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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틸리티 기능 디스크립터에 기초하는 최적의 비디오트랜스코딩 방법 및 시스템

요약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로부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생성하는 기술에 대해 개시한다. 양호한 방법은 압축 멀

티미디어 정보의 세그먼트를 적어도 수신하는 단계, 고유한 타겟 레이트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에 

기초하여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상

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일부 각각에 의해 적응시켜 적응된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발생하는 단계, 상

기 적응된 멀티미디어 세그먼트 각각에 대한 측정치를 발생하기 위해 품질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단계, 및 상기 유틸

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 및 대응하는 품질 측정치에 기초하여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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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디스크립터, 리소스 제약, 멀티미디어 세그먼트, 품질 관리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2년 4월 26일제 출원된 미국 가특허출원 제60/376,129호 및 2002년 5월 31일에 출원된 제60/384,9

39호에 기초한 것이며, 이 문헌들은 참조 문헌으로서 본 명세서에 원용되며 이들 문헌으로 우선권을 주장한다.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달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며, 특히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투명하고 적응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배경 기술. 21세기초에, 인터넷은 모든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교환에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사

용되고 있다. 그래픽 아트,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및 다른 형태의 정보가 사용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 대역폭 요건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준 포맷으로 되어 있는 압축 비트스트림의 

형태로 저장하여 전송하곤 한다. 예를 들어, 오디오비주얼 정보의 경우, JPEG, Motion JPEG, MPEG-1, MPEG-2, M

PEG-4, H.261 및 H.263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표준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개발되어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컨

텐츠에 대한 액세스, 전달, 관리 및 보호를 제어할 수 있는 표준의 방법이 현재는 없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

영상 전문가 그룹('MPEG')은 최근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추천하였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문헌 ISO/IECJTC1/SC29/WG11/N5231(2002)에 자세히 개시된 바와 같이, M

PEG-21의 목표 중의 하나는 통합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폭 

넓은 멀티미디어 사용자에게 컨텐츠 전달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MPEG-7의 파트 7에는 '디지털 아이템 적응(Digital Item Application)'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어 있다. 이 개념은 범용 멀티미디어에서부터 어떠한 유형의 단말기 및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상호 동작 가능

한 투명한 액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아이템을 구성하는 리소스 및 디스크립션의 적응을 포함한다.

디지털 아이템 적응을 실행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는 네트워크 폭주, 품질 제한, 및 서비스의 신뢰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전달에 영향을 자주 미치는 네트워크 및 단말기에 특정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

양한 사용자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의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 수준까지 멀티미디어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양호하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폭 및 서로 다른 단말기를 위한 서로 다 른 압축 포맷으로 컨텐츠를 저장할 필요 

없는 트랜스코딩은 리소스 적응의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이다. MPEG-7에서는, 연산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품질도 

가능한 높게 유지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트랜스코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위 트랜스코딩 힌트(Transcoding Hints)

가 제안되었다.

불행하게도, 상기 제안된 MPEG-7 트랜스코딩 힌트는 특정한 타겟 레이트에 일치하도록 실현 가능한 트랜스코딩 연

산자 및 이것들의 예측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적응성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

달을 확실하게 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건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솔루션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유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 수준을 갖는 폭 넓은 멀티미디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이 요망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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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유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 수준을 갖

는 폭 넓은 멀티미디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몇 가지 요건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디스크립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에 개시된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분명하게 되는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로부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descriptor)를 생성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양호한 방법은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의 세그먼트를 적어도 수신하는 단계, 고유한 타겟 레이트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에 기초하여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

트를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일부 각각에 의해 적응시켜 적응된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적응된 멀티미디어 세그먼트 각각에 대한 측정치를 발생하기 위해 품질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단계, 및 상

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 및 대응하는 품질 측정치에 기초하여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MPEG-4이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10 내지 20 부분이 

사용된다.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상기 부분들은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샘플링된다. 이롭

게도, 적응 연산은 제1의 B 프레임이나 모든 B 프레임을 드롭시킴으로써 프레임 드로핑 단계를 포함하며, 계수 드로

핑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를, 서로 다른 타겟 비트 레이트를 갖는 2 이상의 사용자에게 전달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일실시예에서, 방법은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의 세그먼트 및 대응하는 유틸리티 기

반의 디스크립터를 적어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고유한 타겟 

비트 레이트에 각각 대응하는 부분들로 구문 해석(parsing)하는 단계,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고유한 타겟 비트 레이트

에 대응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부분을 단계, 및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상기 선택된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

크립터 정보 부분에 의해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적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사용자로부터 또는 네트워

크로부터의 타겟 비트 레이트 피드백은 적응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설명에 편입되어 있고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의 도면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해하며, 본 발명의 원리를 설

명하는 역할을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적응 공간, 유틸리티 공간, 및 리소스 공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프레임 드로핑과 계수 드로핑의 조합으로 정의되는 2차원 적응 공간을 나타내는 예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유틸리티 기능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 5(a) 내지 도 5(c)는 도 4에 도시된 예시적 유틸리티 기능의 다양성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유틸리티에 기반한 디스크립션 툴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유틸리티에 기반한 디스크립터를 도시하는 개략도.

실시예

도면에 있어서, 동일한 참조 번호나 문자는 다른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도시된 실시예에서 동일한 특징, 소자, 

구성요소 또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 된다. 또한, 본 발명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서술하며 도시된 실시예와 연

관시켜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가 설명되어 있다. 유틸리티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적응 연산, 리소스, 및 유

틸리티와 같은 본질적인 파라미터들간의 관계를 모델링하여 효과적인 비디오 적응에 대한 시스템적 방법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적응 연산은 공간 영역 적응(spatial domain adaptation), 시간 적응(temporal adaptation), 또는 오브젝

트 기반의 적응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공간 영역 적응은 공간 리솔루션 감소 및 품질, 및 재양자화(requan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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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DCT 계수 드로핑과 같은 신호 대 노이즈 적응을 포함할 수 있다. 시간 영역 적응은 프레임 드로핑을 포함할 수 

있고, 오브젝트 기반의 적응은 비디오 오브젝트 우선권 및/또는 드로핑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 방법 중 임의의

것에 의해 정의되는 특별한 연산을 본 명세서에서는 적응 연산이라 한다.

리소스에는 단말기 장치로부터의 유용한 지원체 및 대역폭, 계산 성능, 전원 및 디스플레이 크기 등의 네트워크 성능

이 포함된다. 유틸리티에는 특정한 적응 연산에서 생성되는 컨텐츠의 품질을 포함한다. 유틸리티는 예를 들어 피크 

신호 대 노이즈비('PANR')를 결정하는 것에 의한 객관적 방식(objective manner), 또는 예를 들어 주관적 품질 스코

어의 사용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도 1은 적응, 리소스, 및 유틸리티의 다차원 공간과, MPEG-4 

압축 비디오에 적용되는 이들간의 관계를 도시한다.

적응 공간(110)은 하나 이상의 선택된 적응 방법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적응 연산의 개념적 공간을 나타낸다. 상기 적응

공간의 각각의 차원은 한 가지 유형의 적응 방법을 나타내고, 관련 적응 연산을 나타내는 특정한 주요 지수(certain c

ardinal index)를 갖는다. 예를 들어, 프레임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이 모두 사용되는 경우, 적응 공간, 즉 프레임 드로

핑 및 계수 드로핑에는 2차원이 존재한다. 프레임 드로핑의 차원은 드롭되는 프레임의 양, 예를 들어 드롭 없음(no dr

opping)의 양, 픽처의 서브 그룹('GOP')(서브 GOP는 I 또는 P 프레임으로 시작해서 다음의 I 또는 P 프레임에 이어지

는 연속적인 프레임의 세트를 포함한다)에 드롭되는 모든 B 프레임, 각각의 GOP에서 드롭되는 모든 B 및 P 프레임으

로 표시될 수 있다. 계수 드로핑 차원은 계수 드로핑, 예를 들어 드롭 없음 10%, 20% 에 의해 달성되는 레이트 감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될 수 있다. 이 방식에서, 적응 공간 내의 이산 포인트 세트를 정의할 수 있는 바, 각각의 포인트는

프레임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의 특정한 조합으로 지정된 적응 연산을 나타낸다.

일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리소스 제한은 몇 가지 유형의 리소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특정의 휴대형 장치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 리솔루션 또는 계산 성능과 같은 요인 역시 대역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족되어야 할 모든 유형의 리소스를 다차원 리소스 공간에 의해 나타낸다. 유틸리티 공간은 복수 

차원의 속성을 포함한다. PSNR 이외에, 주관적 선호도형 평균 오피니언 스케일(subjective preference like mean o

pinion scale)('MOS'), 시간 평활화(temporal smoothness)가 다른 차원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비디오 세그먼트(101)는 적응이 시행되는 유닛이고, 각각의 포인트는 적응 공간에서 특정한 

적응 연산을 나타낸다. 적응 비디오 세그먼트는 리소스 공간과 유틸리티 공간 각각에서 대응하는 포인트들로서 나타

내어지는 리소스 및 유틸리티의 결과적인 값을 갖는다. 리소스 공간 내에서 구석진 곳에 있는 입방체는 애플리케이션

에 의해 지정되는 리소스 제약을 나타낸다. 동일한 리소스 요건을 만족시키는 복수의 적응 연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리소스 공간 내의 한 포인트에 매핑되는 적응 공간 내의 타원형 영역은 그러한 일정한 리소스 세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일한 유틸리티 값에 서로 다른 적응 오퍼레이터가 생길 수도 있다. 적응 공간 내의 직사각형 

영역은 그러한 일정 유틸리티 세트를 나타낸다.

유틸리티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비디오 적응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는 바, 특정한 리소스 제약을 제

공한 경우, 최적의 적응 연산을 결정하여 그 적응된 비디오의 유틸리티를 최대로 한다. UMA 패러다임에서 가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적응 문제를 공식화할 수 있으므로, 상기 리소스 제약 유틸리티 최대화는 멀티미디어 적응의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리소스 제약 유틸리티 최대화의 예로 유용한 대역폭을 만

족하도록 프레임 및 계수 드로핑 트랜스코딩을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 개시하며, 본 발명의 유틸리티 기반의 프레임워

크는 유틸리티 공간 내의 제약을 용이하게 포함하고 모든 리소스 최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당업자는 이해해야 한

다.

다음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이제 설명할 것이다. 서버 컴퓨터(210)는 저장 비디오(211) 및/또는 

라이브 비디오(212)를 수신하도록 적응되어 있다. 압축이 상기 서버에서 수행되면서 비압축 디지털 비디오가 상기 서

버에 제공될 수 있지만, 비디오는 양호하게 MPEG-1, MPEG-2, 또는 MPEG-4와 같은 압축 포맷으로 되어 있다. 서

버(210)는 수신된 비디오에 기초하여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의 형태로 유틸리티 기능을 발생하는 임의의 유용

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이하의 설명에서는, 디스크립터는 예를 들어 

양방향 예측 프레임('B') 또는 계수의 제거를 통해, 압축 비디오에 대한 소정의 변형을 나타내며, 상기 제거는 소정의 

품질 레벨에서 일어난다. 압축 영역 비디오 및 관련 유틸리티 기능은 압축 비디오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대역폭의 인

터넷 또는 인트라넷과 같은 전송 네트워크(220)를 통해 전달된다. 전송된 정보는 네트워크 컴퓨터(230)에 의해 수신

되고, 이 네트워크 컴퓨터(230)는 또한 시스템의 비디오 적응 엔진의 역할을 한다.

특히, 네트워크 컴퓨터(230)는 관련 액세스 네트워크(240)가 응대하는 몇몇 클라이언트 장치(250, 251, 252, 253)의

특정한 대역폭 요건에 상기 인입 압축 비디오를 적응시키기 위해, 임의의 유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시 쓰여진 소

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이하의 설명에서는, 네트워크 컴퓨터(230)는 상기 대역폭 요건에 상기 압축 비

디오를 적응시키기 위해 서버(210)에 의해 발생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사용한다. 또한, 네트워크 컴퓨터

(230)는 그 적응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사용자로부터 선호 정보(241)를, 및/또는 네트워크로부터 유용

한 대역폭 정보(242)를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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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네트워크(240)는 인터넷, 인트라넷, 또는 모바일 셀룰러 사용자 단말기(253)를 네트워크 컴퓨터(230)에 연결

하는 무선 네트워크와 같은 개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대역폭 제한 네트워크를 통한 비디오 스트리밍의 애플리케

이션에서, 전달될 비디오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는 적응 툴에 의해 시변 대역폭(time-vary bandwidth)에 실시간으로 

적응된다.

양호한 배치에서, 서버 컴퓨터(210)가 프레임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의 조합을 사용하여 축척불능 비디오(nonscalab

le video)를 동적 대역폭에 적응시킨다. 그렇지만, 재인코딩(re-encoding), DCT 계수의 재양자화, 오브젝트 기반의 

트랜스코딩 및 이미지 크기 감소와 같은 동적 대역폭 적응에 비디오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를 조정하는데 다른 트랜스

코딩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당업자는 이해해야 한다.

MPEG-4에서 새로운 축척가능 코딩 툴로서 채택된 파인 그래뉼러 스칼러빌리티(Fine Granular Scalability)('FGS') 

및 그 일부 변형 형태 역시 축척가능 스트림의 적절한 수의 비트플레인을 선택함으로써 시변 대역폭에 대한 FGS 스

트림의 동적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프레임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은 압축 영역 프로세싱에 의해 드롭되는 DCT 계수의 특정한 프레임 및 심벌에 대응하

는 비트 시퀀스의 일부의 절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레이트 적응의 간단한 방법이다. 또한, 모바

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비디오 스트리밍의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트랜스코딩 프록시(transcoding proxy)에 강

력하게 요구되는 낮은 지연 실시간 연산에 훨씬 적절하다.

또한, 프레임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의 조합은 공간 및 시간 품질을 조정함으로써 비디오 스트림의 레이트 적응을 가

능하게 하는 바, 프레임 드로핑은 일부의 프레임을 드롭시킴으로써 프레임 레이트를 조정하고, 계수 드로핑은 고주파

구성요소와 관련 있는 DCT 계수의 일부를 드롭시킴으로써 공간 품질을 조정한다. 레이트 감소의 동적 범위는 2 이상

의 트랜스코딩 방법을 조합시킴으로써 증가된다.

이하 프레임 드로핑에 대해 설명한다. 프레임 드로핑은 인입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일부의 프레임을 드롭시켜 프레

임 레이트를 조정하는 시간 트랜스코딩의 전형적인 한 예이다. 그 효율성 및 간략함으로 인해 비디오 스트리밍 애플

리케이션에서 대역폭 가변에 대한 레이트 적응에 대해 사용되곤 한다. 고려해야 할 한가지 요소는 드롭될 프레임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인트라 코딩 프레임('I 프레임') 또는 소정의 예측 코딩 프레임('P' 프레임)이 드롭되는 경우, 상

기 드롭된 프레임을 참조하는 프레임을 재인코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디코딩 의존성을 갖지 않는 B 프레임 및/또는 P 프레임만이 인입 비디오 스트림의 시퀀스 구조를 고려하여

픽처의 그룹('GOP')의 단위로 드롭되는 것이 양호하다. 프레임 드로핑은 이동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데이터는 하나

의 전체 프레임이므로, 타겟 레이트에 대강의 근사치(coarse approximation)를 제공한다. 가능한 프레임 드로핑 연

산은 드로핑에 의해 달성되는 감소 레이트와는 달리 드롭되는 프레임 유형을 지정함으로써 정의된다.

앵커 프레임들(M=3) 사이에 3 픽처로 이루어지는 서브 그룹을 갖는 GOP에 있어서, 가정된 GOP 구조에 따른 프레임

드로핑 연산 세트는 이하와 같이 정의되는 바, 프레임 도핑이 없고, 하나의 B 프레임이 서브 GOP마다 드롭되고, 모든

B 프레임이 드롭되며, 모든 B 및 P 프레임이 드롭되어, I 프레임 시퀀스만 남게 된다. 2개의 연속적인 앵커 프레임(M

=1) 사이에 하나의 I 픽처의 서브 그룹을 갖는 GOP에 있어서, 최종 P 프레임이 드롭되고, 2개의 최종 P 프레임이 드

롭되고, 계속해서 모든 P 프레임이 각각의 GOP에서 드롭되는 것과 같이, P 프레임이 각각의 GOP의 끝에서부터 드롭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드롭될 프레임의 선택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방식은 단지 비트 레이트 감소 및 품질의 양과 관련해서는 충분하

며, 프레임 드로핑의 원하는 시간 적응과 계수 드로핑의 공간 적응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계수 드로핑과 결합될 수 있

다(이하에 설명된다). 드롭된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프레임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드로핑 프레임으로 인해 프레

임 떨림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하라. 앵커 프레임들(M＞I) 사이에 1 이상의 픽처를 갖는 GOP 구조의 제1 경우

에, 상기 정의된 트랜스코딩 연산은 보다 충분한 시간 품질로 상기 시간 범위 결과에 상기 드롭된 프레임들을 균일하

게 분배한다. 한편, (M=1)인 GOP의 경우에 트랜스코딩된 스트림으로부터 각각의 디코딩된 프레임이 하나의 GOP 내

의 불균일 프레임 드로핑에 의해 성가시게 하는 요인을 줄이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동적 플

레이어가 필요하다.

이하 계수 드로핑에 대해 설명한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연산을 DCT 계수로 수행하는 공간 적응에는 2가지의 기본적

인 방식이 있다. 제1의 방식은 재양자화, 즉, 더욱 대충의 양자화를 적용하여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양자화된 계

수의 변 형이다. 제2의 방식은 이미지 품질에서 중요하지 않은 고주파 계수가 절단되는 계수 드로핑이다. 재코딩 유형

의 알고리즘의 실행을 필요로 하는 재양자화보다 빠른 프로세싱으로 더 많이 수정할 수 있으므로 계수 드로핑이 양호

하다.

특히, 블록마다의 끝에서 DCT 계수 런 렝쓰 코드의 세트가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절단 후 유지되는 각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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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내의 DCT 계수 코드의 수를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라 한다. 각 블록에 대한 브레이크포인트는 요구되는 타

겟 레이트를 프레임 단위로 일시키면서 계수 드로핑에 의해 야기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라그랑 최적화(Lagrangian 

optimization)를 사용해서 결정될 수 있다. 최적화의 레이트 왜곡 공식에 있어서,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알고리

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알고리즘은 모션 보상에 의해 야기되는 누적 에러를 무시하고 각각의 픽처를 간편성

으로 인해 인트라 코딩 픽처로 취급한다. 누적 에러를 무시하는 것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최적

의(0.3 dB 이내) 성능을 발휘하게 한다.

주어진 비디오 세그먼트 및 타겟 레이트에서, 먼저 서로 다른 프레임에 대해 일정한 레이트 감소를 제공하는 일정한 

드로핑을 가정한다. 그런 다음, 단일의 프레임 내에서, 주어진 프레임의 타겟 레이트와 일치하면서, 블록들간의 서로 

다른 브레이크포인트를 갖는 서로 다른 레이트 감소를 제공하는 상기 최적의 불균일 드로핑을 수행한다.

이동될 수 있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가 하나의 전체 프레임이므로 상기 줄어들 수 있는 레이트가 몇몇 값으로 제한되

는 프레임 드로핑과는 달리, 계수 드로핑 은 드롭된 계수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레이트 감소의 상부 경계(upper boun

d) 내에서, 일치시키는 능력과 유용한 대역폭을 매우 정확하게 제공한다. 양호하게, 모든 계수가 드롭될 때 야기되는 

일부의 복잡한 구문 변화를 회피하고, 필요한 최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AC DCT 계수만이 드롭된다. 상기 레이트

감소의 상부 경계는 상기 드롭된 계수를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달성될 레이트 감소의 백분율을 지정함으로써 수치적 

계수 드로핑 연산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수 드로핑(10%)의 연산은 계수 드로핑에 의한 인입 비디오 스트림

의 비트 레이트의 10% 감소를 나타낸다.

이하 프레임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의 조합에 대해 설명한다. 높은 비트 레이트 감소에 있어서, 프레임 드로핑 또는 

계수 드로핑만이 유용한 대역폭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계수 드로핑을 사용함으로써 레이트 적응이

연속으로 가능하면서 프레임 드로핑에 의해 약간의 이산 포인트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레임 드로핑과 계수 

드로핑의 조합으로, 감소될 수 있는 레이트의 동적 범위를 연장시킬 수 있다. 이 둘의 조합으로, 특히 높은 레이트 감

소의 경우, 공간 및 시간 품질 사이의 교환을 최적화함으로써, 기술 단독일 때보다 우수한 지각의 품질(perceptual qu

ality)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우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프레임 떨림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일한 레이트 감소에 일

치시키면서 시간 리솔루션과 공간 품질을 거래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프레임 드로핑과 계수 드로핑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2차원 적응 공간이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포

인트는 프레임 드로핑/계수 드로핑이 조 합된 트랜스코딩 연산을 나타낸다. 계수 및 프레임 드로핑의 조합에서는 연

산 순서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에 유념하라. 예를 들어, 동일한 포인트(310)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순서

의 연산을 갖는 2개의 조합이 존재하는데, 즉 B 프레임의 뒤를 잇는 20% 계수 드로핑, 또는 20% 계수 드로핑의 뒤를

잇는 B 프레임 드로핑이다. 양자의 경우의 결과는 동일한 레이트 감소를 프레임에 대해 적용하는, 레이트 기반 일정

한 계수 드로핑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일하다. 그렇지만, 레이트 할당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최적 계수 드로핑을 달성

하기 위해 프레임들 사이에 서로 다른 감소비를 할당하는 경우, 연산 순서가 다르면 감소된 레이트 및 품질의 결과도 

다를 수 있다. 본 명세서는 전자에 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은 양자 모두의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이하 유틸리티 기능의 생성에 대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도 1에 도시된 적응 공간, 리소스 공간 및 유틸리티 공간간

의 관계는 유틸리티 기능에 기초하여 모델링된다. 리소스의 함수로 사용자 만조 지수를 나타내는 미디어 품질 메트릭

으로 유틸리티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황에서, 적응 공간은 프레임 드로핑과 계수 드로핑의 조합을 지정

하는 2차원 공간이며, 리소스 공간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용한 대역폭을 포함하고, 유틸리티 공간은 트랜스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의 신호 대 노이즈 측정치를 포함한다.

다음 도 4를 참조하면, 이전에 저장된 MPEG-4 압축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되는 조합된 프레임 드로핑/계수 드로핑 

트랜스코딩 방법, 즉 1.5 Mbps로 코딩되고 200kbps보다 낮은 대역폭 범위에 대해 적응되는 '코스트가드(coastguar

d)'에 의해 생성되는 예시적인 유틸리티 기능이 도시되어 있다. 도 4는 kbits/sec 대 PSNR로 타겟 레이트를 플롯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타겟 레이트와 PSNR 품질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4개의 곡선을 도시하며, 4개의 곡선 각각은 예

시적인 유틸리티 기능 내에서 서로 다른 적응 연산에 대한 것이다.

예시에서, 4개의 서로 다른 프레임 드로핑 연산 및 6개 유형의 계수 드로핑 연산이 사용된다. 프레임 드로핑 연산은 

드롭된 프레임 없음, 서브 GOP마다 하나의 B 프레임이 드롭됨, 모든 B 프레임이 드롭됨, 그리고 모든 B 및 P 프레임

이 드롭됨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계수 드로핑 연산은 원래의 테스트 비디오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의 0%, 10%, 2

0%, 30%, 40%, 및 50% 감소로 설정되어 있다. 이 방식에서, 상기 정의된 프레임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 연산의 서로

다른 조합을 사용하는 23개의 조합 연산이 존재한다. 이러한 23개의 연산이 곡선 420, 430, 440, 및 450에서 이산 

포인트로서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드롭된 프레임 없음 420, 하나의 B 프레임이 드롭됨 430, 모든 B 프레임이 

드롭됨 440, 그리고 모든 B 및 P 프레임이 드롭됨 450일 때, 다양한 계수 드로핑 연산에 대한 포인트 세트를 나타낸

다.

도 4는 직렬 전체 디코딩 및 재인코딩(cascaded-full decoding and re-encoding)에 의해 얻어지는 재인코딩 곡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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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을 도시하며, 그래서 트랜스코딩 연산의 성능 비교를 위한 참조로서 고려될 수 있다. 주어진 타겟 대역폭에 있어서,

동일한 타겟 레이트를 만족시키는 복수의 적응 연산이 존재한다는 것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높은 비디오 

유틸리티를 갖는 최적의 연산이 선택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틸리티 기능은 비디오 컨텐츠의 유형, 인입 비 디오 스트림의 선택된 코딩 파라미터, 및 

적용된 트랜스코딩 방법에 의존한다. 동일한 컨텐츠 유형 및 트랜스코딩 방법을 공유하는 비디오 세그먼트가 주어지

는 경우, 유틸리티 기능의 생성은, 모든 가능한 연산을 테스팅함으로써, 정의된 같은 계열의 적응 연산들에 대한 PSN

R 품질 및 레이트의 반복적인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하 라이브 비디오에 대한 유틸리티 기능 생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전의 레코딩된 비디오에 있어서, 유틸리티 기능은

도 4의 경우에서와 같이, 계산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서버에서 오프 라인 프로세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그렇지

만,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광범위한 반복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라이브 비디오에 대한 수용

가능한 솔루션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컨텐츠 기반의 유틸리티 예측 솔루션을 사용하여 라이브 비디오의 경우에 유

틸리티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압축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모션 액티비티 및 공간 액티비티와 같은 계산 가능한 컨텐츠 특성에 기초하

여 미리 마련된 특유한 유틸리티 분배 분류에 비디오를 매핑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비디오의 인입 스트림에 대

응하는 유틸리티 기능은 라이브 비디오에 대해 미리 마련된다.

라이브 유틸리티 기능에 대한 예측을 형성하는 것은 2단계 프로세스이다. 먼저, 적응성 컨텐츠 분류 루프를 사용하고,

그 다음 실시간 추정 경로를 사용한다. 전반적인 유형의 컨텐츠를 망라할 수 있는 유틸리티 기능의 세트는 적응성 컨

텐츠 분류 루프 오프 라인에서 발생되어 분류된다. 나중에, 라이브 비디오 스트림이 수신되면, 실시간 추정 경로는 각

각의 비디오 세그먼트에 대한 관련 유틸리티 기능을 선택하여 동일한 컨텐츠 유형을 실시간으로 보존한다.

이하 유틸리티 기능의 디스크립션에 대해 설명한다. 유틸리티 기반의 프레임워크에서, 적응, 리소스, 및 유틸리티 공

간의 분포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틸리티 기능은 관련 비디오 스트림과 함께 예를 들어 네트워크

컴퓨터(230)에 위치하는 적응 엔진으로 전달된다. 디스크립터의 주 목적은 3가지 공간(적응, 리소스, 및 유틸리티)의 

분배와, 다양한 유형의 사용 시나리오를 지지하도록 이들간의 관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상기 디스

크립터는 제약된 리소스 및 그 관련 유틸리티를 만족하는 가능한 적응 연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적응 엔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유틸리티 기능을 서술하기 위해, 비트 레이트의 범위를 포인트의 유한개의 세트로 샘플링하

고, 그런 다음 리소스 및 PSNR의 관련 값들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프레임 드로핑-계수 드로핑 조합 연산을 

상기 샘플링된 리소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지수로서 서술한다. 일반적으로, 다차원 리소스 공간에 대한 포인트의 유한

개의 세트는 디스크립션에서 지수로서 정의된다.

디스크립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샘플링 포인트의 수를 고려하여 적응 공간의 분배에 대한 특징에 따라 리소스 공간

의 선형 또는 비선형 샘플링을 선택할 수 있다. 리소스의 2개의 연속하는 포인트들 사이의 보간 및 그에 대응하는 적

응 연산 및 유틸리티 역시 선형 또는 비선형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응의 경우는 계수 드로핑과는 달리

서로 다른 프레임 드로핑 연산들 사이에서 보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유념하라.

특정한 적응 방법, 제약된 리소스, 및 의도된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유틸리티를 지정함으로써, 상기 디스크립터는 리

소스가 제약되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의 경우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의 적응 연산은 품질 면에서 고유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수 드로핑(10%)으로서 나타낸) 각각의 프레

임에서 DCT 계수를 드로핑함으로써 비트 레이트의 10% 감소에 대한 연산은 드롭될 계수의 정확한 세트를 지정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실행은 서로 다른 세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약간 서로 다른 유틸리티 값이 생긴다. 결과적으

로, 특정한 연산과 관련된 유틸리티의 값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일부의 적응 방법은 적응과 관련해서 명확한 표현 포맷으로 인해 불명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JPEG-2000 및 MEPG-4 FGS와 같은 일부의 축척 가능 압축 포맷은 명료하게 정의된 축척 가능 층들을 제공한다. 

상기 층들의 서브세트는 디코더가 표준에 일치하는 한 동일한 결과적인 품질로 일관되게 절단될 수 있다.

품질 등급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명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부의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각각의 적응된 미디

어의 유틸리티의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지만, 대신 동일한 리소스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적응 연산들간의 이러한 값

들의 상대적 등급은 중요하다. 이 경우, 등급 일관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절대값 일관성보다 더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스크립터는 불명료함으로 인해 품질 값이 신뢰성이 없는 경우조차도 품질의 표시를 제공하기 위해 유틸리티 값 대

신에 등급을 설 명한다. 또한, 디스크립터는 등급이 서로 다른 실행에 대해 일관적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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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실제의 실행에서 일부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플래그의 실험값을 얻을 수 있다.

도 5a 내지 도 5c를 참조하면, 일관성 플래그의 값을 얻기 위해 계수 드로핑의 서로 다른 실행으로부터 생기는 유틸

리티 기능의 변형이 도시되어 있다. 도 5a는 도 4의 재생성이고, 도 5b는 매크로블록 최적화가 선택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동일한 데이터에 적용되는 동일한 곡선들을 도시하며, 도 5c는 블록들에 대한 최적화 없이 순수 레이트에 기반

한 계수 드로핑이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데이터에 적용되는 동일한 곡선들을 도시한다.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행이 서로 다른 유틸리티 기능들간에서 유틸리티 값의 주목할만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품질이 동일한 비트 레이트를 달성하는 몇 가지 연산이 존재한다. 도 5c에서 구석진 곳의 박스에 

의해 덮이는 범위를 제외한 비트 레이트 범위의 일부에서, 품질과 관련해서 이러한 동일한 레이트 연산의 등급은 서로

다른 실행 사이에서는 일관적이다. 상기 구석진 곳의 박스에서조차도, 연산에 따른 등급의 일관성이 존재한다. 즉, 모

든 B 프레임 계수 드로핑 및 계수 드로핑에 대한 연산은 실행에 관계없이 최악의 유틸리티를 갖는다.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디스크립터는 등급 및 각각의 연산자가 상기 등급의 일관성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선택적 플래그를 서술한

다.

다음 도 6을 참조하면, 예시적인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디스크립터는 적응 디스크립터(

610)의 세트를 제공하며, 각각의 디스크립 터(610)는 리소스, 유틸리티, 및 유틸리티 기능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적

응 방법과 관련 있는 유틸리티 기능을 서술한다. 상기 디스크립터는 조합된 프레임 및 계수 드로핑과 같은, 열거된 것

들 중 하나를 속성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도된 시나리오에 따라 정의된 적응 방법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리소스(620) 및 유틸리티(630) 디스크립터는 제약된 리소스, 및 명칭과 단위로 각각 서술될 유틸리티 기능(640)과 

관련된 유틸리티를 정의한다. 특히, 리소스 필드(620)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는 다차원 리소스 공간을 수용할 수 있다

. 유틸리티 기능 디스크립터(640)는 가능성 있는 적응 연산자 세트 및 리소스 포인트의 기능으로서 관련 유틸리티를 

나타낸다.

다음 도 7을 참조하면, 예시적인 유틸리티 기능 디스크립터(640)가 도시되어 있다. 유틸리티 기능 디스크립터(640)는

리소스 포인트(710)의 세트를 포함하며, 각각의 리소스 포인트(710)는 리소스 값(730)에 의해 서술되는 제약 리소스

의 샘플링 값을 만족하는 모든 가능성 있는 적응 연산을 서술하기 위해 적응 연산자(720) 세트를 포함한다. 특정한 적

응 방법의 특정한 적응 연산은 대응하는 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서술된다. 예를 들어, 프레임 계수 드로핑(740)은 드롭

될 프레임의 유형 및 수와, 계수를 절단함으로써 감소되는 비트 레이트의 백분율을 지정함으로써 프레임 드로핑/계수

드로핑 조합된 트랜스코딩의 특정한 연산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잔물결 감소(wavelet reduction

)(750)와 같은 다른 연산을 사용하여, 절단될 레벨 및 비트플레인의 수를 지정함으로써 잔물결 감소에 대한 특정한 연

산을 서술할 수 있다. 적응 연산자 FGS(770)를 사용하여, FGS 프레임의 비트플레 인의 수 및/또는 상위층(enhance

ment layer)에서부터 절단되는 FGST 프레임의 비트플레인의 수를 지정함으로써, MPEG-4 파인 그래뉼러리티 스칼

러빌리티 스트림(MPEG-4 Fine Granularity Scalability stream)의 특정한 연산을 서술할 수 있다.

적응 연산 이외에, 관련 유틸리티 값이 유틸리티 값(760)에 의해 서술된다. 적응 연산을 지정함에 있어서 불명료함에 

대해 적응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유틸리티 등급 정보(761)가 유틸리티 값 대신에 예시되어, 일관성 플래그의 선택적 

속성이 등급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관련 연산의 등급을 서술한다.

전술한 바는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술한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본 명세서에

서의 개시의 관점에서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다. 그러므로, 당업자는 본 명세서에서 외적으로 도시하지 않았거나 서술

하지 않았어도,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 내에서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는 다양한 시스템 및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로부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의 세그먼트를 적어도 수신하는 단계;

(b)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 중 특정한 하나에 대한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약

에 각각 대응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수신된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상기 2 이상의 부분 각각에 

의해 적응시켜, 상기 2 이상의 부분 중 다른 부분에 각각 대응하는 2 이상의 적응된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발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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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2 이상의 적응된 멀티미디어 세그먼트 각각에 대한 품질 측정치를 얻기 위해 품질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단

계; 및

(e)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상기 2 이상의 부분 및 상기 대응하는 품질 측정치에 기초하여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발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MPEG-4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

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MPEG-2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

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MPEG-1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

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제약은 타겟 레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에 기초하여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5 내지 100 부분을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상기 부분들은 균일하게 샘플링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상기 부분들은 불균일하게 샘플링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2 이상의 적응 연산에 기초하여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10 이상의 부분을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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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2 이상의 적응 연산에 기초하여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을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은 프레임 드로핑(frame droppin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

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수신된 세그먼트의 각 서브 그룹의 픽처에 제1의 B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

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수신된 세그먼트의 각 그룹의 픽처의 모든 B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

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은 DCT 계수 드로핑(DCT coefficient dropping)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은 MPEG-4 파인 그래뉼러리티 스칼러빌리티 스트림(MPEG-4 Fine Granularity Scala

bility stream)의 절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은 절단될 MPEG-4 FGS 프레임의 일련의 비트플레인의 지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 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은 절단될 FGST 프레임의 일련의 비트플레인을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적응 연산은 절단될 일련의 비트플레인의 FSG 프레임 및 FGST 프레임을 지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단계 (c) 이전에 2 이상의 이용 가능한 측정 방법 중에서 상기 품질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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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저장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

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라이브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단계 (e) 이전에 상기 품질 측정치에 등급을 매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

립터 생성 방법.

청구항 23.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약을 각각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서,

(a) 적어도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의 세그먼트 및 대응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서로 다른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약에 각각 대응하는,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으로 구문 해석(parsing)하는 단계;

(c)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상기 사용자의 상기 리소스 제약에 대응하는 것이 존재하면, 상기 2 이상의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및

(d)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상기 선택된 유틸리티 기반의 디 스크립터 정보 부분에 의해 상기 수신된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적응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MPEG-4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MPEG-2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MPEG-1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제약은 타겟 레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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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 중 하나가 단계 (c)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상기 하나 이상

의 각각의 사용자가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 중에서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

터 정보의 2개의 연속하는 부분 사이를 보간하여, 상기 사용자의 상기 리소스 제약에 거의 대응하는 보간 유틸리티 기

반의 디스크립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구문 해석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약의 고유 세트에 각

각 대응하는 5 내지 100 부분으로 구분 해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

법.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부분들은 균일하게 샘플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31.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부분들은 불균일하게 샘플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

보 전달 방법.

청구항 32.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 단계는 프레임 드로핑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수신된 세그먼트의 각 서브 그룹의 픽처의 제1의 B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수신된 세그먼트의 각 그룹의 픽처의 모든 B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

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수신된 세그먼트의 각 그룹의 픽처의 종료부의 P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

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3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 단계는 DCT 계수 드로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3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 단계는 MPEG-4 파인 그래뉼러리티 스칼러빌리티 스트림의 절단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공개특허 10-2005-0007348

- 13 -

청구항 3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제약은 타겟 레이트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은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적응 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사용자의 상기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3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제약은 타겟 레이트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은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중 적어도 한 사용자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로부터 

타겟 비트 레이트 피드백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적응 단계는 상기 대응하는 사용자에 대한 상기 피드백을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

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4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 단계는 상기 수신된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적응시키기 위해 소정의 네트워크 대역폭 파라미터를 사

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41.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저장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42.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는 라이브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43.
서로 다른 타겟 비트 레이트를 각각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기에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시

스템에 있어서,

(a) 컨텐츠 전달 컴퓨터;

상기 컨텐츠 전달 컴퓨터는

(ⅰ) 적어도 상기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의 세그먼트 및 대응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수신하고,

(ⅱ) 상기 수신된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를, 고유 타겟 비트 레 이트에 각각 대응하는, 상기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으로 구문 해석하고,

(ⅲ)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상기 사용자의 상기 고유 타겟 비트 레이트에 대응하는 것이 존재하면, 상

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ⅳ)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대응하는 선택된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 부분에 의해 상기 수

신된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적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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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상기 적응된 대응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출력하도록 적응되어 

있으며,

(b) 상기 컨텐츠 전달 컴퓨터에 결합되고, 상기 적응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 출력을 각각 수신하여 상기 하나 이상

의 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네트워크; 및

(c) 상기 네트워크에 각각 결합되고, 대응하는 적응 압축 멀티미디어 세그먼트를 수신하도록 적응된 하나 이상의 사

용자 단말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전달 컴퓨터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 중 하나가 선택될 수 없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상기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 이상의 부분 중에서 상기 유틸리티 기반

의 디스크립터 정보의 2개의 연속하는 부분 사이를 보간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한 상기 리소스 제약에 거의 대응하는 

보간 유틸리티에 기반하는 디스크립터를 생성하도록 추가로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 전

달 시스템.

청구항 45.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약을 각각 받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달을 지정하기 

위한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에 있어서,

(a) 적응 방법에 관한 유틸리티 기능을 각각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적응 디스크립터; 및

(b)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약을 받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압축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적응

을 나타내는 적응 연산자 세트를 각각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 기능 디스크립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제약은 타겟 레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 기능 디스크립터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 는 제약 리소스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 디스크립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 기능 디스크립터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제약 유틸리티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

의 유틸리티 디스크립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디스크립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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