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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발명은  제  1  비디오  시퀀스에서  제  2  비디오  시퀀스로  스위칭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MPEG  표준에서  규정하는  스플라이스  점과  같은  특수  액세스  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시퀀
스  사이의  스위칭  점에  k개의  추가  화상  시퀀스를  삽입하는  것이  제공된다.   감소된  개수의  비트
로  코딩된다는  의미에서  최소인  이들  화상은,  예컨대  균일  칼라  화상이나  하나의  이전  I  또는  P 
화상의  반복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스위칭하는 소자를 갖
는 디코딩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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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기술분야기술분야기술분야기술분야

본  발명은  제  1  비디오  시퀀스에서  제  2  비디오  시퀀스로  스위칭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제 
1  시퀀스와  제  2  시퀀스는  모두,  화상들이  독립적으로  코딩되거나,  이전의  I  또는  P  화상으로부터 
예측되거나,  이전  또는  이후의  P  화상  및/또는  I  화상으로부터  양방향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에  따
라  유형  T=I,  P  또는  B  화상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스위칭  방법을  실현하는  소자 
및  그  소자를  포함하는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예컨대 전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을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MPEG-2  표준과  관련하여  유용
하다.   

배경기술배경기술배경기술배경기술

국제  표준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ISO)의  동화상  전문가  그룹(Moving 
Pictures  Experts  Group  :  MPEG)에  의해  채택되고  다수의  자료에  기재된  상기  표준의  원리는  예컨
대,  "Switching  facilities  in  MPEG-2  :  necessary  but  not  sufficient"(SMPTE  Journal,  Vol.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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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 December 1995, pp.788-802)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  자료에  설명된  것처럼,  스위칭은  프로그램  시퀀스  또는  완전  프로그램(비디오,  오디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함)의  연결  즉,  다른  기본  스트림들의  연속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간결한  설명
을  위해,  다른  위치  및/또는  다른  시간에  발생된  두가지  다른  비트  스트림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설명할 것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발생될 때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비트 스트림의 구조 자체에 관해,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가 다른 유형의 코딩된 화상 I,  P  및 
B를  포함하는  화상의  그룹(group  of  picture  :  GOP)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I  화
상(인트라  코딩됨)은  독립적으로  코딩(이전의  정보  없이,  즉,  다른  화상을  참조하지  않고  인트라 
프레임  기술만을  사용함)되고,  P  화상(예측  코딩됨)은  이전의  I  화상  또는  이전의  P  화상으로부터 
예측되고,  B  화상(양방향  예측  코딩됨)은  이전  및  이후의  P  화상  및/또는  I  화상으로부터  양방향 
예측된다.

이들  다른  유형의  예측에  따라,  화상들은  효율적으로  코딩된다(I  화상은  가장  덜  효율적으로  코딩
된  화상이며,  P  화상은  보다  효율적이며,  B  화상은  코딩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다).   화상을  코딩
하는데  필요한  비트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규칙적인  주기  T(V)로  디코딩이  행해질  때,  코딩
된 화상의 비트가 디코더의 버퍼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동일하지 않다.  

MPEG  표준은,  비디오  버퍼  검정기(Video  buffer  verifier  :  VBV)라  불리며  합리적인  버퍼링  및  지
연  조건으로  MPEG  비트  스트림이  디코딩될  수  있는지를  검정하는  데  사용되는  디코딩의  이론적  모
델을  지정한다.   즉,  버퍼의  점유에  의해,  버퍼  언더플로 또는 오버플로 없이 디코딩이 발생될 수 
있도록  비트  스트림에는  제약이  부여된다.   소위  vbv_지연은  코딩된  화상의  제  1  비트에  의해  상
기  디코더의  버퍼에서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상기  주기  T(V)에서  정기적으로  디코딩된  화상에 
의해  스위칭을  수행하는  것은,  삭제된  제  1  "구(old)"  화상과 송신된 제  1  "신(new)"  화상의 vbv_
지연이  다를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구화상은  소정  시점부터  신화상으로  교체될  화상이며,  스플라이
스(splice)라  불리는  이  시점은  구  비트  스트림에  속하는  데이터와  신  비트  스트림에  속하는  데이
터  사이의  경계이다).    또한,  교체된  화상과  삽입된  화상의  크기가  다르므로,  디코더의  버퍼  언
더플로  또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코딩된  두  비디오  시퀀스  사이의  간단한  스위
치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디스플레이  측에서의  임의의  표시상의  불연속을  방지하기  위해(데이터의  흐름에  있어  명백한  중단
은  시청자가  연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  디코딩  불연속을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것은  스플라이스에  경계가  없을  경우  즉,  원활하게  흐르는  비트  스트림이  획득될  경우에만  가능하
다.   이것은,  신  스트림의  제  1  액세스 유닛의 디코딩 시간이 스플라이스에 선행하는 구  스트림의 
액세스  유닛의  디코딩  시간과  일치해야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로  스플라이스  점이라  불리고  특
히  비트  스트림의  특정  필드에서  표시되는  적절한  위치에서의  문제이다.   그런  액세스  점은,  두 
개의  코딩된  화상  사이에  위치하며,  소위  스플라이스  디코딩  지연으로도  불리는,  그런  점에  수반
되는  제  1  비트의  표준화된  일정  vbv_지연값을  규정한다(스플라이스  점의  구성은  구  시퀀스와  신 
시퀀스  사이의  천이시에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스위칭  동작은,  신  시퀀스와  구 
시퀀스  모두에  동일  스플라이스점이  존재할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점은 
완전히  형식적이며,  단지  극소수의  스플라이스  디코딩  지연값만이  규정되므로  어떠한  코딩  시템도 
스위칭  동작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비디오  시퀀스  교체의  경우(즉,  구  시퀀스에서  신  시퀀스
로의 제 1  순방향 천이와 신 시퀀스에서 다시 구 시퀀스로의 제 2  역방향 천이를 갖는 두 개의 연
속  비디오  스위칭의  경우),  스플라이스  점은  역방향  스위칭에  대응하는  구  및  신  스플라이스점의 
시간적  위치가  예측가능하고  양립  가능(compatible)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두  개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규칙적인  표준  GOP  구조를  의미하지만,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충족되지  않
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스플라이스  점  생성의  구속없이  비디오  시퀀스  스위칭을  허용하
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본  명세서의  서두에  기술된  방법으로서,  두  개의  시퀀스  사이의  스위칭점에 
k개의  추가  화상  시퀀스가  삽입되며,  k는  양립  가능한  시퀀스를  가지기에  충분한  값을  가지며,  추
가 화상들은 새로운 개수의 비트로 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에  따라,  신  비디오  시퀀스는  vbv_지연이  양립될  수  있을  때까지  k  주기  T(V)만큼  지연
된다.   이  지연은 디코더에서 구  비디오 시퀀스와 신 비디오 시퀀스 사이에 k  화상의 부족을 초래
하며,  k개의  추가  화상  시퀀스가  이것을  대신한다.   이제  디코더는 구  시퀀스의 화상,  k개의  최소 
화상, 신 시퀀스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표시할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스위칭 방법을 실현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임의의  다른  화상을  참조하지  않고  인트라  코딩되거나,  화상이  이전의  인
트라  코딩  화상으로부터  또는  예측된  화상으로부터  움직임  보상  예측에  의해  예측된다는  사실에 
따라  예측  또는  보간되거나,  이전  및  이후의  화상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보간되는  비디오  화상  시퀀
스에  대응하는  n개의  병렬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딩  시스템에서,  또는  그런  시스
템과  관련하여,  이하  설명되는  스위칭  방법에  따라  디코딩될  비트  스트림의  선택적  스위치  전환을 
제공하는 선택 수단을 포함하는 스위칭 소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그런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디코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임의의  다른  화상을  참조하지  않고  인트라  코딩되거나,  화상이  이전의  인
트라  코딩  화상으로부터  또는  예측된  화상으로부터  움직임  보상  예측에  의해  예측된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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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예측  또는  보간되거나,  이전  및  이후의  화상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보간되는  비디오  화상  시퀀
스에  대응하는  n개의  병렬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딩  시스템으로서,  디코딩될  비트 
스트림의  선택을  위해  선택  수단을  직렬로  포함하는  스위칭  소자  및,  선택된  비트  스트림을  디코
딩하는  디코딩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수단이  전술된  방법의  실현을  위해,  디코딩될  비트  스
트림의 선택적 스위치 전환을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다음 설명 및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보다 명료해 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각각 본 발명이 적용되지 않을 때와 발명이 실현될 때의 시간에 대한 디코더의 버
퍼 충만도의 그래프.

도 3은 버퍼 오버플로의 가능성 있는 문제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제안된 해결책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칭 방법의 연속적 단계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디코딩 시스템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실시예실시예실시예

본  발명의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위칭시에  발생하는  몇가지  문제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제  1  스위칭  문제점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는데,  도  1은  시간에  대한  디코더의  버퍼 
충만도(decoder's  buffer  fullness  :  DBF)의  그래프이다.   제  1  선  R(OLD)은  구  화상의 제 1  교체 
화상에  관련된  비트  스트림에  대응하며,  신화상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구화상의  비디오  비트  레이
트를  나타낸다.   이  최후의  화상은  스위칭이  없으면(즉,  교체되지  않으면),  시간  TD(0)에서  디코
딩된다.   스위칭이 발생하면,  신  시퀀스의 제 1  송신 화상(선 R(NEW)는 이 제 1  송신 화상과 관련
된  비트  스트림에  대응하며,  R(NEW)는  이  신  시퀀스의  비디오  비트  레이트를  나타낸다)은  동일  시
간  TD(0)에서  디코딩될  것이다.   지역  비디오  비트  레이트  R(NEW)가  전국  비디오  레이트  R(OLD)보
나  낮을  경우,  각  화상과  각각  관련된  VBV-지연  VBV(OLD)  및  VBV(NEW)와,  대응시간  TS(OLD)  및 
TS(NEW)(TS(OLD)=구  시퀀스의  제  1  교체  화상의  제  1  비트가  디코더의  버퍼에  입력되는 
시간=TD(OLD)-VBV(OLD);  TS(NEW)=신  시퀀스의  제  1  송신  화상의  제  1  비트가  디코더의  버퍼에  (주
기적으로)  입력되는  시간=TD(NEW)-VBV(NEW);  TD(OLD)  및  TD(NEW)=상기  제  1  교체  화상  및  제  1  송
신  화상이  디코딩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TS(NEW)는  TS(OLD)  전에  발생하므로  구  시퀀스의 
마지막  송신  화상의  비트와  신  시퀀스의  제  1  송신  화상의 비트를 동시에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본  발명에  따라(도  2  참조,  이하  더  상세히  설명됨),  순방향  천이시에(구  시퀀스에서  신  시퀀스로 
스위칭할  경우),  k개의  추가  화상  시퀀스를  삽입하여  신  시퀀스를  k  주기  T(V)  만큼  지연시키는 
것이  결정되었다.   숫자  k는  TS(NEW)가  TS(OLD)  후에  발생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며,  상기  k  화상은 
그들이  쉽게  복사되도록  하는  특수한  특성을  갖는다(이들은  극소수의  비트로  표시되며  따라서  설
명시에 최소 화상이라 불린다).

최소  화상의  목적은,  신  시퀀스가  지연되는  동안  디코더의  버퍼를  가능한  한  비우는  것이다.   그
런  추가  시퀀스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예컨대  모든  화소가  동일한(예컨대  하나의  I  화상과  (k-
1)개의  P  화상)  k개의  균일  칼라  화상(uniform  colour  picture;  UC  화상이라  칭함)의  시퀀스를  고
려하는  것이  있다.   다른  해결책은  k개의  P  화상을  고려하는  것인데,  이들은  예컨대,  상기  최소 
시퀀스의  화상을  이전의  I  또는  P  화상의  복사로  간주함으로써  획득되며,  이것은  동일하게  디코더
에서 구 화상의 마지막 I 또는 P 화상을 (k.T(V))초 동안 동결시킨다.  

k  개의  UC  화상의  경우에,  모든  화상이  동일하므로,  P  화상은,  압축  신택스(syntax)에서,  최소  비
트수를 갖는 제 1  화상의 복사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UC  시퀀스의 코딩에 필요한 추가 
처리 단계는 이 시퀀스의 최초의 I 화상의 인코딩에 제한된다.

k  개의  P  화상의  경우에,  이들  화상은  MPEG-2  신택스에  의해  이전  화상의  복사로  설명된다.   사
실,  천이에  대한  그런  기술적  해결책의  효과는,  동일  주기동안 UC  화상을 갖는 것  대신,  k.T(V)초 
동안 구 시퀀스의 마지막 화상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VBV_지연을  고려하므로,  최소  화상의  최소수가  고려된  천이에  삽입되어야  한다(도 
1 참조).  UC 화상의 경우에 상기 최소수의 결정을 위해 다음 표시(비트 단위)가 사용된다.

D(I)=UC 화상 시퀀스의 I 화상의 크기;

D(P)=UC 화상 시퀀스의 P 화상의 크기;

S(MAX)=디코더의 버퍼의 크기

최소수 k는  구  시퀀스의 제  1  교체  화상의 특징 및  신  시퀀스의 제  1  삽입  화상의 특징에 의존한
다.   화상이  일정  주기  T(V)에서  디코딩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숫자  k는,  TS(OLD)와  TS(NEW)  사이
에서, k개의 UC 화상의 모든 비트가 송신되도록 하는 숫자이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즉,  TS(NEW)-TS(OLD)가  비트  레이트  R(OLD)에서  최소  화상의  송신에  필요한  주기의  지속  기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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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경우에 가능하다.  이 조건은 k가 수학식 2에 의해 제공된 최소값을 갖도록 한다.  

VBV(NEW)는 상한이 S(MAX)/R(NEW)이므로, k의 상한 k(MAX)는 대략 다음과 같다.

k개의 P 화상의 경우에 최소수의 결정을 위해, 수학식 2는 다음 수학식 4로 치환된다.

제안된  해결책은  도  2에  도시되는데,  도  2는  상기  해결책이 실현될 때의 시간에 대한 디코더의 버
퍼  충만도  DBF의  변형된  그래프이다.   여기서는,  TS(NEW)가  TS(OLD)  후에  발생되고,  구  시퀀스의 
마지막  송신  화상은,  VBV(OLD)의  값을  고려하여  TD(-1)에서  디코딩되고,  신  시퀀스의  제  1  송신 
화상은  VBV(NEW)의  값을  고려하여  TD(2)에서  디코딩되며,  이들  제  1  교체  화상과  제  1  송신  화상 
사이에서, 최소 화상이 TS(OLD)와 TS(NEW) 사이에서 이송되고 TD(0) 및 TD(1)에서 디코딩된다.  

또한,  송신  레이트  R(OLD)  및  R(NEW)는  일반적으로  다르므로,  스위칭  천이가  발생할  때,  디코더의 
버퍼에  입력되는  입력  레이트는  임의의  스위칭  없이  입력될  때의  레이트와  다르며,  입력  레이트가 
커짐에  따라  버퍼에  오버플로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넌-오버플로(non  overflow)의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디코더의  버퍼의  충만도는  시간  TS(NEW)에서  시간  TD(OLD)까지  계산되어야  한
다.   오버플로의  가능성이  있다면,  넌-오버플로가  검증될  때까지  또는  TS(NEW)가  TD(OLD)보다  높
을  때까지  최소  화상이  삽입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조건을  검증하는  최소  화상의  개수  k는, 
TD(OLD)-TS(NEW)＜0과  같으며,  이것은  k＞(VBV(NEW)/T(V))+1이  되도록  한다.   VBV(NEW)의  상한은 
S(MAX)/R(NEW)이므로,  k의  상한  k(MAX)는  수학식  5와  같으며,  이것은  이전의  결과(수학식  3)와  동
일하다.

R(NEW)가  R(OLD)보다  클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와  같은  버퍼  오버플로의  문제점은  도  3에서 
알  수  있는데,  도  3은  디코더의  버퍼  충만도  S(t)의  전개(evolution)를  도시한다(S(MAX)는  S(t)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선  L(OS)는  매  시간  t에서,  구  시퀀스만에  대한  버퍼  충만도를  나타낸다.   
즉,  시간  TD(-7),  TD(-6),...,  TD(-2),  TD(-1)에서,  상기  구  시퀀스의  화상이  디코딩되고,  그  사
이에,  버퍼  충만도는  비트  레이트  R(OLD)에  따라  증가한다(VBR(OLD)의  값은  디코딩될  제  1  비트가 
송신후  디코더의  버퍼에  언제  저장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선  L(NS)는  신  시퀀스만에 
대한  버퍼  충만도의  상태에  대응한다.   즉,  시간  TD(0),  TD(1),  TD(2)  등등에서,  상기  신  시퀀스
의  화상이  디코딩되고,  그  사이에,  버퍼  충만도는  비트  레이트  R(NEW)에  따라  증가한다(마찬가지
로,  VBV(NEW)의  값은  디코딩될  제  1  비트가  디코더의  버퍼에  언제  저장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선 
L(SW0)은  스위칭이  수행될  경우  신  시퀀스에  대응하는  디코딩된  데이터가  버퍼에  입력되기  전의 
버퍼의  실제  상태에  대응한다.   즉,  디코딩  시간에서  충만도의  감소는  구  시퀀스에  대해  전술된 
것과  동일하지만  디코딩된  데이터는  더  이상  버퍼에  입력되지  않는다.   선  L(SN)은  신  시퀀스에 
대응하는  디코딩된  데이터가  상기  버퍼에  입력될  경우에  버퍼의  실제  상태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예에서는 시간 TD(-1)에서 오버플로가 존재한다.

제안된 방법은 이 문제를 도 4에  도시된 것처럼 해결한다.   전술된 도 3에서 처럼, 선 L(OS)는 임
의의  변형  없이  구  시퀀스에  대한  버퍼  충만도의  상태에  대응한다.   선  L(SW0)는  원래  스위칭이 
수행될  때의  버퍼의  상태에  대응하는데,  본  발명에  따른  변형은  구  시퀀스  이후  레이트  R(OLD)에
서  추가  최소  화상(additional  minimal  picture:  AMP)이  삽입되는  스위칭  시간에서  시작된다.   이 
최소  화상은  신  시퀀스의  저장  단계  및  이  신  시퀀스의  (순시)  디코딩  시간이  한  주기  T(V)만큼 
지연될  수  있도록  하는데(전체  선  L(NS)은  하나의  추가  최소  화상에  대해  한  주기  T(V)만큼만  지
연된다),  이것은  이  경우  버퍼  오버플로를  방지하기에  충분하다.   이  지연은  사실상  디코더의  버
퍼  충만도가  도  3에서  발생하는  오버플로를  방지할  정도로  충분히  감소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명백히, 그 최소수 k를 전술된 것처럼 구하는 것만으로 더 많은 최소 화상이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전반적인  스위칭  방법은  도  5에  도시된  것처럼  실현될  수  있으며,  이  방
법은 다음 단계에 따라 위치 "START"에서 초기화된다.

(1) 스위치가 요청되는가? : 'SW?'로 도시된 이 질문에 대해, 응답이,

(a) no 일 때는 과정이 다시 초기화되고,

(b) yes 일 때는 k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되고(k=0), 제 2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2)  구  시퀀스에서  I  또는  P  화상이  검출되는가?  :  'OLD:I  or  P'로  도시된  이  질문에  대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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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 no 일 때는 루프가 I 또는 P 화상이 실제로 제공되어 검출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고,

(d)  yes  일  때는  구  시퀀스의  송신이  정지된다(STOP-OLD로  도시됨).  즉,  디코딩  단계가  계속되는 
동안 비트가 더 이상 디코더의 버퍼에 입력되지 않으며, 제 3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3) 신 시퀀스에 I 화상이 준비되어 있는가? : 'NEW:I?'로 표시된 이 질문에 대해, 응답이,

(e)  no  일  때는  k  가  1씩  증가되고(k=k+1),  레이트  R(OLD)에서  최소  화상이  송신되며,  제  4  단계
가 수행될 수 있으며,

(f) yes 일 때는 제 4 단계가 바로 수행될 수 있다.  

(4) VBV(NEW)가 VBV(OLD)+k.T(V) 보다 더 큰가? : 'VBV?'로 도시된 이 질문에 대해, 응답이,

(g)  yes  일  때는  삽입될  최소  화상의  수  k'가  계산되고('COMP  k'로  도시됨),  제  5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h) no 일 때는 제 5 단계가 바로 수행될 수 있다.  

(5) R(NEW)가 R(OLD) 보다 더 큰가? : 'R(NEW)/R(OLD)'로 도시된 이 질문에 대해, 응답이,

(i)  yes  일  때는  가능성  있는  오버플로가  방지될 수  있는  숫자 k"가  계산되고(COMP  k"로  도시됨), 
제 6 및 제 7 단계가 수행될 수 있으며,

(j) no 일 때는 제 6 및 제 7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6)  k의  값이  방정식  k=k+max(k',  k")에  따라  증가되고  k개의  최소  화상이  레이트  R(OLD)에서  송
신된다.

(7)  t=TD(NEW)-VBV(NEW),  즉,  t=TD(OLD)+k.T(V)-VBV(NEW)와  같은  시간  t에서  신  시퀀스의  송신이 
시작된다('TRANS-NEW'로 도시됨).

다음에,  제  1  스위칭  점에서,  TS(OLD)  전에,  구  비디오  시퀀스는  순응적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이
므로  비디오  디코더의  버퍼는  언더플로되지도  오버플로되지도  않는다(즉,  디코더의  버퍼의  충만도
는  인코딩  처리에  의해  확실히  보장된다).  TS(OLD)와  TD(OLD)  사이에서,  버퍼에는  항성  디코딩될 
화상(구  비디오  시퀀스의  화상  또는  US화상)의  비트가  존재하므로  디코더의  버퍼는  언더플로되지 
않으며,  UC  화상의  비트가  순응적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의  비트  레이트인  R(OLD)  이하의  레이트로 
입력되므로  오버플로되지도  않는다.   TD(OLD)와  TD(NEW)  사이에서,  버퍼에는  디코딩될  화상(UC  화
상  또는  신  비디오  시퀀스의  화상)의  비트가  항상  존재하므로  디코더의  버퍼는  언더플로되지  않으
며,  UC  화상이  너무  짧아서(비트수를  고려할  때)  버퍼  충만도는  자체가  순응적  압축된  비디오  시
퀀스에  관한  충만도인  TD(NEW)에서의  충만도보다  낮으므로  오버플로되지도  않는다.   TD(NEW)  후
에,  신  비디오  시퀀스는  순응적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이므로  디코더의  버퍼가  언더플로  또는  오버
플로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명백히,  본  발명은  단일  비디오  스위칭의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비디오  시퀀스  교체
의  경우(본  명세서의  초반에  제공됨)는  스위칭을  두  번  수행하는 것과 등가인데,  한  번은  구  시퀀
스가 최소 화상으로 교체되고 상기 최소 화상이 제 2  시퀀스로 교체되는 경우이고,  또  한  번은 제 
2  시퀀스가  최소  화상으로  교체되고  상기  최소  화상이  원래의  구  화상으로  교체되는  경우이다.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스위칭에서  삽입될  최소  화상의  최소수는  다시  송신될  제  1  구  화상이  I 
화상이  되도록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스위칭의  최소  화상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고 
GOP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GOP는  다음  방식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  공지
되어 있다.  

- BO, B1, I2, B3, B4, P5, B6, B7, B8,..., ... 표시 순서

- I2, B0, B1, P5, B3, B4, P8, B6, B7,..., ... 송신 순서

B  화상의 정의에 의해,  B0  및  B1는  소위  비폐쇄 GOP를  규정하는 이전 GOP의  I2  및  마지막 P  화상
으로부터의  예측을  사용함으로써  코딩되는  것이  명백하다.   천이시에  최초의  B  화상이  완전히  다
른  시퀀스의  P  화상으로부터의  예측을  사용하여  디코딩될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비폐쇄  GOP의  최초의  B화상은  천이시에  최소  화상으로  교체될  것이다.   이 
경우,  이들  최소  화상은,   각  슬라이스의  최초  및  최후의  매크로  블록만이  순방향  예측,  널  순방
향  벡터  및  무  에러  예측에  의해  인코딩되는  양방향성  예측  코딩된  화상이다(다른  매크로  블록들
은 건너 뛴 매크로 블록이다).   따라서,  디코더는 그런 최소 화상을 최후에 제공된 I  또는 P  화상
의 복사로 간주할 것이다.

이 해결책이 또한 도 5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대응 부가 단계가 제공된다.

(8) 신 시퀀스의 제 1 GOP가 폐쇄형 GOP인가? : 'GOP?'로 도시된 이 질문에 대해, 응답이,

(k) yes 일 때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현이 종료되고("END"),

(l) no 일 때는 제 9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9)  첫  번째  I  화상  후에 신  시퀀스에서 화상이 검출되는가?  :  'PICTURE?'로  도시된 이 질문에 대
해, 응답이,

(m) no 일 때는 루프가 화상이 실제로 제공되어 검출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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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yes 일 때는 제 10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10) 상기 검출된 화상이 B화상인가? : 'B PICTURE'로 도시된 이 질문에 대해, 응답이,

(o) yes 일 때는 상기 B화상이 B 최소 화상 BMP로 교체되고,

(p) no 일 때는 방법의 실현이 종료된다("END").

명백히,  본  발명은  전술된  방법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스위칭  방법을  실현하
는  소자  및  그런  소자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유형  T=I,  P  또는  B의  화상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응하는  적어도  2개의,  양호하게는  n개의  병렬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시스
템은,  예컨대  유럽  PCT  특허출원  0783817(PHF95003)에서  설명된다.   도  6에  도시된  그런  시스템
은,  다수의(주로  n,  제공된  실시예에서는  2개의)  개별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입력  비트  스트림 
IB를  수신하고,  그  출력(도  6의  경우  2개)이  본  실시예에서  동일  개수(2개)의  버퍼(71  및  72)를 
포함하는 저장 수단(70)에 이송되는 역다중화기(60)를 포함한다.  

스위칭  동작은  디코딩될  선택된  비트  스트림에  대응하는  버퍼  예컨대  버퍼(72)를  선택하고  동시에 
다른  버퍼(71)를  향한  다른  비트  스트림의  송신(이것은  예컨대  사용자  조작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므로  이  때  디코딩되어서는  안된다)을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  제어  유닛(81)에서  발생된다.   
병렬  버퍼(71  및  72)의  출력에서,  제어  유닛(81)에  의해  제어된  스위치(82)(제어  유닛(81)과  스위
치(82)는  함께  제어  수단(80)을  구성함)  적절한  버퍼  출력  신호를  선택하고  그것을  디코더(90)로 
이송한다.   이  디코더는,  예컨대  역다중화기(91)(디코딩될  신호와  관련  움직임  벡터를  분리하기 
위해  제공됨),  가변  길이  디코더(92),  역양자화기(93),  직교  역변환  회로(94),  메모리(95)를  포함
하는  예측  회로,  움직임  보상  회로(96)(상기  움직임  벡터를  수신함),  출력  디코딩  신호  DS가  표시
되도록  하는  가산기(97)를  포함한다(그런  디코더는  종래기술이므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상기  제어  수단으로  구성된  소자와  같은  스위칭 소자에 관한 것이며,  또한  그런 스위칭 소
자를 포함하는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57575757) ) ) ) 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 1 1 1 

제  1  비디오  시퀀스에서  제  2  비디오  시퀀스로  스위칭하는  방법으로서,  구(old)  시퀀스와  신(new) 
시퀀스는  모두,  화상이  독립적으로  코딩되거나  이전의  I  또는  P  화상으로부터  예측되거나  이전  및 
이후의 P  화상  및/또는  I  화상으로부터 양방향 예측된다는 사실에 따라,  유형 T=I,  P  또는 B의  화
상으로  구성되며,  두  개의  시퀀스  사이의  스위칭  점에는  k개의  추가  화상  시퀀스가  삽입되고,  k는 
양립할  수  있는  시퀀스를  갖기  위해  충분한  값을 가지며,  상기  추가 화상은 소수의 비트로 코딩되
는 스위칭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 2 2 2 

제 1 항에 있어서, 

(a)  제  1  스위칭  점에서  신  시퀀스로  교체될  구  시퀀스가  P  화상에서  절단되고,  k개의  최소  P  화
상의 시퀀스가 삽입되는 단계와;

(b)  추가  화상  시퀀스  후에,  제  2  스위칭  점에서  상기  신  시퀀스가  삽입되는  단계;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스위칭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3 3 3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퀀스는 k개의 균일 컬러 화상의 시퀀스인 스위칭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4 4 4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퀀스는 이전의 I 또는 P 화상의 복사인 화상의 시퀀스인 스위칭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5 5 5 5 

제 2 항 내지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계 (a) 및 (b) 이후에,

(c) 상기 제 1 시퀀스로의 교체를 위해 제 3 스위칭 점에서 상기 제 2 시퀀스가 절단되는 단계와;

(d)  상기  제  3  스위칭 점에서,  발생될 상기 제  1  구화상이 I  화상이 될  때까지 추가 화상이 유사
하게 삽입되고, 다음에 제 1 구 시퀀스가 재삽입되는 단계;가 추가로 실현되는 스위칭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6 6 6 6 

제 1  항 내지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매번 B 화상은 동일 화상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P 화
상으로부터  예측되고,  임의의  화상  그룹의  최초의  B  화상은  천이시에  최소  B  화상으로  교체되는 
스위칭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7 7 7 7 

제  1  항  내지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 및 신 비디오 시퀀스는 소위 MPEG-2  표준에 
따라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인 스위칭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8 8 8 8 

임의의  다른  화상을  참조하지  않고  인트라  코딩되거나,  화상이  이전의  인트라  코딩  화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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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측된  화상으로부터  움직임  보상  예측에  의해  예측된다는  사실에  따라  예측  또는  보간되거
나,  이전  및  이후의  화상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보간되는  비디오  화상  시퀀스에  대응하는  n개의  병
렬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딩  시스템으로서,  디코딩될  비트  스트림의  선택을  위해 
선택  수단을  직렬로  포함하는  스위칭  소자  및,  선택된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딩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수단은  제  1  항  내지  7  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청구된  방법의  실현을  위해, 
디코딩될 비트 스트림의 선택적 스위치 전환을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9 9 9 9 

임의의  다른  화상을  참조하지  않고  인트라  코딩되거나,  화상이  이전의  인트라  코딩  화상으로부터 
또는  예측된  화상으로부터  움직임  보상  예측에  의해  예측된다는  사실에  따라  예측  또는  보간되거
나,  이전  및  이후의  화상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보간되는  비디오  화상  시퀀스에  대응하는  n개의  병
렬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딩  시스템에서,  또는  그런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  1  항 
내지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스위칭 방법에 따라 디코딩될 비트 스트림의 선택적 스위치 전
환을 제공하는 선택 수단을 포함하는 스위칭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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