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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간에 비디오 프로세싱을 배분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기계판독가능 매체

(57) 요 약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사이에서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기 디바
이스들 중의 일 디바이스에서, 그리고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상
기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
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가 식별된다.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식별된 세트는
상기 타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와 상기 일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로 분류된다. 상기 타 디바이스로 하여금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
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이 송신된다. 상기 일 디바이스는 상기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를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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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간 간에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배분(apportion)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들 중의 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상기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그
리고
- 상기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타 디바이스에서 수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
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와, 상기 일 디바이스에서 수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
로 분류하는 단계와;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명
령을 송신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송신하는 단계에 후속하여,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
했는지를 표시하는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일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상기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
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
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를 포함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6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기준은,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및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서, 전력을 보존하는 것과 비디오 영상(video image)들의 품질을 최대화하는 것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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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7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기준은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및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사이에서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과 관련된 부하(load)를 밸런싱(balanc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
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8
제1 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메타데이터가 상기 제1 서브세트 중 임의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상기 타 디바이스에 의해 실
행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면, 상기 일 디바이스로하여금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9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타데이터가 상기 제2 서브세트 중 임의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상기 타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
었음을 표시하면, 상기 일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수행하지 않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10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사이의 배선의 보조 채널(auxiliary
channel)을 통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채널은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
스로부터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로 비디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상기 배선의 주 채널(primary channel)에
보조적인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은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배선이고 상기 보조 채널은 디스플레이 데이터 채널
(Display Data Channel) 또는 소비자 가전제품 제어(Consumer Electronics Command)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1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사이의 배선의 보조 채
널을 통해 상기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채널은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로 비디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상기 배선의 주 채널에 보조적인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1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일 디바이스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이고, 상기 타 디바이스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14
제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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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 디바이스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이고, 상기 타 디바이스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1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명령은 상기 타 디바이스에서 비활성화되는 상기 제2 서브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
들을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배분 방법.
청구항 16
명령어들(instructions)을 저장하고 있는 기계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
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일 디바이스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일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와 상기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게하고; 그리
고
- 상기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타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와 상기 일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
세트로 분류하게 하고;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명
령을 송신하게 하고; 그리고
상기 송신하는 것에 후속하여,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했
는지를 표시하는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7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또한 상기 일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8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상호연결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명
령어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로 하
여금,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게 하고; 그리
고
- 상기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와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
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로 분류하게 하고; 그리고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를 송신하게 하고; 그리고
상기 송신하는 것에 후속하여,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
를 실행했는지를 표시하는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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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또한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20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상호연결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명
령어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로 하
여금,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게 하고; 그리
고
- 상기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와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
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로 분류하게 하고;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을 송신하게 하고; 그리고
상기 송신하는 것에 후속하여,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
를 실행했는지를 표시하는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를 실행
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청구항 22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있는 기계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처리될 때,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
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고; 그리고
- 상기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타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 및 상기 일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
세트로 분류하고; 그리고
상기 타 디바이스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명령을 송신하
고; 그리고
상기 송신하는 것에 후속하여,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했
는지를 표시하는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회로를 생성하며,
상기 회로는 상기 일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3
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일 디바이스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이고 상기 타 디바이스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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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일 디바이스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이고 상기 타 디바이스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5
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하드웨어 기술 언어(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6
제25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기술 언어는 베릴로그(Verilog) 하드웨어 기술 언어, 베릴로그-A(Verilog-A) 하드웨어 기술
언어, 그리고 초고속 집적회로 하드웨어 기술언어(VHDL)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2007년 12월 17일 출원된 동시-계속 미국 특허 출원 제 11/957,852 "METHOD, APPARATUS AND
MACHINE-READABLE MEDIUM FOR VIDEO PROCESSING CAPABILITY COMMUNICATION BETWEEN A VIDEO SOURCE DEVICE
AND A VIDEO SINK DEVICE"(발명자 David I.J. Glen, 도켓 번호 36544.00.0054, 상기 특허 출원의 권리는 양수
인이 소유함)과 관련되며, 상기 특허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0002]

본 발명은 비디오 프로세싱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간에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을 배분(apportion)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기계판독가능 매체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들(즉, DVD 플레이어, HD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셋탑 박스, 또는 PC와
같은 비디오 영상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과 비디오 싱크 디바
이스들(즉,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그리고/또는 비디오 영상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CRT(Cathode Ray tubes), LCD(Liquid Crystal Dispalys) 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같은 평면 패
널 디스플레이, 또는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디스플레이 또는 LCoS (Liquid Crystal on Silicon) 디스
플레이와 같은 배면투사형 디스플레이들과 같은 텔레비전 및 모니터)이 개별적으로 구매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
니다. 예를 들어,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립하는 소비자는, 한 제조사로부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컴포넌
트를 구매하고 또 다른 제조사로부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를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 선호, 구매력, 또는 판매
업자의 프로모션등이 컴포넌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
바이스로 비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에 컴포넌트들을 상호연결할 수 있다. 배선
(interconnection)은 하나 이상의 케이블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예를 들어, VGA, 컴포지트/S-비디오 또는
컴포넌트 출력, 디지털 비쥬얼 인터페이스(DVI),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또는 디스플레이포
®

트
[0004]

규격을 따를 수 있다.

많은 현대의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들은 출력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영상들의 외형(appearance)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많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 비디오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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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알고리즘들은 스캔율 변환, 인터레이싱, 디인터레이싱, 디노이즈, 스케일링,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및
디테일 향상과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 내에 속할 수 있다. 비디오 프로세싱 카테고리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비디
오 프로세싱 알고리즘 유형의 예로서, 인터레이싱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 스캔 라인 데시메이션(scan line
decimation) 및 수직 디-플리커 필터링(vertical de-flicker filtering)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임의의 주어진
시점에 소스 디바이스에 실제로 적용되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은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예를 들어, 프레
임율(frame rate)) 또는 사용자 선호(예를 들어, 가능한 최대 프레임을 사용하라는 표시)와 같은 다양한 인자들
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비디오 프로세서의 기능 블록과 관련될 수 있다.
[0005]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는 또한, 업스트림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
리즘들("오버랩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이라 지칭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수많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
리즘들을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오버랩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들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들이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들과 상호연결될 수 있도록
된 모듈 컴포넌트(modular component)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및 비디오 싱크 디바
이스는 비디오 프로세싱 관점에서 각각 서로 다른 장점들 및 단점들을 지닌다. 예를 들어, 소스 디바이스는 싱
크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없는 많은 스캔율 변환 알고리즘들을 실핼할 수 있는 반면,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
바이스가 실행할 수 없는 많은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들을 실행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단점으로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사이의 비디오 프로세싱을 배분하기 위한 편리한 메
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0007]

이러한 단점을 없애거나 경감시킬 해법이 요구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8]

일 양상에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간에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분배하는 방법에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다비이스들 중의 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
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시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상기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
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타 디바이
스에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와, 상기 일 디바이스에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로 분류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
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명령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9]

또 다른 양상에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간에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분배하는 방
법에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디바이스들 중의 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
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를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일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중의 적어도 하나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명령을 상기 타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0]

또 다른 양상에서,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있는 기계판독가능 매체가 제공되며, 상기 명령어들은 비디오 소스 디
바이스 및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일 디바이스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일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시 알고
리즘들의 표시 및 상기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게하고; 그리고 상기 세트의 비
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타 디바이스에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
트와, 상기 일 디바이스에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로 분류하게하고, 그
리고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
의 명령을 송신하게 한다.

[0011]

또 다른 양상에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와 상호연결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제공되
고, 상기 메모리는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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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소스 디바이스로 하여금,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상
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원하는 비디오 프
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게 하고, 그리고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 및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기 위
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와를 분류하게 하고; 그리고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비디
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을 송신하게 한다.
[0012]

또 다른 양상에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상호연결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제공되
고, 상기 메모리는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비디
오 싱크 디바이스로 하여금,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비
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에 근거하여,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게 하고, 그리고 상기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 및
상기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로 분류하게
하고, 그리고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
게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를 송신하게 한다.

[0013]

또 다른 양상에서,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있는 기계판독가능 매체가 제공되며, 상기 명령어들은 처리될 때, 비디
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일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표시 및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중의 타 디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
고리즘의 표시에 근거하여,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
별하고; 그리고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상기 타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와 상기 일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
세트로 분류하고; 그리고 상기 타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를 실행하게 하
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명령을 송신하는 회로가 생성되게 하며, 여기서 상기 회로는 상기 일 디바이스를 포함한
다.

[0014]

본 개시의 다른 양상들은 첨부의 도면들을 참고로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들에 대한 하기의 기재로부터 당
업자에게 자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5]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들에서,
도 1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및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를 구비한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2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및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를 구비한 예시적인 시스템을 보다 자세히 도시하는 개략
도이다.
도 3은 도 2의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의 CPU 박스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4는 도 3의 CPU 박스의 그래픽 서브시스템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는 도 2의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를 보다 자세히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6 및 도 7은 도 2의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및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들
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8은 도 2의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의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2의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의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도 2의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에 의해 달성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이다.
도 11은 도 1의 시스템의 대안적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2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또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회로 제작의 간략화된 개략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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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

도 1을 참조하여, 예시적인 시스템(10)이 도시된다. 시스템(10)은 비디오 데이터 배선(interconnection)(16)에
의해 상호연결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 및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를 포함한다.

[0017]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는 배선(16)을 통해 비디오 영상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
는 전자 디바이스이다. 비디오 데이터는, 비압축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예를 들어, DVI, HDMI™, Digital Flat
®

Panel(DFP) 인터페이스, Open LVDS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OpenLDI), 또는 디스플레이포트

신호), 아날로그

비디오 스트림(예를 들어, YPpPb, CVBS, 또는 VGA 신호), 케이블 텔레비전 업체가 제공하는 복수의 채널들을 포
함하는 변조된 신호, 리어셈블 및/또는 디코드되어 완전한 비디오 스트림을 형성하는 일련의 이더넷 패킷들, 위
성 접시 또는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 방송, DVD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3차원 공간의 오브젝트들을 나타내는 정
보,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 매체로부터 검색된 정보, 컴퓨터-생성 비디오 신호 등일 수 있다. 비
디오 데이터는 예를 들어, 프레임들 또는 필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18]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는 배선(16)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를 출력하기전에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타입
의 비디오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 있다. 비디오 프로세싱은, 예를 들어, 비디오 영상들의 품질을 개선시키거나
또는 비디오 포맷들 간의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예를 들어, 스캔율 변환, 인터레이싱, 디-인터레이싱,
디-노이즈, 스케일링,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또는 디테일 향상을 포함할 수 있다.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12)의 특성에 따라, 프로세싱되는 비디오는 외부 소스(예를 들어, 케이블 헤드-엔드 또는 위성)로부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의해 수신되고, 디바이스(12)에 의해 저장 매체(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또는 광학
디스크)로부터 판독 되고, 또는 예를 들어, 디바이스(12)에 의해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예시적인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들(12)은, 예를 들어, 동축 케이블, 위성
접시, 전화선, 전력선을 통한 브로드밴드, 이더넷 케이블, 또는 VHF, UHF 또는 HD 안테나 중 어느 것으로부터
비디오 신호들을 수신하는 PC, DVD 플레이어, HD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그리고 셋톱 박스
(가능하게는 디지털 비디오 녹화 성능이 있는 셋톱 박스)를 포함한다.

[0019]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배선(16)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그 데이터를 비디오 영상들로서 디스플
레이하는 전자 디바이스이다. 많은 경우에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비디오 영상으로서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모든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들에 있어서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
가 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가 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동일하다(즉, 디바이스(12, 14)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은 오버랩된다). 디바이스들(12, 14) 간의
비디오 프로세싱에 있어서의 상기 오버랩은, 상기 디바이스들이 서로 상호연결될 수 있도록 되었을 뿐만아니라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서로 타입의 다른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또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들과 상호연결될 수 있도록된 모듈러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예시적인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들
(14)은 중간(intermediate) 비디오 프로세서들(예를 들어, DVDO®iScan™VP50) 또는 모니터 및 텔레비전(예를
들어, CRT, LCD 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같은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모니터, 또는 DLP 디스플레이 또는 LCoS
디스플레이와 같은 배면투사형 디스플레이일 수 있음)를 포함한다.

[0020]

비디오 데이터 배선(16)은 비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신호들을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로부터 비디오 싱크 디
바이스(14)로 운반하고, 동일한 방향 또는 반대의 방향으로 서로 다른 정보를 운반하기 위한 배선이다. 비디오
데이터와 동일한 방향으로 운반되는 정보는 소스 디바이스(12)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 그리고 선택적
으로,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의해 비디오 데이터에 실제로 적용된 비디오 프로세싱을 표시하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반대 방향으로 운반되는 정보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로하여금 하나 이상의 지정된 비
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실행하게하는 하나 이상의 명령들을 포함한다. (양 방향 모두에 있어서) 이 정보의
전송은 본 설명의 핵심이다. 물리적으로, 배선(16)이 전기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일 수 있으며, 또는 비디오 데
이터가 무선으로 전송될 수 있는 디바이스들(12, 14)간의 공기일 수 있다. 배선(16)은, 예를 들어, DVI,
®

HDMI™, 디스플레이포트 , DFT 인터페이스, OpenLDI, 또는 기가비트 비디오 인터페이스(GVIF) 표준과 같은 공지
된 비디오 연결 표준을 따를 수 있다. 대안적으로, 배선(16)은 사유 시그널링 프로토콜(proprietary signalling
protocol)을 따를 수 있다.
[0021]

개략적으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 간에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의 배분을 지
원하기 위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 및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 각각은 자신에게 가능한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를 저장한다. 상기 표시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디바이스 내에(예를 들어, ROM에) 프리셋된 전자적
데이터 파일 또는 디바이스의 현재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을 반영하는 동적으로 구성가능한 데이터 레코드일
수 있다. 디바이스(12)는, 예를 들어 디바이스들(12, 14)의 전원이 켜짐에 따라, 그것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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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시를 다른 디바이스(14)에 전달한다. 이는 도 1에서 화살표(17)로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0022]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서, 수신된 표시(디바이스(12)가 처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에 대
한 표시) 및 디바이스(14)가 처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에 대한 별도의 표시(로컬로 유지됨)가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전체를 표시할 수 있다.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전체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가 식별된다. 식별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은 두개의
서브세트: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의한 성능에 대한 제1 서브세트 및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 의한 성
능에 대한 제2 서브세트로 분류된다. 상기 분류는 비디오 영상들의 품질을 최대화하거나, 하나의 디바이스 또는
두 디바이스들 모두에서의 전력을 보존하거나, 또는 디바이스들 사이의 비디오 프로세싱 로드를 밸런싱하는 것
과 같은 기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기준들은 사용자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통해 구성할 수 있
다. 분류에 후속하여, 디바이스(12)가 그 디바이스(12)에 배정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즉, 비디오 프로
세싱 알고리즘들의 제1 서브세트)을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가 나머지 비디오 프로세
싱 알고리즘들(즉, 제2 서브세트)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하나 이상의 명령들을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도 1에서 화살표 19로 개략적으로 도시됨)에 송신한다. 제2 서브세트가 빈다면(예를
들어, 수행될 모든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배정된다면), 비디오 싱크 디바
이스(14)의 구성은 불필요해진다.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로 송신된 명령(들)이, 디바이스(12)에게 제2 서브
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비활성화시키도록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대안적으로, 디바이스(12)가
자신이 활성화시키도록 명령받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만을 활성화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작하여 모
든 다른 알고리즘들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따라서, 디바이스들 간의 비디오 프로
세싱의 배분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마스터"로서 동작하고,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는 실행 명령된 비디오 프로
세싱들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슬레이브"로서 동작한다.

[0023]

선택적으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가 수신된 명령(들)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
을 활성화하면,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는 그후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가

전송하는 처리된 비

디오 데이터와 함께 메타데이터를 디바이스(14)에 통신하며, 여기서 상기 메타 데이터는 디바이스(12)에 의해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반영한다. 그러한 메타데이터가 통신되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전송된 명령(들)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서 요구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성능이 되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가 제1 서브세트의 어떠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도 실행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서 상기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하도록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구제 단계(remidal steps)들이 취
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서 비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
리즘이 여전히 그 디바이스에서 활성상태라면(예를 들어, 그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수동으로 그 알고리즘을 활성
화시켰기 때문임),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불필요한 노력을 거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유형의
자신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비활성화하는 구제 단계를 취할 수 있다.
[0024]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도 1에 도시되지 않음),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의 측면에서 디바이스들(12, 14)의 역할은
역전될 수 있다. 즉, 반대라기 보다는, 디바이스(12)가 마스터로서 동작하고, 디바이스(14)가 슬레이브로서 동
작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화살표(17, 19)의 방향은 역전되며, 슬레이브 디바이스에 의해 통신되는 메타데이터
가 존재한다면, 이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로부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2)로 "업스트림" 통신
될 것이다.

[0025]

유익하게도, 상술된 실시예들은 보다 높은 품질의 비디오 영상들, 일 디바이스 또는 타 디바이스에서의 감소된
전력 소비(예를 들어, 전력이 소요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배터리 전력 디바이스로부터의 배터리 전력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전력 소비가 감소됨), 또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밸런싱하여 어떤 디바이스도 과
부하되거나 불충분하게이용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0026]

도 2는 예시적인 시스템(10)을 보다 자세히 도시한다. 도 2에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는 개인용 컴퓨터(또
는, 보다 정확히는, 개인용 컴퓨터의 CPU 박스(12))이고, 싱크 디바이스(14)는 LCD 텔레비전이며, 배선(16)은
CPU 박스(12)를 텔레비전(14)와 상호연결하는 케이블이다.

[0027]

CPU 박스(12)는, 그것의 이름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메인 프로세서 또는 CPU 를 포함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이다. CPU 박스(12)는 CPU 이외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예를 들어, 전원, 메모리, 주변장치 카드, 냉각 팬)도
포함하며, 이것들은 도시되지 않는다. CPU 박스(12)는 그래픽 서브시스템(GSS)를 포함하며, 상기 GSS는, 하기에
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GSS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를 텔레비전(14)에 제공고 그 디바이스로부터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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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14)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를 수신할 수 있도록 종래의 GSS로부터 수정된 것이다.
[0028]

키보드(도 2에 도시됨), 마우스, 트랜볼, 터치스크린, 태블렛, 또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조합과 같은 사용자
입력 메커니즘(13)이 또한 CPU 박스(12)에 부착되어 사용자로하여금 개인용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0029]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CPU 박스(12)로부터, 그리고 특히 박스(12)의 그래픽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된
비디오 데이터를 LCD 스크린(15)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LCD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14)은 하기에서 설명되는 바
와 같이, 다양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CPU 박스(12)로부터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

[0030]

케이블(16)은 비디오 영상들(비디오 데이터)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CPU 박스(12)의 그래픽스 서브시스템으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운반한다. 본 실시예에서, 케이블은 HDMI™규격(예를 들어, HDMI™ 규격 버전 1.0, 1.1, 1.2a,
1.3, 1.3a, 또는 1.3b)을 따르며, 따라서 신호들은 디지털 신호들이다. 케이블(16)과 같은 HDMI™ 배선은, 본
기술분야에 알려져 있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채널(DDC) 표준을 따른다. DDC 표준은 VESA(Videl Electronics
Standatds Association)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싱크 디바이스와 그래픽스 서브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지배
한다. DDC 표준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게 최대 해상도 및 컬러 심도와 같은 그것의
특성들에 대해 알려줄 수 있게 하는 표준화된 기법을 제공하여,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유효 디스플레이 설정 옵션들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기계적으로, 케이블(16)은 DDC 표준에 따라 싱크 디바
이스 특성들을 통신하기 위한 세개의 라인들/핀들(즉, 데이터, 클럭, 그라운드)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케이
블(16)이 따르는 DDC 표준의 특정 버전은 E-DDC™(Enhanced Display Data Channel) 표준, 버전 1.1(2004.3.2
4)이다. 이 표준은 또한 VESA(www.vesa.org)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다. 하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DC 채널은, 본 발명에서, 디바이스들(12, 14) 간의 비디오 프로세싱의 분배의 일부로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12)에 배정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 업스트림 방향으로 명령어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케이블(16)은 또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가 처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에 대한
표시를 다운 스트림 방향으로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로 운반한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 용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은 디바이스들 간의 비디오 데이터의 흐름의 일반적인 방향(디바이스(12)로부터 디바
이스(14)로의 방향)에 관련된 것이다.

[0031]

도 3은 도 2의 CPU 박스를 보다 자세히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CPU 박스(12)는 프로세서(20), 휘발성 메
모리(22), 비휘발성 메모리(24), 그리고 그래픽스 서브시스템(26)을 포함한다.

[0032]

프로세서(20)는 도 3의 CPU 박스(12)의 메인 프로세서이다. 프로세서(20)는 종래의 프로세서이며, 예를 들어,
®

Intel Corporation에서 제조된 펜티엄
®

또는 애슬론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AMD(Advanced Micro Devices, Inc)에서 제조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 있다. Motorola, Inc,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또는

Transmeta Inc.와 같은 다른 회사에서 제조된 다른 타입의 프로세서들도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0033]

휘발성 메모리(22)는 시스템(10)의 동작 중에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랜덤 엑세스
메모리이다. 휘발성 메모리(22)는, 예를 들어, 동적 랜덤 엑세스 메모리(DRAM)의 형태일 수 있다. 메모리(22)에
저장된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운영 시스템
®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Windows XP, Windows 2000, Windows NT , Windows Vista

®

®

또는 Linux 와 같은 종래
®

의 운영 시스템을 나타내는 실행가능한 코드일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는, UNIX , MAC OS™, Solaris,
SunOS, 또는 HP-UX와 같은 다른 운영 시스템들이 사용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디스플레이용으
로 2D 또는 3D 비디오 영상들이 생성되게 하는 미디어 플레이어, 비디오 게임과 같은 종래의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0034]

비휘발성 메모리(24)는, 시스템(10)(도 2)의 전원이 꺼져있을 때, 실행가능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종래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0035]

프로세서(20), 휘발성 메모리(22),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24)는 시스템 버스(28)에 의해 상호연결된다. 버스
(28)의 특정 실시예는 본 개시의 핵심 사항이 아니다.

[0036]

비디오 데이터는 출력되기 전에, GSS(26)에 의해 2D 또는 3D 영상들의 논리 표현으로부터 변환된다. 본 실시예
에서, GSS(26)는, AMD에 의해 제조된 Radeon® X800, Radeon® X800 Pro, 또는 Radeon® X600 카드와 같은 단
독형(stand-alone) 확장 카드이다. 그러나, GSS(26)는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CPU 박스(12)의 마더보드 내에 통
합될 수 있다. 도 2의 메인 프로세서(20)와 GSS(26) 사이의 배선(25)은 AGP(Accelerated Graphics Port(AGP)
또는 PCI Express™ 인터페이스 규격과 같은 알려진 버스 규격을 따를 수 있다. GSS(26)은 CPU 박스(12)(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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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CPU 박스(12)의 후면판(backplane))에서 도 1의 케이블(16)을 위한 연결점으로서 기능한다. 본 실시예의
GSS는 설명될 바와 같은 다양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실행할 수 있다.
[0037]

도 4는 시스템 동작 중의 도 3의 GSS(26)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GSS(26)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30)
과 휘발성 메모리(32)를 포함한다. 다른 구성요소들은 명료성을 위해 생략되었다.

[0038]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30)은, 예를 들어, 2D 또는 3D 영상의 논리 표현의 변환을 거쳐, 케이블(16)을 통해 도 2
의 싱크 디바이스(14)로 전달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싱 엔진이다. 본 실시예의
GPU(30)는 디-인터레이싱(스캔 라인 듀플리케이션만 해당됨), 스케일링(픽셀 드롭핑 및 듀플리케이션 또는 선형
보간), 컬러 보정(프레쉬톤 보정(fleshtone correction)만 해당됨), 콘트라스트 보정(비-내용 적응 콘트라스트
보정(non-content adaptive contrast correction만 해당됨), 그리고 디테일 향상(detail enhancement)(선명도
(sharpness) 향상만 해당됨) 카테고리의 비디오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의
GPU(30)는 스캔율 변환, 인터레이싱, 디-노이즈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의 비디오 프로세싱은 수행하지 못하게 되
어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GPU(30)(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는, 동일한 또는 다른
카테고리의 상이한 종류의 비디오 프로세싱을 실행할 수 있게 구성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명료성을 위하
여,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반드시 소프트웨어 구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된다.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예를 들어, 집적 회로), 펌웨어, 또는 이
것들의 조합)에서 실시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각 카테고리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은 비디오 프
로세서 내의 기능 블록에 의해 나타내질 수 있으며, 여기서 각각의 기능 블록은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수행
할 수 있다.

[0039]

GPU(30)는 프레임 버퍼(34)를 포함한다. 프레임 버퍼(34)는, 싱크 디바이스(14)로 전송되어 싱크 디바이스(14)
에 의해 디스플레이될 준비가 된, 처리된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이다. 상기 버퍼(34)의 출력은, 후면판
(35)에 있는 소켓에 연결되며, 케이블(16)(도 2)이 HDMI™ 트랜스미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상기 소켓에 연결
된다. HDMI™ 트랜스미터는 동작되는 HDMI™ 규격에 따라 케이블(16)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프레임 버퍼(34)가 휘발성 메모리의 부분
을 형성할 수 있다(하기에서 설명됨).

[0040]

휘발성 메모리(32)는 GPU(30)에 의한 비디오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영상 데이터를 위한 임시 저장소
로서 기능한다. 메모리(32)는, 일반적으로, 고속 메모리 엑세스를 지원하는 RAM의 형태이다. 메모리(32)는 종래
방식으로 GPU(30)과 상호연결된다. 메모리(32)는 또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디
오 디바이스(12)의 GSS(26) 컴포넌트)(상기 메모리(32)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의 부분을 형성함)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31)의 표시를 저장한다. 표시(31)는 본 실시예에서 GSS(26)의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기인한다.

[0041]

본 명세서에 기술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및, 보다 구체적으로, GSS(26))의 동작은, 광학 디스크, 자기 디
스크, 또는 예를 들어, 판독전용 메모리칩과 같은 기계판독가능 매체(38)로부터 휘발성 메모리(22)(도 3) 또는
휘발성 메모리(32)(도 4)로 로딩되는 실행가능 명령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코드는, CPU 박스
(12)에서 실행되는 운영 시스템의 일부인 드라이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0042]

도 5는 시스템 동작 중에 도 2의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싱크 디바이
스(14)는 프로세서(40), 메모리(42), 그리고 종래 방식으로 상호연결된 스크린(15)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의 동작은, 예를 들어 광학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 또는 판독전용 메모리
칩으로부터 로딩되는, 프로세서(4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배선(16)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프로세서(40) 및 오디오 부품들(예를 들어, 오디오 향상
프로세서, 스피커들)로 포워딩하기 위한 HDMI™ 수신기와 같은 싱크 디바이스(14)의 다양한 다른 부품들은 도 5
에서 명료성을 위해 생략된다.

[0043]

프로세서(40)는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실행하는 비
디오

및

그래픽

프로세서이다.

프로세서(40)는,

스캔율

변환,

인터레이싱,

디-인터레이싱,

디-노이즈,

스케일링,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그리고 디테일 향상 카테고리들 각각에서 비디오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20)는 싱크 디바이스(14)(예를 들어, 싱크 디바이스(14)의 후면판)에 연결된 케이블(16)을 통해
(그리고, HDMI™ 수신기(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GSS(26)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한다.
[0044]

휘발성 메모리(42)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31) 및 텔레비전(14)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33)를 저장한다. 표시(31)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로부터의 다운 스트림 통신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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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수신되는 반면, 표시(33)는 텔레비전(14)의 비휘발성 메모리(예를 들어, ROM)로부터 판독된다. 추가적
으로,

메모리(42)는

비디오,

예를

들어,

기계-프로세싱

분배

로직(machine-processing

apportionment

logic)(37)을 저장한다. 소프트웨어(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상기 로직(37)은, 현재 동작
기준(예를 들어, 최대 영상 품질, 전력 보전, 및/또는 로드 밸런싱)을 적용하여,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를 지배
한다. 로직(37)은 본 실시예에서 하기에서 설명되는 GUI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구성가능하다. 규칙들(37)은 시스
템 시작시 로컬 ROM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0045]

도 6 및 7은, 디바이스들(12 및 14)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들(31, 33)을 보다 자세히 도시한다.

[0046]

도 6을 참조하면, 표시(31)는 테이블의 형태로 표현된다. 시스템(10) 내에서 표시(31)의 실제 형태가, 예를 들
어 바이너리 또는 텍스츄얼(texual)(예를 들어, 마크업 언어)일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비디오 소스 디바이
스(12)가 수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의 10개 서로다른 카테고리들 각각-즉, 스캔율 변환, 인터레이싱, 디인터레이싱, 디-노이즈, 스케일링,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및 디테일 향상-이 도 6의 주요 행으로서 표현
되고, 상기 카테고리는 열(60)에 표시된다.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서, 적어도 두개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
들이 행(62) 내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은 상기 테이블의 주요 행 내의
부수적인 행으로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스캔율 변환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주요 행은, 그 카테고리 내에, N 프
레임들/필드들

마다의

드롭/복제,

3:2

풀다운,

2:2

풀다운,

움직임

보상없는

시간

보간(temporal

interpolation), 움직임 보상있는 시간 보간의 5개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각각에 대한 제2 행을 포함한
다.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디바이스(12)의 성능은 열(64)에 표시된다. 도 6의 값들에 근
거하면, 예를 들어, 디바이스(12)는 상기 테이블 내에 표시된 스캔율 변환 또는 인터레이싱 알고리즘들 중 어느
것도 수행할 수 없지만, 하나의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 즉 스캔 라인 복제를 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0047]

도 7은, 도 6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싱크 디바이스(14)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33)를 도시한다.
도 7에 근거하면, 디바이스(14)는 테이블에 표시된, 다양한 스캔율 변환, 인터레이싱,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
들은 모두 행할 수 있으나, 디-노이즈, 스케일링,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디테일 향상 비디오 프로세싱
카테고리들 내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에서는 이것들의 서브세트만을 수행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표시(33)는 표시(31)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이것들은 일관성을 위해 공통의 포맷을 가
진 데이터 구조일 수 있다.).

[0048]

명료성을 위하여, 도 6 및 7의 테이블들의 비디오 프로세싱의 특정 카테고리들에 표시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
리즘들이 하기에서 간략히 설명된다.

[0049]

스캔율 변환(SCAN-RATE CONVERSION)

[0050]

N프레임들/필드들 마다의 드롭/복제(Dropping/duplicating every N frames/fields) - 이는 매 N 필드 중 한 필
드가 드롭되거나 복제되는 간단한 형태의 스캔율 변환이다. 예를 들어, 60Hz 인터레이스 동작에서 50Hz 인터레
이스 동작으로의 변환은, 매 6 필드 중 한 필드를 드롭아웃(drop out)할 것이다. 이러한 기법에서 발생가능한
단점은, 외견상

[0051]

딱딱 끊어지는

움직임(apparent jerky mortion)("떨림현상(judder)"이라고도 지칭됨)이다.

3:2 풀다운(Pulldown) - 이 기법은 24 프레임/초 내용을 NTSC(59.94Hz 필드 레이트)로 변환할 때 일반적으로 사
용된다. 필름 속도(film speed)는 0.1% 만큼 느려져서 23.976(24/1.001) 프레임/초까지 느려진다. 두개의 필름
프레임들이 5개의 비디오 필드들을 생성한다.

[0052]

다른 풀다운 - 예를 들어, 2:2, 24:1 등의 다른 타입의 풀다운이 수행될 수 있다.

[0053]

시간 보간(Temporal Interpolation) - 이 기법은 요구되는 프레임율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본래의 프
레임들로부터 새로운 프레임들을 생성한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오브젝트들을 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과거와 미
래의 입력 프레임들로부터의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시간 보간을 사용하여 50Hz로부터 60Hz로 변환할 때, 매
50Hz 비디오의 5개의 필드들에 대해 60Hz 비디오의 6개의 필드들이 존재한다. 두 소스들이 모두 정렬될 때, 두
개의 인접한 50Hz 필드들이 함께 믹스되어 새로운 60Hz 필드를 생성한다.

[0054]

움직임 보정(Motion Compensation) - 움직임 보정은 비디오 데이터 내의 실제 움직임 벡터들을 식별하여, 움직
임 결함(motion artifacts)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보간 중에 이 정보를 사용하려 시도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떨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게 한다.

[0055]

인터레이싱(INTERLACING)

[0056]

스캔 라인 데시메이션(Scan Line Decimation) - 이 기법에서는, 각각의 비-인터레이스 프레임(non-inter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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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내에서 하나걸러 하나의 액티브 스캔 라인이 버려진다.
[0057]

수직 디-플리커 필터링 - 이 기법에서는, 하나의 인터레이스된 데이터 라인을 발생시키기 위해 두개 이상의 비
인터레이스된 데이터 라인들이 사용된다. 빠른 수직 트랜지션들이 몇개의 인터레이스된 라인들을 통해 스무스
아웃(smooth out) 된다.

[0058]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0059]

스캔 라인 복제(Scan Line Duplication) - 스캔 라인 복제는 이전의 액티브 스캔 라인을 복제한다. 액티브 스캔
라인들의 수는 두배가 되지만, 수직 해상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0060]

필드 병합(Field Merging) - 이 기법은 두개의 연속적인 필드들을 함께 병합하여 하나의 비디오 프레임을 생성
한다. 각각의 필드 시간에, 그 필드의 액티브 스캔 라인들이 이전 필드의 액티브 스캔 라인들과 병합된다. 결과
는, 각각의 입력 필드 시간에 대해, 한쌍의 필드들이 결합되어 한 프레임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움직이는 오
브젝트들은, 두 필드들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결함(artifact)("코밍(combing)"이라고도 지칭됨)을 가질 수
있다.

[0061]

스캔 라인 보간(Scan Line Interpolation) - 스캔 라인 보간은 본래의 액티브 스캔 라인들 사이에 보간된 스캔
라인들을 생성한다. 액티브 스캔 라인들의 수는 두배가 되나, 수직 해상도는 두배가 되지 않는다. 간단한 실시
예에서, 두개의 입력 스캔 라인들 사이에 새로운 스캔 라인을 생성하기 위해 선형 보간이 사용된다. 보다 나은
결과는 유한 임펄스 응답(FIR)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0062]

움직임 적응 디-인터레이싱(Motion Adaptive De-interlacing) - 이 기법의 "퍼 픽셀(per pixel)" 버전에서는,
필드 병합이 화면의 스틸 영역들에 대해 사용되고, 스캔 라인 보간이 움직임 영역들에 사용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움직임은, 샘플별로(sample-by-sample), 전체 화면상에서 실시간으로 검출된다. 따라서, 몇개의 비디오
필드들이 한번에 처리된다. 두개의 필드들이 결합됨에 따라, 화면의 스틸 영역들에서 완전 수직 해상도(full
vertical resolution)가 유지된다. 언제 이전 필드(움직임으로 인해 "잘못된"위치에 있을 수 있음)로부터의 샘
플을 사용하거나 현재 필드 내에 인접한 스캔 라인들로부터 새로운 샘플을 보간할지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
크로스페이딩 또는 "소프트 전환"은 본 방법들 간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보여지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몇가지 해법들이, 매 샘플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를 없애기 위해, "퍼 픽셀" 움직임 적응 디-인터레이싱에서
행해졌던것과 같은, 퍼 필드" 움직임 적응 디-인터레이싱을 수행할 수 있다

[0063]

움직임 보상 디-인터레이싱(Motion Compensated De-interlacing) - 움직임 적응 디-인터레이싱보다 몇 자리수
이상 더 복잡한 움직임 보상(또는 "스티어링된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 steered)") 디-인터레이싱은, 각각의
샘플에 대한 필드들 사이에서 움직임 벡터들을 계산하고, 각각의 샘플의 움직임 궤적(motion trajectory)을 따
라 보간할 것을 요구한다. 누락된 샘플들(missing samples) 각각을 통과하는 움직임 벡터들이 또한 발견된다.

[0064]

대각 에지 보간(Diagonal Edge Interpolation) - 대각선들을 찾고, 외견상의 계단 효과(staircase effects)를
제거하기 위해 이 대각선들을 보간하려 시도한다.

[0065]

스케일링(SCALING)

[0066]

픽셀 드롭 및 복제(Pixel Dropping and Duplication) - "최근접 이웃(nearest neighbor)" 스케일링이라 지칭될
수 있는 이 기법에서는, 출력 샘플에 매우 근접한 입력 샘플만이 사용된다. 픽셀 드롭에서, 수평 및 수직방향
모두에서, 매 Y 샘플들 중 X개가 버려진다. 일반적으로 수정된 버전의 브레스넘 라인-드로잉(Bresenham linedrawing) 알고리즘이 어떤 샘플들을 폐기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간단한 업스케일링을 달성하는 픽셀 복
제에서는, 수평 및 수직 방향 모두에서 매 Y 샘플들마다 X개가 복제된다.

[0067]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 - 이 기법에서는, 출력 샘플이 두개의 입력 샘플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있게될 때, 상기 출력 샘플은 상기 두개의 입력 샘플들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보간함으로써 계산된
다.

[0068]

안티-에일리어스드 리샘플링(Anti-Aliased Resampling) - 이 기법은 주파수 내용이 영상 사이즈에 비례하게 스
케일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핵심적으로, 입력 데이터는 업샘플링되고,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 주파
수들을 없애기 위해 로우-패스 필터링된다. 필터는 리샘플링 프로세스에서 에일리어싱될 주파수들을 제거한다.

[0069]

내용-적응 스케일링(Content-Adaptive Scaling)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universally-applied) 스케일링 알고리
즘과는 대조적으로, 스케일링이 부분적으로 스케일되는 데이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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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

컬러 보정(COLLOR CORRECTION)

[0071]

플레쉬톤 보정(fleshtone correction), 화이트-포인트 보정(white-point correction), 그리고 컬러-새츄에이션
향상(color-satuation enhancement)은 모두, 대안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타입의 컬러
보정 알고리즘들의 예이다.

[0072]

디테일 향상(DETAIL ENHANCEMENT)

[0073]

선명도 향상 - 선명도는, 예를 들어, 인접 픽셀들의 밝기의 검사 및 그것들 사이의 콘트라스트 향상을 통해 향
상된다.

[0074]

에지 향상 - 영상 내의 앵글 또는 가장자리를 검출하여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증폭시킨다.

[0075]

슈퍼-해상도 - 영상 피쳐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피처에 대한 정보가 그 피쳐가 나타나는 일련의 프레임
들 상에서 수집된다. 이 정보는 그후 상기 프레임들 각각에서 그 피쳐의 선명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0076]

위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해되어야 한다.

[0077]

도 8 및 9는 시스템(10) 내의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 사이에서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를 통신하기 위한 본 실시예의 동작(800, 900)을 도시한다. 동작(800)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
(구체적으로, GSS(26))에서 발생하며, 동작(900)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서 발생한다.

[0078]

동작(800, 900)을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는 어떤 비디오 프로세싱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어떤 비디오 프로세싱이 디바이스(14)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비디오 싱크 디바
이스(14)(도 5)의 분배 로직(37)이 사용하기 위한 분배 기준을 규정한다. 본 실시예에서, 이는 도 10에 도시된
GUI(1000)을 통해 행해진다.

[0079]

도 10을 참조하면, GUI(1000)는, 세 개의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기준들 중 하나를 동작의 기준으로서 선택하기
위한 세 개의 라디오 버튼들(1004, 1006, 1016)을 포함하는 라디오 버튼 그룹(1002)을 포함한다. 제1 라디오 버
튼(1004)은 동작 기준으로서 최대 영상 품질을 선택한다. 제2 라디오 버튼(1006)은 동작 기준으로서 전력 보전
을 선택한다. 제3 라디오 버튼(1016)은 동작 기준으로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
사이의 로드 밸런싱을 선택한다. 본 실시예에서, 라디오 버튼들의 동작에 의해, 한 기준을 선택하면 다른 기준
들은 선택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기준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닐 수도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분배 기준들은 위에서 기술한 것들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0080]

제2 라디오 버튼(1006)은, 전력 보전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라디오 버튼(1010)),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14)(라디오 버튼(1012)), 또는 배터리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임의의 디바이스(들)(12 및/또는 14))에서 실행
될지를 지정해주기 위한 종속 라디오 버튼 그룹(1008)을 포함한다. 라디오 버튼 그룹(1008)은 버튼(1006)이 선
택되기까지는 고스트 상태(즉, 활성화되지 않음) 남아있다.

[0081]

제3 라디오 버튼(1016)은 디바이스들(12, 14) 사이의 비디오 프로세싱 연산 로드의 타겟 밸런스를 지정하기 위
한 슬라이더(1018)를 포함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라이더(1018)의 눈금에 표시된 상기 타겟 밸런스
는 XX%/YY%의 형태로 표현되며, 여기서 XX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의해 처리될 로드의 백분율이고 YY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 의해 처리될 로드의 백분율이며, 여기서 XX와 YY의 합계는 100이다. 슬라이더
(1018)에 의해 표시된 정확한 밸런스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정확도를 지닌 비디오 프로세싱의 분배는 불가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로직(37)은 단순히 지정된 밸런스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예를 들어, 분배될 비디오 프로세싱이을 고려하여 모든 가능한 로드 밸런싱 대안들 중 요구되는 밸런스에 가장
근접한 로드 밸런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슬라이더의 이동은 눈금 사이를 점핑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
다.

[0082]

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디바이스(12 또는 14) 내의 비디오 프로세싱 회로가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
고자하는 사용자의 욕구(예를 들어, 사용자가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냉각 팬을 작동시키지
않으려하는 욕구)가, 전력 보전 또는 로드 밸런싱 각각의 분배 기준을 지정하는 라디오 버튼들(1006, 1016)에
대한 선택의 동기가 될 수 있다.

[0083]

몇몇 실시예에서, 시스템(10)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도 10의 GUI(1000)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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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에 대한 다른 사용자 선호 설정들과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몇몇 실시예들의 비디오 사용자 선호 GUI들은
상기 설정이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와 관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GUI들은 비
디오 분배가 필요한 이점(예를 들어, 영상 품질 최대화, 배터리 수명 증대 또는 팬 노이즈 제한)을 달성하기 위
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상기 이점의 선택만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용자
는, 원하는 이점이 제공되는 한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의 세부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0084]

도시된 실시예에서, 라디오 버튼들(1004, 1006, 1016)에 의해 표현된 세 개의 옵션 중 하나에 대한 사용자의 선
택에 따라, 그리고 OK버튼(1020)을 통해 상기 선택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함에 따라,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로직
(37)은 지정된 기준(또는, 이 경우에는, 기준들)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구성은 예를 들어, 텔레비전(14)(도
5)의 메모리(42)에 상기 지정된 기준을 나타내는 전자 데이터 파일(명시적으로 도시되지 않음)을 저장함으로써,
또는 다른 경우에는 로직을 구성함으로써(37) 달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전자 데이터 파일은 로직(37)이
실행될 때 로직(37)에 의해 판독 될 수 있다.

[0085]

동작(800, 900)을 개시하기 전에,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도 5)의 메모리(42)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31)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
의 표시(33)를 포함하고 있다.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디바이스가 활성화되면 로컬 ROM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0086]

도 8을 참조하면, GSS(26)은 초기에 그것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비디오 디바이스(12)가 처리할 수 있는 비디
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나타냄)의 표시(31)를 배선(16)을 통해 다운스트림으로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
송신한다(S802). 이는, 예를 들어, 싱크 디바이스(14)의 검출에 따라,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의 초기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초기화 단계 동안(그리고 가능하게는 그 단계 동안에만) 표시(31)를 전송하는 이유는, 표시
(31)가 디바이스들(12, 14)의 상호연결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바이스들
에 새로운 그리고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가 적용/인스톨되는 것이 드문일이 아니
므로, 디바이스들(12, 14)의 성능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시(31)는 배선(16)
을 지배하는 비디오 연결 규격이 존재한다면 상기 규격에의해 정의된 보조 채널(비디오 데이터가 통신될 수 있
는 주 채널에 대한 보조적인 채널)을 통해 통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표시는 DDC 채널(HDMI™ 또는 DVI
®

배선의 DDC 채널), 보조 채널(디스플레이 포트

배선의 보조 채널), 그리고 가능하게는 HDMI™ 연결의

CEC(Consumer Electronics Control) 채널을 통해 송신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에서 알려져있는 바와 같이, CEC
채널은 공통 프로토콜에 따라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사이에서 명령들을 운반하기 위한
HDMI™에서의 선택적인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단일-배선(single-wire), 쌍방향(bidirectoinal), 시리얼
버스이다. HDMI™ 에 따른 케이블들은, CEC 프로토콜의 구현이 현재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 및 비디오 싱크 디바
이스에 대해 선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CEC 채널을 위한 배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 CEC 프로토콜
은 일반적으로,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 중 하나의 원격 제어만으로 상기 두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제어가 되게하기 위해, 또는 특정 상황들에서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 중 하나가 다른 디바이스를 자동
적으로 제어(예를 들어, DVD 플레이어의 DVD수납장치에 디스크가 있는 채로 닫힐 때, 플레이어 디바이스가 자동
적으로 상호연결된 텔레비전에게 전원을 켜도록 명령할 수 있음)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위
에 기술된 목적의 이 채널의 사용은, 기술된 시점부터, 이 채널의 사용이 불편할 것을 의미한다. 대안적으로,
예를 들어, 수직 또는 수평 블랭킹 구간들과 같은 비디오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 내에서 상기 표시(3
1)가 멀티플렉스되어, 배선(16)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가 통신되면서 표시(31)가 인-밴드로 송신될 수 있다. 비
디오 프로세싱 성능(31) 표시의 이러한 인밴드 임베딩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법은, 배선(16)을 지배하는 동
작 비디오 배선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 표준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배선이 HDMI 표준 또는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861 표준(Rev.D)을 따르는 실시예들에서, 표시(31)는, 통신의 메인 채널에서 "인포
프레임들(Info Frames)"또는 "인포 패킷들(Info Packets)"이라 지칭되는 하나 이상의 제2 데이터 패킷들 내에
정보를 임베딩할 수 있다.
[0087]

도 9를 참조하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가 처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에 대한 표시(31)를 수신하여, 그것을 메모리(42)에 저장한다(S902).

[0088]

수신된 표시(31)는, 디바이스(14)가 처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에 대한 표시(33)와 함께, 공동
적으로,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될 수 있는 사용가능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전체를 표시한다. 용어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은,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들(예를 들어, 포맷, 프레임율, 또는
비디오 데이터 내의 노이즈 또는 압축 결함들의 존재), 디바이스(12 및/또는 14)의 특성들(예를 들어, 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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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리프레시율 또는 해상도), 요구되는 비디오 영상 특성들을 지정하는 사용자 선호 세팅들(예를 들어, 허용
가능한 노이즈 레벨, 콘트라스트 또는 컬러 설정), 또는 이것들의 조합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필요한 것으로 여
겨지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나타낸다. 그후,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도 5)의 로직(37)은 상기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전체 중에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식별하고, 이 비디오 프로세
싱 알고리즘들의 세트를 두개의 서브세트, 즉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의해 수행되는 제1 서브세트, 및 비
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 의해 수행되는 제2 서브세트로 분류한다(S905). 이 분류는 도 10의 GUI(1000)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현재 동작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기준(본 예에서, 라디오 버튼(1004)에 대한 사용자
의 선택에 근거하여, 단일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기준으로 최대 영상 품질을 지정한 분배 기준)을 근거로 수행
된다. 따라서, 로직(37)은 디바이스(12 또는 14)가 그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계 없이, 결과적인 비
디오 영상의 품질이 최대가 되게 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선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이, 도 6 및 7의 표시들(31 및 33)에 표시된 비디오 프로세싱의 각각의 카테고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정하면, 비디오 프로세싱의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 로직(37)이, 그 카테고리 내에서, 결과적인 영상
품질과 관련하여 디바이스(12) 및/또는 디바이스(14)에서 사용가능한 알고리즘들을 비교하여, 최고 품질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각 카테고리에서 선택된다. 만약 두 디바이스들(12, 14)이 모두 선
택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면, 두 디바이스들(12, 14) 중 어느 디바이스가 그 알고리즘을 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로드 밸런싱(GUI(1000)에서 분배 기준으로서 명시적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이 고려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알고리즘의 수행은 두 디바이스들 중 상기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에라도 배정될 것이다. 분배는 특정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또는 카테고리들을 수행하기 위
한 논리적인 "오퍼레이션들의 순서(order of opera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디-인터레이싱이
스케일링

전에,

또는

적어도

"동시에"

(나중에는

아님)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디테일 향상 전에 노이즈 제거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0089]

예를 들어, 도 6 및 7의 테이블에 표시된 다양한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들(즉, 스캔 라인 복제, 필드 병합, 스
캔 라인 보간, 움직임 적응 디-인터레이싱 및 움직임 보상 디-인터레이싱)이 그것들의 실행으로 인한 디-인터레
이스된 비디오의 상대적인 품질에 의해 오름차순으로 순서정렬되었다고 가정하면, 동작(S904)은, 텔레비전(14)
에 의해 움직임 보상 디-인터레이싱을 작동시키는 것을 선호하면서, GSS(26)가 그것의 스캔 라인 복제(GSS(26)
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디-인터레이싱)를 비활성화해야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0090]

배터리-전력 디바이스들에서 전력의 보전이 선택될 때(도 10의 라디오 버튼들(1006, 1014)의 선택에 의해), 두
디바이스들(12, 14)이 배터리 전력이라면, 동작(S904)은 두 디바이스들(12, 14) 중 어느것이 적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비디오 프로세싱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할 것이다. 허용가능한 품질의 비디오
영상들에 대한 비디오 프로세싱의 최소 임계값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 비디오 프로세싱의 최소 임계값은 분
배 로직(37)에 의해 하드-코딩되거나, 비디오에 적용되는 사용자 선호들에 근거할 수 있다.

[0091]

일부 실시예들에서,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로직(37)은 최소의 가능한 전력 소비로 최대 비디오 영상 품질을 제
공하는 것과 같은 복수의 분배 기준을 고려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GUI가 동작 기준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상기 GUI는 라디오 버튼이 아닌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위젯들), 예를 들어, 선택이 상호 배타적
이지 않은 체크박스와 같은 인터페이스 제어를 사용할 수 있다.

[0092]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로직(37)이, 서로다른 카테고리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사이의 종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즉, 로직(37)은, 하나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의 활성화/비활성화가 또
다른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다른 비디오 프로세싱 카테고리 내에서 활성화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않는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필수적으로 스케일링을 수반하는 형태의 디인터레이싱이 수행되어야
한다면, 로직(37)은 스케일링이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디-인터레이싱 전에, 또는 동시에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지할 것이다.

[0093]

일단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슬레이브")에

의해

수행될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서브세트가

식별되면, 마스터 디바이스(14)는 상기 슬레이브 디바이스(12)가 상기 슬레이브에게 배정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
고리즘들을 실행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명령들을 생성한다. 명령(들)(19)이 그후 실시를 위해 케이블(16)을 통
해 디바이스(12)로 송신된다(S906). 상기 명령(들)의 통신은,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운반하는
채널과는 다른 배선(16)의 보조 또는 "사이드" 채널에 의해 행해진다. 본 실시예에서, 명령(들)은 DDC채널을 통
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로 송신된다.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가 일반적으로 DDC 채널의 마스터이므로,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가 DDC 채널을 통해 통신을 개시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고, 명령(들)(19)의 송신은
초기에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가 핫 플러그 검출 이벤트를 시뮬레이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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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핫 플러그 검출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일반적으로 CPU 박
스)에게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상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 동적으로 플로그인되거나 언플러그되었음을 통신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한 이벤트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는 예를 들어, EDID 데이
터 구조의 일부로서, 명령어를 "검색"하게 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VESA Enhanced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E-EDID) 표준, 릴리즈 A, 2.0(2006년 9월)는 최신 컴퓨터로하여금 상기
컴퓨터에 어떤 종류의 모니터가 연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벤더 정보, 최대 영상 사이즈, 컬러 특성,
공장 프리셋 타이밍, 주파수 범위 제한, 및 모니터 이름과 시리얼 번호를 위한 문자열을 포함한 정보를 포함하
는 128-바이트 데이터 구조("EDID 1.4" 데이터 구조와 같이 지칭될 수 있음)를 정의한다. 명령(들)(19)은 데이
터 구조의 일부로서 정의되거나 또는 그 데이터 구조에 대한 확장 블럭 내에 정의된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핫 플러그 검출 이벤트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실시예들은, 명령(들)(19)을
디바이스(12)에 통신하기 위해 CEC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CEC 프로토콜은 복수의 마스터들이 단일 CEC 채널
상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가 명령(들)(19)을 디바이스(12)로 통신하기 시
작하는것이 가능할 것이다. CEC 채널은 명령들을 통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DDC 채널과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디바이스(12)에게 "DDC 채널을 통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로 부터의 명령(들)(19) 판독
할 것"을 지시하는 CEC 명령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 의해 송신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선(16)은 HDMI™
®

보다는 디스플레이포트

인터페이스에 의해 지배되고,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로

인터럽트 신호를 송신함으로서 명령(들)(19)의 통신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이후 디바이스(12)가 인터럽트 벡터
®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포트

보조 채널을 통해 디바이스(14)로부터 상기 명령(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디바이스들(12, 14) 사이에서 명령(들)(19) 및 하기에서 설명되는 메타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다양한 메
커니즘들이 가능하다.
[0094]

명령(들)(19)의 포맷 또는 구조는 각각의 디바이스(12, 14)에서 프로그램될 수 있다. 다양한 명령 포맷들이 사
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다바이스가 실행할 수 있는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에 대한 단일 비트
를 포함하는 바이너리 명령이 디바이스(12)로 송신된다. 비트 값 "1"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활성화될
것임을 표시하고, 비트 값 "0"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비활성화될 것임을 표시한다. 제2 서브세트의 비
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이미 활성상태인 경우 이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활성 상태로 유지될 수 있
는지에 대한 디바이스(12)에서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2 서브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디
바이스(12)에서 비활성화되어야한다는 것을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게 명시적으로 통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 다른 예시적인 명령 포맷에서, 명령(들)(19)은,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에 대해, 그 알고리즘
의 식별자(예를 들어, 일 바이트 중 7비트들) 및 그 알고리즘에 대한 요구되는 상태(예를 들어, 바이트의 최종
비트="1"(알고리즘을 활성화) 또는 "0"(알고리즘을 비활성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길이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
다. 디바이스들 간에는, 명령(들)(19)에서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임의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은 디
바이스(14)의 관점에서 "상관없음(don't cares)"일 수 있는데, 즉, 상기 알고리즘들은 그것들이 이미 활성상태
라면 활성상태로 남아있고 현재 비활성이라면 오프(off)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대해 배정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서브세트가 비어있다면, (모든 실시예들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디바이스(12)에서 비활성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령
(들)(19)을 송신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할 수 있다.

[0095]

마스터 디바이스는 또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S907)의 제2 서브세트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비디
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의 제2 서브세트가 빈 세트(empty set)(예를 들어, 활성화될 모든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
리즘들이 다른 디바이스에 배정되었다면)일 경우에, 이러한 구성은 불필요할 것이다.

[0096]

도 8을 다시 참조하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S804)에서 명령(들)(19)을 수신함에 따라, 디바이스(12)는,
실행될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식별하기 위해 상기 명령(들)을 파싱(parsing)한다. 식별된 알고리즘
(들)은 그후 디바이스(12), 구체적으로 GPU(30)(도 4)에서 실행된다(S806).

[0097]

그후, 본 실시예의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는 수행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표시하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S808).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그후 비디오 배선(16)을 통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로 통신되어, 명
령(들)이 실시를 확인시켜준다(S810). 이 메타데이터의 포맷은, 예를 들어, 바이너리 또는 텍스츄얼, 패킷화,
마크업 언어, 또는 ITU Recommendation ITU-BT.1364-1에 호환되는 포맷일 수 있다. 이 메타데이터는 배선(16)
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통신된다. 동일한 채널이 사용되면,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와 멀티플렉스
(예를 들어,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예를 들어, 수직 블랭크 또는 수평 블랭크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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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될 수 있다. 복수의 채널들이 사용된다면,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가 전송되는 주 채널과는 별개의 보
조 채널을 통해 운반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의 통신은 미국 특허 출원 시리얼번호 XX/XXX,XXX(부여 예정)
"MEHOD AND APPARATUS FOR DECRIBING VIDEO PROCESSING"(AMD Ref. No. 070047, 대리인 문서관리 번호 91922138)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으며, 상기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동작(S808, S810)은 일
정 시간동안 계속될 수 있다.
[0098]

도 9를 참조하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에서 메타데이터가 수신되어(S908), 전에 전송된 명령(들)(19)이 실
제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서 제1 서브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수행되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만약 메타데이터가 제1 서브세트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중 어느것도 디바이스(12)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비-실행된(non-effected)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14)의 비디오 프로세싱을 조정하거나, 명령(들)(19)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도달하지 않
은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게는 명령(들)(19)을 재송신하는 것과 같은 치유 단계를 취할 수 있다. 반대
로, 메타데이터가, 디바이스(12)가 명시적으로 비활성화할 것을 명령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중 임의의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 디바이스(12)의 사용자에 의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의 수동적인 활성화에 의해)
활성 상태로 남아있음을 표시하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불필요한 중복되는 노력을 피하기 위해) 그 알
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을 멈추게하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14)의 비디오 프로세싱을 조정하거나, 명령(들)(19)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게는 명령(들)(19)을 재송신하는
것과 같은 치유 단계들을 취할 수 있다.

[0099]

당업자가 이해할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상술된 실시예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가 PC의 CPU 박스일 필요는 없으며, 대신에 예를 들어, DVD 플레이
어, HD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중간 비디오 프로세서, 또는 (가능하게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
딩 성능을 지닌) 셋톱박스 또는 다른 비디오 데이터 소스일 수 있다. 또한,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LCD 텔
레비전 이외의 다른 디바이스, 예를 들어, 또 다른 타입의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중간 비디오 프로세서와 같
은 디바이스일 수 있다.

[0100]

도 6 및 7의 표시들(31, 33)에 표시된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들 및 비디오 프로세싱 카테고리들은 다른 실시
예들에서 달라질 수 있다.

[0101]

또 다른 대안예에서,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31, 33)는 분배 결정(apportionment determination)을 보조
하기 위해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 로직(37)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품질 표시
자가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에 제공될 수 있다. 품질 표시자는 알고리즘의 상대적인 품질을, 예를 들
어, 0 내지 100의 절대 스케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0은 아주 낮은 품질(또는 관련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없음)을 표시하고 100은 매우 높은 품질을 표시한다. 스케일은, 예를 들어, 비교가능한 상용 디바이스의 비
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평가에 근거하여 표준화 기구(standards body)에 의해 설정된 표준 스케일(standardized
scale)일 수 있다. 표준 스케일의 사용은 디바이스들 사이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즉시 비교가 되게해줄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들(31, 33)는, 전력 보존이 동작적 분배 기준일 때 사용하
기 위해,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에 대한 상대적인 전력 소비의 표시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표시들
역시, 각각의 디바이스에서의 비디오 프로세싱으로 인한 예측된 전력 소비의 비교를 보조하기 위해 표준 스케일
을 따를 수 있다.

[0102]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 로직(37)이 GUI(1000)(도 10)와 같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동적으로 구성가
능해야할 필요는 없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로직(37)은 미리 결정될 수 있다. 미리 결정된다하더라도, 로직
(377)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디오 프로세싱의 분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 디

바이스(들)(12 및/또는 14)의 특성, 원하는 비디오 영상 특성들을 지정하는 사용자 선호 설정, 또는 이것들의
조합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0103]

동작(S808, S810)(도 8) 및 동작(S908, S910)(도 9)는 어떤 실시예들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실
시예들에서, 예를 들어, 비디오 프로세싱이 적용되었다는 증거를 찾기위해

비디오 데이터 영상들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는 그것의 명령들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확인하
지 못할 수 있다.
[0104]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디오 프로세싱 분배의 측면에서 디바이스들(12, 14)의 역할은 뒤바뀔 수 있다. 즉,
디바이스(12)가 마스터로서 동작하고 디바이스(14)가 슬레이브로서 동작할 수 있다. 그러한 실시예는 도 11에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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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110)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12) 및 비디오 데이터 배선(116)에 의해 상호
연결된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14)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도 8 및 9에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에 대한
개개의 참조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로 대체(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14)가 도 8의 동작(800)을 수행하는 반면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12)는 도 9의 동작
(900)을 수행한다. 따라서, 디바이스(114)는, 화살표(117)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그것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를 디바이스(12)로 통신하며, 명령들(119)는 반대 방향으로 송신된다. DDC 또는 CEC 채널은 디바이
스들(112, 114) 사이에서 명령들을 통신하는 데 사용된다. GUI(1000)는, 실행된다면, 비디오 시크 디바이스
(114)에 의해서보다는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12)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다. 또한, 슬레이브 디바이스에 의해 통
신되는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14)로부터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12)로 "업스트림" 통신될 것이다.

[0106]

일부 실시예들에서,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의 표시들(31, 330은 관련 디바이스(12, 14) 각각의 사용자 구성(user
configuration)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12)의 사용자가 디바이스(12)에서 모든 인터레이싱 알고리즘
들을 수동적으로 턴오프했다면, 표시(31)은 디바이스(12)가 현재 인터레이싱 성능을 가지지 않는 단는 사실을
반영할 것이다. 사용자가 나중에 하나 이상의 인터레이싱 알고리즘들을 활성화하였다면, 인터레이싱 알고리즘들
이 이제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개정된 표시가 송신될 수 있다.

[0107]

일부 실시예들에서, 배선(16)이 운반하는 각각의 비디오 스트림 타입에 대해 별개의 표시(31, 33)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모드들(480i, 480p, 720p, 1080i, 1080p) 각각에 대해 별개의 표시(31, 33)가 존재할
수 있다.

[0108]

일부 실시예들에서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와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 각각이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상기 회로는 예를 들어, 단독형 집적 회로(standalone integrated circuit)일 수 있으며, 또는 더 큰
집적 회로의 부분을 형성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전자 디바이스들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회로는 예를 들
어, 반도체 제조 플랜트 또는 주조공장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장비와 같은 제조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
다. 상기 장비는 회로를 기술하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를 포함하는 명령어들의
세트에근거하여 회로를 생성할 수 있따. 상기 제조 장비는 명령어들을 처리하고, 그 처리에 근거하여, 회로를
생성한다. 이러한 기법은, 비디오 소스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회로 또는 비디오 싱크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회로
(또는 이 둘 모두)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109]

이 기법은 도 12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기계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된 예시적인 하드웨어 기술 언어 명령어
들은 예시적인 제조 장비(112)에 의해 처리되며, 상기 장비는 상기 처리된 명령어들에 근거하여 예시적인 회로
(124)를 생성한다. 상기 예시적인 명령어들은 예를 들어, 초고속 집적 회로 하드웨어 기술 언어(VHDL: Very
High Sped Integrated Circuit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베릴로그(Verilog), 또는 베릴로그-A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 언어일 수 있다.

[0110]

다른 수정들이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며, 따라서, 본 발명은 청구항들에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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