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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세그먼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트랜스코더(transcoder)에서 MPEG 스트림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할

때 발생하는 세그먼테이션 메타 데이터와 AV 컨텐츠와의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랜스코딩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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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와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타이밍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타이밍 동기화부와,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는 트

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와,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복원된 비디오 시퀀스를 다시 압축하고,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

미터 중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를 상기 압축한 비디오 시퀀스에 포함하여 기록하는 인코더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세그먼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장치에서 세그먼테이션 메타 데이터와 AV 컨텐츠와의 동기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 메타데이터(metadata), PTS(Presentation Time Stamp), PCR(Program Clock

Referenc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2a는 PES 패킷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b는 전송 스트림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PTS 및 PCR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그래프.

  도 4는 총 지연을 정의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60 : 디코더 70 : 인코더

  90 : 타이밍 동기화부 95 :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

  100 : 트랜스코더 200 : 트랜스코딩 시스템

  61 : 역다중화기 73 : 다중화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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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압축에 관한 것으로, 트랜스코더(transcoder)에서 MPEG 스트림을 타 형태(다른 비트율, 다른 프레임

율, 다른 프레임크기, 다른 압축 표준 형식)로 변환하여 저장 또는 전송하고, 이 스트림을 세그먼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재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그먼테이션 메타 데이터와 AV 컨텐츠와의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랜스코딩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트랜스코딩(transcoding)이란 기존에 압축된 비디오 신호를 다른 형태의 신호 즉, 다른 비트율(bit rate), 다른 프레임율

(frame rate), 다른 프레임크기(frame size), 또는 다른 압축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칭하며, 트랜스코더란 이러

한 기능을 갖는 장치를 지칭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응용이 개발되고 통신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다른 통신 네트워크 또는 프로토콜간에 상호 통신 교환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종(異種) 네트워크간에 비디오 비트스트림(bit-stream)을 전송할 경우 비디오

소스로부터 사용자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다른 특성과 수용능력을 가진 경로가 설정된다. 이 경우, 압축된 비디오가 필요로

하는 밴드폭(bandwidth)은 소스를 인코딩할때 네트워크 연결에서 가장 엄격한(낮은) 네트워크의 전송률에 적합하도록 조

정된다.

  실시간 비디오의 경우 이는 인코더의 코딩 파라미터(coding parameter)를 변경함으로써 조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좋지 않은 링크에 적합하도록 인코딩 비트율을 낮춰야 하므로 화질에 있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즉, 고화질의 영상

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화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채널 특성과 수용능력의 문제로 인해

요즘의 통신환경과 같이 다양한 사용자 기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사용자들은 비디오 통신이나 인터넷 접속을 위해 휴대폰이나 PDA 같은 작은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기를 선호

하지만, 대부분의 휴대용 기기는 제한된 계산 능력과 디스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기들은 고해상

도의 비디오 디코딩과 디스플레이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 경우 이미 압축된 고해상도의 비디오는 휴대용 기기에서의 디스

플레이를 위해 저해상도로 변환해야 한다.

  H.261, H.263, H.264, MPEG-1, MPEG-2, MPEG-4 와 같은 다양한 비디오 압축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표준들간

에 상호 변환시키고자 하는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비디오 소스를 동일한 비디오 스트림에 담아 다른 수용능력

을 가진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채널을 통해 전송해야 할 경우, 최종의 비디오 스트림은 각각의 채널에 따라 특정한 비트율

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원하는 비트율로 변환해서 제한된 채널로 보내야 하는 다

지점 비디오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비디오 트랜스코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 비디오 트랜스코딩은 이종 네트워크와 사용자 기기간에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기 위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디오 트랜스코더는 소스 인코더

(source encoder)와 마찬가지로 화질, 프레임율, 해상도와 같은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영상 데

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트랜스코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트랜스코딩 이후의 타이밍 파라미터(timing parameter)가 적절하게 되도록 수

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하에서는 트랜스코딩시의 타이밍 조절 작업에 관한 종래의 기술을 설명하고자 한다.

  MPEG 디코더(decoder)는 인코더(encoder) 측의 지역 시스템 시간(local system time)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 스탬프

(time stamp)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역 시스템 시간을 조절한다. 원본 입력 소스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데이터가 인코더로

입력된다. 인코더의 출력에서는 가변 비트를 갖는 데이터가 출력되고 이것이 인코더 버퍼를 거치면서 다시 일정한 비트율

의 스트림 데이터가 출력된다. 출력된 스트림 데이터는 RF 전송 채널을 통해 일정 비트율로 디코더 버퍼(buffer)에 입력되

고, 가변 비트율로 디코더에 입력되어 일정한 비트율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와 같은 가변 또는 고정 비트율로 변환되는

데이터를 시간에 맞춰 동작시키기 위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타이밍 동기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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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기술에 따른 트랜스코더는 디코더 블럭과 전송단, 인코더 단을 제로 지연(zero delay)으로 가정하여 일정한 지연으

로 동작한다. 디코더는 인코더의 시간 스탬프에 의해 동기화하여 동작하는데, 자세한 동기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코더

는 System Time Clock(이하, STC라 함)이라는 주 오실레이터(main oscillator)와 카운터(counter)를 가지고 있다. STC

는 특정 프로그램에 속해 있고 비디오와 오디오 인코더를 위한 프로그램의 주 클럭(main clock)이다.

  MPEG 표준에서 시간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요소(component)와의 동기화

를 보장하지 못한다. 인코더 입력에서 비디오 프레임이 발생하거나 오디오 블럭이 발생하면 STC를 샘플링하도록 한다. 샘

플링 값과 인코더 버퍼와 디코더 버퍼의 지연만큼의 상수값을 더하여 Presentation Time Stamp(이하, PTS라 한다)를 생

성하고 픽쳐 블럭(picture block) 또는 오디오 블록(audio block)의 처음 부분에 삽입한다.

  프레임 재배치(frame reordering)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디코더에서 디코딩되어야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Decode Time Stamp(이하, DTS라 함)를 삽입한다. B 픽쳐의 프레임 재배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DTS와 PTS는 동일하

다. DTS는 이러한 프레임 재배치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DTS가 사용될 때는 항상 PTS도 존재하며 이들은

700msec 이내의 간격으로 삽입된다.

  ATSC에서는 각각의 픽쳐의 시작부분에 PTS와 DTS를 삽입하도록 정의되어있다. 또한, 인코더 버퍼의 출력에는 전송

패킷(transport packet) 레벨에서는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rogram Clock Reference; 이하 PCR이라고 함)이라는 타

임 스탬프를 갖거나 PES 레벨에서는 SCR(System Clock Reference) 값을 갖는다. 그리고, PCR 타임 스탬프는 100msec

이내의 간격으로 발생하고 SCR 타임 스탬프는 700msec 이내의 간격을 갖는다. 이러한 PCR 또는 SCR은 디코더의 STC

와 인코더의 STC를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그램 스트림(program stream; 이하, PS라고 함)에서의 클럭 레퍼런스는 SCR이고 전송 스트림(transport stream;

이하 TS라고 함)에서의 클럭 레퍼런스는 PCR이다. 모든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은 디코더의 동기화를 위해 공통

된 STC에 해당하는 각각의 시간 스탬프를 갖는다.

  세그먼트 브라우저(segment browser)는 TV-Anytime 포럼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그먼테이션 메타 데이터

(segmentation metadata)를 이용해 방송 스트림을 비선형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TV-Anytime

포럼은 모든 사용자가 개인용 저장장치를 기반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형태(기존의 방송 서비

스 및 On-line 대화형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표준 기구이다.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실시간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형태의 통합 서비스 환경에서의 관련 표준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세그먼트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세그먼테이션 메타 데이터는 컨텐츠에 대한 하이라이트(highlights), 목차(table

of contents), 북마크(bookmark)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중 득점 장면만을 하이라이트로 모

아서 재생할 수 있고 뉴스에서 관심 있는 특정 분야의 뉴스만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방송 스트림은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고 방송국을 통해 전송되며 세그먼테이션 메타 데이터는 메타 데이터 제공자

에 의해 생성되어 방송국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즉, 두 정보의 제공자가 각기 다르므로 이를 공

급 받는 사용자에게 두 정보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동기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방송 스트림 수신 장치와

디지털 저장매체가 결합된 형태의 Personal Digital Recorder(PDR)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치에서는 방송 스트림

을 다시 다른 형태로 저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는 방송 컨텐츠를 수시로 변환된 형태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코더다. 트랜스코더는 압축된 MPEG 스트림을 디코

딩 후 다시 다른 포맷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PEG으로 압축된 방송 스트림은 저장 매체에 전송 스트림 형태로 저장되거나 Program Stream 형태로 저장된다. 스트

림 내에는 인코더와 디코더간의 동기화를 위해 삽입된 PCR(Program Clock Reference)값 또는 SCR(System Clock

Reference), STC(System Time Clock), AV 컨텐츠간의 동기화를 위해 삽입된 PTS(Presentation Time Stamp),

DTS(Decoding Time Stamp) 정보가 있다. 압축 스트림은 디코더를 통해 복원 재생되고 이러한 시간 정보들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동기화와 AV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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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도 비디오 스트림 또는 오디오 스트림과 동기화할 수 있도록 PTS(내지 DTS) 정보

를 각 세그먼트 별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최종 디코더 단에서 원하는 세그먼트를 검색하고 선택하면 해당 메타데이터

를 사용자에게 출력함과 동시에, 해당 위치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종래에는 트랜스코더에서의 디코딩 및 재인코딩 과정을 거치면서 PTS(내지 DTS)를 수정하는 경우나, 다수의 전

송스트림을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하는 경우에 단순히 비디오 및 오디오의 동기화를 고려하여 트랜스코더에서 발

생하는 지연시간만큼 PTS(내지 DTS)를 증가시켜 재인코딩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예컨대, 일본공개특허

2003-230092).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A/V 데이터 이외에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A/V 데이터는 방송국

에서 생산하고, 메타 데이터는 컨텐츠 제공자가 방송국과 연계하여 생산하고 이를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제공하는

경우에서는, 임의로 A/V 데이터의 PTS(내지 DTS)를 변경시켜서는 최종 사용자가 메타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 프레임 또는 오디오 블럭의 PTS 내지 DTS를 변경시키지 않고서도 스트림의 동기화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창안된 것으로, 다양한 플랫폼상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변환압축

장치인 트랜스코더에서 세그먼트 브라우저와의 연동을 위해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은 트랜스코딩의 경우에도 세그먼트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프레임 단위의 엑세스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정보

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입력된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타이밍 파라미터 및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된 형태의 비디오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다중화기;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와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타이밍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타이밍 동기화부; 상기 추출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

를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해제하여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는 디코더;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는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복원된 비디오 시퀀스를 다시 압축하고, 상기 조

절된 타이밍 파라미터 중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를 상기 압축한 비디오 시퀀스에 포함하여 기록하는 인코더; 및

상기 시간 스탬프가 기록된 비디오 시퀀스 및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기

전송 스트림 헤더에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미터 중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를 기록하는 다중화기를 포함한다.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

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

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PLL 부; 상기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STC1*)를 PCR 생성부에 공급하는 제1 가산기;

상기 제1 가산기로부터 공급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

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

프(PTS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PTS2)를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 공급하는 제2 가산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

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

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제1 PLL 부; 상기 제1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STC1*)를 PCR 생성부에 공급하는 제1

가산기; 상기 제1 가산기로부터 입력된 시스템 클럭 카운트(STC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

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출력하는 제2 PLL 부; 상기 제2 PLL 부로부터 공급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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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

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PTS2)를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 공급하는 제2 가산기를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소정의 주파수 클럭은 10Hz 클럭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는 상기 제2 가산기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를 입력받고 최종 사용자의 사

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를

레지스터를 통하여 상기 인코더에 전달하고,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목적 프레임율을 상기 인코더에 전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서 프레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는

PTS2*(i) = PTS_start + ΔPTS×(f1/f2)×i 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기 f1은 변경전의 프레임율을, f2는 변경후의 프레임

율을, PTS_start는 프레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PTS2 값을, ΔPTS는 PTS2의 프레임 간의 클럭 카운트를, 그리고

i는 프레젠테이션할 프레임 순서에 따른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프레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기 프레임율에 따라 일부 프레임을 생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인코

더에서 프레임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상기 일부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

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

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PLL 부; 상기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STC2)를 레지스터 및 PCR 생성부에 공급하는 가

산기; 상기 가산기로부터 공급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

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가산기로부터 시스템 시간 클럭(STC2)을 공급받

아, 상기 인코더로부터 프레임 준비완료 로드 신호를 전달받는 때의 시스템 시간 클럭(STC2) 값을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

간 스탬프(PTS2*)로 하여 상기 인코더에 공급하는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

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

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제1 PLL 부; 상기 제1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STC1*)를 제2 PLL 부에 공급하는 가산

기; 상기 가산기로부터 입력된 시스템 클럭 카운트(STC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

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출력하는 제2 PLL 부; 상기 제2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

(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가산기로부터 시스템 시간 클럭(STC2)을 공급받아, 상기 인코더로부터 프레임 준비완료 로드 신호

를 전달받는 때의 시스템 시간 클럭(STC2) 값을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로 하여 상기 인코더에 제공하는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

로부터 전달받은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한 상기 총 지연 시간 동안 저장하였다가

상기 총 지연 시간이 경과하면 PCR 생성부에 PCR 값을 제공하는 PCR 버퍼; 상기 PCR 버퍼로부터 공급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

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전달받은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1)를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한

상기 총 지연 시간 동안 저장하였다가 상기 총 지연 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를 제공하는 PTS 버퍼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총 지연 카운트는 M/f×N 으로 계산되는데, 상기 M은 PTS를 산출하는 시스템 클럭 주파수이고, f는 원 프레임율이

며, N을 총 지연 시간 동안 트랜스코딩되는 프레임의 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방법은, 입력된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타이밍 파라미터 및 소

정의 방식으로 압축된 형태의 비디오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와 동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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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타이밍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해제하여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는 단계;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복원된 비디오 시퀀스를 다시 압축하고,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미터 중 프레젠테이션 시

간 스탬프(PTS)를 상기 압축한 비디오 시퀀스에 포함하여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시간 스탬프가 기록된 비디오 시퀀스 및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기 전송 스트림 헤더에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

미터 중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

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

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

성 요소를 지칭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더(100)는 타이밍 동기화부(90,

190, 290, 390 또는 490; 이하 90 등이라 함), 디코더(60), 및 인코더(70)를 포함하고,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

(200)은 상기 트랜스코더(100)에 역다중화기(demultiplexer; 61) 및 다중화기(multiplexer; 73)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역다중화기(61)는 입력 전송 스트림(이하, TS라 함) 또는 프로그램 스트림(이하, PS라 함)을 수신하고, 상기 TS로부터

타이밍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타이밍 동기화부(90)에 전달하고, 상기 TS로부터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된 형태의 비디오 데

이터를 추출하여 디코더(60)에 전달한다. 여기서, 타이밍 파라미터란 상술한 PTS, DTS, 및 PCR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타이밍 동기화부(90)는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segmentation metadata)와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기 유지하고 그것을 인코더(70) 및 다중화기(73)에 전달한다.

  디코더(60)는 역다중화기(61)로부터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소정의 압축해제 방식을 이용하여 비디오

시퀀스(video sequence)를 복원한다. 그리고, 복원된 비디오 시퀀스를 인코더(70)에 제공한다.

  인코더(70)는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서 결정한 조건에 따라 상기 제공된 비디오 시퀀스를 다시 압축하고, 타이밍

동기화부(90 등)로부터 전달받은 타이밍 파라미터를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에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다중화기(73)

에 전달한다.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는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고 결정된 조건을 인코

더(70) 및 타이밍 동기화부(90 등)에 제공한다.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이란 트랜스코더에서 목적하는 화질(video quality),

해상도(resolution), 비트율(bit rate), 프레임율(frame rate) 등을 의미한다.

  다중화기(73)는 상기 전달받은 비디오 시퀀스 및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 전송 스트림 또는 프로그

램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기 전송 스트림 헤더에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로부터 전달받은 타이밍 파라미터를 기록한다. 상기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는 역다중화기(61)로부터 추출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메타데이터 제공자에 의하여 별도로 수신

한 것일 수도 있다.

  본 발명 전체에서 역다중화기(61)에 입력되는 스트림은 TS, 또는 PS일 수 있고, 다중화기(73)에서 출력되는 스트림 역시

TS, 또는 PS일 수 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다. 즉, TS 입력에 TS 출력, TS 입력에 PS 출력, PS 입력에 TS 출력, 또는 PS

입력에 PS 출력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의 설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TS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PCR를 기준 시간 레

퍼런스로 하여 설명하지만, PS 인 경우에는 SCR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PCR이 기준 레퍼런스로 입력되더라도 SCR이

기준 레퍼런스로 하여 출력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도 2a 및 도 2b는 MPEG-2의 경우에 각각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 구조 및 전송 스트림(TS)의 구조

를 도시한 것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MPEG-2 인코더에 의하여 압축된 MPEG-2 비디오 스트림은 소정의 크기를 갖는

PES 패킷으로 패킷화된다. PES 패킷은 PES 헤더와 PES packet data 필드로 구성되는데, PES 헤더에는 optional PES

HEADER(500)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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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al PES HEADER(500)에는 optional 필드(510)가 포함되며, optional 필드(510)에 PTS 필드(511), 및 DTS 필드

(512)가 포함된다. PTS 필드(511)에는 PTS 정보가, DTS 필드(512)에는 DTS 정보가 기록된다.

  도 2b를 참조하면, 다중화에 의하여 생성된 전송 스트림은 188 바이트의 길이 단위로 되어 있으며, 헤더(610)와 페이로

드(620)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로드(620)에는 PES 패킷이나,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PMT(Program Map

Table) 등이 기록된다.

  헤더(610)에는 sync byte를 시작으로 여러 필드를 포함되는데, 이중에서는 adaptation 필드(611)가 포함되어 있다.

Adaptation 필드(611)에는 optional 필드(612)가 포함되고, optional 필드(612)에는 PCR 필드(613)가 포함되어 있다.

PCR 필드(613)에는 시각 기준 정보인 PCR 정보가 기록된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목적하는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PTS 및 PCR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그래

프이다. 여기서, PTS1[t]는 시각 t에서의 PTS1의 값을, PTS2[t+k]는 시각 t+k 에서의 PTS2의 값을, 그리고 시간 k를

동일한 프레임이 트랜스코더에 입력되어 디코딩되고 인코딩될때까지의 시간 지연이라고, 하고 이를 총 지연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총 지연 시간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랜스코더에서의 룩어헤드 지연 및 버퍼 지연의 합이 된다. 한편, 총

지연 시간에 해당하는 클럭 카운트의 수를 총 지연 카운트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도 3에서 PTS1[t]=PTS2[t+k]이다. 즉, 시각[t]에서 PTS1을 가지도록 인코딩된 프레임은 시각[t+k]에 PTS2를

가지도록 다시 인코딩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c는 소정의 상수값이다.

  

수학식 1

PTS1[t] = PTS2[t]+총 지연 카운트

  PCR1[t] = PTS1[t]- c

  PCR2[t] = PTS2[t]- c

  그러면, 총 지연 시간은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2

총 지연 카운트

  = PTS1[t]-PTS2[t]

  = PCR1[t]+c - (PCR2[t]-c)

  = PCR1[t]-PCR2[t]

  결국, 소정의 시간 t에서의 PTS2, 및 PCR2는 다음의 수학식 3의 결과가 된다.

  

수학식 3

PTS2[t] = PTS1[t]-총 지연 카운트

  PCR2[t] = PCR1[t]- 총 지연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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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학식 3의 결과에서와 같이 정확한 PTS 시간 보정을 위해서는 트랜스코더에 입력시 PTS1[t]를 갖는 프레임이 다

시 인코딩될 때까지의 총 지연 카운트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 지연 카운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k 시간(총 지

연 시간)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k 시간은 동일한 프레임이 역다중화기로부터 분리되어 비디오 인코딩부(71)에 입력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즉 버퍼 지연 및 룩어헤드 지연을 합한 값으로 결정된다.

  원 프레임율을 f(frame/sec)라고 하고, PTS를 산출하는 시스템 클럭 주파수를 M(예, 27MHz)이라고 한다. 그리고, N를

시간 k동안 트랜스코딩되는 프레임의 수라고 하면, 한 프레임의 PTS간격은 M/f로 표현된다. 결국 총 지연 카운트는 이 M/

f의 배수에 해당하는 이산(discrete) 값을 가지므로, 결국 총 지연 카운트 및 총 지연 시간은 수학식 4와 같이 된다.

  

수학식 4

총 지연 카운트 = M/f×N

  도 5 내지 도 8에서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된 총 지연 카운트를 이용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200)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타이밍 동기화부(90)는 제1 PLL

부(10), 제2 PLL 부(20), 총 지연 산출부(80), 각종 가산기(91, 92), 레지스터(30), 및 PCR 생성부(5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전송 스트림(이하, TS라 함)은, 역다중화기(61)에서 PES 패킷(PES packet)으로 분리된 후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형태

로 출력되어 디코더 버퍼(62)에 입력된다. 비디오 버퍼(62)는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일시 저

장하였다가 비디오 디코딩부(63)에 전달한다. 비디오 디코딩부(63)는 전달된 비디오 데이터를 현재 인코딩된 방식의 역으

로 디코딩하여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한다. 한편, 역다중화기(61)는 입력 TS로부터 PCR1를 추출하여 제1 PLL 부(10)에

전달하고, PTS1을 추출하여 가산기(92)에 전달한다.

  PLL 회로(Phase Locked Loop)는 기준 주파수와 입력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여 두 신호를 동기화하는 전기 회로로서 입

력 클럭(input clock)을 피드백 클럭(feedback clock)과 비교해, 입력 클럭의 상승 에지(edge)가 피드백 클럭과 정렬될 때

까지 오실레이터 클럭을 조정한다.

  제1 PLL 부(10)는 이러한 Phase Locked Loop 회로로 구성되는데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

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

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TS에서 추출된 PCR1은 차분기(subtractor; 12)와 레지스터(14)에 공급된다. 차분기(12)는 PCR1과

레지스터(14)에서 출력되는 STC1을 차분하여 그 결과인 오차 데이터를 전압 제어 발진기(11)에 전달한다. 이러한 오차

데이터를 이용하여，전압 제어 발진기(11)는 출력하는 시스템 클럭 신호(system clock signal)의 주파수를 송신측(소스

인코더 측)의 시스템 클럭 신호의 주파수(27MH)와 일치시키고，PCR1에 따라서 기준 시각을 올바르게 재현한다.

  전압 제어 발진기(11)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클럭 신호는 클럭 카운터(13)에 입력되고, 이를 통하여 클럭 카운터(13)는 시

스템 클럭의 카운트(count), 즉 STC1을 계산한다. STC1은 레지스터(14)에 입력되고 상기 PCR1의 공급 타이밍을 나타내

는 신호 로드(Load)가 입력되는 때의 STC1이 차분기(12)에 다시 입력된다.

  총 지연 산출부(80)는 버퍼 지연(buffer delay) 및 룩어헤드 지연(lookahead delay)을 합한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total delay)을 상기 수학식 4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가산기(91)는 레지스터(14)로부터 출력된 STC1 및 총 지연 산출부(80)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 즉 STC1*를 제2 PLL 부(20)에 공급한다.

  제2 PLL 부(20)도 제1 PLL 부(10)와 마찬가지로 Phase Locked Loop 회로로 구성되며, 가산기(91)로부터 입력된 시스

템 클럭 카운트(STC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

트(STC2)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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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보면, 가산기(91)에서 공급된 STC1*은 차분기(subtractor; 22)와 레지스터(24)에 공급된다. 차분기(22)는

STC1*과 레지스터(24)에서 출력되는 STC2를 차분하여 그 결과인 오차 데이터를 전압 제어 발진기(21)에 전달한다. 이러

한 오차 데이터를 이용하여，전압 제어 발진기(21)는 출력하는 시스템 클럭 신호(system clock signal)의 주파수를 송신

측(제1 PLL 부)의 시스템 클럭 신호의 주파수(27MH)와 일치시키고，STC1*에 따라서 기준 시각을 올바르게 재현한다.

  전압 제어 발진기(21)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클럭 신호는 클럭 카운터(23)에 입력되고, 이를 통하여 클럭 카운터(23)는 시

스템 클럭의 카운트(count), 즉 STC2를 계산한다. 계산된 STC2는 레지스터(23)에 입력되고 상기 STC1*의 공급 타이밍

을 나타내는 신호 로드(Load)가 입력되는 때의 STC2가 차분기(22)에 다시 입력된다.

  PCR 생성부(40)는 상기 클럭 카운터(23)로부터 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PCR2를 생성하여 다중화

기(73)에 전달한다. 이러한 PCR 생성부(40)는 로드 펄스 생성기(41) 및 레지스터(42)를 포함한다. 레지스터(42)는 상기

클럭 카운터(23)에서 출력된 STC2를 입력받고, 로드 펄스 생성기(41)로부터 10Hz 주파수를 갖는 클럭이 입력되는 때의

STC2를 PCR2로 하여 다중화기(73)에 공급한다. 그러면, 다중화기(73)는 일정 간격(10Hz)의 PCR2를 출력 TS의 헤더에

기록한다.

  한편, 가산기(92)는 역다중화기(61)로부터 출력된 PTS1 및 총 지연 산출부(80)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

하고 이를 합한 결과, 즉 PTS2를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 공급한다.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는 가산기(92)로부터 PTS2를 입력받고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PTS2*를 레지스터(30)에 전달하고 변경된 목적 프레임율을 비디오 인코딩

부(71)에 전달한다.

  만약, 화질, 해상도 또는 비트율은 변화시키더라도 프레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PTS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

로 PTS2*는 그대로 PTS2가 되고, 목적 프레임율은 그대로 원 프레임율이 된다.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서 프레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원본 프레임이 가지고 있던 PTS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즉, 새롭게 변경된 프레임이 디스플레이 되는 PTS가 생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PTS2*는 다음의 수학식 5

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수학식 5

  여기서, f1은 변경전의 프레임율을, f2는 변경후의 프레임율을, PTS_start는 프레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PTS2

값을, ΔPTS는 PTS2의 프레임 간의 클럭 카운트를, 그리고 i는 프레젠테이션할 프레임 순서에 따른 프레임 번호를 나타낸

다.

  먼저, 프레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살펴본다. 프레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

우에도 PTS를 유지 또는 일치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먼저 프레임율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보간(interpolation)

을 이용하여 없는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로부터 목적 프레임율을

전달받은 비디오 인코더(71)에서 소정의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기 직전에 수행된다. 그리고 보간된 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프레임의 PTS2*는 수학식 5에서와 같이 구해진다.

  다음으로, 프레임율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살펴본다. 즉, 중간에 하나씩 프레임 스킵(frame skip)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

킵되는 프레임에 해당하는 PTS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다른 프레임들은 동일한 PTS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일정 비율로 스킵하고 나머지 프레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보간하여 인코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전체 프레임의

PTS2*는 수학식 5에서와 같이 변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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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TS의 변환은 인코더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변경된 DTS를 구하는 방법은 PTS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변경과

정에 의하여 수행된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비디오 인코딩부(71)는 비디오 디코딩부(63)로부터 수신한 비디오 시퀀스를 입력받아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서 결정된 목적 프레임율에 따라 필요시 보간 프레임을 생성한 후, 상기 목적 프레임율에 따라 프레임이

준비완료(ready)되면 레지스터(30)에 그 완료를 알리는 로드(Load) 신호를 전송한다. 그리고, 레지스터(30)로부터

PTS2*를 전송받아 각 프레임의 헤더에 기록하고 코딩 유닛(예를 들어, GOP(Group of Pictures)) 단위로 소정의 압축방식

에 의하여 비디오 프레임을 압축하고, 이를 비디오 버퍼(72)를 거쳐 다중화기(73)로 전달한다.

  다중화기(73)는 TS 헤더에 PCR 생성부(40)로부터 전달받은 PCR2를 기록하고 TS 페이로드에 인코더(70)으로부터 수

신한 비디오 스트림을 소정의 단위 크기로 기록함으로써 출력 TS를 생성한다.

  한편, 레지스터(30)는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로부터 변경된 PTS2*를 입력받고 비디오 인코딩부(71)로부터 프레임

준비완료 로드 신호를 전달받는 때, PTS2*를 비디오 인코딩부(71)에 제공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200)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와는

달리 PTS를 입력 받아 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클럭, 즉 STC를 총 지연 카운트만큼 감소시킴으로써 같은 효과

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타이밍 동기화부(190)는 제1 PLL 부(10), 제2 PLL 부(20), 총 지연 산출부(80), 가산기(91), 레지스터

(register; 30), 및 PCR 생성부(4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역다중화기(61)는 입력 TS로부터 PCR1를 추출하여 제1 PLL 부(10)에 전달하고, PTS1을 추출하여 가산기(92)에 전달

한다.

  제1 PLL 부(10)는 Phase Locked Loop 회로로 구성되는데, 상기 역다중화기(61)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

(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TS에서 추출된 PCR1은 차분기(subtractor; 12)와 레지스터(14)에 공급된다. 차분기(12)는 PCR1과

레지스터(14)에서 출력되는 STC1을 차분하여 그 결과인 오차 데이터를 전압 제어 발진기(11)에 전달한다. 이러한 오차

데이터를 이용하여，전압 제어 발진기(11)는 출력하는 시스템 클럭 신호(system clock signal)의 주파수를 송신측(소스

인코더 측)의 시스템 클럭 신호의 주파수(27MH)와 일치시키고，PCR1에 따라서 기준 시각을 올바르게 재현한다.

  전압 제어 발진기(11)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클럭 신호는 클럭 카운터(13)에 입력되고, 이를 통하여 클럭 카운터(13)는 시

스템 클럭의 카운트(count), 즉 STC1을 계산한다. STC1은 레지스터(14)에 입력되고 상기 PCR1의 공급 타이밍을 나타내

는 신호 로드(Load)가 입력되는 때의 STC1이 차분기(12)에 다시 입력된다.

  총 지연 산출부(80)는 버퍼 지연(buffer delay) 및 룩어헤드 지연(lookahead delay)을 계산하여 이를 합함으로써 트랜스

코더에서의 총 지연(total delay)을 산출한다.

  가산기(91)는 레지스터(14)로부터 출력된 STC1 및 총 지연 산출부(80)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 즉 STC1*를 제2 PLL 부(20)에 공급한다.

  제2 PLL 부(20)도 제1 PLL 부(10)와 마찬가지로 Phase Locked Loop 회로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가산기(91)

에서 공급된 STC1*은 차분기(subtractor; 22)와 레지스터(24)에 공급된다. 차분기(22)는 STC1*과 레지스터(24)에서 출

력되는 STC2를 차분하여 그 결과인 오차 데이터를 전압 제어 발진기(21)에 전달한다. 이러한 오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압 제어 발진기(21)는 출력하는 시스템 클럭 신호(system clock signal)의 주파수를 송신측(제1 PLL 부)의 시스템 클럭

신호의 주파수(27MH)와 일치시키고，STC1*에 따라서 기준 시각을 올바르게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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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 제어 발진기(21)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클럭 신호는 클럭 카운터(23)에 입력되고, 이를 통하여 클럭 카운터(23)는 시

스템 클럭의 카운트(count), 즉 STC2를 계산한다. 계산된 STC2는 레지스터(23)에 입력되고 상기 STC1*의 공급 타이밍

을 나타내는 신호 로드(Load)가 입력되는 때의 STC2가 차분기(22)에 다시 입력된다.

  PCR 생성부(40)는 상기 클럭 카운터(23)로부터 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PCR2를 생성하여 다중화

기(73)에 전달한다. 이러한 PCR 생성부(40)는 로드 펄스 생성기(41) 및 레지스터(42)를 포함한다. 레지스터(42)는 상기

클럭 카운터(23)에서 출력된 STC2를 입력받고, 로드 펄스 생성기(41)로부터 10Hz 주파수를 갖는 클럭이 입력되는 때의

STC2를 PCR2로 하여 다중화기(73)에 공급한다. 다중화기(73)는 일정 간격(10Hz)의 PCR2를 출력 TS의 헤더에 기록한

다.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는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목적 프레임율을 비디오 인코딩부(71)에 전달한다. 트랜스코딩 조건에서 프레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프레임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없는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로부

터 목적 프레임율을 전달받은 비디오 인코더(71)에서 소정의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기 직전에 수행된다.

  그리고, 프레임율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중간에 하나씩 프레임 스킵(frame skip)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간이 필요없

지만, 또 다른 경우로서 일정 비율로 스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킵하고 남은 프레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보간하여 인

코딩하여야 한다.

  다시 도 6을 참조하면, 비디오 인코딩부(71)는 비디오 시퀀스를 입력받아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서 결정된 목적

프레임율에 따라 필요시 보간 프레임을 생성한 후, 상기 목적 프레임율에 따라 프레임이 준비완료(ready)되면 레지스터

(30)에 그 완료를 알리는 로드(Load) 신호를 전송한다. 그리고, 레지스터(30)로부터 PTS2*를 전송받아 각 프레임의 헤더

에 기록하고 코딩 유닛 단위로 소정의 압축방식에 의하여 비디오 프레임을 압축하고, 이를 비디오 버퍼(72)를 거쳐 다중화

기(73)로 전달한다.

  다중화기(73)는 TS 헤더에 레지스터(42)로부터 전달받은 PCR2를 기록하고 TS 페이로드에 인코더(70)으로부터 수신한

비디오 스트림을 소정의 단위 크기로 기록함으로써 출력 TS를 생성한다.

  한편, 레지스터(30)는 제2 PLL 부(20)의 클럭 카운터(23)로부터 출력된 STC2를 입력받아, 비디오 인코딩부(71)로부터

프레임 준비완료 로드 신호를 전달받는 때의 STC2 값을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 즉 PTS2*로 하여 비디오 인코딩

부(71)에 제공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200)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시예는 제1 실시예에서와

달리 인코더 단과 디코더 단에 각각 PLL 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PLL 부를 이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본 실시예는 제1 실시예에서 제2 PLL부가 생략된다. 따라서, 가산기(91)에서의 출력, 즉 STC1에서 총 지연 카운트를 뺀

값은 제2 PLL부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터(42)로 바로 입력된다. 그 이외의 점들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하여

본 실시예를 수행할 수 있음을 당업자라면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200)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시예는 제2 실시예에서와

달리 인코더 단과 디코더 단에 각각 PLL 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PLL 부를 이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본 실시예는 제2 실시예에서 제2 PLL부가 생략된다. 따라서, 가산기(91)에서의 출력, 즉 STC1에서 총 지연 카운트를 뺀

값은 제2 PLL부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각 레지스터(30, 42)로 바로 입력된다. 그 이외의 점들은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

로 하여 본 실시예를 수행할 수 있음을 당업자라면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코딩 시스템(200)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시예는 상기 실시예들과는

달리 버퍼에 PCR 및 PTS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비디오 인코딩시에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타이밍 동기화부(490)는 PCR 버퍼(93), PTS 버퍼(94), 총 지연 산출부(80), 레지스터(30), 및 PCR 생성부(40)

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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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다중화기(61)는 입력 TS로부터 PCR1를 추출하여 PCR 버퍼(93)에 전달하고, PTS1을 추출하여 PTS 버퍼(94)에 전달

한다.

  그리고, 총 지연 산출부(80)는 수학식 4와 같이 총 지연 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PCR 버퍼(93) 및 PTS 버퍼(94)에 제공한

다.

  PCR 버퍼(93)는 역다중화기(61)로부터 전달받은 PCR1을 총 지연 산출부(80)에서 산출한 총 지연 시간 동안 저장하였다

가 총 지연 시간이 경과하면 레지스터(40)에 PCR 값을 제공한다.

  또한, PTS 버퍼(94)는 역다중화기(61)로부터 전달받은 PTS1을 총 지연 산출부(80)에서 산출한 총 지연 시간 동안 저장

하였다가 총 지연 시간이 경과하면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 PTS2 값을 제공한다.

  PCR 생성부(40)는 PCR 버퍼(93)로부터 공급된 PCR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

(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한다. 이러한 PCR 생성부(40)는 로드 펄스 생성기(41) 및 레지스터(42)를 포함

한다. 레지스터(42)는 PCR 버퍼(93)에서 출력된 PCR2를 입력받고, 로드 펄스 생성기(41)로부터 10Hz 주파수를 갖는 클

럭이 입력되는 때의 PCR2를 다중화기(73)에 공급한다. 그러면, 다중화기(73)는 일정 간격(10Hz)의 PCR2를 출력 TS의

헤더에 기록한다.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는 PTS 버퍼(94)로부터 PTS1을 입력받고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

딩 조건을 결정하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PTS2*를 레지스터(30)에 전달하고 변경된 목적 프레임율을 비디오 인코

딩부(71)에 전달한다.

  만약, 화질, 해상도 또는 비트율은 변화시키더라도 프레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PTS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

로 PTS2*는 그대로 PTS2가 되고, 목적 프레임율은 그대로 원 프레임율이 된다.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서 프레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PTS2*는 상기 수학식 5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

다. 프레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프레임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없는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로부터 목적 프레임율을 전달받은 비디오 인코더(71)에서 소정의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기 직전에 수행된다. 그리고 보간된 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프레임의 PTS2*는 수학식 5에서와 같이

구해진다.

  프레임율을 감소시키는 경우 중에서, 중간에 하나씩 프레임 스킵(frame skip)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킵되는 프레임에

해당하는 PTS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다른 프레임들은 동일한 PTS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일정 비율로 스킵

하고 나머지 프레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보간하여 인코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역시 전체 프레임의 PTS2*는 수학

식 5에서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비디오 인코딩부(71)는 비디오 디코딩부(63)로부터 수신한 비디오 시퀀스를 입력받아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에서

결정된 목적 프레임율에 따라 필요시 보간 프레임을 생성한 후, 상기 목적 프레임율에 따라 프레임이 준비완료(ready)되

면 레지스터(30)에 그 완료를 알리는 로드(Load) 신호를 전송한다. 그리고, 레지스터(30)로부터 PTS2*를 전송받아 각 프

레임의 헤더에 기록하고 코딩 유닛 단위로 소정의 압축방식에 의하여 비디오 프레임을 압축하고, 이를 비디오 버퍼(72)를

거쳐 다중화기(73)로 전달한다.

  다중화기(73)은 TS 헤더에 레지스터(40)으로부터 전달받은 PCR2를 기록하고 TS 페이로드에 인코더(70)으로부터 수신

한 비디오 스트림을 소정의 단위 크기로 기록함으로써 출력 TS를 생성한다.

  한편, 레지스터(30)는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95)로부터 변경된 PTS2*를 입력받고 비디오 인코딩부(71)로부터 프레임

준비완료 로드 신호를 전달받는 때, PTS2*를 비디오 인코딩부(71)에 제공한다.

등록특허 10-0526189

- 13 -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세그먼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장치에서 MPEG 스트림을 타 형태(다른 비트율, 다른 프레임율, 다른

프레임크기, 다른 압축 표준 형식)로 변환하여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그먼테이션 메타 데이터와 AV 컨텐츠와의 동기

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타이밍 파라미터 및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된 형태의 비디오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다중화기;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와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타이밍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타이밍

동기화부;

  상기 추출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 해제하여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는 디코더;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는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복원된 비디오 시퀀스를 다시 압축하고,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미터 중 프레젠테이션 시

간 스탬프(PTS)를 상기 압축한 비디오 시퀀스에 포함하여 기록하는 인코더; 및

  상기 시간 스탬프가 기록된 비디오 시퀀스 및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

기 전송 스트림 헤더에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미터 중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를 기록하는 다중화기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PLL 부;

  상기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

고 이를 합한 결과(STC1*)를 PCR 생성부에 공급하는 제1 가산기;

  상기 제1 가산기로부터 공급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

런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PTS2)를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 공급하는 제2 가산기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전후

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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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제1 PLL 부;

  상기 제1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

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STC1*)를 PCR 생성부에 공급하는 제1 가산기;

  상기 제1 가산기로부터 입력된 시스템 클럭 카운트(STC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

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출력하는 제2 PLL 부;

  상기 제2 PLL 부로부터 공급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

런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PTS2)를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 공급하는 제2 가산기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전후

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주파수 클럭은 10Hz 클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

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는

  상기 제2 가산기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를 입력받고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

딩 조건을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를 레지스터를 통하여 상기 인코

더에 전달하고,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목적 프레임율을 상기 인코더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서 프레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는

  PTS2*(i) = PTS_start + ΔPTS×(f1/f2)×i 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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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f1은 변경전의 프레임율을, f2는 변경후의 프레임율을, PTS_start는 프레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PTS2 값

을, ΔPTS는 PTS2의 프레임 간의 클럭 카운트를, 그리고 i는 프레젠테이션할 프레임 순서에 따른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기 프레임율에 따라 일부 프레임을 생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인코

더에서 프레임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상기 일부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

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PLL 부;

  상기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전하

고 이를 합한 결과(STC2)를 레지스터 및 PCR 생성부에 공급하는 가산기;

  상기 가산기로부터 공급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

(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가산기로부터 시스템 시간 클럭(STC2)을 공급받아, 상기 인코더로부터 프레임 준비완료 로드 신호를 전달받는 때

의 시스템 시간 클럭(STC2) 값을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로 하여 상기 인코더에 공급하는 레지스터를 포

함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입력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를 출력하는 제1 PLL 부;

  상기 제1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1) 및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된 총 지연 카운트를 부호반

전하고 이를 합한 결과(STC1*)를 제2 PLL 부에 공급하는 가산기;

  상기 가산기로부터 입력된 시스템 클럭 카운트(STC1*)을 입력 클럭으로 하여 시스템의 클럭을 조절하고 조절된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출력하는 제2 PLL 부;

  상기 제2 PLL 부로부터 출력된 시스템 시간 카운트(STC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퍼

런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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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산기로부터 시스템 시간 클럭(STC2)을 공급받아, 상기 인코더로부터 프레임 준비완료 로드 신호를 전달받는 때

의 시스템 시간 클럭(STC2) 값을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로 하여 상기 인코더에 제공하는 레지스터를 포

함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는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된 목적 프레임율을

인코더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프레임율이 원 프레임율로부터 변경된 경우에, 상기 프레임율에 따라 일부 프레임을 생성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상기 인코더에서 프레임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상기 일부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동기화부는

  트랜스코더에서의 총 지연 시간 및 총 지연 카운트를 산출하는 총 지연 산출부;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전달받은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1)을 상기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한 상기 총 지연 시간

동안 저장하였다가 상기 총 지연 시간이 경과하면 PCR 생성부에 PCR 값을 제공하는 PCR 버퍼;

  상기 PCR 버퍼로부터 공급된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2)를 전달받아 소정의 주파수 클럭에 따라 프로그램 클럭 레

퍼런스(PCR2)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에 전달하는 PCR 생성부; 및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전달받은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1)를 총 지연 산출부에서 산출한 상기 총 지연 시간 동

안 저장하였다가 상기 총 지연 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를 제공

하는 PTS 버퍼를 포함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코딩 조건 결정부에서 프레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프레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2*)는

  PTS2*(i)= PTS_start + ΔPTS×(f1/f2)×i 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기 f1은 변경전의 프레임율을, f2는 변경후의 프레임율을, PTS_start는 프레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PTS2 값

을, ΔPTS는 PTS2의 프레임 간의 클럭 카운트를, 그리고 i는 프레젠테이션할 프레임 순서에 따른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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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2항, 제3항,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총 지연 카운트는

  M/f×N 으로 계산되는데, 상기 M은 PTS를 산출하는 시스템 클럭 주파수이고, f는 원 프레임율이며, N을 총 지연 시간

동안 트랜스코딩되는 프레임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

스코딩 시스템.

청구항 15.

  입력된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타이밍 파라미터 및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된 형태의 비디오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트랜스코딩 이후에도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와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타이밍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해제하여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는 단계;

  최종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트랜스코딩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복원된 비디오 시퀀스를 다시 압축하고,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미터 중 프레젠테이션 시

간 스탬프(PTS)를 상기 압축한 비디오 시퀀스에 포함하여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시간 스탬프가 기록된 비디오 시퀀스 및 세그먼테이션 메타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

기 전송 스트림 헤더에 상기 조절된 타이밍 파라미터 중 프로그램 클럭 레퍼런스(PCR)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트랜

스코딩 전후에 타이밍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트랜스코딩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기재된 방법을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록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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