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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 디코드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특정적으로는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하나
의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지정된 복수의 데이터를 디코드 처리하여 재생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데이터 추출부(110)는 입력데이터로부터 설정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버퍼부(120)는 추출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흐름 제어부(130)는 설정조건에 따라서 버퍼부(120)의 데이터를 개별 버퍼부(14i)(i=1~n)로 배분
하여 전송하고, 각 개별 버퍼부(14i)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디코드 처리부(15i)는 개별 버퍼부(14i)에 축적
된 데이터를 디코드 처리하고, 버퍼관리부(160)는 버퍼부(120)를, 개별 버퍼관리부(170)는 개별 버퍼부(14i)를 관리
하고, 디코드 제어부(180)는 각 디코드 처리부(15i)가 실시하는 디코드 처리를 제어하고, 재생제어부(190)는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을 제어하고, 이에 의해 디지털방송에서 복수의 디코드 처리 및 재생을 
실현하고, 에러발생 시에는 회복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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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가 실시하는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4는 버퍼부(120)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긴 경우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5 및 도 6은 개별 버퍼부(14i)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긴 경우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7는 종래의 디코드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8은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설명하는 도면, 및

도 9는 종래의 디코드장치가 실시하는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데이터 추출부 120: 버퍼부

130: 데이터흐름 제어부 141, 142, 14n: 개별 버퍼부

151, 152, 15n: 디코드 처리부 160: 버퍼관리부

170: 개별 버퍼관리부 180: 디코드 제어부

190: 재생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 디코드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특정적으로는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하나
의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지정된 복수의 데이터를 디코드 처리하여 재생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위성, 케이블 및 지상파 텔레비젼방송이 디지털화되어, 방송국은 복수의 영상·음성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그리고, 수신기에서는 이 복수의 영상·음성데이터를 수신하고, 어느 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영상표시 및 음
성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사용자는 방송국이 배신하는 복수의 영상 및 음성으로부터 임의의 하나를 선택하여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수신기에 이용되는 종래의 디코드장치를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종래의 디코드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8은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영상·음성이나 그 밖의 
데이터 등이 다중된 구체적인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종래의 디코드장치가 실시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
우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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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와 같이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ISO/IEC13818-1 규격에서 정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의 데이터포맷이
며, 패킷이라는 단위로 구성된다. 송신기측에서는 복수의 영상·음성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패킷의 페이로드(pay loa
d)부에 각각 저장한 후, 이 패킷을 다중하여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구성하고(도 8), 수신기측으로 송신한다. 한
편, 수신기측에서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각 패킷의 헤더부를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영상·음성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종래의 디코드장치는 복수의 영상이나 음성 등이 엔코드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입력으로 
한다. 또한, 입력된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선택방법에 대해서는 종래의 기술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가 없기 때문
에, 또 위성, 케이블 및 지상파에 의해 다른 변복조(變復調)제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대응
하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이미 선택된 상태를 전제로 이하의 설명을 실시한다.

도 7에 있어서 종래의 디코드장치는 데이터 추출부(701), 버퍼부(702), 디코드 처리부(703), 버퍼관리부(704), 디
코드 제어부(705) 및 재생제어부(706)를 구비한다.

    
우선, 재생제어부(706)는 디코드 제어부(705)에 디코드 처리의 개시를 명령한다(단계(S901)). 다음에 명령을 수신
한 디코드 제어부(705)는 디코드 처리부(703)에 디코드 처리의 개시를 명령하고(단계(S902)), 또 버퍼관리부(704)
에 버퍼부(702)로의 데이터 입력개시를 명령한다(단계(S903)). 다음에 재생제어부(706)는 데이터 추출부(701)에, 
입력되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도 8)에서 원하는 헤더정보를 갖는 패킷, 이 예에 있어서는 헤더부에 「헤더(1)」
를 갖는 패킷을 추출하도록 명령한다(단계(S904)).
    

    
데이터 추출부(701)에 추출명령이 발행되면, 외부로부터 데이터 추출부(701)로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입력이 
개시된다(단계(S905)). 데이터 추출부(701)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지정된 「헤더(1)」를 갖는 패킷
을 순차적으로 추출하고, 패킷 내의 페이로드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버퍼부(702)에 축적한다(단계(S906)). 디
코드 처리부(703)는 버퍼부(702)에 축적된 데이터를 취득하고, 순차적으로 디코드 처리를 실행한다(단계(S907)). 
그리고 디코드 처리부(703)는 디코드 처리한 데이터가 출력 가능한 소정 단위분 모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단계(S90
8)). 여기에서, 출력 가능한 소정 단위로는 예를 들면 영상데이터인 경우에는 프레임이 된다. 단계(S908)의 확인에 있
어서 디코드 처리부(703)는 데이터가 소정 단위분 모이지 않은 경우, 후속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단계(S905)~단계(
S907))를 계속하고 데이터를 기다려, 데이터를 소정 단위분 모인 경우는 디코드 처리 후의 데이터를 이 소정 단위로 
출력한다(단계(S909)).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디코드장치에서는 하나의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 중에 존재하는 영상·음성 등의 엔코드 처
리된 데이터 중, 항상 하나의 데이터밖에 디코드 처리하여 재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종래의 디코드장치에서는 방송국으로부터의 방송 시점 또는 전송로 중에 발생한 어떠한 에러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 까닭에 본 발명의 목적은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디코드 처리할 수 있고, 또 어떤 디코드 처리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디코드 처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복수 디코드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하에 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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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1 국면은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신호를 입력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실시하는 복수 디코드장치에 있어서,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 및 재생에 관한 각종 제어정보를 출력하는 재생제어부,

신호를 입력하고, 제어정보로 지정된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부,

데이터 추출부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버퍼부,

버퍼부에 대한 제어정보에 따라서 버퍼부를 제어하는 버퍼관리부,

부여되는 전송조건에 따라서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동종의 데이터로 각각 배분하여 전송 출력하는 데이터흐름 제
어부,

데이터흐름 제어부에 의해 배분하여 전송되는 각 데이터를 각각 축적하는 복수의 개별 버퍼부,

개별 버퍼부의 특정에 관한 정보에 따라서 복수의 개별 버퍼부를 각각 제어하는 개별 버퍼관리부,

복수의 개별 버퍼부에 각각에 대응하여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디코드 처리하여 출력하는 복수의 디코드 처리
부, 및

제어정보에 따라서 디코드 처리에 사용하는 개별 버퍼부 및 디코드 처리부를 선택하고, 개별 버퍼관리부로 당해 선택한 
개별 버퍼부의 정보를, 데이터흐름 제어부로 당해 선택한 개별 버퍼부에 기초하는 전송조건을, 당해 선택한 디코드 처
리부로 디코드 처리 개시 명령을 각각 출력하는 디코드 제어부를 구비한다.

이 제 1 국면에 의하면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단일 신호, 예를 들면 하나의 MPEG 트랜스포트 스트
림이 입력되는 경우라도 그 복수의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복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디코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람직하게는

버퍼관리부가,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재생제어부로 오버플로우 통지를 출력하고,

재생제어부가 오버플로우 통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출력부로 데이터추출의 정지명령을 출력하고, 또 디코드 제어부로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디코드 제어부가 재생제어부로부터 초기화 명령을 수신하면, 개별 버퍼관리부로 복수의 개별 버퍼부 전체의 초기화 명
령을 출력하고, 버퍼관리부로 버퍼부의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복수의 디코드 처리부 전체로 디코드 처리의 정지명령
을 각각 출력하고,

버퍼관리부가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버퍼부를 초기화하고,

개별 버퍼관리부가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복수의 개별 버퍼부 전체를 초기화하고,

버퍼부 및 복수의 개별 버퍼부 전체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가 재개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예러 발생에 의해 버퍼부가 오버플로우하는 경우라도 에러발생에 의해 문제가 일어나는 디코드 처
리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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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버퍼관리부는 특정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디코드 제어부로 해당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출력하고,

디코드 제어부가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수신하면, 데이터흐름 제어부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로의 데
이터전송의 정지명령을 출력하고,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에 대응하는 디코드 처리부로 디코드 처리의 정지명령을 출력
하고, 개별 버퍼관리부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의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개별 버퍼관리부가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고,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가 재개되도록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개별 버퍼관리부가, 특정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디코드 제어부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출력하고,

디코드 제어부가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수신하면, 데이터흐름 제어부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용의 데
이터의 파기명령을 출력하고,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에 대응하는 디코드 처리부로 디코드 처리의 정지명령을 출력하고, 
개별 버퍼관리부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의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개별 버퍼관리부가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고,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가 재개되고, 또한 데이터의 파기가 해제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에러발생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개별 버퍼부가 오버플로우하는 경우라도 에러발생에 의해 문제가 
일어나는 디코드 처리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국면은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신호를 입력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실시하는 복수 디코드방법에 있어서,

신호를 입력하고, 디코드 처리 및 재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데이터를 버퍼부에 축적하는 단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동종의 데이터로 각각 배분하여, 복수의 개별 버퍼부에 각각 축적하는 단계, 및

복수의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각각 디코드 처리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이 제 2 국면에 의하면,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단일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라도 그 복수의 데이터 중
에서 원하는 복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디코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람직하게는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데이터의 추출 및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는 단계,

버퍼부 및 복수의 개별 버퍼부 전체를 초기화하는 단계,

버퍼부 및 복수의 개별 버퍼부 전체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를 재개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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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어떠한 에러발생에 의해 버퍼부가 오버플로우하는 경우라도 에러발생에 의해 문제가 일어나는 디코드 처
리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특정의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특정 개별 버퍼부로의 데이터 배분 및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는 단계,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는 단계, 및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를 재개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도록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특정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특정 개별 버퍼부용의 데이터를 파기하는 단계,

특정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는 단계,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는 단계, 및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를 재개, 또한 데이터의 파기를 해제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
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에러발생에 의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개별 버퍼부가 오버플로우하는 경우라도 에러발생에 의해 
문제가 일어나는 디코드처리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과 다른 목적, 특징, 측면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받아들여질 때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
로부터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제공하는 복수 디코드장치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 내지 도 6은 본 실시형태
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가 실시하는 복수의 디코드방법의 처리순서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본 실시형태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의 각 구성의 개요를 설명한다.

도 1에 있어서, 본 실시형태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는 데이터 추출부(110), 버퍼부(120), 데이터흐름 제어부(130), 
n개(n은 임의의 정수)의 개별 버퍼부(141~14n), n개의 디코드 처리부(151~15n), 버퍼관리부(160), 개별 버퍼관리
부(170), 디코드 제어부(180) 및 재생제어부(190)를 구비한다.

    
데이터 추출부(110)는 입력되는 데이터로부터 설정된 조건과 일치한 데이터를 출력한다. 버퍼부(120)는 데이터 추출
부(110)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일단 축적한다. 데이터흐름 제어부(130)는 설정된 각 조건에 따라서 버퍼부(120)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개별 버퍼부(141~14n)로 각각 전송한다. 개별 버퍼부(141~14n)는 디코드 처리부(151~15n)마
다 준비되고, 데이터흐름 제어부(13)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축적한다. 디코드 처리부(151~15n)는 개별 버퍼부(1
41~14n)에 축적된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각각 실행한다. 버퍼관리부(160)는 버퍼부(120)를 관리한다. 개별 버퍼
관리부(170)는 개별 버퍼부(141~14n)를 각각 관리한다. 디코드 제어부(180)는 디코드 처리부(151~15n)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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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디코드 처리를 각각 제어한다. 재생제어부(190)는 데이터추출부(110)에 입력되는 데이터로부터 디코드 처리하
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재생을 실시하기 위한 명령을 제어한다.
    

다음에, 도 2~도 6을 이용하여 본 실시형태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가 실시하는 복수 디코드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헤더부에 「헤더(1)」, 「헤더(2)」 및 「헤더(3)」를 갖는 3개의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각각 재생하는 경우를 일례로 들어 설명한다. 즉, 도 2에 있어서 m=3으로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재생제어부(190)는 상기 3개의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디코드 제어부(180)로 디코드 
처리 개시명령을 출력한다(단계(S201)). 이 명령을 받은 디코드 제어부(180)는 디코드 처리부(151~15n) 중에서 그 
때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임의의 3개를 선택한다. 이 예에서는 디코드 처리부(151~153)가 선택된 것으로 한다(단계
(S202), 단계(S203)). 또한 이미 다른 디코드 처리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만큼 디코드 처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의 디코드 처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대기시켜 두어도 좋고, 선택할 수 있는 
수만 디코드 처리를 먼저 진행하여도 좋다.
    

디코드 제어부(180)는 선택한 3개의 디코드 처리부(151~153)에 디코드 처리 개시를 각각 명령한다(단계(S204)). 
또한 디코드 제어부(180)는 선택한 디코드 처리부(151~153)에 접속되어 있는 개별 버퍼부(141~143)에 데이터 입
력 개시명령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개별 버퍼 관리부(17)로 그 취지의 명령을 출력한다(단계(S205)).

    
다음에, 디코드 제어부(180)는 「헤더(1)」의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개별 버퍼부(141)로, 「헤어(2)」의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개별 버퍼부(142)로, 「헤어(3)」의 패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개별 버퍼부(14
3)로 데이터 전송시키기 위한 조건을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에 설정한다(단계(S206)). 데이터흐름 제어부(130)는 
디코드 제어부(180)에 의해 설정된 조건에 기초하여 버퍼부(120)에 축적된 데이터의 각 개별 버퍼부(141~143)로의 
전송을 개시한다(단계(S207)). 디코드 제어부(180)는 이어서 버퍼관리부(160)에 버퍼부(120)로의 데이터 입력개시
를 명령한다(단계(S208)). 그후 재생제어부(190)는 데이터 추출부(110)에, 헤더부에 「헤더(1)」, 「헤더(2)」 및 
「헤더(3)」를 갖는 패킷을 추출하도록 명령한다(단계(S209)). 이에 의해 외부로부터 데이터 추출부(110)로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입력이 개시된다(단계(S210)).
    

여기에서 버퍼관리부(160)는 데이터 추출부(110)가 재생제어부(190)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지정된 패킷을 순차적으로 추출하고, 패킷 내의 페이로드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버퍼부(120)에 축적
시킨 경우, 버퍼부(120)가 오버플로우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S310)). 이 버퍼부(120)의 오버플로우의 유무에 
따라 이하와 같이 실시되는 디코드 처리가 다르다.

우선, 버퍼부(120)가 오버플로우하지 않는 경우(단계(S302), 아니오), 데이터 추출부(110)는 추출한 데이터를 버퍼
부(120)에 축적시킨다(단계(S303)). 이어서 데이터흐름 제어부(130)는 버퍼부(120)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순차적
으로 판독하고,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전송처의 개별 버퍼부(14i)(이 예에서는 i=1~3)를 각각 특정한다(단계(S305)). 
예를 들면 판독된 데이터가 「헤더(1)」의 데이터인 경우, 데이터의 전송처인 개별 버퍼부(141)가 특정된다.

    
한편, 버퍼부(120)가 오버플로우하는 경우(단계(S302), 예), 버퍼관리부(160)는 버퍼부(120)가 오버플로우하는 것
을 재생제어부(19)로 통지한다(단계(S401)). 통지를 받은 재생제어부(190)는 데이터 추출부(110)에 데이터 추출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단계(S402)), 이어서 디코드 제어부(180)에 전체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도록 명령한다(단계(S
403)). 그리고, 디코드 제어부(180)는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에 개별 버퍼부(141~14n)로의 전체 데이터전송을 정
지하도록 명령하고(단계(S404)), 버퍼관리부(160)에 버퍼부(120)를 초기화하도록 명령한다(단계(S405)). 명령을 
받은 디코드 제어부(180)는 전체 디코드 처리부(151~15n)의 디코드 처리를 정지시키도록 명령하고(단계(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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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개별 버퍼관리부(170)에 전체 개별 버퍼부(141~14n)를 초기화하도록 명령한다(단계(S407)).
    

이 처리에 의해 복수 디코드장치가 전체 초기화되면, 재생제어부(190)로부터 디코드 처리 개시명령이 출력되고 나서(
단계(S201)), 개별 버퍼부(14i)가 특정되기(단계(S305))까지가 재차 실시된다.

다음에 개별 버퍼관리부(170)는 데이터흐름 제어부(130)가 버퍼부(120)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특정한 개별 버퍼부
(14i)에 축적시킨 경우, 당해 개별 버퍼부(14i)가 오버플로우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S306)). 이 개별 버퍼부(
14i)의 오버플로우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하와 같이 디코드 처리가 다르다.

    
우선, 개별 버퍼부(14i)가 오버플로우하지 않는 경우(단계(S307), 아니오), 데이터흐름 제어부(130)는 판독한 데이
터를 개별 버퍼부(14i)에 축적한다(단계(S308)). 디코드 처리부(15i)는 개별 버퍼부(14i)에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실행한다(단계(S309)). 여기에서 디코드 처리부(15i)는 출력 가능한 소정 단위분의 데이터가 
모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S310)). 그리고, 디코드 처리부(15i)는 데이터가 모이지 않은 경우는 후속 데이터가 
도착하기까지 대기상태가 되고, 데이터가 모인 경우는 디코드 처리한 데이터를 소정 단위로 출력한다(단계(S311)).
    

또한, 여기에서는 디코드 처리된 데이터가 출력 가능한 소정 단위가 되기까지 출력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디코드 처리된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여도 좋다.

한편, 개별 버퍼부(14i)가 오버플로우하는 경우(단계(S307), 예)에는 복수 디코드장치가 취할 수 있는 처리로서 다음
의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처리 1)

개별 버퍼관리부(170)는 개별 버퍼부(14i)가 오버플로우하는 것을 디코드 제어부(180)에 통지한다(단계(S501)). 통
지를 받은 디코드 제어부(180)는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에 버퍼부(120)로부터 개별 버퍼부(14i)로의 데이터전송을 
정지시키도록 명령한다(단계(S502)). 이 정지 동안은 버퍼부(120)에 데이터 추출부(11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가게 된다.

여기에서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의 데이터 전송정지로부터 재개까지의 동안, 버퍼부(120)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
적되기 때문에, 버퍼부(120)의 크기(S1(bit))를 하기의 관계식을 충족하도록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S1> S2+RATE*T

또한, 버퍼부(120)가 데이터 추출부(110)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RATE(bit/sec)”로, 데이터흐름 
제어부(130)가 데이터를 전송한 순간에 버퍼부(120)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S2(bit)”로,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의 데이터 전송정지로부터 재개까지의 시간을 “T(sec)”로 한다.

    
다음에, 디코드 제어부(180)는 디코드 처리부(15i)에 디코드 처리의 정지를 명령하고(단계(S504)), 또한 개별 버퍼
관리부(170)에 개별 버퍼부(14i)를 초기화하도록 명령한다(단계(S505)). 명령을 받은 개별 버퍼관리부(170)는 개별 
버퍼부(14i)를 초기화한다(단계(S506)). 이 초기화 후, 디코드 제어부(180)는 디코드 처리부(15i)에 디코드 처리의 
개시를 재차 명령하고(단계(S507)), 또 개별 버퍼관리부(170)에 개별 버퍼부(14i)로의 데이터 입력개시를 명령한다
(단계(S508)). 그리고, 디코드 제어부(180)는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에 데이터 전송 개시를 명령하여(단계(S509)), 
버퍼부(120)로부터 개별 버퍼부(14i)로의 데이터전송이 개시된다.
    

그 후, 단계(S210) 이후의 처리가 반복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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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2)

개별 버퍼관리부(170)는 개별 버퍼부(14i)가 오버플로우하는 것을 디코드 제어부(180)에 통지한다(단계(S601)). 통
지를 받은 디코드 제어부(180)는 데이터 제어부(130)에 버퍼부(120)로부터 판독한 개별 버퍼(14i)로의 데이터를 파
기하도록 명령한다(단계(S602)). 이 명령을 받은 데이터흐름 제어부(130)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파기한다(단계(S60
3)).

    
다음에, 디코드 제어부(180)는 디코드 처리부(15i)에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단계(S604)), 개별 버퍼관
리부(170)에 개별 버퍼부(14i)의 초기화를 명령한다(단계(S605)). 명령을 받은 개별 버퍼관리부(170)는 개별 버퍼
부(14i)를 초기화한다(단계(S606)). 이 초기화 후, 디코드 제어부(180)는 디코드 처리부(15i)에 디코드 처리의 재개
를 명령하고(단계(S607)), 또한 개별 버퍼관리부(170)에 버퍼부(120)로부터 개별 버퍼부(14i)로의 데이터 입력을 
재개하도록 명령한다(단계(S608)). 이어서 디코드 제어부(180)는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개
별 버퍼부(14i)로의 데이터 전송재개의 명령을 출력한다(단계(S609)).
    

그후, 단계(S210) 이후의 처리가 반복 실시된다.

또한, 이 (처리 2)의 설명에서는 데이터흐름 제어부(130)에 있어서 데이터가 파기된 후, 오버플로우하고 있는 개별 버
퍼부(14i)의 복구를 실시한 후에 다음 데이터 입력처리로 옮기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데이터가 파기된 후, 오버플로우
의 복귀처리와 비동기로 다음 데이터 입력처리를 실시하여도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관한 복수 디코드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디코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에러발생에 의해 버퍼부(120) 또는 개별 버퍼부(141~14n)가 오버플로우하는 
경우라도 에러발생에 의해 문제가 일어나는 디코드 처리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입력되는 신호가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인 경우를 일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입력되
는 신호는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를 갖고, 또한 복수의 데이터가 혼합
되어 있는 형태(주파수 분할 다중이나 시분할 다중 등)라면 다른 신호라도 상관없다.

본 발명이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상기한 설명은 모든 측면에서 설명되었다고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변형예가 고안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신호를 입력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실시하는 복수 
디코드장치에 있어서,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 및 재생에 관한 각종 제어정보를 출력하는 재생제어부,

상기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어정보로 지정된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부,

상기 데이터 추출부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버퍼부,

상기 버퍼부에 대한 상기 제어정보에 따라서 상기 버퍼부를 제어하는 버퍼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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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전송조건에 따라서 상기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동종의 데이터로 각각 배분하여 전송 출력하는 데이터흐
름 제어부,

상기 데이터흐름 제어부에 의해 배분되어 전송되는 각 데이터를 각각 축적하는 복수의 개별 버퍼부,

상기 개별 버퍼부의 특정에 관한 정보에 따라서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부를 각각 제어하는 개별 버퍼관리부,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부의 각각에 대응하여 상기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디코드 처리하여 출력하는 복수의 디
코드 처리부, 및

상기 제어정보에 따라서 디코드 처리에 사용하는 상기 개별 버퍼부 및 상기 디코드 처리부를 선택하고, 상기 개별 버퍼
관리부로 당해 선택한 개별 버퍼부의 정보를, 상기 데이터흐름 제어부로 당해 선택한 개별 버퍼부에 기초하는 상기 전
송조건을, 당해 선택한 디코드 처리부로 디코드 처리 개시명령을 각각 출력하는 디코드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복수 디코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관리부는 상기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상기 재생제어부로 오버플로우 통지를 
출력하고,

상기 재생제어부는 상기 오버플로우 통지를 수신하면, 상기 데이터 추출부로 데이터추출의 정지명령을 출력하고, 또 상
기 디코드 제어부로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상기 디코드 제어부는 상기 재생제어부로부터 초기화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로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
부 전체의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상기 버퍼관리부로 상기 버퍼부의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복수의 상기 디코드 처
리부 전체로 디코드 처리의 정지명령을 각각 출력하고,

상기 버퍼관리부는 상기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상기 버퍼부를 초기화하고,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는 상기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부 전체를 초기화하
고,

상기 버퍼부 및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부 전체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가 재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디코드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는 특정의 상기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상기 디코드 제어부
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출력하고,

상기 디코드 제어부는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수신하면, 상기 데이터흐름 제어부로 당해 특정 개
별 버퍼부로의 데이터전송의 정지명령을 출력하고,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에 대응하는 상기 디코드 처리부로 디코드 처
리의 정지명령을 출력하고,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의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는 상기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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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가 재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디코드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는 특정의 상기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상기 디코드 제어부
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출력하고,

상기 디코드 제어부는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의 오버플로우 통지를 수신하면, 상기 데이터흐름 제어부로 당해 특정 개
별 버퍼부용의 데이터의 파기명령을 출력하고,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에 대응하는 상기 디코드 처리부로 디코드 처리의 
정지명령을 출력하고,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로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의 초기화 명령을 출력하고,

상기 개별 버퍼관리부는 상기 디코드 제어부로부터의 초기화 명령에 따라서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고,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가 재개되고, 또한 상기 데이터의 파기가 해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디코드장치.

청구항 5.

엔코드 처리된 복수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신호를 입력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실시하는 복수 
디코드방법에 있어서,

상기 신호를 입력하고, 디코드 처리 및 재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데이터를 버퍼부에 축적하는 단계,

상기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동종의 데이터로 각각 배분하고, 복수의 개별 버퍼부에 각각 축적하는 단계, 및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각각 디코드 처리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디코드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데이터의 추출 및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는 단계,

상기 버퍼부 및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부 전체를 초기화하는 단계, 및

상기 버퍼부 및 복수의 상기 개별 버퍼부 전체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를 재개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디코드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특정의 상기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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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로의 데이터 배분 및 당해 특정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는 단계,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를 재개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복수 디코드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특정의 상기 개별 버퍼부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가득찬 상태가 되는 경우,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용의 데이터를 파기하는 단계,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에 축적된 데이터의 디코드 처리를 정지하는 단계,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를 초기화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개별 버퍼부가 초기화된 후, 정지하고 있는 전체 처리를 재개, 또한 상기 데이터의 파기를 해제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디코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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