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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비디오 전송분야의 표준안인 MPEG-2 디코더 칩에 PVR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비디오 디코더 칩 내에서 HD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디오 저장 및 검색등의 다양한 고성능의 PV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2개의 HD

급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PVR 엔진을 갖는 비디오 디코딩 칩을 통해 저장되는 비디오 T

S 비트스트림의 특징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비디오 콘텐츠의 재생이나 트릭 재생 등을 훨

씬 다양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상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의 저장, 검색 기능 및 다양한 영상 서비

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PVR 지원, 비디오 디코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서 TS 비트스트림의 전체 데이터 경로 예를 보인 도면

도 3은 도 1의 VFE 엔진의 일 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 4는 도 3의 비디오 분석부의 비디오 분석 메카니즘의 일 예를 보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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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3의 비디오 분석부에서 DC 영상 정보들을 이용하는 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 6은 도 1의 VFE 엔진의 인덱스 및 검색 엔진의 상세 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 7은 도 1의 검색 엔진을 통해 HDD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재생되는 예를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MPEG 디코딩부 101 : TS 디코딩부

102 : 비디오 디코더 103 : 오디오 디코더

104 : DMA 메모리 105 : 호스트 인터페이스

106 : VDP 107 : PVR 엔진

107a : VFE 엔진 107b : 인덱스 및 검색 엔진

108 :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109 : IDE 인테페이스

110 : 외부 메모리 111 : HDD

301 : PES 디코더 302 : VLD부

303 : 에러 검출부 304 : 헤더 추출부

305 : DC 추출부 306 : MV 추출부

307 : 비디오 분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 지원 MPE

G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TV등의 가전기기 분야에서 디지털 비디오나 오디오의 저장 및 전송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MPEG(Moving Pi

cture Experts Group)등과 같은 부호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TV 및 셋톱박스(STB) 기기에서는 기존의 

VTR(Video Tape Recorder)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 형태에서 HDD(Hard Disk Device)와 같은 디지털 저장 

매체를 이용한 PVR 장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PIP(Picture In Picture)나 POP(

Picture On Picture)등과 같이 두 채널 이상의 TV 입력신호에 대한 처리 기능을 가지는 디지털 TV등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PVR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특허 US6,215,526의 출원인 TiVo사가 아날로그 신

호를 디지털 인코딩 후 비디오 태깅(tagging)하여 HDD에 저장하는 PVR 장치를 처음 제안하였다. 미국 특허 US6,35

1,596은 CPU(Central Process Unit)을 기반으로 유저의 선호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PVR 기기로 VBI(Ver

tical Blank Interval) 데이터나 코드 블록(code block) 등의 태그된 코드(tagged code)에 따라 씬(scene) 단위의 저

장을 특성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미국 특허 US6,327,418의 경우는 디지털 데이터를 비디오 세그먼트(video seg

ment), 오디오 세그먼트(audio segment), MPEG 시스템 스트림 등으로 분리해서 캐쉬에 담고 캐쉬 제어(cache cont

rol)를 통해 임의의 레이트(rate)로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하였다. 미국 특허 US6,324,338의 replay TV

의 경우, 유저의 특징들(criteria)에 맞는 TV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도록 통합 채널 가이드(integrated channel gui

de)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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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된 방법들은 일예로, 두개 채널의 고화질 영상을 동시에 보거나,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른 채

널에 해당하는 TV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또는 타임 쉬프트 기능을 통해 저장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든지 할때,

여러 가지 형태를 만족하는 각각의 칩들을 따로 만들거나, 조합하여 사용한다.

특히, PVR 칩과 비디오 디코딩 칩은 따로 설계하여 PVR 기능과 비디오 디코 딩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시스템 가

격의 증가 요인이 되며, 시스템 집적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PVR 칩과 비디오 디코딩 칩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함으로써, 시스템 가격 인하 및 시

스템 집적도(integration)를 높이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2채널의 TV 프로그램 시청 및 PVR 기능을 지원하며, HDD에서 MPEG 비트스트림의 저장 및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은, 입력되는 트랜스포트(TS) 비

트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PES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TS 디코더와, 상기 TS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PES를 

원래 화면의 픽셀 값으로 복원하는 비디오 디코더와, 상기 TS 비트스트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비디

오 PES로부터 비디오 특징을 추출하여 메타 데이터 형태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TS

비트 스트림의 검색 및 재생을 지원하는 PVR 엔진이 하나의 MPEG-2 디코더 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TS 디코더는 유저를 통해 입력되는 선택 신호에 따라 다수개의 채널 신호 및 상기 PVR 엔진으로부터 출력되는 

PVR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TS 디코딩한 후 비디오 디코더로 출력하는 제 1 TS 디코더와, 유저를 통해 입력

되는 선택 신호에 따라 다수개의 채널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TS 디코딩한 후 비디오 디코더 및 PVR 엔진으

로 출력하는 제 2 TS 디코더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2 TS 디코더는 선택된 채널의 TS 비트스트림과 함께 TS 디코딩된 비디오 PES를 상기 PVR 엔진으로 출력

하고, 상기 PVR 엔진은 상기 TS 비트스트림은 그대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비디오 PES로부터는 비디오

특징들을 추출하여 메타 데이터 형태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PVR 엔진은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PES로부터 에러 정정, 헤더 정보들, 매크로블록 정보를 

추출하여 비디오 시퀀스의 특성을 분석한 후 분석 정보를 출력하는 비디오 특징 추출부와,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

력되는 TS 비트스트림을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비디오 특징 추출부에서 추출된 분석 정보들을 상

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기 위한 인덱스 엔진과,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TS 비트스트림 및 분석 정보를 검색하여 디

스플레이하기 위한 검색 엔진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특징 추출부는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PES로부터 ES만을 파싱하는 PES 디코더와, 상

기 비디오 ES를 가변 길이 디코딩하는 가변 길이 디코더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현재 비디오 ES의

신택스 에러 및 비트 스트림 에러에 대한 정보를 검출하는 에러 검출부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비

디오 시퀀스 내의 헤더 정보들을 추출하는 헤더 추출부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매크로 블록 내의 

DC 성분들을 추출하는 DC 추출부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움직임 벡터의 디코딩을 통해 각 매크로 

블록의 해당 움직임 벡터 정보들을 추출하는 MV 추출부와, 상기 각 부에서 검출된 에러, 헤더, DC, MV 정보를 분석

하여 썸네일 영상 생성 및 씬 전환 여부를 판별한 후 분석된 정보와 함께 인덱스 및 검색 엔진으로 출력하는 비디오 

분석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TS 디코더는 TS 비트 스트림의 에러를 검출하여 에러 지시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에러 

검출부의 출력과 상기 에러 지시 신호를 통해 에러의 성질을 확인한 후 에러의 성질에 따라 비디오 특징 추출부의 내

부 버퍼와 레지스터 값을 리셋하거나 다음 번 슬라이스나 시퀀스들을 찾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I픽쳐인 경우, I 픽쳐의 DC 성분들로부터 프

레임 차와 DC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씬 전환을 판별하고,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I 픽쳐인 경우, 상기 DC 추출부에서 추출된 

DC 성분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구비하며, 상기 메모리에는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4개의 휘도 블록 중 어느 

하나의 휘도 블록에 대한 DC 값 또는 상기 DC값들에 대한 평균값과 Cb,Cr 블록에 대한 DC값만을 저장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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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DC 히스토그램 정보로부터 영상내 밝기를 추정하여 다크 스크린으로 판별되면 썸네일 영

상을 생성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다크 스크린이 아니라고 판별되면 입력되는 비트 스트림이 필드 픽쳐인 경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DC 값의 수평 라인 중복을 통해 썸 네일 영상을 생성하고, 프레임 픽쳐라고 판단되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D

C 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P픽쳐인 경우, 정수 펠 단위의 포워드 움직

임 벡터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보와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보를 추출하여 씬 전환 판별 및 P 픽쳐 내 

오브젝트의 움직임 양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B픽쳐인 경우,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한 히

스토그램 정보만을 추출하여 B 픽쳐내의 오브젝트의 움직임 영역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덱스 엔진은 상기 비디오 분석부로부터 출력되는 각 분석 정보들을 메타 데이터 형태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

장함과 더불어,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TS 비트 스트림에 타임 스탬프를 부가한 후 스크램블링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검색 엔진은 상기 저장 매체로부터 TS 비트 스트림을 읽어 와 타임 스탬프를 제거하고 디스크램블링한 후 상기 

TS 디코더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은, 다수개의 채널 신호 및 HDD로부터 출력되는 PVR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의 TS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PES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제 1 TS 디코더와, 다

수개의 채널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의 TS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PES 를 디코딩하여 상기 

TS 비트 스트림과 함께 출력하는 제 2 TS 디코더와, 상기 제 1, 제 2 TS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PES를 가변 길

이 디코딩(VLD)한 후 역양자화(IQ) 과정, 역 이산 코사인 변환(IDCT) 과정, 및 움직임 보상(MC) 과정을 거쳐 원래 화

면의 픽셀 값으로 복원하는 비디오 디코더와, 상기 제 2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PES로부터 에러 정보, 헤

더 정보들, 매크로블록 정보를 추출하여 비디오 시퀀스의 특성을 분석한 후 분석 정보를 출력하는 비디오 특징 추출

부와, 상기 제 2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TS 비트스트림을 상기 HDD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비디오 특징 추출

부에서 추출된 분석 정보들을 상기 HDD에 저장하기 위한 인덱스 엔진와, 상기 HDD에 저장된 TS 비트스트림을 읽어

와 상기 제 1 TS 디코더로 출력함과 동시에 상기 HDD에 저장된 분석 정보를 검색하여 재생 및 트릭 재생을 제어하는

검색 엔진과, 상기 인덱스/검색 엔진과 HDD와의 데이터 및 제어 신호 입/출력을 제어하는 IDE 인터페이스부가 하나

의 MPEG-2 디코딩부 칩내에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은, 유저의 요구에 의해 상기 제 1, 제 2 TS 디코더에 채널 선택 신호

를 출력하는 채널 선택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채널 선택부에서 출력되는 채널 선택 신호를 이용하여 제 1, 제 2 TS 

디코더의 입력 경로를 제어하여 하나의 채널에 대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싱글 디스플레이, 타임 쉬프트된 TS 비트

스트림의 시청, 한 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을 상기 HDD에 저장하는 watchamp;record,

하나의 화면에서 두 개의 채널의 동시 시청이 가능한 듀얼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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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과 그 작용을 설명하며, 도면에 도시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설

명되는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로서 설명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핵심 구성 및 작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PVR 기능을 지원하는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로서, PVR 기능을 지원하는 MPE

G-2 디코딩부(100)와 외부 메모리(110) 그리고, HDD(111)로 구성된다.

상기 MPEG-2 디코딩부(100)는 2개의 트랜스포트(transport ; TS) 디코더(101), 비디오 디코더(102), 오디오 디코

더(103),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video display processor ; VDP)(106), HDD(111)에 저장 및 검색 기능을 지

원하기 위한 PVR 엔진(107), 상기 MPEG-2 디코딩부(100)와 외부 메모리(110)와의 제어 신호 및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108), 및 상기 MPEG-2 디코딩부(100)와 HDD(111)와의 제어 신호 및 데이터 입/

출력을 제어하는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s 또는, Enhanced Integrated Drive Electronics(EIDE)) 인터페

이스(109)로 구성된다.



공개특허 10-2004-0011819

- 5 -

상기 IDE 인터페이스(109)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퍼스널 컴퓨터(PC)에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대부분

의 PC에서 IDE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HDD, CD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등의 대용량 저장장치를 연결한다. 본 

발명에서는 비디오 디코딩 칩 내의 PVR 엔진(107)과 HDD(111)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상기 외부 메모리(110)는 동기식 디램(SDRAM) 또는 DDR(double data rate) SDRAM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미언급된 부호 104는 DMA(Direct Memory Access) 메모리부이며, 부호 105는 호스트 인터페이스이다.

상기 PVR 엔진(107)은 상기 2개의 TS 디코더(101)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비디오 특징 추

출부(video feature extractor ; VFE)(107a), HDD(111)에 저장 및 검색을 위한 인덱스 및 검색 엔진(107b)으로 구

성된다. 상기 인덱스 엔진은 비디오 스트림 저장시 저장 위치와 관련되며, 검색 엔진은 저장된 비트스트림을 검색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TS 디코더(101)를 두 개만 사용하면서 HD급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및 워치amp;기록(wa

tchamp;record)기능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에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2개의 TS 디코더(101)는 동일한 구성 및 작용을 하며, 그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면 TS 디코더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108)를 통해 입력되는 MPEG-2 TS 비트 스트림 중 원하는 채널의 PID(program ID)에 맞춰 데이터 및 

오디오와 비디오의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를 디코딩한다.

즉, 전송되어온 MPEG-2 비디오와 오디오 그리고, 데이터 비트 스트림은 다중화되어 있으므로, 트랜스포트 디코더(1

01)에서 MPEG-2 비디오 PES와 오디오 PES 그리고, 데이터 PES로 분리된다. 그리고, 분리된 비디오 PES는 비디오

디코더(102)에 서 디코딩되고, 오디오 PES는 오디오 디코더(103)에서 디코딩된 후 화면이나 스피커로 출력된다. 이

때, 비디오의 경우는 VDP(video display processor)(106)를 통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즉, 상기 VDP(106)는 

각종 입/출력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display format conversion), OSD(On Screen Display) 및 그래픽(Graphic) 등

에 해당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리고, 호스트 인터페이스(105)는 외부 CPU(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MPEG-2 디코딩부(100)에 제어 및 기능 지원

을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PVR 엔진(107)은 외부 CPU의 제어에 의해 IDE(또는 EIDE) 인터페이스(109)를 통해 TS 비트 스트

림을 HDD(111)에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HDD(111)에 저장된 TS 비트 스트림을 원하는 시간에 검색 및 다

양한 트릭 재생(trick play)의 지원이 가능하다.

도 2는 2개의 TS 디코더(101)와 호스트 인터페이스 및 먹스를 이용하여 2개의 HD급 비디오의 동시 디스플레이 및 

Watch amp; Record 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TS 비트 스트림의 데이터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도 2를 보면, 호스트의 제어에 의해 채널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채널 선택부(201), 상기 채널 선택부(201)의 채널 선

택 신호(S2,S1)에 따라 다수개의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TS 디코딩하는 먹스를 포함한 제 1 TS 디코더(202),

상기 채널 선택부(201)의 채널 선택 신호(S0)에 따라 다수개의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TS 디코딩하는 먹스를

포함한 제 2 TS 디코더(203), 상기 제 1, 제 2 TS 디코더(202,203)로부터 출력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 PES를 입력받

아 각각 비디오 및 오디오 디코딩한 후 디스플레이부와 스피커로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A/V) 디코더(204), 및 상기

제 2 TS 디코더(203)의 출력을 입력받아 HDD(206)에 저장 및 검색을 수행하고, HDD(206)로부터 읽어온 PVR 데이

터를 상기 제 1 TS 디코더(202)로 출력하는 PVR 엔진(205)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PVR 엔진(205)은 도 1의 P

VR 엔진(107)과 동일하고, HDD(206)은 도 1의 HDD(111)와 동일한 것이고, A/V 디코더(204)는 각각 비디오 디코

더(102)와 오디오 디코더(103)에 해당되며, 제 1, 제 2 TS 디코더(202,203)는 도 1의 TS 디코더(101)에 해당되는데,

부호만 달리 하고 있다.

도 2는 일 실시예로, 제 1 TS 디코더(202)는 두 개의 채널 신호와 PVR 엔진(205)을 통해 PVR 데이터를 입력받고, 

제 2 TS 디코더(203)는 두 개의 채널 신호를 입력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다른 실시예로 제 2 TS 디코더(203)에서 P

VR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설계자에 의해 또 다른 실시예도 가능하므로 상기 예로 제시한 것에 제한되

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상기 두 개의 채널 신호는 HD급 TS 비트 스트림을 의미하며, 동시에 제 1, 제 2 TS 디코더(202,203)로 입력

된다. 그리고, 호스트는 채널 선택부(201)의 3개의 입력 선택 비트들(input selection bit)(S2,S1,S0)을 이용하여 입

력 경로를 바꾸어 줌으로써 하기의 표 1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제 2 TS 디코더(203)는 상기 

채널 선택 신호에 의해 선택된 채널 신호에 대해 두 종류의 데이터 즉, 비디오 PES와 비디오 TS를 PVR 엔진(205)으

로 출력한다. 상기 PVR 엔진(205)은 비디오 PES로부터는 비디오 특징들을 추출하여 메타 정보로서 HDD(206)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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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상기 비디오 TS는 바로 HDD(206)에 저장된다.

도 2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디오 디코더는 2개까지의 HD급 비디오를 재생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최근의 반도체 프로

세스 발달에 따라 칩 내부의 동작 주파수를 166MHz까지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메모리(110)도 DDR SDRA

M과 같이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얻을 수가 있다. 결국, 외부 메모리(110)로 162MHz의 DDR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2

개의 HD급 비디오 디코딩이 가능해 진다.

[표 1]

TYPE S2 S1 S0
비디오 디스플레이 PVR

Note
1 2 ON OFF

1 0 0 0 Ch#0 Ch#0 single display

2 0 1 1 Ch#1 Ch#1 single display

3 1 0 0 PVR Ch#0 time shift

4 1 0 1 PVR Ch#1 time shift

5 0 0 1 Ch#0 Ch#1 watch amp; record

6 0 1 0 Ch#1 Ch#0 watch amp; record

7 0 0 1 Ch#0 Ch#1 Ch#1 dual display

8 0 1 0 Ch#1 Ch#0 Ch#0 dual display

상기 표 1에서 TYPE 1-2의 경우는 싱글 비디오 디코딩(single video decoding) 및 디스플레이에 해당한다. 즉, 원

하는 채널의 TS 비트 스트림을 HDD(206)에 저장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경우이다. TYPE-1의 경우는 채널 0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시청하는 경우이고, TYPE-2의 경우는 채널 1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시청하는 경우이다. 또한, 같

은 채널의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함과 동시에 HDD(206)에 저장할 수도 있다.

TYPE 3-4는 타임 쉬프트(time shift)된 TS 비트 스트림을 시청하는 경우로 시청자가 일정시간 후에 HDD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재생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이전 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경우도 재생 가능하다. TYPE-3의 경우는 채널 0

의 프로그램을, TYPE-4의 경우는 채널 1의 프로그램을 타임 쉬프트하여 볼 수 있다.

TYPE 5-6은 PVR 기능 중 watch amp; record 기능으로 현재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즉, TYPE-5의 경우는 채널 0의 TS 비트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채널 1의 TS 

비트 스트림을 HDD(206)에 저장하는 경우이고, TYPE-6의 경우는 채널 1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채널 0의 프로

그램을 HDD(206)에 저장하는 경우이다.

TYPE 7-8은 PVR 기능, 즉 TS 비트 스트림의 저장 및 검색을 중단하고 입력되는 두개 경로의 프로그램을 실시간으

로 시청하려는 경우이다.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제 2 TS 디코더(202,203)에서 출력되는 오디오/비디오 PES

가 A/V 디코더(204)로 입력되어진다. 이때 입력 포맷은 PES 형태이며, 더블 스크린(double screen)등의 형태나 PIP

형태로 디스플레이된다. 이때, 제 2 TS 디코더(203)를 통해 선택된 채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과 동시에 HDD

(206)에 저장할 수도 있다.

결국, 도 2에서 보듯이 2개의 TS 디코더의 입력단의 경로를 3비트의 선택신호(S2,S1,S0)를 이용하여 제어함으로써, 

2개의 TS 디코더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은 TS 디코더(101)를 통해 TS 비트 스트림을 HDD(111)에 저장하기 위한 PVR 엔진(107)의 상세 블록도로서, 

VFE 엔진(107a)과 인덱스 및 검색 엔진(107b)으로 구성된다.

상기 TS 디코더(101)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 PES를 디코딩하여 비디오 화면의 특징을 추출하는 상기 VFE 엔진(10

7a)은, 비디오 PES로부터 ES만을 파싱하는 PES 디코더(301), 상기 비디오 ES를 가변 길이 디코딩하는 VLD(Variab

le Length Decoder)(302), 상기 VLD(302)의 출력으로부터 에러를 검출하는 에러 검출부(303), 상기 VLD(302)의 

출력으로부터 헤더를 추출하는 헤더 추출부(304), 상기 VLD(302)의 출력으로부터 DC를 추출하는 DC 추출부(305), 

상기 VLD(302)의 출력으로부터 움직임 벡터(MV)를 추출하는 MV 추출부(306), 상기 각 부에서 검출된 에러,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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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MV 정보를 분석하여 썸네일 영상 생성 및 씬 전환 여부를 판별하고, 분석된 정보와 함께 인덱스 및 검색 엔진(10

7b)으로 출력하는 비디오 분석부(307)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VFE 엔진(107a)은 비디오 콘텐트(content)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여 빠른 재생(fast forward), 역

재생(reverse play), 샷 검출(shot detection), 씬 세그멘테이션(scene segmentation), 인텔리젼트 재생(intelligent 

playback)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된다. 또한 썸네일(thumbnail) 영상을 생성(generation)하여 비디오 시퀀

스에 대표하는 영상을 표현해 주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VFE 엔진(107a)의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TS 디코더(101)에서 TS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비디오 PES의

형태로 VFE 엔진(107a)의 PES 디코더(301)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PES 디코더(301)는 비디오 PES로부터 비디

오 ES(elementary stream)를 파싱하여 VLD(302)로 출력한다. 상기 VLD(302)는 입력되 는 비디오 ES를 가변 길이

디코딩하여 에러 검출부(303), 헤더 추출부(304), DC 추출부(305), 및 MV 추출부(306)로 출력하여 MPEG 시퀀스 

내의 헤더 정보들(예, sequence_header, picture_header)과 매크로 블록(macroblock) 정보들(예, DC, 움직임 벡터 

정보)을 추출하여 비디오 시퀀스의 특성을 분석한다.

즉, 상기 헤더 추출부(304)는 비디오 시퀀스 내의 헤더 정보들 중 영상의 크기 정보, 비트 레이트(bit_rate), 프레임 레

이트(frame_rate), 순차 시퀀스(progressive_sequence), 픽쳐 코딩 타입(picture_coding_type), 시간 참조(tempora

l_reference), 순차 프레임(progressive_frame), 매크로 블록 유형(macroblock type), 움직임 정보(motion informa

tion ; mc_type) 등에 대한 정보(parameter)들을 추출하여 비디오 분석부(307)로 출력한다.

상기 DC 추출부(305)의 경우는 매크로 블록내의 DC 성분들, 즉, 휘도(luminance)의 경우는 4개의 DC 성분, 색차(ch

rominance ; Cb,Cr)의 경우는 2개의 DC 성분을 추출하여 비디오 분석부(307)로 출력한다. 이때, 썸네일 영상 생성등

에 이용하기 위해서 매크로 블록 내의 4개의 휘도 블록에 대해서는 대표 DC값 또는 평균 DC값 1개, 색차(Cb, Cr)에 

대해서는 각각 DC값 1개를 추출하여 출력할 수도 있다.

상기 MV 추출부(306)는 움직임 벡터 디코딩을 통해 각 매크로 블록의 해당 움직임 벡터 정보들을 추출한 후 비디오 

분석부(307)로 출력한다. 이때 하프 펠(half-pel) 움직임 정보를 제외한 정수 펠(integer-pel) 단위의 움직임 벡터만

을 추출해 낸다. 그리고, P 픽쳐에 대해서는 포워드 움직임 벡터 정보만을 추출한다.

한편, 상기 에러 검출부(303)는 현재 비디오 ES의 신택스 에러 및 비트 스트림 에러에 대한 정보를 검출한다. 이때, T

S 비트 스트림의 에러는 TS 디코더(101)가 검출하여 error_indicator 신호를 보내주므로 에러 검출부(303)와 인덱스

및 검색 엔진(107b)은 상기 TS 비트 스트림의 에러를 알게 된다. 결국, 비디오 분석부(307)는 에러가 검출되면 에러

의 성질에 따라 VFE 엔진(107a)의 내부 버퍼와 레지스터 값을 리셋하거나 다음 번 슬라이스(slice)나 시퀀스들을 찾

도록 제어하게 된다.

또한, 에러 발생시 인덱스 및 검색 엔진(107b)에서 잘못된 비트스트림이 HDD(111)에 저장되지 않도록 제어를 해주

므로, HDD(111)에는 정상적인 TS 비트 스트림만이 저장되게 된다. 이때, 상기 인덱스 및 검색 엔진(107b)은 에러가 

생긴 부분에 대한 시간 정보를 메타 데이터(meta data) 형태로 변환하여 DB(Database) 관리해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한 TS 패킷(packet)에 에러가 발생하면, 다음 번 슬라이스에 대한 정보 즉, TP 패킷이나 시퀀스 시작 코

드가 들어있는 TS 패킷부터 저장할 수 있도록 제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시퀀스 단위로 저장시에는 에러 발생된 T

S 패킷부터 다음 번 시퀀스 시작 코드를 갖는 TS 패킷의 이전 패킷들을 저장하지 않도록 제어가 가능하다.

도 4는 상기 비디오 분석부(307)의 비디오 분석 메카니즘(video analysis mechanism)에 대한 흐름도로서, 씬 세그

멘테이션(scene segmentation) 및 썸네일(thumbnail) 영상을 생성하는 예를 보이고 있다. 즉, 상기 헤더 추출부(304

) 로부터 얻은 픽쳐 코딩 타입(picture_coding_type)에 따라 각 픽쳐의 다른 특성들을 추출하여 씬 세그멘테이션에 

이용한다(401).

먼저, I 픽쳐(402)의 DC 영상은 두 I 픽쳐간의 프레임 차(frame difference)(403), 썸네일 영상(404), DC 히스토그램

(405)의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리고, 상기 프레임 차와 DC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씬 전환을 검출할 수 있고(

406), 또한 상기 DC 히스토그램으로 블랭크를 체크하여 썸네일 영상 생성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407). 만일 블랭크

라고 판단되면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지 않으며(408), 블랭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재 입력되는 픽쳐가 필드 픽쳐인

지를 체크한다(409). 필드 픽쳐라고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DC 값의 수평 라인 중복을 통해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고(

410), 프레임 픽쳐라고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DC 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썸네일 영상을 생성한다(411).

한편, P 픽쳐(412)로부터는 움직임 벡터 히스토그램과 매크로 블록 타입 히스토그램을 만들고(413,416), B 픽쳐(41

5)로부터는 매크로 블록 타임 히스토그램만을 만든 후(단계 416), 현재 입력되는 프레임이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정

지인지등을 확인한다(414).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를 인덱싱 및 검색을 위해 씬 세그멘테이션(417)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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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된 내용을 다시 상세히 설명하면, I 픽쳐의 경우는 움직임 정보가 없으므로 매크로 블록의 DC값만을 이용하여 영

상 특성을 추출하게 된다.

도 5는 비디오 분석부(307)에서 DC 정보를 얻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매크로 블록의 DC 성분들만을 메모리

에 저장한다. 즉, DC 추출부(305)에서 n번째 I-프레임의 DC값이 입력된다면, 제 1 메모리(501)에 저장되어 있던 (n-

1)번째 I-프레임의 DC 값은 제 2 메모리(502)에 저장되고, 제 1 메모리(501)에는 현재 입력되는 n번째 I-프레임의 D

C값이 저장된다.

1920x1080의 영상을 예를 들어 저장되는 DC 영상(image)을 살펴보면, 매크로 블록당 휘도(Y)는 4개의 DC값, 색차(

C)는 Cb,Cr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DC 값을 갖는다. 이때, 전체 영상 즉, 프레임의 매크로 블록수는 8160(120 x 68)

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DC 영상의 총 비트수는 120 x 68 x 6 = 48960 바이트이다. 이는 많

은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고, 프레임 차(frame difference) 계산시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상기 제 1, 제 2 메모리(501,502)에 DC 값을 저장할 때 매크로 블록당 3개의 DC값만 저장

한다. 즉, 매크로 블록당 Y=1개, Cb=1개, Cr=1개로 모두 3개의 DC 값을 저장함으로써, 메모리 량과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때, 휘도의 경우 매크로 블록 내에 존재하는 4개의 DC 값들의 평균을 취하여 하나의 DC 값을 생성한 후 

저장할 수도 있고, 4개의 DC 값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한 프레임에 대한 DC 영상의 총 비트수는 24480 바이트가 필요하다. 여기서, 상기 DC 영상은 I 픽쳐에 

한해서 만들어지며, 이를 썸네일 영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현재 저장되고 있는 TS 비트 스트림에 대한 로고나 대

표 영상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할 때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DC 영상간의 절대 차의 합을 감산기(504)에서 구하고, 이를 프레임 차(frame difference)라 한다.

상기 프레임 차는 이후 씬 전환(scene change) 검출 등에 이용하게 된다. 즉, 상기 프레임 차가 기 설정된 일정치를 

넘는 경우 씬 전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DC 영상의 경우 영상 내 밝기나 색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DC 히스토그램을 얻는다. 이때, DC 히스토그램

을 얻기 위한 버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히스토그램 카운터(504)에서 양자화(△)를 통해 히스토그램 빈을 줄인다. 예

를 들면, 입력 픽셀 범위(pixel range)는 0~255인데 △를 30으로 셋팅하게 되면, 히스토그램 빈수를 9개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크 스크린 결정부(505)에서는 이렇게 해서 얻은 영상내 DC 히스토그램 정보 즉, DC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이용하여 영상내 밝기를 추정한다. 즉, 히스토그램 빈이 대부분 0 근처의 픽셀 값들로 나타나는 경우, 다크 스크린(da

rk screen)에 가까우므로 이런 영상들의 썸네일 영상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 시퀀스의 대표 영상(예를 들면, 썸네일 영상)이 다크 스크린으로 나타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기 다크 스크린 결정부(505)에서는 다크 스크린으로 판별된 DC 영상들은 블랭킹 영상이라는 지시 신호(blanking i

ndicator)를 출력하여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블랭킹 영상이 아닐 경우에는 썸네일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 필드 픽쳐와 프레임 픽쳐간의 크기가 반정

도 차이가 난다. MPEG 비디오 시퀀스 내 에 필드 픽쳐와 프레임 픽쳐가 공존하므로 이때마다 썸네일 영상의 크기가 

변하므로 실제 응용(application)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필드 픽쳐의 경

우 수평 라인(horizontal line)에 대해서 DC값을 중복(duplicate)해서 프레임 픽쳐로 만들면서 썸네일 영상을 생성한

다. 이로 인해, 한 시퀀스 내에서 일정한 크기의 대표 영상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상기 히스토그램 카운터(504)에서 출력되는 DC 히스토그램 빈과 감산기(503)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차를 이

용하여 씬 전환을 검출한다. 즉, 프레임 차가 기 설정된 일정치 이상인 경우나 칼라 히스토그램간의 차이 값이 기 설정

된 일정치 이상인 경우에 생기는 하드 컷(hard cut) 현상이나 씬 변화들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 픽쳐의 경우는 포워드 움직임 벡터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보와 MBT (macroblock type)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보를 추출하여 씬 전환 판별에 이용한다. 즉, P 픽쳐의 경우 정수 펠 단위의 움직임 벡터로부터 MV 히스토그램을 

추출한다. 또한, 상기 MV 히스토그램과 MBT 히스토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P 픽쳐 내 오브젝트의 움직임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즉, MV에 대한 크기 정보는 영상내 오브젝트(object)의 변화가 큰지 안 큰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적

은 오브젝트의 빠른 움직임이냐 아니면 큰 오브젝트의 적은 움직임이냐 등등의 여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MBT

의 히스토그램을 같이 이용하여 전체 영상의 움직임 변화를 추출한다.

그리고, B 픽쳐의 경우는 양방향(bi-directional) MV의 저장에 따른 메모리 증가 때문에 MBT의 히스토그램만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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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결국 B 픽쳐의 경우는 움직임의 양을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으나, 영상내 움직임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상기 MBT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B 픽쳐내의 오브젝트의 움직임 영역을 추정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I, B, P 픽쳐들로부터 얻어진 비디오 정보들은 HDD(111)에 저장되며, 이를 통해 CPU에서 HDD(111)에

저장된 TS 비트스트림의 트릭 재생등에 이용되어, 비디오 샷(shot) 단위로 디스플레이하거나, 스포츠에서 골 넣은 장

면들만을 편집해서 재생하거나, 뉴스에서 키가 되는 핵심 장면들만을 선택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여 준다.

본 발명은 이러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해 줄 수 있는 PVR 엔진에 대한 하드웨어를 제공하여 준다.

한편, 도 6은 인덱스 및 검색 엔진(107b)에 대한 동작 과정을 블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입력된 TS 비트 스트림이 HDD(111)에 저장되는 경로는 인덱스 엔진에서 수행되며 다음과 같다.

먼저, TS 디코더(101)에서 출력되는 TS 비트 스트림은 FIFO(First Input First Output)부(601a)에 저장된 후 다운로

드 제어부(601b)로 출력된다. 상기 다운로드 제어부(601b)는 상기 FIFO부(601a)에서 읽어 온 TS 패킷 앞에 타임 스

탬프를 붙인다. 동시에 TS 패킷의 개수를 카운트하여 HDD(111)에 저장시 몇 개의 TS 패킷이 저장되고 그 안에 시퀀

스 시작이나 어떤 픽쳐들이 있는지에 대한 메타 데이터(meta data) 정보를 HDD(111)에 저장한다. 이때, 상기 HDD(

111)에 상기 타임 스탬프가 붙은 TS 비트스트림 및 메타 데이터 정보를 저장시 복사 방지(copy protection)를 위해 

스크램블부(601c)에서 상기 타임 스탬프가 붙은 TS 스트림 및 메타 데이터 정보를 스크램블시킨 후 FIFO부(601d)와

IDE 인터페이스(109)를 통해 HDD(111)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비디오 신호를 HDD(111)에 저장시 TS 비트스트림 형태로 저장하며, 이때 저장되는 TS 비트스트림에는 T

S 패킷 앞에 타임 스탬프가 붙고, 또한 복사 방지를 위해 스크램블링된 후 저장된다.

한편, HDD(111)에 저장된 TS 비트스트림을 읽는 순서는 상기 다운로드 과정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며, 검색 엔진에서

수행된다. 우선 타임 스탬프된(time-stamped) TS 비트스트림을 HDD(111)로부터 읽어서 FIFO부(603a)에 저장한

다. 그리고 업로드(upload) 제어부(603b)는 유저의 동작에 따라 업로드 속도를 조절하게 되며, TS 패킷 앞에 붙은 타

임 스탬프를 제거한다. 즉, 상기 업로드 제어부(603b)는 유저가 저장된 프로그램의 트릭 재생(trick play)과 일반 재

생(playback)을 선택함에 따라 HDD(111)로부터 TS 비트스트림의 읽는 속도에 따른 버퍼 제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업로드 제어부(603b)에서 타임 스탬프가 제거된 TS 패킷은 디스크램블부(603c)에서 디스크램블되어 

원래의 TS 패킷으로 바뀐다. 상기 디스크램블부(603c)에서 디스크램블된 TS 비트 스트림은 FIFO부(603d)를 통해 

TS 디코더(101)로 입력된다.

도 7은 상기 HDD(111)에 저장된 TS 비트 스트림을 상기 PVR 엔진(107)의 검색 엔진에 의해 검색하여 디스플레이

해 주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유저가 타임 쉬프트 기능이나 저장된 비트스트림의 재생(즉, 일반 재생 또는 트릭 재생)을 선택하면, 호스트 프로

세서는 HDD(111)내 일정 위치로부터 TS 비트스트림을 읽어서 IDE 인터페이스(110)를 통해 인덱스/검색 엔진(107b

)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TS 비트스트림은 도 6의 FIFO부(603a), 업로드 제어부(603b), 디스크램블부(603c), 

및 FIFO부(603d)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TS 디코더(101)로 입력된다.

상기 TS 디코더(101)는 상기 TS 비트스트림을 패킷화된 요소 스트림(PES)으로 디코딩하여 비디오 디코더(102)로 

출력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102)는 일반적인 MPEG-2 비디오 디코더로서, PES 디코더(701), VLD(702), 역양자화(IQ)부(7

03), 역이산여현변환(IDCT)부(704), 가산기(705), 메모리(706), 및 움직임 보상부(707)로 구성된다.

즉, 상기 PES 디코더(701)는 입력되는 비디오 PES로부터 비디오 ES를 파싱하여 VLD(702)로 출력한다. 상기 VLD(

702)는 입력되는 비디오 ES를 가변 길이 디코딩하여 움직임 벡터(MV), 양자화값, DCT 계수로 분리한 후 움직임 벡

터는 움직임 보상부(707)로 출력하고, DCT 계수 및 양자화 값은 IQ부(703)로 출력한다.

상기 IQ부(703)는 입력되는 양자화값에 따라 DCT 계수를 역 양자화한 후 IDCT부(704)로 출력하고, 상기 IDCT부(7

04)는 역 양자화된 DCT 계수에 대해 IDCT를 수행하여 가산기(705)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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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움직임 보상부(707)는 상기 움직임 벡터와 프레임 메모리(706)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을 이용하여 현재의 

픽셀값에 대한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 후 가산기(705)로 출력한다. 상기 가산기(705)는 IDCT된 값과 움직임 보상된 

값을 더하여 최종 픽셀값인 완전한 영상으로 복원한 후 디스플레이를 위해 출력한다.

이때, CPU는 상기 HDD(111)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가이드를 VDP(106)를 통해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CPU는 TS 디코더(101)로부터 얻은 EPG(electronic program guide)와 VFE, 인덱스 엔진으로부터 얻은

비디오 특징(feature)들에 대한 자료를 메타 데이터(meta data) 형태로 가공하여 HDD(111)에 저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썸네일 영상의 경우, CPU가 HDD(111) 내의 일정공간에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썸네일 영상들을 저장한 후, 

프로그램 가이드를 표시할 때 소프트웨어(S/W)에서 같이 가공하여 디스플레이해 준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유저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TS 비트 스트림을 HDD에 저장하고, 저장되는 콘텐트의 내용을 PV

R 엔진등을 통해 얻음으로써 향상된 PVR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 의하면, 디지털 비디오 전송분야의 표준안인 MP

EG-2 디코더 칩에 PVR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비디오 디코더 칩 내에서 HD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디오 저장 및

검색등의 다양한 고성능의 PV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2개의 HD급 디스플레이를 동시 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된 PVR 엔진을 갖는 비디오 디코딩 칩을 통해 저장되는 비디오 TS 비트스트림의 특징을 실시간으로 추

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비디오 콘텐츠의 재생이나 트릭 재생 등을 훨씬 다양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상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의 저장, 검색 기능 및 다양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비디오 레코

더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디지털 TV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응용 분야에 필수적인 원천 기술로서 HDD를 이용한 비디오 콘텐트 저

장 및 검색에 대한 고 성능 디지털 비디오 디코더 및 타 회사의 디지털 TV와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

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트랜스포트(TS)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PES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TS 디코더;

상기 TS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PES를 원래 화면의 픽셀 값으로 복원하는 비디오 디코더; 그리고

상기 TS 비트스트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비디오 PES로부터 비디오 특징을 추출하여 메타 데이터 

형태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TS 비트 스트림의 검색 및 재생을 지원하는 PVR 엔진

이 하나의 MPEG-2 디코더 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TS 디코더는

유저를 통해 입력되는 선택 신호에 따라 다수개의 채널 신호 및 상기 PVR 엔진으로부터 출력되는 PVR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TS 디코딩한 후 비디오 디코더로 출력하는 제 1 TS 디코더와,

유저를 통해 입력되는 선택 신호에 따라 다수개의 채널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TS 디코딩한 후 비디오 디코더

및 PVR 엔진으로 출력하는 제 2 TS 디코더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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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TS 디코더는 선택된 채널의 TS 비트스트림과 함께 TS 디코딩된 비디오 PES를 상기 PVR 엔진으로 출력

하고,

상기 PVR 엔진은 상기 TS 비트스트림은 그대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비디오 PES로부터는 비디오 특징

들을 추출하여 메타 데이터 형태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VR 엔진은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PES로부터 에러 정보, 헤더 정보들, 매크로블록 정보를 추출하여 비디오 시

퀀스의 특성을 분석한 후 분석 정보를 출력하는 비디오 특징 추출부와,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TS 비트스트림을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비디오 특징 추출부에서 

추출된 분석 정보들을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하기 위한 인덱스 엔진과,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TS 비트스트림 및 분석 정보를 검색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검색 엔진으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특징 추출부는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PES로부터 ES만을 파싱하는 PES 디코더와,

상기 비디오 ES를 가변 길이 디코딩하는 가변 길이 디코더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현재 비디오 ES의 신택스 에러 및 비트 스트림 에러에 대한 정보를 검출하는 

에러 검출부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비디오 시퀀스 내의 헤더 정보들을 추출하는 헤더 추출부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매크로 블록 내의 DC 성분들을 추출하는 DC 추출부와,

상기 가변 길이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움직임 벡터의 디코딩을 통해 각 매크로 블록의 해당 움직임 벡터 정보들을 추

출하는 MV 추출부와,

상기 각 부에서 검출된 에러, 헤더, DC, MV 정보를 분석하여 썸네일 영상 생성 및 씬 전환 여부를 판별한 후 분석된 

정보와 함께 인덱스 및 검색 엔진으로 출력하는 비디오 분석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

코딩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TS 디코더는 TS 비트 스트림의 에러를 검출하여 에러 지시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에러 검출부의 출력과 상기 에러 지시 신호를 통해 에러의 성질을 확인한 후 에러의 성질

에 따라 비디오 특징 추출부의 내부 버퍼와 레지스터 값을 리셋하거나 다음 번 슬라이스나 시퀀스들을 찾도록 제어하

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엔진은

상기 에러 검출부의 출력과 상기 에러 지시 신호를 통해 에러가 검출되면 잘못된 TS 비트스트림이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되지 않도록 제어하며, 또한 에러가 생긴 부분에 대한 시간 정보를 메타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저장 매체

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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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I픽쳐인 경우, I 픽쳐의 DC 성분들로부터 프레임 차와 DC 히스토그

램을 구하여 씬 전환을 판별하고,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I 픽쳐인 경우, 상기 DC 추출부에서 추출된 DC 성분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구비하며,

상기 메모리에는 매크로 블록에 포함되는 4개의 휘도 블록 중 어느 하나의 휘도 블록에 대한 DC 값과 Cb,Cr 블록에 

대한 DC값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DC 히스토그램 정보로부터 영상내 밝기를 추정하여 다크 스크린으로 판별되면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지 않고, 

다크 스크린이 아니라고 판별되면 입력되는 비트 스트림이 필드 픽쳐인 경우,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DC 값의 수평 라

인 중복을 통해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고, 프레임 픽쳐라고 판단되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DC 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썸네일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P픽쳐인 경우,

정수 펠 단위의 포워드 움직임 벡터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보와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보를 추출하여

씬 전환 판별 및 P 픽쳐 내 오브젝트의 움직임 양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2.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분석부는

상기 헤더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픽쳐 코딩 타입이 B픽쳐인 경우,

매크로 블록 타입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보만을 추출하여 B 픽쳐내의 오브젝트의 움직임 영역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3.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엔진은

상기 비디오 분석부로부터 출력되는 각 분석 정보들을 메타 데이터 형태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TS 비트 스트림에 타임 스탬프를 부가한 후 스크램블링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4.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엔진은

상기 저장 매체로부터 TS 비트 스트림을 읽어 와 타임 스탬프를 제거하고 디스크램블링한 후 상기 TS 디코더로 출력

하는 한편,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메타 데이터들로부터 빠른 재생, 역 재생, 샷 검출, 씬 세그멘테이션, 인텔리젼트 

재생, 썸네일 영상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이때 상기 TS 디코더는 상기 검색 엔진에서 출력되는 TS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PES를 파싱하여 비디오 디코

더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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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를 구비한 디지털 TV 수신기의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개의 채널 신호 및 상기 HDD로부터 출력되는 PVR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의 TS 비트 스트

림으로부터 비디오 PES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제 1 TS 디코더;

다수개의 채널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의 TS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PES를 디코딩하여 상

기 TS 비트 스트림과 함께 출력하는 제 2 TS 디코더;

상기 제 1, 제 2 TS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PES를 가변 길이 디코딩(VLD)한 후 역양자화(IQ) 과정, 역 이산 코

사인 변환(IDCT) 과정, 및 움직임 보상(MC) 과정을 거쳐 원래 화면의 픽셀 값으로 복원하는 비디오 디코더;

상기 제 2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PES로부터 에러 정보, 헤더 정보들, 매크로블록 정보를 추출하여 비디

오 시퀀스의 특성을 분석한 후 분석 정보를 출력하는 비디오 특징 추출부;

상기 제 2 TS 디코더를 통해 출력되는 TS 비트스트림을 상기 HDD에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비디오 특징 추출부에서

추출된 분석 정보들을 상기 HDD에 저장하기 위한 인덱스 엔진;

상기 HDD에 저장된 TS 비트스트림을 읽어 와 상기 제 1 TS 디코더로 출력함과 동시에 상기 HDD에 저장된 분석 정

보를 검색하여 재생 및 트릭 재생을 제어하는 검색 엔진; 그리고

상기 인덱스/검색 엔진과 HDD와의 데이터 및 제어 신호 입/출력을 제어하는 IDE 인터페이스부가 하나의 MPEG-2 

디코더 내에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유저의 요구에 의해 상기 제 1, 제 2 TS 디코더에 채널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채널 선택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채널 

선택부에서 출력되는 채널 선택 신호를 이용하여 제 1, 제 2 TS 디코더의 입력 경로를 제어하여 하나의 채널에 대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싱글 디스플레이, 타임 쉬프트된 TS 비트스트림의 시청, 한 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

른 채널의 프로그램을 상기 HDD에 저장하는 watchamp;record, 하나의 화면에서 두 개의 채널의 동시 시청이 가능

한 듀얼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R 지원 비디오 디코딩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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