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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 통신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디바이스(14)의 영상 비트스트림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을 개시하며, 게이트웨이 디바

이스(14)는 유입되는 영상 비트스트림(16)의 에러를 검출하고, 최종 단말 디바이스(15)로부터 에러를 검출할 필요 없이 비

트스트림을 재생(refresh)하기 위하여 시작 디바이스(13)에 신호를 발신한다. 단말 디바이스(15)가 영상 비트스트림이 재

생되도록 신호를 보낼 때, 게이트웨이(14)가 적절한 재생 프레임을 국부적으로 생성하고 송신한다. 본 발명은, 에러 처리

기능이 내장되지 않은 스트리밍 및 메시지 서버와 같은 디바이스를 위해, 게이트웨이가 에러를 처리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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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제2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제2 비트스

트림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단말기에 앞서 데이터 경로에 배치되고, 게이트웨이에서 수신된 모든 데이터로부터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검

색하는 데이터 검색 모듈;

상기 데이터 검색 모듈에 연결되고,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의 에러를 검출하는 비트스트림 구문 복호화기; 및

상기 데이터 검색 모듈 또는 상기 비트스트림 구문 복호화기 중 어느 하나가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의 에러를 검출할 때,

영상-고속-갱신(video-fast-update) 메시지를 발신하는 고속 갱신 유닛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고속-갱신 메시지는, 블록 레벨에서의 갱신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용 표준이,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데이터와 부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제2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제2 비트스

트림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단말기에 앞서 데이터 경로에 배치되고,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영상비트스트림 복호화기; 및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수신하면, 프레임을 I-프레임으로서 재부호화하는, 상기 복호화기에 연결된 수단을 포함하는 장

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개개의 GOBs 및 매크로블록은,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수신하면, 인트라 매크로블록을 이용하여 재부호화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용 표준이,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데이터에 부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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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복호화기는, 각 프레임을 부호화하기 전에, 각 프레임을 완전히 복호화하도록 작동하는 탠덤 변환부

호화기(tandem transcod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복호화기는, 선택된 매크로블록만을 재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복호화기는, 이산 코사인 변환 영역(Discrete Cosine Transform domain)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제2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제2 비트스

트림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단말기에 앞서 데이터 경로에 배치된 데이터 검색 모듈에 의해, 게이트웨이에서 수신된 모든 데이터로부터 영상 비

트스트림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검색 모듈에 연결된 비트스트림 구문 복호화기에서 영상 비트스트림의 에러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검색 모듈 또는 상기 비트스트림 구문 복호화기가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의 에러를 검출할 때, 영상-고속-

갱신 메시지를 발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제2 혼성 영상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된 제2 비트스

트림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단말기에 앞서 데이터 경로에 배치된 영상 비트스트림 복호화기에서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단계;

및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수신하면, 프레임을 I-프레임으로서 재부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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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GOBs 및 매크로블록은,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수신하면, 인트라 매크로블록을 이용하여 재부호화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데이터용 표준이, 상기 제2 비트스트림 데이터에 부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복호화기는, 각 프레임을 부호화하기 전에 각 프레임을 완전히 복호화하도록 작동하는 탠덤 변환부

호화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복호화기는, 선택된 매크로블록만을 재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비트스트림 복호화기는, 이산 코사인 변환 영역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전자 통신(telecommunication) 신호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신 링크를 가로질러 음향 및 영상 신호를 부호화하는 데에는, 몇 가지 표준이 있다. 이러한 표준들은, 단말기(핸드세트

(handsets), 데스크 탑(desktops), 게이트웨이(gateways), 등)가 동일한 세트의 표준을 지원하는 다른 단말기와 상호 작

동하도록 한다. 공통의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는, 추가적인 디바이스, 즉, 변환부호화 게이트웨이(transcoding

gateway)가 디바이스들 사이에 삽입되는 경우에만, 상호 작동할 수 있다. 변환부호화 게이트웨이는 부호화된 신호를 하나

의 표준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번역한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변환부호화에 더하여, 다른 네트워크(모바일, 패킷 지

상 통신선 등) 상에 있는 단말기들 사이의 호 시그널링(call signaling)의 중개 및 명령의 번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

고, 단말기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토콜 사이에서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변환부호화 게이트웨이다. 몇몇 응용에서는, 단말

기 중 하나가, 서버 애플리케이션(예를 들면, 영상 메일 응답 서비스)일 수 있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물리적으로 독

립적인 유닛이거나, 서버 시스템 내의 모듈일 수 있다. 변환부호화 게이트웨이는, 간단히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로 언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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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네트워크상에 있는 단말기는, 또한, 동일한 미디어 코덱(codecs)(음향,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 채널을

통해 송신된 프레임 내의 부호화된 비트들(bits)의 패킹(packing)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 및 영상 비트스트림

(bitstreams)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비트 프레임을 실시간 프로토콜(Real Time Protocol;RTP) 패킷으로 캡슐화함으로

써, 패킷 네트워크를 거쳐 송신된다. RTP 패킷은, 타임 스탬프(time stamps) 및 시퀀스 번호(sequence numbers)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header information)를 포함한다. 압축된 비트스트림 그룹으로 구성되는 미디어(음성, 영상,

데이터) 비트는, 그러한 RTP 패킷의 페이로드(payload)를 형성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H.324M/3G-324M 표준을 채용하는 3G 화상 통신(videotelephony) 네트워크에서, 미디어 비트 청크

(chunks)는, 회선 교환 비트스트림(circuit switched bitstream)으로 다중 송신된다.

네트워크에 따라 그리고 이용된 통신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미디어 비트 청크(페이로드)는, 이러한 비트 그룹이 코덱에 의

해 형성되고, RTP 패킷에서 송신할 준비가 되거나 또는 회선 교환 채널에서 다중 송신되는, 크기 및 경계를 지배하는 다른

규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단말기에 의해 이용될 때 다른 코딩 표준 사이의 변환부호화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

니라, 그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된 프로토콜의 프레임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하여 비트 그룹의 크기 및 경계를 확

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코덱이 단말기에 의해 이용될 때 변환부호화는 그 자체로 포함될 수 없지만, 게이트

웨이는, 페이로드 크기 및 페이로드 경계의 관점에서 음향 및 영상 비트스트림이 부합하도록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흥미있는 특정 경우는, 모바일 화상 통신 단말기(예를 들면, H.324M/3G-324M 단말기)와 관련된 환경이다. 모바일 단말

기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고, 에러는 간섭이나 송/수신 조건 때문에 종종 비트스트림에서 유도된다. 음향 및 영상 손상

(corruption)은, 사용자에 의해 즉시 인지된다. 과다한 음향 및 영상 손상은, 사용자의 체감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영상 압축 원리 중 몇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영상 데이터는 일련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개별적 이미지는 프레임이라 불린다.

하나의 프레임에서 정보를 부호화(압축)하는, 혼성(hybrid) 영상 코덱에 의해 이용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본 발명과 관

련이 있는 부호화된 프레임 타입은 다음과 같다:

ㆍ I 프레임은, 정지 화상으로서 부호화되고, 다른 프레임과 별도로 복호화될 수 있다.

ㆍ P 프레임은, 프레임의 유사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앞선 I 또는 P 프레임 또는 프레임들과의 차이로서 부호화된다.

ㆍ B 프레임은, 프레임의 유사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앞선 또는 뒤이은 I 또는 P 프레임의 어느 하나와의 차이로서 부호화

된다.

예측 영상 부호화(predictive video coding)(P 및 B 프레임으로서 부호화된 프레임)는, 부호화기가, 이전의 프레임으로부

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영상 프레임을 압축함으로써, 영상 시퀀스의 시간 중복(temporal redundancy)을 제거하도록 하는,

현대식 영상 압축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부호화될 프레임은, 우선 매크로블록(macroblocks)으로 쪼개진다. 매크로블록은, 소스 프레임의 정방형 영역의 휘도

(luminance)와 색차(chrominance) 성분 모두를 포함한다. H.261, H.263 및 MPEG 영상 압축 표준에서, 소스 영상 프레

임은, 16×16 휘도 픽셀(pixels) 및 관련된 색차 픽셀(4:2:0 포맷 소스 영상용 8×8 픽셀)을 포함하는 매크로블록으로 분해

된다.

다음으로, 매크로블록은, 블록으로 더 나누어진다. 휘도 및 색차 픽셀은 개별 블록으로 저장된다. 블록의 수 및 크기는 코

덱에 따른다. H.261, H.263 및 MPEG-4 부합 영상 코덱은, 각각의 매크로블록을, 휘도용 4개 및 색차용 2개인, 총 6개의

8×8 픽셀 블록으로 나눈다.

각각의 블록은, 우선 공간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변환(transform)을 이용하고, 다음으로 변환 계수를 양자화함으로써,

부호화된다. 이 단계는, "변환 부호화(transform coding)"으로 언급될 것이다. 비-제로 양자화된(non-zero quantized)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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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계수는, 런 길이(run length) 및 가변 길이(variable length) 부호화를 이용하여 더 부호화된다. 이러한 제2 단계는,

VLC 부호화로 언급될 것이다. 역처리는, VLC 복호화와 변환 복호화로 각각 언급될 것이다. H.261, H.263 및 MPEG4 영

상 압축 표준은, 블록에서 공간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DCT)을 이용한다.

매크로블록은, 세 가지 방식으로 부호화될 수 있다.

ㆍ "인트라 부호화" 매크로블록은, 부호화되는 소스 프레임으로부터 직접 복사된 픽셀값을 갖는다.

ㆍ "인터 부호화" 매크로블록은, 소스 프레임 시퀀스에서 시간 중복을 이용한다. 인터 매크로블록은, 현재 소스 프레임의

픽셀값과 기준 프레임의 픽셀값 사이의 차이로부터 형성된 픽셀값을 갖는다. 기준 프레임은, 이전에 복호화된 프레임이다.

차이를 계산할 때 이용된 기준 프레임의 영역은, 현재 프레임에서의 매크로블록과 그것의 기준 프레임에서의 최적의 쌍 사

이의 변위를 특정하는 모션 벡터 또는 벡터들에 의해 제어된다.

ㆍ "부호화되지 않은" 매크로블록은, 이전의 프레임으로부터 심하게 변하지는 않은 매크로블록이고, 어느 모션이나 계수

데이터도 이러한 매크로블록을 위해 송신되지 않는다.

주어진 프레임에 포함된 매크로블록의 타입은 프레임 형태에 의존한다. 이 알고리즘에 중요한 프레임 형태에 대해서, 허용

된 매크로블록 타입은 다음과 같다.

ㆍ I 프레임은 인트라 부호화 매크로블록만을 포함할 수 있다.

ㆍ P 프레임은, 인트라, 인터 및 "부호화되지 않은" 매크로블록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영상 코덱에서는, 매크로블록은 "블록들의 그룹(groups of blocks)" 또는 GOBs로 알려진 유닛으로 분류될 수 있다.

H.261, H.263, H.264 및 MPEG-4-video와 같은 영상 부호화 표준은, 압축된 영상 비트스트림의 구문(syntax) 및 의미

(semantics)를 설명한다. 송신과 수신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 에러는, 보통 수신기의 영상 복호화기(decoder)가 수신된 비

트스트림의 구문 에러를 검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상 프레임의 비트스트림의 손상은, 처리되는 현재의 화상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예측 부호화(P 또는 B 프레임)을 이용하여 부호화되는 이후의 많은 영상 프레임에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상 통신 프로토콜은, 소위 "영상-고속-갱신(video-fast-update)" 요청에 기초하여 에러 복구

방식(scheme)을 포함하는 명령 및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이러한 요청은, I-프레임(현재의 영상 프레임만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부호화)으로서 다음의 영상 프레임을 부호화하기 위하여 영상를 송신하는 측으로 신호를 보낸다. 영상-고속-갱

신 기술은, 어떤 손상을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제한하고, 영상 품질을 빠

르게 회복되도록 한다.

종래의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설계는, 게이트웨이가 시작 단말기로부터 다른 단말기(핸드셋 또는 영상 메일 응답 서비

스와 같은 서버 애플리케이션)로의 영상-고속-갱신을 중계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처리는 도 1에 도시된다. 송신 단

말기 101은, 비트스트림을 처리하고 그것을 수신 단말기 103으로 송신하는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102로 영상 데이터를

발신한다. 종래의 비트스트림 처리는, 동일한 부호화 표준이 양 단말기에 의해 이용될 때, 실제의 변환부호화나 포맷팅을

포함할 수 있다. 수신 단말기 103은 영상 비트스트림의 에러를 검출했을 때, 시작 단말기 101로 요청을 재송신하는 멀티미

디어 게이트웨이 102로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발신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상-회의(video-conferencing)와 같이,

두 단말기가 영상 스트림을 활발하게 부호화/복호화하고, 그들이 손상을 검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구될 때 영상-고속-

갱신을 발신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적절히 작동한다.

비트스트림 에러에 대한 종래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시적 시나리오가 아래에서 설명된다.

메시징(messaging) 및 스트리밍 서버와 같은 몇몇 영상 단말 장비는, 그들이 이미 부호화된(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송신할

수 있고 따라서 I-프레임을 부호화하여 송신하기 위해 그들의 부호화 모드를 변화시키고자 활발하게 부호화하지 않기 때

문에, 유입되는 영상 비트스트림의 에러를 검출하거나(그들은 비트스트림을 복호화하고, 압축된 상태대로 저장할 수 없다)

, 영상-고속-갱신 요청에 응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상 메일 메시지를 메일함에 압축된 포맷으로 단순히 저장하고, 후

에 그 압축된 영상 비트스트림을 재생하는 영상 응답 서비스와 같은 메시징 서버는, 비트스트림 에러를 검출할 수도 없고,

영상-고속-갱신 요청에 응답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에러 상태를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메시지 비트스트림의 다음 I-프레임이 송신될 때까지 계속 손상된 영상를 보게 될 것이다. 손

상이,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I-프레임의 주파수에 따라, 수초 동안, 어쩌면 10초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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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감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I-프레임은 P-프레임보다 더 큰 비트율 대역폭(bandwidth)을 취하고, 따라서 영상

의 실제 프레임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스트림에 더 많은 수의 I-프레임을 저장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없다.

영상-응답 서비스에 영상 메일 메시지를 두는 경우에는, 이동 단말기가 영상 비트스트림을 송신하기 때문에, 에러가 무선

인터페이스에 초래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에러를 검사하지 않고, 단지 비트스트림을 중계하고, 영상-응답

서비스가 검사 없이 비트스트림을 기록한다면, 손상된 영상가 기록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에러가 모바일 단말기에 의해 수신되거나 송신된 영상 비트스트림에 도입되는 상황을 처리하도

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디바이스에서 영상 비트스트림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는, 종단 단말 디바이스(end terminating device)에서의 에러 검출에 의존하지 않고, 유입되는 영상

비트스트림의 에러를 검출하고, 비트스트림을 재생(refresh)하기 위해 시작 디바이스(originating device)에 신호를 발신

한다. 단말 디바이스가 영상 비트스트림이 재생되도록 신호를 보낼 때, 게이트웨이는 적절한 재생 프레임을 국부적으로 생

성하고 송신한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 영상는,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영상 비트스트림 에러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임의의 접속 프로토콜을 거쳐, 임의의 혼성 영상 코덱 쌍 사이에서 처리된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로 유입되는 영상 비트스트림이 현재 비트 에러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때, 본 장치는 손상을 검출하

고,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송신 단말기에 신호를 보내는 모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체크섬(checksum) 에러나 역다중화

(demultiplexing) 동안의 시퀀스 수 부정합과 같은 손상은, 데이터가 미디어 독립층(media independent layer)에서 처음

으로 수신되고 처리될 때, 또는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영상 비트스트림의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입력 코덱을

위한 복호화 모듈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미디어 독립 레벨에서 에러가 검출되고, 전송 프로토콜이 재송신을 지원할 때,

송신 단말기는 데이터를 재발신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재송신 과정이 지연을 초래할 것이고, 음향 및 영상 스트림 손실

동기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송신 요청이 사용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에러가 영상 비트스트림 구

문 에러로 검출될 때, 게이트웨이는 송신 단말기로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발신한다.

영상 복호화기는, 영상 메일 서버가, 그것이 수신하는 영상 비트스트림을 검사하도록 요구된다. 영상 복호화 기능

(functionality)에 연결된 명령 및 제어 기능은, 영상 메일 서버가 I-프레임을 송신하도록 송신 핸드세트에 요청하기 위해

영상-고속-갱신을 송신하도록 요구된다. 본 발명은, 동일한 영상 부호화 표준이 게이트웨이의 어느 한 쪽에 이용될 때조

차도, 영상 비트스트림의 에러를 검사하는 기능 및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에 위치되어야 하는 영상-고속-갱신의 송신기

의 통보(notification)를 도입한다. 이는, 게이트웨이는 전형적으로 서버보다 좋은 실시간 처리 능력을 갖고 게이트웨이는

송신기에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요소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에러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에러가 영상 메일 서버에 도

달하여 이에 의해 처리되는 시간보다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는 몇몇 이점들을 갖는다. 게다가,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또한, 영상 변환부호화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에러의 처리는 변환부호화기에 통합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에 의해 송신되는 영상가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와 수신기 사이의 채널에 도입된 비트 에러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때, 본 장치는 입력 코덱용 복호화 모듈 및 출력 코덱용 부호화 모듈을 포함한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영상-고

속-갱신 요청을 수신할 때, 복호화된 프레임의 프레임 부호화 타입에 관계없이, 부호화 모듈은 복호화 모듈의 출력을 I-프

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게이트웨이가 최소의 영상 손상 및 더 나은 사용자 체감을 가져오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국부적으로 처리

하도록 한다. "영상-고속-갱신"의 국부적 처리는,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의 영상 처리가 영상-고속-갱신 요청에 응

답하여 I-프레임을 송신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부적 처리는 몇 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a) 영상 처리가 복호화 및 재부호화(re-encoding)을 수행한다면(탠덤 변환부호화기(tandem transcoder)), 게이트웨이

내의 영상 프로세서의 부호화기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b) 영상-고속-갱신 요청의 국부적 처리를 이행하기 위한 다른 영상 처리 방법은, 그러한 처리를 스마트 영상 변환부호화

모듈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러한 변환부호화기는, 매크로블록마다 또는 프레임마다 그를 기초로 동작한다. 영상 변환부호

화 모듈은, 다음과 같을 때 변환부호화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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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 단말기(예를 들면, 사용자단 및 메시징 또는 콘텐츠 서버)에 의해 이용되는 부호화 표준이 동일하다. 예를 들면, 변

환부호화기는 입력 비트스트림을 복호화할 수 있지만, 에러가 없을 때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제공하기 위해 I-프레임

을 생성할 것이 요구될 때 부호화하는 비용만을 소요하면서, 변경되지 않은 입력 비트스트림을 재이용할 수 있다.

ⅱ. 단말기에 의해 이용된 부호화 표준은 다르지만, 유사성은 스마트 변환부호화가 행해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변환부호

화기는 각각의 프레임을 복호화하고 재부호화할 수 있지만, 모션 벡터 및 부호화 단계에서의 매크로블록 부호화 타입과 같

은 정보를 재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변환부호화기는, 쉽게 영상-고속-갱신 요청에 응답하여 임의의 프레임을 I-프

레임으로서 재부호화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영상 게이트웨이에 의한 에러의 국부적 검출는, (일반적으로 3G-324M에 의해 명령된 실시간 비트스트림 처리를 위해 연

동되지 않는) 영상-메일 서버의 기능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영상-고속-갱신 요청이 영상-메일 서버로, 그리고 그 역으

로 이동해야 한다면 왕복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상 손상의 존속을 최소화한다.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의

국부적인 에러의 검출 및 영상-고속-갱신의 생성은, 궁극적으로, 영상-메일 서버로부터 검색된 영상의 손상에 대한 메일

함 가입 사용자의 노출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는 또한 영상-메일 서버에 영상 복호화기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제거한다.

본 발명은, 첨부 도면과 관련된 이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H.324M/3G-324M(이하, 3G-324M이라 함)에서 H.323으로의 프로토콜

번역 및 멀티미디어 변환부호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의 특정 경우에 있어서, H.323 단말기는, 멀티미디어 게이

트웨이나 다른 타입의 서버 또는 최종 사용자 단말기와 통신하기 위해, H.323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영상 메일 응답 서비스

가 될 수 있다. 3G-324M 및 H.323 프로토콜은, 여기에서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여기서 설명되는 방법은 일

반적이고, 가상적으로 임의의 접속 프로토콜을 거쳐 가상적으로 임의의 혼성 영상 코덱 쌍 사이의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에서의 영상 처리에 적용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다른 단계, 구성 및 배열이 본 발

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다.

3G-324M 핸드세트가 무선 인터페이스를 거쳐 영상을 송신할 때, 비트-에러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정보 페이로드가 비

가역적으로 손상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에러를 검출하고, 즉시, 그리고 원단(far-end) 수신 단말기(예를 들면, 영

상-메일 서버)의 개입 없이도, 송신 단말기에, "영상-고속-갱신"을 수행함으로써 에러 상태로부터의 복구를 도와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장치는, 대역 외로(out-of-band)(즉, ITU-T H.245 메시지를 통해), 또는 대역 외나 대역 내 역방향 채

널을 사용할 수 있는 등가의 수단에 의해, 그러한 요청을 발신한다. 3G-324M 및 H.323에 있어서, 순수한 H.245 메시징

은, 3G-324M 및 H.323의 일부이고, 그러한 메시지의 송신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될 수 있다.

도 2는, 게이트웨이에서 수신된 비트스트림 데이터가 비트 에러를 포함할 수 있는 변환부호화 게이트웨이의 바람직한 실

시예에 있어서, 에러 검출 처리의 흐름도이다. 데이터가 송신 단말기로부터 수신되고(단계 A), 미디어 비트스트림이 수신

된 데이터로부터 추출된다(단계 B). 데이터에 존재하는 미디어는 다중 영상 및/또는 음향 비트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도면에서,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영상 비트스트림만이 도시된다. 비트스트림 추출 중에 에러가 검출되고(단계 C), 또한 재

송신 요청들이 사용가능하며, 게이트웨이가 영상 고속 갱신(Video Fast Updates)보다 그들을 더 선호한다면(단계 D), 게

이트웨이는 데이터가 재송신될 것을 요청한다(단계 J). 만약 재송신이 지원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면, 게이트웨이는

Video Fast Updates을 요청할 것이다(단계 H). 비트스트림 추출 중에 어떤 에러도 검출되지 않는다면, 영상 비트스트림

이 에러에 대해 검사된다(단계 E). 만약 비트스트림에서 에러가 발견된다면(단계 F), 게이트웨이는 Video Fast Updates

을 요청할 것이다(단계 H);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처럼 비트스트림을 변환부호화할 것이다(단계 G).

도 3은, 게이트웨이 14에서 수신된 영상 비트스트림이 비트 에러를 포함할 수 있는 변환부호화 게이트웨이 시스템 10의,

특정 일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본 도면은, H.323 단말기 15로 발신되기 전에 게이트웨이 14를 통과할 때, 3G-324M 단말

기 13으로부터의 영상 비트스트림을 도시한다.

채널 16에서의 유입 영상 비트스트림은, 전송 계층(transport layer) 인터페이스 17에 의해 해독된다. 전송 계층 처리가

수신된 비트스트림에서 에러를 검출하고 재송신 요청이 사용가능하다면, 전송 계층은 재송신 요청을 송신 단말기 13으로

발신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1134

- 8 -



수신된 영상 비트스트림은, 구문 복호화 모듈(syntax decode module) 18로 통과된다. 구문 복호화 모듈 18은, 비트스트

림의 구문상의 정확함을 검사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영상 비트스트림을 완전하게 복호화할 필요는 없다.

비트스트림 에러가 구문 복호화 모듈 18에 의해 검출될 때, 에러는 신호로서 제어 모듈 20으로 전송된다. 제어 모듈은, 적

절한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3G-324M 단말기로 다시 송신되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생성할 것이다. 몇 개의 에러

가 모듈 18에 의해 타임 윈도우(time window) 내에서 빠르게 연속하여 검출될 때, 제어 모듈은, 단지 하나의 영상-고속-

갱신 요청만을 발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검출 모듈 18은, 영상 프레임을 복구하지 않고 영상 비트스트림을 스캔하는, 단

순화된 영상 복호화기 모듈일 수 있다. 비트스트림은 에러에 대해 스캔되고, 에러는 제어 모듈 20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

것은 구문 복호화라고 불릴 수 있다. 에러 검출 모듈은, 당업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유입 영상 비트스트림은 또한, 처리 모듈 19로 통과된다. 이 모듈 19는, 예를 들면, 입력 비트스트림을 다른 영상 표준으로

변환하는 것 및/또는 비트스트림의 비트율(bitrate)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변환부호화 작업을 수행한다. 입력

및 출력 영상 표준이 같다면, 처리 모듈 19는, 요구되는 대로 패킷 경계(packet boundaries)에 어떤 변화를 만들면서, 간

단하게 입력을 출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처리가, 유입 비트스트림이 복호화될 것을 요구한다면, 탠덤 변환부호화기와

같은, 처리 모듈 19 및 구문 복호화 모듈 18이 결합될 수 있다. 변환부호화가 요구될 때, 처리 모듈 19를 위한 가장 일반적

인 설계는 탠덤 변환부호화기이다. 그러한 모듈은, 그 출력이, 압축되지 않은 영상 프레임의 형태로, 유출 영상 표준의 부

호화기로의 입력으로서 이용되는, 유입 영상 표준의 복호화기로 구성된다. 영상 복호화기 및 부호화기의 구현은 신호 처리

기사들이 맡고 있는 통상 업무이며, 이들은 상응하는 표준화 단체에 의해 발행된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 표준에 기초하여

상기 구현을 행한다. 예를 들면, H.263은, 국제 전자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에 의해 표

준화된 것이다. MPEG4 영상 코덱은, 국제 표준 협회(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ISO)에 의해 표준화된 것이

다. 부호화기, 복호화기 및 탠덤 변환부호화기는, 본 발명의 당업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처리 모듈 19로부터의 영상 데이터는, 제어 및 다른 미디어 비트스트림과 결합되는 전송 계층 모듈 21로 향한다. 다음으로

그 데이터는, 채널 22를 거쳐 수신 단말기 15로 송신된다.

3G-324M 단말기가 무선 인터페이스를 거쳐 영상을 수신할 때, 결국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정보 페이로드가 되는 비트-에

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 검색(message retrieval) 단계 중의 비트 에러는 관리되어야 한다. 검색하는 중에, 압

축 저장된 순수(clean) 비트스트림은, 영상-메일이나 콘텐츠 서버에 의해,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MSC를 통해 단말기로

송신된다. (무선 인터페이스(radio-interface)를 통한) MSC로부터의 송신은, 비트 에러를 초래할 수 있다. 영상-메일 서

버의 메시지 저장 장치상의 영상 비트스트림은, 압축된 포맷으로 저장될 것이다.

압축되지 않은 영상은, 상당한 양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며, 실시간(real-time)에 가까운 압축은 계산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영상-메일 서버에서 수행될 수 없다. 단말기의 영상 복호화기가 무선-인터페이스 상태에 기인한 에러를

검출한다면, 송신기에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송신할 것이다. 영상-메일 서버는 미리 저장된 압축된 비트스트림을 송신

하기 때문에, 압축되지 않은 영상 콘텐츠의 실시간의 부호화/응답을 요구하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처리하는 적절한 단계이다. 본 발명은, 게이트웨이가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국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최소의 영상 손상 및 보다 나은 사용자 체감을 가져온다.

도 4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송신된 영상 비트스트림이 비트 에러를 포함할 수 있는 변환부호화 게이트웨이의, 특정 실시예

의 블록도이다. 본 도면은 H.323 단말기 23으로부터의 영상 비트스트림이, 3G-324M 단말기 25로 발신되기 전에 게이트

웨이 24를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다.

유입 채널 26을 거친 데이터는, 전송 계층 인터페이스 27에 의해 복호화된다. 데이터에 존재하는 미디어는, 다중 영상 및/

또는 음향 비트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도면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영상 비트스트림만이 도시된다.

영상 비트스트림은, 복호화 모듈 28에 의해 복호화된다. 유출되는 비트스트림은, 부호화 모듈 29에 의해 생성된다. 어떠한

영상-고속-갱신도 요청되지 않았을 때, 부호화 모듈 29는, 변환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복호화 모듈로부터

의 출력 및/또는 중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입력 및 출력 영상 표준이 동일하다면, 부호화기 29는, 비트스트림을 출력 전

송 표준에 적절한 크기 및 배열을 갖는 패킷으로 분해시키면서, 입력을 출력으로 간단하게 통과시킬 수도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1134

- 9 -



게이트웨이 24의 제어 모듈 30이 3G-324M 단말기로부터 영상-고속-갱신을 수신할 때, 다음 프레임을 I-프레임으로서

부호화하기 위하여 부호화기 29에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경우에, 부호화기 29는 복호화기 28로부터의 출력을 입력으로서

이용한다.

영상 부호화기 29로부터의 데이터는, 제어 및 다른 미디어 비트스트림과 결합되는 전송 계층 모듈 31로 향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는 채널 32를 거쳐 수신 단말기 25로 송신된다.

"영상-고속-갱신"의 국부적 처리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에 응답하여 I-프레임을 송신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에서의 영

상 처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국부적 처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a) 영상 처리가 (탠덤 변환부호화기에서) 복호화 및 재부호화를 수행한다면, 게이트웨이의 영상 프로세서의 부호화기는 영

상-고속-갱신 요청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탠덤 변환부호화기의 영상 복호화기는, 복호화 모듈 28로서, 또한 부호화

기는 부호화 모듈 29로서 기능한다. 제어 모듈 30은, 다음 프레임을 I 프레임으로서 부호화하기 위하여, 영상 부호화기 29

에 신호를 보낸다. 완전한 복호화/재부호화를 실행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당한 처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부적 영

상-고속-갱신 처리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은 아니다.

b) 대안적인 영상 처리 고속 갱신 과정은, 영상 처리를 스마트 영상 변환부호화 모듈에 끼워넣는다. 그러한 변환부호화기

는, 매크로블록마다 또는 프레임마다 그를 기초로 동작할 수 있다. 영상 변환부호화 모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환부호

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양 단말기(예를 들면, 사용자단 및 메시징 또는 콘텐츠 서버)에 의해 이용되는 부호화 표준이 동일하다. 예를 들면, 변

환부호화기는 입력 비트스트림을 복호화해야 하지만, 아무런 에러도 없을 때는,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제공하기 위해 I-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요구될 때, 단지 복호화된 영상 프레임을 재부호화하는 비용만을 초래하면서, 변경되지 않은 입력 비

트스트림을 재이용할 수 있다. I-프레임을 생성하도록 요구될 때, 변환부호화기는 복호화된 프레임 데이터를 부호화기로

보내어, I 프레임의 인트라 매크로블록으로서 기록되도록 한다.

ⅱ. 단말기에 의해 이용된 부호화 표준은 다르지만, 유사성이 스마트 변환부호화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변환부호화기는

각각의 프레임을 복호화하고 재부호화할 수 있지만, 모션 벡터 및 부호화 단계의 매크로블록 부호화 타입과 같은 정보를

재이용할 수 있다. 이전의 경우에서와 같이, I-프레임을 생성하도록 요구될 때, 변환부호화기는 복호화된 프레임 데이터를

부호화기로 보내어, I-프레임의 인트라 매크로블록으로서 기록되도록 한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다른 실시예들도,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

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의해 지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영상 게이트웨이에 의한 에러의 국부적 검출는, (일반적으로 3G-324M에 의해 명령된 실시간 비트스트림

처리를 위해 연동되지 않는) 영상-메일 서버의 기능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영상-고속-갱신 요청이 영상-메일 서버로,

그리고 그 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왕복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상 손상의 존속을 최소화한다. 멀티미디어 게

이트웨이에서의 국부적인 에러의 검출 및 영상-고속-갱신의 생성은, 궁극적으로, 영상-메일 서버로부터 검색된 영상의

손상에 대한 메일함 가입 사용자의 노출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는 또한 영상-메일 서버에 영상 복호화기를 통합시킬 필

요성을 제거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처리하는 선행 기술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접속의 선행 기술을 도시하는 블록도

이다.

도 2는, 수신된 비트스트림 데이터가 에러를 포함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의 에러 검출 처

리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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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게이트웨이에서 수신된 영상 데이터의 비트 에러가 존재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제1 혼성 영상 코덱으로부터

제2 혼성 영상 코덱으로의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접속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4는, 게이트웨이가 수신기로부터 영상-고속-갱신 요청을 수신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제1 혼성 영상 코덱으로부터

제2 혼성 영상 코덱으로의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접속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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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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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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