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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드 디스크(HDD)와 같은 저장 장치를 갖는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 영상 기기 응용 분야에서 보다 빠르고 쉽게 비디
오를 검색할 수 있는 비디오 스냅 영상용 변환 부호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가변 길이 디코딩된 매크로 블록의 
DCT 계수 중 DC만을 추출한 후 DPCM 및 호프만 부호화하여 스냅용 영상으로서 저장 장치에 비디오 비트 스트림과 
함께 연결하여 저장하며, 이때 상기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스냅용 영상의 비트 스트림과 비디오 비트 스트림은 MPEG
-2 syntax상의 미사용 extension_start_code를 이용하여 구분함으로써, 비디오 검색시 우선적으로 비디오 스냅 영상
만을 디코딩해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비디오 영상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원하는 내용으로 스킵 모드시, 스
냅 영상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하드웨어 부담없이 바로 그 부분부터 비디오 영상을 디코딩하여 재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HD, SD, 스냅 영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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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스냅 영상용 변환 부호화 장치의 구성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스냅 영상 처리부의 상세 블록도

도 3은 도 2의 DC 추출부에서 비월주사 시퀀스의 한 매크로 블록내 DC 추출 과정의 일 예를 보인 도면

도 4는 MPEG-2 프레임과 상기 MPEG-2 프레임을 변환 부호화한 스냅 영상의 프레임 구조의 예를 보인 도면

도 5는 도 1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비트 스트림 DB의 구조를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PES 디코더102 : VLD부

103 : 비디오 디코더104 : 비디오 디스플레이부

105 : 스냅 영상 처리부106 : 저장 장치

201 : DC 추출부202 : 가산기

203 : DPCM부204 : 호프만 부호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드 디스크(HDD)와 같은 저장 장치를 갖는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 영상 기기 응용 분야에서 보다 빠르고 
쉽게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는 비디오 스냅 영상용 변환 부호화(transcoding)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비디오나 오디오의 저장 및 전송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엠펙(MPEG)등과 같은 부호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압축된 비트 스트림 상태에서 비디오 검색, 화면 내 화면(예, PIP), 비디오 결합, 비디오 편집, 전송 비트율 
변환 등의 다양한 응용이 필요해지면서 특정 비트율을 가지는 MPEG 비트 스트림을 다른 비트율로 변환시키는 영상 변
환 부호화 방식들이 요구된다. 이런 예로는 MPEG-2 비트 스트림을 H.263의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캠
코더의 디지털 출력인 DV(digital video) 포맷을 MPEG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고화질의 HD(High Defi
nition)급 MPEG 비트 스트림을 저화질의 SD(Standard Definition)급 MPEG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변환 부호화기들은 일반적으로 MPEG 복호기에서 비디오 비트율을 줄여서 다시 MPEG 비트 스트림으로 인코딩
해주는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때, 종래에는 상기 MPEG 비트 스트림을 HDD와 같은 저장 장치에 저장한 후 검색을 하려면, HD급의 영상 전체를 디
코딩하여서 검색해야 하므로 검색이 불편하고, 검색 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비디오 기록기에 저장하려는 MPE
G 비트 스트림의 내용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스냅 영상용 변환 부호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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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스냅 영상용 변환 부호화 장치는, 입력되는 비디오 비트 스트
림을 가변길이 디코딩한 후 역 이산 코사인 변환(IDCT), 역 양자화를 수행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비디오 디코더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딩된 매크로 블록의 DCT 계수에서 DC만을 추출하는 DC 추출부와, 상기 추출된 DC 성분이 휘도인 경우 
다수개의 매크로 블록의 DC 성분들을 평균화하는 가산기와, 상기 가산기에서 평균화된 휘도의 DC 성분 또는, 상기 D
C 추출부에서 출력되는 색의 DC 성분과 이전 매크로 블록의 DC 성분과의 차를 구하여 출력하는 DPCM부와, 상기 DP
CM부에서 출력되는 차값에 대해 호프만 부호화하는 호프만 부호화부와, 상기 호프만 부호화된 스냅용 영상과 상기 비
디오 비트스트림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DPCM부는 매 슬라이스 단위로 DPCM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비디오 비트 스트림과 스냅 영상용 비트 스트림은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신호열로 저장되며, 
상기 비디오 비트스트림과 스냅용 영상의 비트 스트림은 MPEG-2 신택스 상의 미사용 extension_start_code_ident
ifier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스냅용 영상의 비트 스트림은 스냅용 영상의 크기, 각 슬라이스 위치 정보, 데이터 길이, 및 
호프만 부호화된 슬라이스 단위의 비디오 스냅용 데이터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스냅 영상용 변환 부호화 장치에서, 유저가 디스플레이되는 스냅 영상을 선택하면 그 다음 위치
에 저장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부터 상기 비디오 디코더로 입력되어 디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는 입력되는 비디오 비트 스트림에서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를 확인하여 상기 인식자가 
MPEG 신택스 상에 사용치 않는 인식자이면 상기 인식자가 지시하는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디코딩하지 않고 스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대용량의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를 저장한 후 다시 검색해서 시청할 때 영상의 내용을 빠르게 탐색한다든지, 
또는 원하는 비디오 내용의 위치를 쉽게 탐색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원래의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비디오 스냅용의 작은 크기의 DC 영상으로 만들어서 압축 저장하고, 
저장된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저장용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제안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스냅 영상용 변환 부호화 장치의 구성 블록도로서, 비디오 패킷 요소 스트림(Packetize
d Elementary Stream ; PES)를 디코딩하여 비디오 ES, PTS(Presentation Time Stamp)등으로 분리하는 PES 디
코더(101), 상기 PES 디코더(101)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ES 또는 저장 장치(106)를 통해 재생되는 비디오 ES를 가
변 길이 디코딩(Variable Length Decoding ; VLD)하는 VLD부(102), 상기 VLD된 비트스트림에 대해 역 DCT, 역 
양자화 과정을 거쳐 원래 영상으로 복원하는 비디오 디코더(103), 상기 비디오 디코더(103)에서 출력되는 영상 또는, 
스냅 영상을 디스플레이 포맷에 맞게 처리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부(104), 및 상기 PES 디코더(101)
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ES를 후단의 저장 장치(106)에 저장하거나 또는, 상기 비디오 ES를 스냅 영상으로 변환 부호화
하여 상기 저장 장치(106)에 저장하는 스냅 영상 처리부(105)로 구성된다.
    

여기서, PTS는 재생 출력의 시간 관리 정보로서, 패킷에 억세스 단위의 첫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패킷 헤더
에 부가되나, 패킷에 억세스 단위의 첫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패킷 헤더에 부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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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상기 스냅 영상 처리부(105)의 변환 부호화부(105a)의 상세 블록도로서, VLD부(102)에서 출력되는 매크로 
블록의 DCT 계수에서 DC만을 추출하는 DC 추출부(201), 상기 DC 추출부(201)에서 추출된 DC 성분이 휘도인 경우 
다수개의 매크로 블록(4개의 8x8 매크로 블록)의 DC 성분들을 평균화하는 가산기(202), 상기 가산기(202)에서 평균
화된 휘도의 DC 성분 또는, 상기 DC 추출부(201)에서 출력되는 색의 DC 성분과 이전 DC 성분과의 차를 구하여 출력
하는 DPCM부(203), 및 상기 DPCM부(203)의 출력에 대해 호프만 부호화하는 호프만 부호화부(204)로 구성된다.
    

상기된 도 1에 미언급된 부호 105b는 스냅 영상 처리부(105) 내의 유저 인터페이스부로서, 유저의 입력에 따른 동작 
즉, 유저가 저장, 재생, 탐색등을 선택하면 이에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상기 변환 부호화기(105a)와 인터페이스
를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서 PES 디코더(101)는 입력되는 비디오 PES를 파싱하여 비디오 ES와 PTS등을 분리한 
후 VLD부(102)와 스냅 영상 처리부(105)로 출력한다.

상기 VLD부(102)는 입력되는 비디오 ES를 가변길이 디코딩하여 픽쳐 타입, 컬러 타입, DCT 계수등을 분리한 후 매
크로 블록 단위로 비디오 디코더(103)와 스냅 영상 처리부(105)로 출력한다.

    
이때, 입력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또는 HDD와 같은 저장 장치(106)에 저장할 것인지 또는, 스냅 영상으로 
변환하여 저장 장치(106)에 저장할 것인지에 따라 상기 PES 디코더(101)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경로가 달라진다. 
즉, 도 1에서 실선은 입력되는 비디오 PES를 PES 디코더(101)와 스냅 영상 처리부(105)를 통해 픽쳐 단위의 비디오 
ES 형태로 저장 장치(106)에 저장하는 경로이며, 점선은 사용자가 검색장치를 통해 저장된 비디오 ES 또는 스냅 영상
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입력되는 영상을 HDD와 같은 저장 장치(106)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상기 PES 디코더(101)에서 파싱된 비
디오 ES와 PTS등이 스냅 영상 처리부(105)를 통해 저장 장치(106)로 출력되고, 입력되는 영상을 스냅 영상으로 변환
하여 상기 저장 장치(106)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상기 VLD부(102)에서 가변길이 디코딩된 매크로 블록이 스냅 영상 
처리부(105)로 출력되어 스냅 영상으로 변환된 후 상기 저장 장치(106)로 출력된다. 또한, 입력되는 영상을 디스플레
이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경우에는 VLD부(102)에서 가변 길이 디코딩된 신호가 비디오 디코더(103)를 통해 비디오 
디스플레이부(104)로 출력된다. 그리고, 저장 장치(106)에 저장된 입력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저장 장치(
106)에 저장된 비디오 ES가 스냅 영상 처리부(105)를 통해 비디오 디코더(102)로 출력되고, 스냅 영상은 스냅 영상 
처리부(105)를 통해 비디오 디스플레이부(104)로 출력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103)는 VLD부(102)에서 출력되는 비트 스트림에 대해 통상 MPEG-2 비디오 신택스에 맞게 8
x8 블록 단위로 역 이산 코사인 변환(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 ; IDCT) 및 역 양자화(inverse quantiza
tion ; IQ)를 수행한다. 이때, 입력되는 비트스트림이 I-픽쳐(Intra-picture)인 경우는 IQ/IDCT한 결과가 바로 비디
오 디스플레이부(104)로 출력되고, P-픽쳐(predictive picture)나 B-픽쳐(bi-directional picture)인 경우는 움직
임 보상된 블록과 IDCT된 결과가 합쳐져서 상기 비디오 디스플레이부(104)로 출력된다.
    

도 1에서 보면, 상기 VLD부(102)와 비디오 디코더(103)가 분리되어 있으나, 보통 VLD부(102)와 비디오 디코더(1
03)를 포함하여 비디오 디코더라 한다. 본 발명에서는 VLD부(102)의 출력으로부터 스냅 영상을 얻기 위해 상기 VLD
부(102)를 비디오 디코더(103)에서 분리시켜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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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2에 도시된 스냅 영상 처리부(105)의 변환 부호화기(105a)의 DC 추출부(201)는 상기 VLD부(102)로부터 매
크로 블록 단위로 픽쳐 타입, 컬러 타입, 그리고 DCT 계수를 입력받은 후 상기 I 픽쳐의 DCT 계수로부터 DC 성분만을 
추출한다. 그리고, 컬러 타입을 이용하여 추출된 DC 성분이 휘도인지 색인지를 구분하고, 휘도(Y)인 경우는 추출된 D
C 성분을 가산기(202)로 출력하고, 색(C)인 경우는 추출된 DC 성분을 바로 DPCM(Differential Pulse Code Modu
lation)부(203)로 출력한다.
    

상기 가산기(202)는 4개의 8x8 매크로 블록에 대한 DC값들의 평균을 구하여 상기 DPCM부(203)로 출력한다.

    
즉, 도 3에서와 같이 비월주사된 시퀀스의 경우 DCT 타입(예, 프레임 DCT, 필드 DCT)에 따라 휘도의 톱/바텀 신호가 
다른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4개의 휘도 블록을 가산기(202)에서 평균하면, 프레임 단위의 평균값을 얻으므로 결국, 
매 매크로 블록마다 일정한 값들을 가지게 된다. 이는 4개의 블록마다 DC값을 취했을 때 톱/바텀의 위치가 어긋날 수 
있는 화면 구조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저장용량의 감축과 DPCM시 생기는 예측오차를 줄여서 압축율을 줄
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상기 DPCM부(203)에서는 각 Y/C 신호마다 이전 매크로 블록의 DC값과의 차이를 구하여 호프만(Huffman) 부호화부
(204)로 출력하여 호프만 부호화함에 의해 압축율을 높인다. 즉, 상기 DPCM부(203)에서는 각 매크로 블록마다 Y와 
C에 대해서 각각 이전 매크로 블록의 DC 성분의 차를 구하고, 호프만 부호화부(204)에서는 이 차값에 호프만 부호를 
적용하여 자주 나오는 값은 적은 수의 비트로, 드물게 나오는 값은 많은 수의 비트로 할당하여 전체 비트 수를 줄인 후 
저장 장치(106)에 저장한다. 이때, HD급 영상의 매크로 블록간의 DC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압축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DPCM부(203)에서는 매 슬라이스 단위로 DPCM을 한다. 여기서, 슬라이스(slice)는 비디오 스냅 영상에
서는 라인 단위이다. 이는 1차원 DPCM을 행하는 경우 맨 마지막 수평방향의 매크로 블록과 다음 슬라이스에서 처음 
시작하는 수평방향의 매크로 블록의 DC값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기 DPCM부(203)에서는 DC 영상의 부호화시 한 화면의 수평 방향 화소들을 슬라이스 단위로 정하여 일
차원 DPCM을 수행하며, 이때 맨 처음 화소는 128을 뺀 화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나서, 현재 화소값과 이전 화소값과
의 차이를 호프만 부호화한다.

도 4는 1920x1080 비월주사된 화면이 스냅 영상 처리부(105)의 변환 부호화기(105a)를 통해 스냅 영상으로 변환되
었을 때의 화면 크기의 예를 보이고 있다. 즉, 변환 부호화된 후의 프레임은 기존의 화면 크기에 비해     배 정도로 작다. 
이는 검색장치에서는 실제 영상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간단히 영상의 내용을 보거나, 또는 원하는 위치로 건너 뛰기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된 영상의 검색시에, 저장 장치(106)에 저장된 
스냅용 영상은 OSD나 비디오 디스플레이부(104) 등을 통해 보게 된다.

또한, 비디오 스냅 영상은 디스플레이시 인트라 픽쳐로만 디스플레이 되어지므로 빠른 검색 목적에 이용되어진다.

이때, 도 2의 변환 부호화기(105a)를 통해 압축된 스냅 영상의 비트스트림은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디오 ES와 함
께 패킷화되어 저장 장치(106)에 저장된다.

도 5는 실제 HDD등의 저장장치(106)에 저장되는 스냅용 영상과 비디오 ES의 데이터 베이스(DB)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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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보면, 비디오 ES와 스냅용 영상을 저장 장치(106)에 저장한 후 상기 스냅용 영상을 통해 탐색한 시퀀스의 위치
에서 자세히 비디오 ES를 재생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하드웨어의 부담없이 바로 비디오 디코더(103)를 통해 상기 비
디오 ES를 재생할 수 있도록 비디오 ES와 스냅 영상을 다중화하여 저장 장치(106)에 저장하고 있다.

즉, 비디오 ES와 스냅 영상이 독립된 DB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하여 놓는다. 이때, 스냅 영상은 MPEG-
2 신택스 상의 extension_start_code와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를 이용하여 기존의 MPEG 신택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구별되도록 저장한다.

이때, 스냅 영상의 비트 스트림은 영상의 크기(Image size), 각 슬라이스 위치 정보(slice 0 ∼ slice N), 데이터 길이
(data length) 및 허프만 부호화된 슬라이스 단위의 비디오 스냅용 데이터(video snap data)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스냅 영상에 대한 비트스트림과 비디오 ES를 하나의 신호열로 연결하여 저장 장치(106)에 저장함으로써, 
다음의 장점을 가진다.

    
첫째, 비디오 스냅 영상의 원하는 부분에서 재생을 선택하면, 그 위치의 비디오 ES를 바로 재생할 수 있다. 즉, 스냅 영
상은 I 픽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치가 비디오 ES의 바로 이전에 위치해 있으므로 상기 스냅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 그 부분부터 상세한 재생을 원하면 유저는 바로 재생을 선택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된 비디오 스냅 화면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원래의 MPEG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인트라 픽쳐를 가리키므로 바로 다음에 있는 비디오 ES부
터 VLD부(102)와 비디오 디코더(103)에서 디코딩되어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이된다. 즉, 우리가 원하는 디스플
레이 위치의 탐색이 필요없이 바로 재생이 이루어진다.
    

    
둘째, 스냅 영상의 구분을 위해 MPEG-2 신택스 상의 extension_start_code를 사용하므로 저장장치(106)에 저장되
어 있는 비디오 ES를 바로 비디오 디코더(103)에 넣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상기 비디오 디코더(103)로 
입력되는 비트 스트림에서 스냅 영상의 비트스트림을 따로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상기 스냅 영상에는 상기 비
디오 디코더(103)에서 사용하는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는 사용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는 MPEG 신택스
상에 여유분으로 남아 있는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인 (B,C,D,E,F)중 하나를 스냅 영상에 사용하는 것을 실
시예로 한다. 그러면, 상기 비디오 디코더(103)는 입력되는 비디오 ES에서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를 확인
하여 MPEG 신택스 상에 사용치 않는 신호인 경우 예를 들어, B,C,D,E,F 중 어느 하나이면 디코딩을 하지 않고 스킵하
면 된다.
    

    
한편, 상기 저장 장치(106)에 저장되는 비디오 ES는 PTS와 함께 저장된다. 이는 상기 비디오 ES 재생시 PTS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즉, MPEG 비트 스트림은 디코딩 순서와 디스플레이 순서가 다르므로, 상기 PTS는 정해진 순서대로 디
코딩 및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이다. 또한, 상기 PTS 신호는 상기 비디오 디코더(103) 내의 비디오 버퍼
(도시되지 않음)의 오버플로우(overflow)나 언더플로우(underflow)에 매우 중요히 사용된다. 그러므로, PTS_start
_code를 따로 사용해서 PTS 신호를 픽쳐 단위의 비디오 ES와 같이 저장한다. 결국 PTS를 통해 비디오 버퍼의 오동작
없이 비디오 ES를 정해진 순서에 맞춰 디코딩해 주게 된다. 즉, PTS를 이용해서 그 이후의 디코딩된 영상들의 디스플
레이 시간을 조절하여 안정된 버퍼 제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HDD등의 저장장치를 구비한 TV내에 내장된 형태 및 STB(set-top box) 형태의 기기에 설치 가능
하다.

또한, 본 발명의 경우 내장용 저장 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TV나 디지털 VCR 등의 응용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로서 고성
능 비디오 레코더 및 타 회사의 디지털 TV와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통해 
각종 비디오 서버나 개인용 비디오 레코더 등의 기기 구현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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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에 의하면, 비디오 검색시 우선적으로 비디오 스
냅 영상만을 디코딩해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비디오 영상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내용으로 스킵 모드시, 
재생을 원하는 비디오 스냅 영상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그 스냅 영상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하드웨어 부담없이 바로 그 
부분부터 비디오 영상을 디코딩하여 재생할 수 있다. 또한, PTS를 이용해서 그 이후의 디코딩된 영상들의 디스플레이 
시간을 조절하여 버퍼를 안정되게 제어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
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가변길이 디코딩한 후 역 이산 코사인 변환(IDCT), 역 양자화를 수행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비디오 디코더;

상기 가변 길이 디코딩된 매크로 블록의 DCT 계수에서 DC만을 추출하는 DC 추출부;

상기 추출된 DC 성분이 휘도인 경우 다수개의 매크로 블록의 DC 성분들을 평균화하는 가산기;

상기 가산기에서 평균화된 휘도의 DC 성분 또는, 상기 DC 추출부에서 출력되는 색의 DC 성분과 이전 매크로 블록의 
DC 성분과의 차를 구하여 출력하는 DPCM부;

상기 DPCM부에서 출력되는 차값에 대해 호프만 부호화하는 호프만 부호화부; 그리고

상기 호프만 부호화된 스냅용 영상과 상기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C 추출부에서 DC 추출에 이용되는 DCT 계수는 I 픽쳐의 DCT 계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PCM부는

매 슬라이스 단위로 DPCM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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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비디오 비트 스트림과 스냅 영상용 비트 스트림은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신호열로 저장되며, 
상기 비디오 비트스트림과 스냅용 영상의 비트 스트림은 MPEG-2 신택스 상의 미사용 확장 코드 인식자(extension_
start_code_identifier)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스냅용 영상의 비트 스트림은

스냅용 영상의 크기, 각 슬라이스 위치 정보, 데이터 길이, 및 호프만 부호화된 슬라이스 단위의 비디오 스냅용 데이터
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비디오 비트 스트림은

PTS와 픽쳐 단위의 비디오 ES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되는 스냅 영상을 유저가 선택하면 그 다음 위치에 저장된 비디오 비트 스트림부터 상기 비디오 디코더로 입
력되어 디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디코더는

입력되는 비디오 비트 스트림에서 extension_start_code_identifier를 확인하여 상기 인식자가 MPEG 신택스 상에 
사용치 않는 인식자이면 상기 인식자가 지시하는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디코딩하지 않고 스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스냅용 영상 변환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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