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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점진적 디코더 리프레시에 기반한 스트림 스위칭

(57) 요약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포인트들이 이용되는 네트워크(60)를 통한 스트림 스위칭에 사용되기 위한 시그널링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비트스트림 내에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싱크 샘플 박스

에 포함되는 싱크 샘플 정보 박스가 이와 같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들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

된다. 또한, 슬라이스 그룹들이 인코딩에 사용된다면 어떤 슬라이스 그룹이 격리 영역이며 어떤 슬라이스 그룹이 잔여 영

역인지 나타내는 정보도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시그널링 방법은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을 이용한 픽쳐 송신에 사

용될 수 있으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이 비트스트림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4b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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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에 사용되는 시그널링 방법으로서,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

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림으

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력 순

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correct or approximately correct picture)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의 복

원 포인트(recovery point)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스위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상기 비트스트림에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스위칭 포인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그널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slice)를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프레임들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격리 영역(isolated region)을 포함하며,

제공된 상기 정보는 상기 격리 영역을 더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그널링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스트림은 스트리밍 네트워크에서 서버 장치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달되고,

상기 스트림 스위칭은 상기 서버 장치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그널링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스트림은 스트리밍 네트워크에서 서버 장치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달되고,

상기 스트림 스위칭은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하여 요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그널링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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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을 이용하는 송신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그널링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들의 특징을 표시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Session

Description Protocol)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그널링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스위칭은,

스트리밍 네트워크에서 서버 장치 및 클라이언트 장치 간의 송신 조건(transmission condition)에 기반한 비디오 데이터의

송신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그널링 방법.

청구항 8.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에 사용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로서,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

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림으

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력 순

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의 복원 포인트를 포함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에 있

어서,

송신할 상기 제1 비트스트림을 선택하기 위한 스트림 선택기(stream selector) 및

상기 스트림 선택기가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기반한 송신을 위한 제2 비트스트림을 선택하도록, 상기 비트스트림에 관련

하여 적어도 하나의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스위칭 포인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slice)를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프레임들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격리 영역을 포함하며,

제공된 상기 정보는 상기 격리 영역을 더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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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제공된 상기 정보는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을 이용하는 데이터 송신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들의 특징을 표시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이 사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선택기는,

스트리밍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 서버 장치 및 클라이언트 장치 간의 송신 조건에 기반한 스트림 스위칭을 위하여 상기 제

2 비트스트림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

청구항 13.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을 수행할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템으로서,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

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림으

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력 순

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의 복원 포인트를 포함하는 스트리밍 시스템에 있어

서,

적어도 하나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및

송신된 비트스트림에 기반하여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상기 비디오 프레임들을 재구성(reconstruct)하도록, 비트스

트림들 중 하나를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로 송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스트리밍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리밍 서

버는,

송신할 제1 비트스트림을 선택하고, 제2 비트스트림을 더 선택하기 위한 스트림 선택기 및

상기 스트림 선택기가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기반하여 상기 제2 비트스트림을 선택하도록, 상기 비트스트림에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스위칭 포인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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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디오 프레임들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격리 영역을 포함하며,

제공된 상기 정보는 상기 격리 영역을 더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스위칭은 상기 스트리밍 서버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스위칭은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요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된 정보는,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을 이용하는 데이터 송신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들의 특징을 표시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이 사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선택기는,

상기 스트리밍 서버 및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간의 송신 조건에 기반한 스트림 스위칭을 위한 제2 비트스트림을 선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비디오 입력 신호를 비디오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비디오 인코더(video encoder)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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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을 수행할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

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

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림으

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력 순

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의 복원 포인트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비트스트림에 관련되어 제공된 정보 내에 상기 스위칭 포인트를 지시하여, 스트리밍 서버로 하여금 상기 스트림 스위

칭을 수행하도록 하는 코드를 포함하며,

상기 스위칭 포인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가능한 매체.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 각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프레임들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격리 영역을 포함하며,

제공된 상기 정보는 상기 격리 영역을 더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가능한 매체.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제공된 상기 정보는,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을 이용하는 데이터 송신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

퓨터에 의하여 독출가능한 매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들의 특징을 표시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이 사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가능한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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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스트리밍에 관한 것이며, 특히, 변화하는 송신 조건에 따른 스트림 적응화(stream

adaptation)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비디오 스트리밍 또는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서비스에서, 동적인 네트워크 조건들 때문에, 서버 및 클라이언

트 간의 단-대-단 통신 특성은 자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신 비트율이 감소될 수 있다. 스트리밍 세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서버는 송신된 스트림을 변화되는 송신 조건들에 적응

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스트림 적응화(stream adaptation)이라고 불린다.

스트림 적응화는 멀티-인코딩에 기반하거나 트랜스코딩(transcoding)에 기반한다. 멀티-인코딩에 기반한 스트림 적응화

에서는, 서버는 동일한 비디오 콘텐트(content)를 복수 개의 서로 상이한 형식(form) 또는 상이한 파라미터들을 가지는 인

코딩된 스트림들로 저장하고, 인코딩된 스트림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상이한 스트림들 간에서 스위칭될 수 있다. 트랜스코

딩에 기반한 스트림 적응화에서는, 서버는 하나의 스트림을 상이한 형식 또는 상이한 파라미터들로 트랜스코딩할 수 있는

트랜스코더를 포함한다.

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다른 비트스트림으로의 스위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위칭될 비트스트림(switched-to

bitstream)은 스위칭 포인트들을 포함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의 디코더가 스위칭 이후에도 여전히 충분한 디코딩 품질을

가지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위칭 포인트들은 랜덤 액세스 포인트(random access points)

이거나 논-랜덤 액세스 포인트(non-random access points)일 수 있다. SP/SI 픽쳐들이 논-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에서의

스트림 스위칭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이 자연스러운(natural) 스위칭 포인트들이다.

랜덤 액세스란, 디코더가 어떤 스트림을 해당 스트림의 개시 지점이 아닌 다른 포인트에서부터 디코딩을 시작할 수 있음으

로써 디코딩된 픽쳐들의 정확한 표현(exact representation) 또는 대략적 표현(approximate representation)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랜덤 액세스 포인트는 모든 후속하는 코딩된 픽쳐들의 디코딩동작이 개시될 수 있는

스위칭 포인트이다.

랜덤 액세스 포인트 및 복원 포인트가 랜덤 액세스 동작(random access operation)을 특징짓는다. 출력 순서에서 복원 포

인트에 위치하거나 복원 포인트에 후속하는 디코딩된 모든 픽쳐들은 콘텐트에 있어(in content) 정확하거나(correct) 거의

정확하다. 만일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복원 포인트와 동일하다면, 해당 랜덤 액세스 동작은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Instantaneous Decoding Refresh)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Gradual Decoding

Refresh)이다. 비디오 스트림 내의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포인트들은 고속 전방향 탐색(fast forward) 및 랜덤 액

세스 동작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들은 에러 회복 동작(error resiliency) 및 에러 복원 동작에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는 특히 서버 측에서 스트림 스위칭에 의한 비트레이트 적응화(bitrate adaptation)에도

사용될 수 있다.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픽쳐들은 다른 픽쳐들을 참조하지 않은 채 코딩된 픽쳐들이며, 디코딩 순서에서 순간적 디코

딩 리프레시(IDR) 픽쳐에 후속하는 모든 픽쳐들은 디코딩 순서에서 해당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픽쳐보다 선행하는

어떠한 픽쳐들도 참조하지 않은 채 코딩되지만,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는 본 문서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격리 영

역(isolated regions)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하여 실장될 수도 있다.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

트에서의 픽쳐는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라고 불린다.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로부터 복원 포인트

를 포함하는 구간 까지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구간(GDR period)이라고 불린다.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은 지역적으로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들에서의 탐색 동작을 가능하도록 한다. 주문형 비디오 또는 스

트리밍 서비스에서, 서버들은 탐색 동작에서의 요청된 목적지에 가장 근접한 랜덤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를 송신함으로써 탐색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상이한 비트레이트를 이용하여 코딩된 스트림들 간의 스위칭 기술이 바로

송신된 비트레이트를 기대되는 네트워크 스루풋(throughput)에 정합시키고 해당 네트워크 내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인터넷을 위한 유니캐스트 스트리밍에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다른 스트림으로의 스위칭이 랜덤 액세스 포인트에서 가

능하다. 더 나아가,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은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에서의 튜닝 인(tuning in) 동작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랜덤 액세스 포인트는 소스 시퀀스에서 중단된 장면에 대한 응답으로서 코딩되거나 인트라 픽쳐(intra picture)

갱신 요청(update request)에 대한 응답으로서 코딩될 수 있다.

Fil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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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4 Part 12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기반한 미디어 파일 포맷을 정의한다. 이것

은 타이밍된 미디어 정보(timed media information)를 포함하여 이 정보를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포맷에서 프리젠테이션

(presentation)함으로써 미디어 간의 상호 교환, 관리, 편집, 및 프리젠테이션 동작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된

다. 이러한 프리젠테이션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하는 시스템에 '지역적(local)' 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또는 다

른 스트림 전달 메커니즘을 통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하나의 파일이 구성 객체들(constituent objects)로 분해

(decompose)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일 구조는 객체-지향적이고, 객체들의 구조는 그들의 타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추

될 수 있다. 파일 포맷은 모든 특정 네트워크 프로토콜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프로토콜을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ISO 기반 미디어 파일 포맷은 MP4 파일 포맷(MPEG-4 Part 14) 및 AVC(개선된 비디오 코딩,

Advanced Video Coding) 파일 포맷(MPEG-4 Part 15)을 위한 기반으로서 사용된다.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파일 포

맷은 어떻게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콘텐트가 ISO 기반 미디어 파일 포맷에 저장되는지를 지정한다. 이것은 일반적으

로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비디오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ISO 기반 미디어 파일 포맷으로부터 유도된 MP4 파일 포맷

과 같은 규격의 측면에서 사용된다.

현재의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파일 포맷의 디자인에서, SP/SI 픽쳐들에 의하여 형성된 스위칭 픽쳐(switching

pictures) 들은 스위칭 트랙들 내에 저장되는데, 스위칭 트랙들은 스위칭의 목적지 또는 근원지(being switched from or

switched to)가 되는 트랙과 개별적인 트랙들이다. 스위칭 트랙들은 해당 트랙에 존재하는, 요구되는 특정 트랙 레퍼런스

(required track reference)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스위칭 픽쳐는 완전히 동일한 디코딩 타임을 가지는 목적지 트랙

(destination track) 내의 샘플에 대한 대체물(alternative)이다.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 각각은 싱크 샘플 박스(Sync Sample Box) 내에 지시된 싱크 샘플에 상

응한다. 싱크 샘플 박스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ISO 기반 미디어 파일 포맷에 지정된다.

Definition

Box Type 'stss'

Container: Sample Table Box('stbl')

Mandatory: No

Quality: Zero or one

이 박스는 해당 스트림 내의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간략화된 마크(compact marking)를 제공한다. 이 표는 샘플 번

호의 엄격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 만일 싱크 샘플 박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샘플이 랜덤 액세스 포인트이다.

Syntax

aligned(8) class SyncSampleBox

extends FullBox('stss', version=0, 0) {

unsigned int(32) entry_count;

int i;

for (i=0; i < entry_count ; i++) {

unsigned int(32) sample_num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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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s

version 은 박스의 버전을 지정하는 정수이다.

entry_count는 후속 표에 존재하는 엔트리들의 개수를 제공하는 정수이다. 만일 entry_count가 0이라면, 해당 스트림 내

에는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고, 후속 표는 비어있다.

sample_number 는 해당 스트림 내의, 랜덤 액세스 포인트인 샘플들의 개수를 제공한다.

격리 영역(Isolated Regions)

격리 영역 기술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만족스런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예를 들면, 점진

적 디코딩 리프레시(GDR)(JVT-C074), 에러 회복 및 복원(JVT-C073), 관심 영역(region-of-interest) 코딩 및 우선권

부여(coding and prioritization), 픽쳐-인-픽쳐 기능, 및 마스킹된 비디오 장면 전환(JVT-C075)의 코딩 등이 있다. 점진

적 디코딩 리프레시(GDR)가 격리 영역에 기반하므로, 수신기들을 위한 미디어 채널 스위칭, 서버를 위한 비트스트림 스위

칭, 및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을 위한 신규 구성원(newcomer) 허용과 같은 동작이 더 부드러운 비트레이트(smoother

bitrate)를 가지는 순간적 랜덤 액세스처럼 용이해진다.

픽쳐 내의 격리 영역은 매크로블록(macroblock)을 포함할 수 있으며, 픽쳐는 0 또는 1개의 격리 영역을 가질 수 있거나,

서로 중첩되지 않는 더 많은 격리 영역들을 가질 수 있다. 잔여 영역(leftover region)은 어느 픽쳐의 어떠한 격리 영역에

의하여도 커버되지 않은 픽쳐 내의 영역이다. 격리 영역을 코딩할 때, 동일한 코딩된 픽쳐 또는 디코딩된 픽쳐 내의 모든

예측성 코딩(predictive coding) 동작(본 명세서에서는 인-픽쳐 예측(in-picture prediction)이라고 불린다)은 자신의 경

계를 따라서 비활성화된다. 잔여 영역은 동일한 픽쳐의 격리 영역들로부터 예측될 수 있다.

코딩된 격리 영역은 동일한 코딩된 픽쳐의 다른 격리 영역 또는 잔여 영역의 존재가 없어도 디코딩될 수 있다. 격리 영역의

디코딩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의 픽쳐 내의 모든 격리 영역들을 디코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격리 영역은 적어도 하

나의 슬라이스(slice)를 포함한다.

서로의 격리 영역들이 상호 예측된 픽쳐들은 그룹화되어 하나의 격리 영역 픽쳐 그룹(isolated-region picture group)으

로 형성된다. 하나의 격리 영역은 동일한 격리 영역 픽쳐 그룹 내의 선행하는 기 각각에 존재하는 상응하는 격리 영역과 함

께 커플링될 수 있다. 격리 영역은 동일한 격리 영역 픽쳐 그룹 내의 상응하는 격리 영역으로부터 상호-예측(inter-

predicted)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격리 영역들로부터 격리 영역을 상호 예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잔여 영

역은 모든 격리 영역으로부터 상호-예측될 수 있다. 커플링된 격리 영역들의 모양, 위치, 및 크기는 하나의 격리 영역 픽쳐

그룹 내에서 픽쳐를 거칠수록 진화(evolve)될 수 있다.

격리 영역들의 코딩 동작은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코덱을 적용하는 슬라이스 그룹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 각각은 복원 포인트 여분 확장 정보(SEI,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메시지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또한, 격리 영역들의 코딩 동작은 슬라이스 그룹을 이용하지 않는 개선된 비

디오 코딩(AVC) 코덱 또는 다른 표준 코덱들에 의하여 구현될 수도 있으나, 슬라이스 그룹들을 이용하는 코딩 방법에 기

하여 그 효율은 열화될 수 있다.

SP/SI 픽쳐들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코딩 표준은 SP/SI 픽쳐들을 지원한다. P-슬라이스들만을 포함하는 스트림 스위칭에서는, 디코

더가 이미지 복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확한 디코딩된 레퍼런스 프레임들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알려진다. 코딩된 시퀀스에

정규적 간격(regular interval)으로 I-슬라이스를 삽입하여 스위칭 포인트들을 생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I-슬라이스는 P-슬라이스에 비하여 더 많은 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코딩된 비트레이트

에 존재하는 피크(peak)가 개별 스위칭 포인트에 나타난다. SP-슬라이스들 및 SI-슬라이스들은 I-슬라이스들이 가지는

증가된 비트레이트 단점(increased bitrate penalty)을 가지지 않는 스위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된다.

SP/SI 픽쳐들은, 상이한 레퍼런스 픽쳐들을 이용한 다른 SP/SI 픽쳐들도 정확히 동일한 복원 픽쳐를 가지게 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인코딩된다. SP/SI 픽쳐들은 비트스트림 스위칭, 스플라이싱(splicing), 랜덤 액세스, 고속 탐색, 고속 역방향 탐색,

및 에러 회복/복원 동작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비트레이트를 가지며 동일한 비디오 시퀀스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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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개의 비트스트림들인 bs1 및 bs2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bs1에서는 SP 픽쳐(s1)가 코딩되고, 다른 SP 픽쳐(s2)는

bs2와 동일한 지점에서 코딩된다. bs1에서, 추가적인 SP 픽쳐(s12)는 s2와 정확히 동일한 재구성 픽쳐를 가지고 코딩된

다. s12 및 s2는 상이한 레퍼런스 픽쳐들을 이용한다(각각 bs1 및 bs2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bs1에서 bs2로의 스위칭

동작은 스위칭 지점에서 s1 대신에 s12를 송신함으로써 수행된다. s12는 s2와 완전히 동일한 재구성(reconstruction)을

가지기 때문에, 스위칭 이후에 재구성된 픽쳐들은 에러가 없는 것들이다. SP 픽쳐(s12)는 스위칭 픽쳐라고 불리며,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파일 포맷에서의 스위칭 트랙에 저장된다.

스트리밍 시스템(Streaming System)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멀티-인코딩 기반 스트림 적응화에서는, 서버가 동일한 비디오 콘텐트를 복수 개의 인코딩된 스트

림 내에 저장하지만, 인코딩된 스트림 중 오직 하나만이 송신을 위하여 선택된다. 도 1은 송신 시스템(10)을 도시하는데,

송신 시스템(10)은 트랜스코더 또는 멀티-스트림 발생기 또는 저장 장치(12)로부터 복수 개의 스트림들을 수신할 수 있는

서버(20)를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리밍 서버(20)는 인코딩된 스트림들 1 내지 n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스트

림 선택기(22)를 포함한다. 선택된 인코딩된 스트림은 패킷화부(24, packetizer)에 의하여 패킷들로 분주되고 송신을 위

하여 채널 코더(26)에서 코딩된다. 스트리밍 세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서버는 송신을 위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best possible) 인코딩된 스트림을 선택한다. 송신 조건이 변화되면, 서버는 예를

들자면 비트레이트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할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스트림 선택기는 스위칭 포인트에서 상이한 인코

딩된 스트림을 선택함으로써, 스트림들을 스위칭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디코더는 단지 자신이 수신한 송신

데이터라면 무엇이든지 디코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장치(40)는 채널 디코더(42), 역-패킷화부

(44, de-packetizer) 및 디스플레이(48)로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한 디코더(46)를 포함하는데, 이는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구동되는(client-driven) 스트림 적응화를 지원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에서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장치는 스트림의 스위칭을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스트리밍 시스템은

도 3에 도시되며, 도 3은 스트리밍 서버(20) 및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장치(40)가 네트워크(60)를 통하여 연결되는 연결 관

계를 도시한다.

순간적/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Instantaneous/Gradual Decoding Refresh)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랜덤 액세스 포인트는 디코딩이 개시될 수 있는 모든 픽쳐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액세스 포인트에

서, 복원 포인트에서의 또는 복원 포인트에 후속하는 모든 디코딩된 픽쳐들은 콘텐트에 있어서 정확하거나 거의 정확하다.

"콘텐트에 있어서 정확한(correct in content)" 라는 의미는 본 명세서에서 디코딩된 슬라이스 또는 픽쳐가 해당 스트림의

개시 지점에서부터 디코딩이 시작될 때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콘텐트에 있어 거의 정확한(approximately

correct in content)" 라는 용어는 디코딩된 슬라이스 또는 픽쳐가 해당 스트림의 개시 지점에서부터 디코딩이 시작될 때

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원 포인트는 스위칭 포인트와 동일하며, 콘텐트에 있어서

정확하거나 거의 정확한 픽쳐들이 스위칭 포인트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이, 랜덤 액세스 동작은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

(IDR)라고 불린다.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은 I 슬라이스들 또는 SI 슬라이스들 만을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는 I, P, Si, SP 중 모든 종류의 슬라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

다. 그러나,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픽쳐 내의 콘텐트는 출력 순서에서 스위칭 포인트에 후속하는 픽쳐로부터 출발할

때 정확하거나 거의 정확하다. 복원 포인트 및 스위칭 포인트 간의 픽쳐들은 시각적으로 불쾌하거나 보기에 적합하지 않

다.

현재, 파일 포맷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들을 시그널링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일 포맷의 일 예로는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파일 포맷이 있으며, 이것은 스트림 스위칭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기반한 비디오 코딩을 통한 스트리밍 콘텐트를 포함하는 서버 파일에 매우

중요하다.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파일 포맷으로 저장된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콘텐트에 대하여, 점진적 디코딩 리

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들은 오직 액세스 유닛(access unit)이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표준에 지정된 바와 같은 복

원 포인트 SEI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만 식별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액세스 유닛

각각에 대하여 복원 포인트 SEI 메시지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파일 포맷 내에서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들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격리 영역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가 인코딩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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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링 됨으로써 스트림 스위칭을 고속화하고 비트레이트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시그널링 방법에 따르면, 점진

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들은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및 SP/SI 스위칭 포인트들과 같은 다른 스위

칭 포인트들처럼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다. 또한, 서버는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로부터 복원 포인트

를 포함하는 구간까지의 액세스 유닛들을 위하여 격리 영역들 만을 송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지정되어 있다면), 따라

서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을 고속화하고 비트레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제1측면에 따르면,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에 사용되는 시그널링 방법이 제공되는

데,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

트스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

림으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

력 순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correct or approximately correct picture)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

의 복원 포인트(recovery point)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시그널링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스트림 스위

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상기 비트스트림에서 상기 스위칭 포인트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스

위칭 포인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 나아가, 상기 비디오 프레임들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격리 영역(isolated region)을 포함하며, 제공된 상기 정보는 상기 격리 영역

을 더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트림 스위칭은 서버 장치 및 클라이언트 장치 간의 송신 조건들에 기반하여, 스트리밍 네트워크 내에서 상기 서버

장치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하여 요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그널링 방법은,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을 이용하는 송신에 사용되고,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들의 특징을 표시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Session Description

Protocol)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따르면,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에 사용되는 스트리밍 서버 장치가 제공되는데,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

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림으

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력 순

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의 복원 포인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

밍 서버 장치는, 송신할 상기 제1 비트스트림을 선택하기 위한 스트림 선택기(stream selector) 및 상기 스트림 선택기가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기반한 송신을 위한 제2 비트스트림을 선택하도록, 상기 비트스트림 내에 적어도 하나의 상기 스위

칭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스위칭 포인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의 제3측면에 따르면,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을 수행할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템이 제공되는데,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

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림으

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력 순

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의 복원 포인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

밍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및 송신된 비트스트림에 기반하여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상기 비

디오 프레임들을 재구성(reconstruct)하도록, 비트스트림들 중 하나를 상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로 송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스트리밍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리밍 서버는, 송신할 제1 비트스트림을 선택하고, 제2 비트스트림을 더 선택

하기 위한 스트림 선택기 및 상기 스트림 선택기가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기반하여 상기 제2 비트스트림을 선택하도록, 상

기 비트스트림 내에 적어도 하나의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스위칭 포인

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스트리밍 시스템은 비디오 입력 신호를 비디오 데이터로 변환

하기 위한 비디오 인코더(video encoder)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측면에 따르면, 복수 개의 비트스트림 간의 스트림 스위칭을 수행할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상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 각각에 대한 복수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비

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 포인트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스위칭 포인트에서 제1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제2 비트스트림으로의 스위칭을 허용하고, 상기 비트스트림은 상기 스트림 스위칭에 후속하여 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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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내의 출력 순서로 제1 정확한 픽쳐 또는 거의 정확한 픽쳐를 정의하는 적어도 하나의 복원 포인

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스위칭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비트스트림에 관련

되어 제공된 정보 내에 상기 스위칭 포인트를 지시하여, 스트리밍 서버로 하여금 상기 스트림 스위칭을 수행하도록 하는

코드를 포함하며, 상기 스위칭 포인트는 상기 복원 포인트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 5 내지 도 7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르면, 스위칭가능한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들에 대한 정보는 싱크 샘플 박스(sync sample box)

내에 포함되는 싱크 샘플 정보 박스(ssif) 내에 포함됨으로써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을 지시한다(따라서 스위칭 포인트들을

지시한다). 더 나아가, 격리 영역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슬라이스 그룹들이 사용된다면, 슬라이스 그룹들은 격리 영역에 관

련되고 해당 싱크 샘플 정보 박스(ssif) 내의 잔여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스트리밍 서버는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들을 이용하여 스트림들을 정확하게 스위칭할 수 있다. 스위칭 동작에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들을 이용함으로써, 스위칭 포인트 내의 픽쳐에 대한 정보는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픽쳐들의

경우에 비하여 더 신속하게 송신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 내의 잔여 영역은 전송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스위칭을 위하여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들을 이용하지만, 사용자들은 시작 시점에서 해

당 픽쳐 영역(picture area)의 오직 일부만을 볼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가능한 빨리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이다. 또한,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로부터 복원 포인트를 포함하는 구간의 픽쳐 내의 잔여 영역은

전송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격리 영역 및 잔여 영역이 모두 전송되는 경우에 비하여 감소된 송신레이트(transmission

rate)가 획득된다.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파일 포맷에서 본 발명을 구현한 실시예는 랜덤 액세스 포인트 각각이 스위칭 포인트라는 특징

을 가진다. 본 발명의 실시에 대한 제1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IDR 액세스 유닛들) 및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문법 요소 changing_slice_group_idc 가 1 또는 2인 복원 포인트 SEI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액세스 유닛들) 모

두를 포함하는 모든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이 싱크 샘플 박스에 표시된다. 또한, 싱크 샘플 정보 박스는 싱크 샘플 박스에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efinition

Box Type 'ssif'

Container: Sync Sample Box('stss')

Mandatory: No

Quality: Zero or one

이 박스는 해당 스트림 내의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또는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인지를 포함한다. 만일 랜덤 액세스 포인트

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포인트라면, 정보는 어떤 슬라이스 그룹이 격리 영역이며 어떤 슬라이스 그룹이 잔여 영

역인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만일 싱크 샘플 박스가 싱크 샘플 정보 박스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싱크 샘플 박스에 의하

여 표시된 모든 싱크 샘플들은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이다.

Syntax

aligned(8) class SyncSampleInformationBox

extends FullBox('ssif', version=0, 0) {

i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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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0; i < entry_count ; i++) {

unsigned int(2) random_access_pint_idc;

bit(6) reserved = '111111'b;

}

}

Semantics

version 은 박스의 버전을 지정하는 정수이다.

random_access_pint_idc :

0은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임을 나타낸다.

1은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이며, 해당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

기(period)내에서 격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0에 의하여 커버되고, 잔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1에 의하여 커버된다는 것

을 나타낸다.

2는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이며, 해당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

기(period)내에서 격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1에 의하여 커버되고, 잔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0에 의하여 커버된다는 것

을 나타낸다.

3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에 대한 제2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IDR 액세스 유닛

들) 및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복원 포인트 SEI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액세스 유닛들)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이 싱크 샘플 박스에 표시된다. 또한, 싱크 샘플 정보 박스는 싱크 샘플 박스에 포함되

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efinition

Box Type 'ssif'

Container: Sync Sample Box('stss')

Mandatory: No

Quality: Zero or one

이 박스는 해당 스트림 내의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또는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인지를 포함한다. 만일 랜덤 액세스 포인트

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포인트라면, 정보는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기 내에서 픽쳐들을 코딩하는 데

에 슬라이스 그룹들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만일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이며,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기 내에서 픽쳐들을 코딩하는데 슬라이스 그룹들이 적용되었다면, 정보는 점

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기 내에서 어떠한 슬라이스 그룹들이 격리 영역을 커버하고 어떠한 슬라이스 그룹이 잔여

영역을 커버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만일 싱크 샘플 박스가 싱크 샘플 정보 박스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싱크 샘

플 박스에 의하여 표시된 모든 싱크 샘플들은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들이다.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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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ed(8) class SyncSampleInformationBox

extends FullBox('ssif', version=0, 0) {

int i;

for (i=0; i < entry_count ; i++) {

unsigned int(2) random_access_pint_idc;

bit(6) reserved = '111111'b;

}

}

Semantics

version 은 박스의 버전을 지정하는 정수이다.

random_access_pint_idc :

0은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순간적 디코딩 리프레시(I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임을 나타낸다.

1은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이며, 해당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

기 내에서 격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0에 의하여 커버되고, 잔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1에 의하여 커버된다는 것을 나타

낸다.

2는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이며, 해당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

기(period)내에서 격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1에 의하여 커버되고, 잔여 영역은 슬라이스 그룹 0에 의하여 커버된다는 것

을 나타낸다.

3은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랜덤 액세스 포인트이며, 해당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

기 내에서 어떤 슬라이스가 격리 영역을 커버하고 어떤 슬라이스가 잔여 영역을 커버하는지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

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시그널링 방법들을 통하여, 모든 스위칭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마킹됨으로써, 스트림 서버가 스위칭 포인트

들을 찾기 위하여 각 픽쳐를 더 이상 파싱(parse)할 필요가 없도록 할 수 있다. 만일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스위칭

포인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싱크 샘플 정보 박스(싱크 샘플 박스 내에 존재)는 이용될 필요가 없다.

싱크 샘플 박스의 일 실시예는 도 5에 제공되며, 싱크 샘플 정보 박스의 일 실시예는 도 6에 도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싱크 샘플 박스 내에 포함되는 싱크 샘플 정보 박스 내에서 스위칭가능한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

(GDR) 픽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스트리밍 시스템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보는 스위칭 포

인트들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은, 해당 정보가 사용 가능할 경우에 격리 영역 및 잔여 영역에

관련되는 슬라이스 그룹들도 지정한다. 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재 번호 16으로 표시된

다. 컴퓨터 프로그램(16)은 비디오 코더(14)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비디오 코더(14)는 인코딩된 비디오 입력 신호 및 점진

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관련된 정보를 멀티-스트림 트랜스코더/발생기(12)로 제공한다. 스트리밍 서버(20)는 네트워

크(60)의 동적 네트워크 조건에 기반하여 인코딩된 스트림들 중 송신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스트리밍 서버(20) 및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장치(40) 간의 단-대-단 송신 특성이 변경된다면, 스트리밍 서버(20)는, 싱크 샘플 정보 박스 내에

제공된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관련 정보에 따라서 스트리밍 서버가 다른 인코딩된 스트림을 선택하는 스트림 스

위칭을 개시한다. 또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장치(40)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장치(40)가 네트워크(60)의 송신 조건에

변화를 감지할 경우 상이한 송신된 스트림을 요청하는 요청 신호를 스트리밍 서버(20)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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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시그널링 방법은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을 이용하는 비디오 데이터 송

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은 스트림 스위칭 동안에 비트스트림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공지된 바와 같이,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은 오디오, 비디오, 또는 시물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단-대-단 네트

워크 전송 기능들을 제공한다.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은 자원 예약(resource reservation) 기능을 요청하지 않으며,

실시간 서비스들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데이터 전송은 제어 프로토콜(RTCP)에 의하여 증대됨으로써

(augmented) 커다란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들로 스케일링될 수 있는(scalable) 방식으로 데이터 전달의 모니터링을 허용하

고 최소의 제어 및 식별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 및 실시간 전송 제어 프로토콜(RTCP)은 하위의 전

송 및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동작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계층의

변환기(translators) 및 믹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은 세션 공지(session

announcement), 세션 초대(session invitation), 및 다른 형태의 멀티미디어 세션 개시(session initiation) 등의 목적들을

위한 멀티미디어 세션들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어,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은 비트스트림에 다른 비트

레이트들로서 사용 가능한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에 통보하기 위하여 서버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시그널링 방법은, 조인트 비디오 팀(JVT, Joint Video Team)에 의하여 개

발된 비디오 코딩 표준인 ITU-T H.264(MPEG-4 Part 10 또는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이라고도 알려졌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전술된 바와 같은 개선된 비디오 코딩(AVC) 표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다른 비디오 코딩 표준들 및 장치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H.263 및 MPEG-4 Part 2와 같은, 슬라이스들의 코딩

을 지원하는 비디오 코딩 표준들에서, 격리 영역은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픽쳐 내의 매크로블록들 중 첫 번째 행

(row)을 커버할 수 있으며, 다른 열에 존재하는 모든 매크로블록들은 잔여 영역에 의하여 커버될 수 있다. 격리 영역은, 복

원 포인트 픽쳐 내의 모든 픽쳐 영역을 전부 커버할 때까지 1행 당 1매크로블록의 속도로써 후속 픽쳐들에서 증가된다(이

와 동일한 속도로 잔여 영역은 감소한다).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주기 내의 픽쳐 각각의 격리 영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스들로서 코딩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은 격리 영역의 코딩 제한은 인코딩 과정에도 역시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유사한 경우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점진적 디코딩 리프레시(GDR) 시그널링 방법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본 발명이 관련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되었으나, 전술된 바와 같은 변경, 또는 이와 다른 변경,

형식 및 세부적 삭제 및 변경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당업자에게는

명확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특히, 변화하는 송신 조건에 따른 스트림 적응화(stream adaptation)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비디오 스트리밍 또는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서비스에서, 동적인 네트워크 조건들 때문에,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간의 단-대-단 통신 특성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스트리밍 세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품질

(Quality of Service)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서버는 송신된 스트림을 변화되는 송신 조건들에 적응시키는 스트림 적응화

(stream adaptation)에 적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스트리밍 스위칭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버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3은 스트리밍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4a는 순간적 디코더 리프레시 픽쳐를 이용하는 스트림 스위칭을 예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4b는 점진적 디코더 리프레시 픽쳐를 이용하는 스트림 스위칭을 예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5는 싱크 샘플 박스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등록특허 10-0734408

- 15 -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싱크 샘플 정보 박스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을 예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734408

- 16 -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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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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