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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양방향 동영상 전송시 무선 구간에서 에러가 발생 할 경우, 송신측에서는 CRC

를 조작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CRC 확인에 의해 에러 발생 사실을 미리 알게하여 에러 검출 능력을 향상시킴으

로써, 부호화기의 안정적인 동작 및 화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에 관한 것으

로, 무선 송신구간에서 손실을 입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상향 및 하향 기지국 시스템에서 인위적으로 CRC 오류(fail)

를 유도하여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CRC 오류가 있는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CRC 에러 발생 사실을 응용(Applicatio

n)단에게 통보하는 단계와; 상기 CRC 에러 발생을 통보 받은 영상 응용 단은, 해당 구간에 대해 디코딩 수행을 정지

하고, CRC 에러 발생 구간에 대한 정보를 비디오 디코더에 통보하는 단계와; 상기 응용 단의 비디오 디코더는, CRC

가 발생된 이후 구간에 대해서 디코딩 작업을 중지하고, 정상적으로 디코딩된 블록위치와 재동기 플랙(resync flag)

을 찾아 디코딩 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무선 구간 에러 블록의 회로망 통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해 무선 구간 에러가 있는 정보 데이터의 에러 검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해 영상 통신 도중 CRC 에러가 검출될 경우의 처리 과정을 보인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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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양방향 동영상 전송

시 무선 구간에서 에러가 발생 할 경우, 송신측에서는 CRC 코드를 조작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CRC 코드 확인

에 의해 에러 발생 사실을 미리 알게하여 에러 검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부호화기의 안정적인 동작 및 화질을 개

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영상 단말은 회로망(circuit network)을 가정하고 양방향 통신을 한다. 따라서, 발신 단말에서 보

내진 영상 정보가 착신 단말까지 도착하려면 발신 단말의 무선구간 뿐만 아니라 착신 단말의 무선구간을 모두 거쳐야

한다.

이때 발신 단말 무선구간에서 발생한 에러로 인해 해당 정보가 손실되면 해당 손실에 대한 정보를 착신 단말까지 알

려주는 것이 에러 검출(error detection) 관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로망(circuit network)이 발신 기지국과 착신 기지국 사이에 놓이게 되면, 임의의 

데이터라도 매 시간 전송해야 하므로 에러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즉, 발신 측 무선구간의 에러 발생 정보가 동영상 코덱(CODEC)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양방향 

동영상 전송시 무선 구간에서 에러가 발생 할 경우, 송신측에서는 CRC 코드를 조작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CRC

코드 확인에 의해 에러 발생 사실을 미리 알게하여 에러 검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부호화기의 안정적인 동작 및 

화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송신구간에서 손실을 입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상향 및 하향 기지국

시스템에서 인위적으로 CRC 오류(fail)를 유도하여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CRC 오류가 있는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CRC 에러 발생 사실을 응용(Application)단에게 통보하는 단계와; 상기 CRC 에러 발생을 통보 받은 영상 응용 단은, 

해당 구간에 대해 디코딩 수행을 정지하고, CRC 에러 발생 구간에 대한 정보를 비디오 디코더에 통보하는 단계와; 상

기 응용 단의 비디오 디코더는, CRC가 발생된 이후 구간에 대해서 디코딩 작업을 중지하고, 정상적으로 디코딩된 블

록위치와 재동기 플랙(resync flag)을 찾아 디코딩 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발신 단말의 무선 환경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블록에 에러가 발생했음을 간접적으로 착신 단말 

측에 알려줌으로써, 에러 검출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에러 발생을 

착신 단말 측에 알려주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에러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 아무런 데이 터를 전송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인위적으로 오류(Fail)가 발생하는 CRC 코드를 착신 단말로 전송함으로써, 마치 발신 단말 측 

무선 구간에서 발생한 에러를 착신 단말 측 무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착신 단말은 특정 패킷이 수신되어야 하는 타이밍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거나(첫 번째 방법에 의해), 잘

못된 CRC 코드가 붙은 패킷이 수신되면 이를 상위 응용(Application) 단에 통지함으로써, 상위의 영상 통신 응용(Ap

plication)단은 해당 패킷에 대한 디코딩 작업을 중지하고, 다음에 수신되는 동기 표시(sync marker)를 찾는 루틴을 

수행함과 아울러, 잃어버린 패킷에 대한 숨김(Concealment)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Concealment작업'이란, 일반

적으로 동영상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 중, 소정 위치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

나, 손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는 작업이다. 즉, 문제되는 부분의 밝기 값을 주변 영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 또는 이전 영상 프레임의 동일한 부분의 데이터를 문제되는 부분에 copy하는 방법 등

으로 숨김 작업을 수행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일단, 무선 채널에서의 에러는 송신단(Tx)에서 RNC(Radio Network Controller) 로의 상향링크 에러(ue : uplink er

ror)와 RNC에서 수신단(Rx)으로의 하향링크 에러(de : downlink error)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상향링크 에러(ue)가 발생했을 경우,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를 아무런 처리 없이 회로망(circuit network)

으로 전송하게 되면, 착신 측에서는 상향링크 에러(ue)가 발생한 블록을 마치 에러가 없는 블록으로 오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향링크 에러(ue)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서, RNC(Radio Network Contr

oller)에서 인위적으로 CRC 오류(Fail)가 발 생하도록 하는 CRC를 덧붙여 전송함으로써, 별도의 프로토콜 없이 에러 

발생여부를 착신 측에 간접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하향링크(Downlink) 무선 구간에서도 상기 상향링크 구간과 마찬가지로, 상향링크 에러(ue) 블록에 대해서 인위적인

CRC 오류(error)를 가지는 패턴 데이터를 보내거나, 데이터(내용)를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착신 측이 에러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에러 블록은 하향링크의 무선구간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하향

링크 파워 제어(downlink power control) 입장에서 의도적인 CRC 에러 패턴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지정(re

served) 된 CRC 에러 패턴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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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L1/L2 에서 CRC 에러 발생여부가 영상 디코더까지 정확히 전달됨으로써, 에러 발생 구간이 정확히 한

정(define) 되므로 안정적인 디코딩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숨김(concealment) 작업을 해야 하는 구간이 정확히 정의되

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필요시 에러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고속 인트라 업데이트(Fast Intra Update)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용(Application) 단에서의 추가적인 CRC 체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럼, 본 발명에 의해 영상 통신 도중 단말기의 L1(physical layer) 혹은 L2(protocol layer) 단에서 상향링크 에러(u

e) 및 하향링크 에러(de)에 의한 CRC 에러가 검출될 경우의 처리 과정을 도3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상 방향 기지국/RNC/MSC(Mobile Switch Center)는, 송신 구간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블록에 대해 인

위적으로 CRC 오류(Fail)가 발생되게 하여 전송한다(S101).

다음, 하 방향 기지국/RNC/MSC는 수신 구간으로 정보 전달 시, CRC 오류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오류

(Fail)가 발생하는 CRC를 붙이거나 데이터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수신측에서 에러 블록으로 처리되도록 한다(S102).

그러면, 수신 단말에서는 CRC 에러 발생 사실을 응용(Application)단에게 알리고(S103), CRC 에러 발생을 통보 받

은 영상 응용 단은 해당 구간에 대해 디코딩 수행을 정지시키고, 다음 정상적인 블록부터 HDLC 플랙 서치(flag searc

hing)을 수행하고, CRC 에러가 발생한 구간에 대한 정보를 비디오 디코더에 통보한다(S104).

이에 따라, 비디오 디코더는 CRC 에러가 발생된 이후 구간에 대해서 디코딩 작업을 중지하고, 재동기 플랙(resync fl

ag)의 검색 작업을 수행하고, CRC 에러 발생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디코딩된 블록위치와 재동기 플랙(resync flag)으

로부터 다시 새롭게 정상적인 디코딩이 수행된 블록 사이의 잃어버린 블록에 대해서 숨김(Concealment) 작업을 수행

한다(S105).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송신구간에서 손실을 입은 데이터가, 착신 무선구간에서 마치 에러가 없는 데이터인 것

처럼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신측에서 데이터를 보내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CRC 오류(fail)를 유도함으로써, 에러

가 발생한 데이터임을 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CRC 오류(fail)를 응용(application) 단으로 통지해서 이후에 재동기 

표시(resync marker)를 찾는 상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동기 표시가 들어오면 숨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은, 그간 동영상 전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어 오던 상향링크 에러에 대한 검출 방법으로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양방향 동영상 전송시 무선 구간에서 에

러가 발생 할 경우, 송신측에서는 CRC 코드를 조작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CRC 코드 확인에 의해 에러 발생 사

실을 미리 알게하여 에러 검출가능 영역을 확대시키고, 이동통신 단말의 동영상 화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송신구간에서 손실을 입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상향 및 하향 기지국 시스템에서 인위적으로 CRC 오류(fail)를 

유도하는 특정 CRC 코드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CRC 오류가 있는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CRC 에러 발생 사실을 응용(Application)단에게 통보하는 단계와;

상기 CRC 에러 발생을 통보 받은 영상 응용 단은, 해당 구간에 대해 디코딩 수행을 정지하고, CRC 에러 발생 구간에 

대한 정보를 비디오 디코더에 통보하는 단계와;

상기 응용 단의 비디오 디코더는, CRC 에러가 발생된 이후 구간에 대해서 디코딩 작업을 중지하고, 정상적으로 디코

딩된 블록위치와 재동기 플랙(resync flag)을 찾아 디코딩 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기지국 시스템은 기지국 및 RNC, MSC(Mobile Switch Center) 등이 포함되며, 송신 구

간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블록에 대해 인위적으로 CRC 오류(Fail)가 발생되게 하는 CRC 코드를 부가하여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기지국 시스템은 기지국 및 RNC, MSC(Mobile Switch Center) 등이 포함되

며, CRC 오류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오류(Fail)가 발생하는 CRC 코드를 덧붙이거나 데이터를 전송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RC 에러 발생 구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비디오 디코더는, CRC 에러가 발생된 이후 구간에 

대해서 디코딩 작업을 중지하고, 재동기 플랙(resync flag)의 검색 작업을 수행하고, CRC 에러 발생 이전까지 정상적

으로 디코딩된 블록위치와 재동기 플랙(resync flag)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정상적인 디코딩이 수행된 블록 사이의 잃

어버린 블록에 대해서 숨김(Concealment)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영상 재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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