를 통하여 통신 서비스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기(21)에 포함된 복호화부(26)는, 수신된 압축비디오데이터(25)를 복호화하여 수신비디오(OUT)를 출력한다. 복호화

부(26)는 통신채널(24)에서 발생하는 비디오의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호화시 발생한 에러를 정정하기 위하여 에러

은닉 기법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도 3은 송신기에 포함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전송 화질 평가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송신기에

있어서 수신비디오 추정부(30)는, 수신기로부터 받은 에러정보(IN31)와 수신 비디오 추정을 위해 송신비디오(IN32)를 이

용하여, 수신기측에서의 수신비디오(33)를 추정한다. 이 때 송신비디오(IN32)는 앞서 기술한 대로 송신압축비디오데이터

를 복호화하여 구한다. 전송품질 평가부(31)는 추정된 수신비디오(33)와 기준 비디오(IN33)을 비교하여, 에러가 포함되어

전송된 비디오의 전송 화질을 평가한다.

도 4 및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장치의 실시예들이다.

먼저 도 4의 수신비디오 추정부(40)는, 수신기로부터 받은 에러정보(IN41)와 원(source) 비디오(IN42)를 압축비디오생성

부(42)에 의하여 생성된 송신비디오(44)를 이용하여, 수신기측에서의 수신 비디오(43)를 추정한다. 화질 평가부(41)는 추

정된 수신 비디오(43)와 원(source) 비디오(IN42)을 비교하여, 에러가 포함된 수신 비디오의 화질을 평가한다. 여기서 압

축비디오생성부(42)는 부호화부와 복호화부의 연결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도 5의 수신비디오 추정부(50)는, 수신기로부터 받은 에러정보(IN51)와 원(source) 비디오(IN52)를 압축비디오생

성부(52)에 의하여 생성된 송신 비디오(54)를 이용하여, 수신기측에서의 수신 비디오(53)를 추정한다. 화질 평가부(51)는

추정된 수신 비디오(53)와 송신 비디오(54)를 비교하여, 에러가 포함된 비디오의 화질을 평가한다. 여기서 압축비디오생

성부(52)는 부호화부와 복호화부의 연결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비디오 전송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송신기(60)는 부호화부

(600), 복호화부(602), 선택부(604), 수신비디오 추정부(606), 화질 평가부(608) 및 제어부(610)를 포함한다. 수신기(61)

는 복호화부(620)와 에러검출부(622)를 포함한다.

부호화부(600)는, 원(source) 비디오(IN)을 압축하여 부호화된 비디오데이터를 생성한다.

복호화부(602)는, 부호화된 비디오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송신비디오(616)를 생성한다.

수신 비디오 추정부(606)는, 에러정보(618)와 복호화부(602)로부터의 송신 비디오(616)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의 수신

비디오를 추정한다. 여기서, 수신 비디오 추정부(606)는, 에러정보(618)와 송신 비디오(616)의 타이밍 정합을 위한 소정

크기의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부(604)는, 복호화부(602)로부터의 송신 비디오(616)와 송신기(60)로 입력된 원 동영상(IN)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화

질 평가를 위한 기준 비디오(614)로서 출력한다. 여기서, 선택부(604)에는, 기준 비디오(614)와 추정된 수신 비디오(612)

의 타이밍 정합을 위하여 소정 크기의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화질 평가부(608)로는, 타이밍 정합된 화질 평가

용 기준 비디오(614)와 추정된 수신 비디오(612)가 입력된다.

등록특허 10-0541526

- 6 -



화질 평가부(608)는, 추정된 수신 비디오(612)와 기준 비디오(614)을 비교하여, 에러가 포함되어 전송된 수신비디오의 화

질을 평가한다. 화질 평가부(608)는, 전기준법, 감소기준법 및 무기준법 중 어느 하나의 기법에 의해 화질을 평가할 수 있

다.

송신기(60)는, 화질 평가부(608)의 평가 결과(626)에 따라 채널을 통하여 비디오를 전송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경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송신기(60)는 이러한 조치로서, 전송 중지, 채널의 대역폭 증대, 에러 정정 기법의 적용, 및 채널

에러에 강인한 다른 코덱으로의 변경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하기 위하여 송신기(60)는, 제어부

(610)를 선택적으로 더 포함할 수 있다. 제어부(610)는, 비디오 전송 상태를 변경하는 조치로서, 전송 중지, 채널의 대역폭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화질평가 결과(626)에 따라 부호화부(600)는, 에러 정정 기법의 적용하거나, 채널

에러에 강인한 다른 코덱을 적용하여 부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비디오 전송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더 이상 통신대역폭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수신기(61)에 포함되는 복호화부(620)는, 하향 채널을 통하여 전송된 부호화된 비디오데이터를 복호화한다.

수신기(61)에 포함되는 에러 검출부(622)는 수신압축비디오데이터(624)로부터 에러를 검출한다. 에러 검출부(622)에서

검출된 에러 정보는, 귀환 채널(63)을 통하여 송신기(60)로 전송된다. 에러 정보는, 패킷 손실이나 비트 에러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에러가 검출된 경우에만 귀환되고, 귀환에 필요한 대역폭도 작기 때문에, 귀환채널의 자원 소모를 최

소화할 수 있다.

여기서, 복호화부(620)는 에러 은닉을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킷 손실이나 비트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신기에서 영상의 몇몇 블록을 잃게 된다. 에러 은닉 기법을 이용하면, 손실된 블록이 인접 프레임인 화소로부터 부분적

으로 복원될 수 있다. 귀환되는 에러 정보(618)에는 수신기(61)의 복호화부(620)에서 사용된 에러 은닉 기법에 대한 정보

도 포함된다.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

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다.여기서, 기록매체에 저장되는 프로

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따라서, 컴퓨터라는 용어도 실제 사용되는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메모리, 입

출력장치, 연산장치를 구비하여 프로그램에 의하여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모든 장치를 총괄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은, 컴퓨터상에서 스키매틱(schematic) 또는 초고속 집적회

로 하드웨어 기술언어(VHDL) 등에 의해 작성되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프로그램 가능한 집적회로 예컨대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록매체는 이러한 프로그램 가능한 집적회로 또는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

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전송 데이터 측정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송신기측에서 전송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품

질평가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수신기측에서는 전송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수신기측

은 다만 전송된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에러 정보를 송신기측으로 귀환한다. 송신기측은 귀환된 에러정보와 전송

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비교하여, 에러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전송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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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송신기측은 비디오 전송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전송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의 서비스 계약시 등에 활

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수신기측에서 전송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송신기는 평가를 위한 파라미터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

가 없다. 따라서, 전송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하향 채널의 대역폭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다.

둘째, 송신기측에서 전송 데이터의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의 전송 상태를 적절히 변경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멀티

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상에서 설명되고 도면들에 표현된 예시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실시 예들에 의해 가르침 받은 당

업자라면, 다음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 및 목적 내에서 치환, 소거, 병합 등에 의하여 전술한 실시 예들

에 대해 많은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송신기는 채널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

(b)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한 수신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에러 정보를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송신기는,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기에서의 수신데이터를 추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송신기는, 기준 데이터와 상기 추정된 수신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수신데이터의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에러가 검출된 경우에만, 상기 에러 정보를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에러 은닉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적용된 상기 에러 은닉 기법에 대한 정보와 상기 에러 정보를 상기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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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와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데이터를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채널을 통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상기 부호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얻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데이터는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채널을 통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상기 부호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얻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전기준 기법, 감소기준 기법, 무기준 기법 중 어느 하나의 기법에 의하여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e)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채널을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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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전송 상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중지, 채널의 대역폭 증대, 에러 정정 기법의 적용, 및 채널 에러

에 강인한 다른 코덱으로의 변경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방법.

청구항 12.

채널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기 및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로부터 상기 채널에서 발생한 에러 정보를 검출하여 귀환채

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수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송신기는,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부호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변환하는 부호화부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기에서의 수신데이터를 추정하는 추정부 및

기준 데이터와 상기 추정수신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수신데이터의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평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상기 채널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만, 에러 정보를 상기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에러 은닉 기법을 적용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상기 에러 은닉 기법에 대한 정보와 상기 에러 정보를 상기 귀환채널을 통하여 상기 송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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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부는,

상기 귀환된 에러 정보와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데이터를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부호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출력하는 복호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데이터는 상기 송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부는,

전기준 기법, 감소기준 기법, 무기준 기법 중 어느 하나의 기법에 의하여 전송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채널을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는 제어

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전송 중지, 채널의 대역폭 증대 중 적어도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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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에러 정정 기법의 적용, 및 채널 에러에 강인한 다른 코덱으로의 변경 중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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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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