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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코딩방법, 프리디코딩방법, 비디오 디코딩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와, 이미지 필터링방법

요약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코딩방법과 프리디코딩방법과 비디오 디코딩방법, 이를 위한 장치를 제공한다.

비디오 코딩방법은 제1 비디오 시퀀스 및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비디오 시퀀스를 각각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하여 제1 비트스트림 및 제2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비디오 코딩, 스케일러블, simulcasting, 수퍼 비트스트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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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전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종전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와 AVC 비디오 인코더의 구성을 간략히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각 방식에 따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교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트라 프레임 공유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트라 프레임 공유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부드러운 참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퍼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인코딩 방법과, 비트스트림 구조와, 프리디코딩방법 및 장치와, 비디오

시퀀스 복원방법 및 장치와, 이미지 필터링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생긴 서비스 중의 하

나가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이하, VOD라 함) 서비스이다. VOD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화

나 뉴스 등의 영상 기반 서비스를 전화선이나 케이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VOD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또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VOD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많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 통신 서비스와 동영

상 압축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동영상 압축기술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켜 VOD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640*480의 해상도를 갖는 24 bit 트루컬러의 동영상 이미지는 한 프레임당

640*480*24 bit의 용량, 즉 약 7.37Mbit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만일 프레임 레이트가 초당 30 프레임인 경우에 VOD 서비

스를 위하여 필요한 대역폭은 약 221Mbit/sec가 된다. 한편, 이러한 동영상 이미지로 된 90분짜리 영화를 저장하려면 약

1200G bit의 용량을 갖는 저장매체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압축되지 않은 동영상은 전송시에 엄청난 대역폭을 필요로

하고 저장공간 또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VOD 서비스를 하려면 압축 기술은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데이터의 중복(redundancy)을 없애는 것이다.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에서 동일한 색

이나 객체가 반복되거나, 움직임이 비교적 작아 인접 프레임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동영상 압축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동영상을 압축하는데 알려진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으로 MPEG-1, MPEG-2, H.263, H.264(혹은 AVC) 등이 있다. 이러

한 비디오 코딩 방식들은 모션 보상 예측 코딩법에 기초하여 시간적 중복은 모션 보상에 의해 제거하고, 공간적 중복은 이

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이하, "DCT"라 함)에 의해 제거한다. 모션 보상에 의한 시간적 중복제거와

DCT에 의한 공간적 중복은 효과적이어서, 이들 압축 방식은 높은 비디오 코딩 효율을 갖는다. 이러한 비디오 코딩 방식들

은 높은 비디오 코딩 효율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재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스케일러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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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ility)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웨이브렛변환 방식과 모션보상 시간적 필터링(Motion Compensated

Temporal Filtering; 이하, "MCTF"라 함) 방식을 채택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스케

일러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의 특성인 스케일러빌리티는 하나의 비트스트림(콘텐츠)에서 다양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의 비디오 시퀀스를 디코딩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스케일러빌리티 특성이 적은 비디오 코딩 방식에 의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에 의한 비

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각 도 1과 도 2를 통해 설명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여,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100)은 비디오 시퀀스를 입력받아 MPEG-1, MPEG-2, H.263, H.264와 같은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으로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비디오 코딩을 수행한다. 이러한 코딩 알고리즘으로 비디오 시퀀스를 코

딩하여 얻은 비트스트림은 스케일러블하지 않거나 스케일러블한 특성이 약하다. 따라서,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면 각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별로 비트스트림을 생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비디오 시

퀀스에 대한 해상도와(해상도 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변환시켜 낮은 해상도와(해상도 또는) 프레임 레이트의 비디오 시퀀

스를 생성하는 복수의 변환부들(110-2 내지 110-n)과, 비디오 시퀀스 또는 변환된 비디오 시퀀스들을 비디오 코딩 알고

리즘으로 코딩하여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복수의 비디오 인코더들(120-1, 120-2, 120-3,...,120-n), 및 생성된 각 해상

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비디오 디코더(140)로 보내주는 선택부(130)를 포함한다.

제2 변환부(110-2)는 비디오 시퀀스를 입력받아 다운샘플링 또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을 통해 낮은 해상도 또는(및) 낮은

프레임 레이트의 비디오 시퀀스로 변환시킨다. MEPG 방식의 다운샘플링은 다운샘플링된 이미지가 부드러운 특성을 갖는

다. 변환된 비디오 시퀀스는 제2 비디오 인코더(120-2)로 보낸다. 마찬가지로 제3 변환부(110-3)는 비디오 시퀀스를 변

환하여 제3 비디오 인코더(120-3)로 보내고, 제n 변환부(110-n)는 비디오 시퀀스를 제n 비디오 인코더(120-n)로 보낸

다.

제1 비디오 인코더(120-1)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최고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비디오 코딩을 수행한다. 예를 들

면, 704x576의 해상도를 갖고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받아 704x576의 해상도 및 60Hz 프레임

레이트를 갖도록 비디오 코딩을 수행하여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이렇게 원시 비디오 시퀀스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딩하여 얻은 비트스트림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충분히 보장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6 M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제1 비디오 인코더(120-1)를 통해 생성된 비트

스트림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디코더(140)를 통해 디코딩되고, 디코딩

을 통해 704x576의 해상도를 갖고 60Hz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시퀀스가 복원된다(reconstruct).

제2 비디오 인코더(120-2)는 제1 비디오 인코더(120-2)보다 낮은 해상도 및(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시퀀스

비디오 코딩하여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제3 비디오 인코더(120-3)도 제1 및 제2 비디오 인코더들(110-1,

110-2)과 다른 해상도 및(또는) 다른 프레임 레이트로 비디오 코딩을 수행하여 비트스트림을 얻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

1 내지 제n 비디오 인코더들(110-1 내지 110-n)은 동일한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상도 및(또는) 프레임 레이

트를 갖는 비트스트림들을 생성한다.

선택부(120)는 사용자(비디오 디코더(130))로부터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비디오 디코더

(130)에 제공한다.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

오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100)은 사용자가 선택한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

트스트림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네트워크 대역폭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도록 코딩된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비디오 디코더(130)에서 복원되는 비디오 시퀀스는 재생될 때 중간 중간에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보다 낮은 해상도 및(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갖도록 코딩된 비트스트림을 비디오 스트리

밍 제공자(100)에 요청할 수 있다.

비디오 디코더(130)는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100)으로부터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비트스트림을 받아 이를 디코딩한다.

예를 들면, MPEG-2 방식으로 코딩된 비트스트림의 경우에는 MPEG-2 방식으로 디코딩하고, H.264 방식으로 코딩된 비

트스트림의 경우에는 H.264 방식으로 디코딩하여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한다(reconstruct).

도 1의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100)과 같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갖지 않거나 스케일러빌리티가 약한 비디오 코딩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비디오 코딩을 수행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네트워크 환경이나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 동일한 비디오 시퀀스에 대하여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복수의 비디오 코딩과정을 수행해야 한

다. 그 결과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로부터 복수의 비트스트림들이 생성되는데,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이 다를 때마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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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들을 생성하려면 높은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고, 또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비디오 스트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른바 동시방송(simulcasting) 서비스를 하려면 생성된 비트스트림들을 저장하기 위한 고용량의 저장

매체를 필요로 한다.

도 2는 웨이브렛 기반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을 이용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200)의 구성을 간략히 보여주

고 있다. 편의상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비디오 코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200)은 비디오 시퀀스를 코딩하기 위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210)와 프리디코더(220)를 구

비한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210)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갖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스케일러빌리티를

갖는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현재 알려진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에서 공간적 스케일러빌리티는 웨이브렛 변환

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시간적 스케일러빌리티는 MCTF나 UMCTF(Unconstrained MCTF) 또는 STAR(successive

temporal approximation and referencing)와 같은 방식에 의해 얻을 수 있으며,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n)

스케일러빌리티는 임베디드 양자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210)를 통해 비디오 시퀀스를 코딩하여 얻은 비트스트림은 프리디코더(220)를 통해 프리디코

딩된다. 프리디코딩이란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의 일부 비트들을 잘라내는(truncation) 과정을 의미하는데, 프리디코딩을

통해 비트스트림은 원시의 비트스트림보다 낮은 해상도의 비트스트림이 되거나 낮은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 또는 낮

은 화질의 비트스트림이 될 수 있다. 사용자측의 비디오 디코더(230)에서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를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200)에 요청하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200)의 프리디코더(220)는 비트스트림의 일부 비

트들을 잘라낸다. 일부 비트들이 제거된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디코더(230)에 제공되고 비디오 디코더(230)는 비트스트림

을 디코딩하여 요청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한다.

이와 같이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하여 하나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고도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을 제공하는 동시방송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 알려진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의 경우에 모든 해상도에서 화질이 좋은 비트스트림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높은 해상도의 비디오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으나, 낮은 해상도의 비디오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만족할만한 화질을 얻게 된다. 낮은 해상도의 화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트를 할당하여 비디오 코딩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비디오 코딩 효율이 저하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1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모든 해상도에서 최적화된 비트스트림 제공이 가능하지만 연산

능력과 저장공간의 낭비가 발생될 수 있고, 도 2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하나의 비트스트림으로 다양한 해상도와 프

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 제공이 가능하지만 일부 해상도에서 화질이 나쁘거나 화질을 개선하려면 코딩효율이 저하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화질과 비디오 코딩의 효율간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만족할만한

화질과 비디오 코딩 효율을 갖는 비디오 코딩 방안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좋은 화질과 비디오 코딩 효율을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코딩방법과 프리디코딩방

법 및 비디오 디코딩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러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비디오 시퀀스의 화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코딩 방법은 제1 비디오 시퀀스 및 상기 제1 비디오 시

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비디오 시퀀스를 각각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하여 제1

비트스트림 및 제2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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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코딩 방법은 제1 비디오 시퀀스 및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내지 제n(n은 2이상의 자연수) 시퀀스들을 각각 비디

오 코딩하여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

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퍼 비트스트림 구조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갖는 제1 비디오

시퀀스를 비디오 코딩하여 얻은 제1 비트스트림, 및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내지 제n(n은 2이상의 자연수) 시퀀스들을 각각 비디오 코딩하여 제2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한

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인코더는 제1 비디오 시퀀스 및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

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내지 제n 비디오 시퀀스를 각각 비디오 코딩하는 비디오 인

코딩부, 및 상기 비디오 인코더부에 의해 생성된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과 필요한 헤더 정보를 포함하여 수퍼 비트스

트림을 생성하는 수퍼 비트스트림 생성부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리디코딩방법은 소정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요청받는 단계와, 요청받은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복수의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이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이 되도록 상기 수퍼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내는 단계, 및 상기 일부가 잘려진 수퍼 비트스트림을 디코더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리디코더는 소정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요청받는 요청 수신부와, 상기 요청받은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복수의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이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이 되도록 상기 수퍼 비트

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퍼 비트스트림 절단부, 및 상기 절단된 수퍼 비트스트림을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시퀀스 복원방법은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수신하여,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역양자화하고 역변환하여 인트라 프레임을 복원하는 단계와, 상기 인트라 프레임이 인터 프

레임의 참조 프레임이 될 수 있도록 상기 인트라 프레임을 필터링하는 단계, 및 상기 필터링된 인트라 프레임을 참조하여

인터 프레임을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시퀀스 복원장치는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디코딩하여 인트라 프레임을 복원하는 디코딩부, 및 상기 복원된 인트라

프레임이 인터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이 될 수 있도록 상기 인트라 프레임을 필터링하는 필터링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코딩

부는 상기 필터링된 인트라 프레임을 참조하여 상기 수신된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디코딩하여 인터 프레임을 복원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미지 필터링 방법은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된 이미지

를 웨이브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하는 단계, 및 상기 업샘플링된 이미지를 소정의 다운샘플링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된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하여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을 사

용한다. 스케일러블 코딩을 이용하면 하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

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해상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스케일러블 코딩 알고리즘으로 코딩된 하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어떤

해상도에서는 좋은 화질의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할 수 있으나 다른 해상도에서는 좋지 않은 화질의 비디오 시퀀스를 얻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기본적으로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디오 시퀀스에 대하여 비디

오 코딩을 수행하지만, 코딩된 하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모든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디오 시퀀스를

얻도록 하지는 않는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두개 이상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을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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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과 MPEG 계열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생성된 비트스트림들로 하나의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을 생성한 후 수퍼 비트스트림

을 생성하여 비디오 디코더에 제공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도 3을 통해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콘텐트)

에 대한 서비스라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300)은 변환부(310)와 비디오 인코딩부(320)와 수퍼 비트스트림 생성부(330) 및 프리디코더

(340)를 포함한다.

비디오 인코딩부(320)는 서로 다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복수의 비디오 시퀀스들을 비디오 코딩하여

비트스트림들을 생성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비디오 인코딩부(320)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만을 이용하여 비디

오 시퀀스들로부터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비디오 인코딩부(320)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

과 DCT방식에 기반한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디오 코딩방식을 사용하여 비디오 시퀀스들로부터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만을 이용하는 실시예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콘텐트)에 대해 다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n개의 비디오 시퀀스들을 입력받아 n개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이를 위하여 비디오 인

코딩부(320)는 제1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320-1) 내지 제n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320-n)를 포함하는데, 이

들 제1 내지 제n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들은 하나의 통합된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일 수도 있고, 각각 별도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일 수도 있다.

제1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320-1)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하여 가장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을 수행한다. 제2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320-2)는 제1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320-1)보다 낮은

해상도 또는 낮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

딩부들(320-2 내지 320-n)도 각기 다른 해상도 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을 수행한다. 스케일

러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해상도를 낮춰서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할 때 화질의 저하와 프레임 레이트를 낮춰서 비디오 시

퀀스를 복원할 때 화질의 저하를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크게 나타나므로, 각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들은 서로 다른 해

상도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환부(310)는 비디오 시퀀스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비디오 시퀀스를 낮은 해상도 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시

퀀스들로 변환시킨다. 제2 변환부(310-2)는 제2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320-2)에서 생성할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

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비디오 시퀀스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변환시킨다. 마찬가지로 다른 변환부들(310-3

내지 310-n)도 각각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들(320-3 내지 320-n)을 위하여 비디오 시퀀스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를 변환시킨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해상도 변환은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해상도 변

환은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해상도 변환은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고 다운샘플링된 프레임을 웨이브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한 후 업샘플링된 프레임을 다시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한다. 이 중에서 웨이브렛 방식의 해상도 변환은 이

미지를 웨이브렛 방식으로 공간압축할 때 얻은 저주파 및 고주파 서브밴드들 중에서 저주파 서브밴드를 선택하는 것을 의

미한다. 웨이브렛 방식의 해상도 변환은 별도의 구현하지 않고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가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비디오 시퀀스들은 각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딩부들(320-1 내지 320-n)을 거쳐 n개의 서로 다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를 갖는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이 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300)는 복수의 비트스트림들로 수

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수퍼 비트스트림 생성부(330)을 더 포함하는데, 생성된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은 수퍼 비트

스트림 생성부(330)를 거쳐 수퍼 비트스트림으로 통합된다.

프리디코더(340)는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디코더(350)측으로 보낸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

리디코더(340)는 n개의 비트스트림 중에서 요청받은 해상도에 해당되는 비트스트림을 선택하고, 선택된 비트스트림이 요

청받은 프레임 레이트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비트들을 잘라내고 불필요한 부분이 잘려진 비트스트림을 디코더(350)에

보내준다. 비디오 시퀀스와 비디오 시퀀스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요청은 디코더(350)로부터 직접받을 수도 있으나,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300)가 디코더(350)로부터 비디오 시퀀스와 비디오 시퀀스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요청을

받고 이를 프리디코더(340)에 전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프리디코더(340)는 상기 요청을 수신하는 요청 수신부(미 도

시됨)와 비트스트림의 비트를 절단하는 비트스트림 절단부(미 도시됨)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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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는 요청 수신부(미 도시됨)에서 수신된 비디오 시퀀스와 비디오 시퀀스의 해상도 및 프레임 레이트에 해당하는 비트

스트림을 n개의 비트스트림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선택하고, 선택된 비트스트림을 제외한 비트스트림들과 선

택된 비트스트림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불필요한 부분이 잘려진 수퍼 비트스트림은 디코더(350)로 전송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요청받은 해상도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이 없는 경우라면 요청받은 해상도보다 더 높은 해상도

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 중 어느 하나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디코더(350)에 보내준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선

택하는 기준은 요청받은 것과의 해상도 차이가 가장 적은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을 선택하고, 선택된 비트스트림에서 불

필요한 비트들을 잘라낸 후에 디코더(350)에 보내준다. 한편, 프리디코더(340)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동일하더라도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비트스트림을 더 잘라내어 낮은 SNR 값을 갖는 비트스트림을 만들고 이를 디코더(350)에 보낼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디코더(340)는 비디오 인코딩부(320)와 별도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프리디코더(340)

는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프리디코더(340)는 디코더(350)로부터 스트리밍 특정한 해상도

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디오 시퀀스를 요청받는다. 프리디코더(340)는 사전에 인코딩된 복수의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어느 한 비트스트림을 선택하고, 선택된 비트스트림의 일부 비트들과 나머지 비트스트림들을 제거하

고 나서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디오 시퀀스로 복원될 수퍼 비트스트림을 디코더(350)에 전송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디코더(340)는 디코더(350)와 함께 사용자측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 디코더(350)는 비디오 스

트리밍 제공자(300)로부터 수퍼 비트스트림을 받고 프리디코더(330)를 통해 선택한 비트스트림의 일부 비트들과 불필요

한 비트스트림의 비트들을 잘라내어 디코더(350)가 원하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설명한 구성부분들은 기능성 모듈로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성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FPGA 또는 ASIC과 같은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능성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기능성 모듈은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

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기능성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

라이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통신 시스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을 실

행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도 4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와 AVC 비디오 인코더의 구성을 간략히 보여주는 도면이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410)는 모션보상 시간적 필터링부(420)와 웨이브렛 변환부(430) 및 임베디드 양자화부(440)

를 포함한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410)는 비디오 시퀀스를 입력받아 GOP(Group Of Picture) 단위로 처리한다. 하

나의 GOP는 복수의 프레임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GOP는 2, 4, 8, 16, 또는 32 프레임들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다. 스

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들로 알려진 많은 알고리즘들은 GOP가 포함하는 프레임들의 수(GOP 사이즈)가 커지면 비디오

압축 효율을 높아지지만, 비디오 코딩부터 비디오 디코딩까지의 알고리즘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성질을 갖고, GOP 사이즈

가 작아지면 알고리즘 지연시간은 감소하지만 압축 효율은 감소하는 성질을 갖는다.

모션 보상 시간적 필터링부(420)는 GOP 단위로 입력된 프레임들간의 시간적 중복을 제거한다. 프레임들간의 시간적 중복

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MCTF, UMCTF, STAR와 같은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프레임들

간의 시간적 중복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스케일러빌리티를 갖도록 비디오 코딩을 할 수 있다.

웨이브렛 변환부(430)는 시간적 중복이 제거된 프레임들을 웨이브렛 변환 방식으로 변환시켜 공간적 중복을 제거한다. 웨

이브렛 변환 알고리즘은 JPEG2000에도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저주파 서브밴드와 고주파 서브밴

드로 나눈다. 저주파 서브밴드는 원래 프레임의 축소된 이미지와 거의 유사한 이미지이다.

임베디드 양자화부(440)는 웨이브렛 변환부(430)에서 프레임들을 웨이브렛 변환하여 얻은 변환계수들을 임베디드 양자

화시킨다. 임베디드 양자화된 변환계수들은 엔트로피 코딩을 거쳐 비트스트림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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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 중에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과 다른 비디오 코딩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일부 또

는 전체 비트스트림들을 생성하는 것이 있다. 현재 알려진 비디오 코딩알고리즘으로 가장 압축 효율이 높은 것이 AVC

(Advance Video Coding) 방식이다. AVC는 H.264 또는 MPEG4-part10으로 불리기도 하는 비디오 코딩방식으로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변환방식으로 채용한다.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디오 코딩방식을 사용하는 실시예에 있

어서는 AVC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VC 비디오 인코더(460)는 모션 보상 예측부(470)와 DCT 변환부(480) 및 양자화부(490)를 포함한다. 모션 보상 예측부

(470)는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 프레임들의 시간적 중복을 제거한다. AVC에서 시간적 중복을 제거하는 블록의 타입의

다양하게 지원된다. 즉, 4X4, 4X8, 8X4, 8X8, 16X8, 8X16, 16X16과 같이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고 있어 높은 압축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DCT 변환부(480)는 모션 보상 예측부를 통해 시간적 중복이 제거된 프레임을 매크로 블록 단위로 DCT 변환한다. AVC에

서는 매크로 블록단위로 DCT 변환을 수행하므로 웨이브렛 변환 방식과는 달리 공간적 스케일러빌리티를 갖지 못한다.

양자화부(490)는 DCT 변환된 변환계수들을 양자화한다. 양자화를 거친 변환계수들은 엔트로피 코딩되어 비트스트림화

된다.

도 3의 실시예에서 비디오 인코딩부(320)는 앞서 설명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410)만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AVC

비디오 인코더(460)를 포함할 수도 있다. 비디오 인코딩부(320)는 이 밖에 다른 비디오 인코더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한편, 디코더(도시되지 않음) 인코딩과정과 반대의 과정으로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한다. 즉, 비트스트림(압축된 비디오 시

퀀스)을 수신하고, 이를 역양자화(또는 역 임베디드 양자화) 및 역공간적 변환(웨이브렛 변환 또는 DCT 변환)한 후, 역 모

션보상 시간적 필터링 또는 역 모션보상 예측을 통해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한다.

도 5는 각 방식에 따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교하는 도면이다.

도 5의 도시된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a)는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디오 코딩방식을 (b)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을

(c)와 (d)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따른 코딩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디오 코딩방식의 경우를 설명한다.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디오 코딩방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콘텐츠(비디오 시퀀스)를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려고 하면 각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해당하는 비트스트림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

비스와,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및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

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 및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로 비디오 코

딩하여 세개의 비트스트림들(511, 512, 513)을 얻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

을 요청하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511)을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을 요청하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512)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을 요청하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513)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서비스하려면 6Mbps의 안정된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하고,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

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서비스하려면 750kbps의 안정된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하며,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서비스하려면 128kbps의 안정된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떤 해

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을 선택할 때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즉, 6Mbps 이상의 안정된 대역폭

이 보장될 때 사용자는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로부터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

밍 서비스와,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및 176x144의 해상도와 15Hz

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750kbps 이상의 안정된 대역폭은 보장되지만

6Mbps의 안정된 대역폭은 보장되지 않을 때 사용자는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

밍 서비스, 및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찬가

지로 128kbps의 대역폭이 보장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

밍 서비스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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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ps의 안정된 대역폭이 보장될 때 사용자는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

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 더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원하는 사용자를 충족시키려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5Mbps의 대역

폭에 최적화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비디오 시퀀스를 코딩할 필요가 있다. 즉, 네트워크 상태나 사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디오 코딩 알

고리즘을 채용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각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마다 비디오 코딩을 해야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한

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을 이용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본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을 채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스케일러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하나의 콘텐츠(비디오 시

퀀스)에 대해 단지 하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20)을 생성한다.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20)은 프리디코더를 거쳐

손쉽게 낮은 해상도를 갖는 비트스트림이 될 수 있고, 낮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이 될 수 있다. 또한 스케일러

블 비트스트림(520)은 프리디코더를 거쳐 낮은 해상도 및 낮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비트스트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6Mbps의 대역폭이 필요한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은 프리

디코더를 거쳐서 해상도는 변화없이 프레임 레이트가 30Hz인 비트스트림으로 될 수 있고, 프레임 레이트가 15Hz인 비트

스트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704x576의 해상도와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6Mbps의 안정된 대역폭이 필요한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20)

은 프리디코더를 거쳐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낮게 되어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750kbps의 안정된 대역폭이 필요한 비트스트림으로 될 수도 있고, 352x288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192kbps의 안정된 대역폭이 필요한 비트스트림이 될 수도 있으며,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128kbps의 안정된 대역폭한 비트스트림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20)은 프리디코더를 거쳐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화질만 낮

은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750kbps의 안

정된 대역폭이 필요한 비트스트림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지만,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는 352x288의 해상도와

30Hz로 동일하지만 384kbps의 안정된 대역폭이 필요한 비트스트림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복원되는 비디오 시퀀스의 화질이 전자보다 낮게 된다. 마찬가지로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128kbps의 안정된 대역폭이 필요한 비트스트림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지만 화질은 조금 떨어지면서 64kbps의 안정된 대역폭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한 비트스트림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a)의 경우와는 달리 스케일러블 코딩방식을 이용하는 (b)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다양한 해

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을 사용할 때

는 네트워크의 상태나 사용자의 기기의 성능에 따라 다양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렇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을 사용할 때, 어느 한 해상도에서는 좋은 화질을 갖는 비디오 시퀀스

를 복원할 수 있으나 다른 해상도에서는 좋은 화질을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b)에서

704x576의 해상도에서는 좋은 화질을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할 수 있지만 176x144의 해상도에서는 좋은 화질을 갖

는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비디오 시퀀스를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로 서비스할 때 하나의 스케

일러블 비트스트림을 프리디코더로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이 아니고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고 복수

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으로 하나의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도 5의 (c)를 참조하

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해상도를 달리하는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531, 532, 533)을 생성한

다. 생성된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531, 532, 533)로 수퍼 비트스트림(530)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

서,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하나 또는 해상도를 달리하는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과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d)의 수퍼 비트스트림(540)으로

후술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1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1)은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최고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다. 즉, 제

1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은 704x576의 해상도를 갖고 6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다.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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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은 동일한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제1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보다 낮은 해상도(및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다. 예를 들

면,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2)은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3 스

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0)은 176x144의 해상도와 15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384kpbs의 대역폭이 보장될 때 사용자가 352x288의 해상도를 갖는 프레임을 요구하면 사용자에게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0)을 프리디코더로 불필요한 비트들을 잘라내어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

트를 갖으면서 화질을 조금 낮춘 비트스트림을 사용자에게 보내준다.

물론 352x288의 해상도와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384kbps의 대역폭으로 전송되는 비트스트림은 제1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1)으로부터 얻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얻은 비트스트림은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2)으로부터

얻은 비트스트림보다 화질이 나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제2 및 제3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532, 533)의 해상도

와 프레임 레이트는 제1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부터 1/2, 1/4, 1/8 의 크기를 갖고 있으나 이

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1/3, 1/6도 가능하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1)은 704x576의 해상도를 가지는데 반해,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

트림(532)은 600x480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352x288의 해상도를 갖는 비트스트림은 제1 스케일러

블 비트스트림(531)을 프리디코딩하여 얻게 되며, 300x240의 해상도를 갖는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은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32)을 프리디코딩하여 얻을 수 있다.

5의 실시예 1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을 이용함으로써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의 특징인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질 수 있고,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다양한 해상도와 프

레임 레이트를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화질의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로부터 다양한 해상도

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소위 동시방송(simulcasting)을 할 때 실시예 1에 따르면 해상

도에 따른 화질의 수준은 적절히 보장되면서 다양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달

성할 수 있다.

한편, (d)의 실시예 2와 같이 일부 비트스트림은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트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수퍼 비트스트림

(540)은 제1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41)과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42) 및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제2 비트스트림

(543)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으로 생성된 비트스트림이지만, 제3

비트스트림(543)은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비디오 코딩방식, 예를 들면 AVC 방식으로 비디오 코딩하여 얻은 비트스트림이

다.

한편, 도 5의 (b)와 같이 하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520)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

에 따른 경우에 더 많은 데이터 저장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안은 도 6과 도 7을 통해 설명

한다. 도 6 및 도 7의 실시예는 편의상 수퍼 비트스트림에는 두 개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이 포함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트라 프레임 공유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비디오 시퀀스를 코딩할 때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 프레임들은 다른 프레임을 참조하지 않고 코딩되는 프레임들과 다

른 프레임을 참조하여 코딩되는 프레임들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인트라 프레임(Intra Frame)이라 하고 STAR 방

식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과 MPEG 비디오 코딩방식에서는 I 프레임이라고 하고, UMCTF 방식의 스케일러블 비

디오 코딩방식에서는 A 프레임이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를 인터 프레임(Inter Frame)이라 하는데, MPEG 비디오 코딩방

식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을 참조한 경우를 P 프레임이라고 하고 두개의 프레임을 참조한 경우를 B 프레임이라고 한다. 한

편,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에서는 인터 프레임을 H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a)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갖는 제1 비트스트림(704x576)이고 인트라 프레임(610)과 인터 프레임(620)을 포함한다. (c)

는 제1 비트스트림과 인트라 프레임을 공유한 제2 비트스트림(352X288)이고 인터 프레임(640)들만을 가지고 있다.

(b)는 (a)와 (c)로 재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352X288)으로서 제1 비트스트림의 공유된 인트라 프레임에서 얻은 인트라

프레임(630)과 제2 비트스트림의 인터 프레임(640)을 포함한다.

제2 비트스트림이 제1 비트스트림과 인트라 프레임을 공유한다는 말은 제2 비트스트림은 인트라 프레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제2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할 때는 제1 비트스트림의 공유된 인트라 프레임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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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수퍼 비트스트림에는 제1 비트스트림(a)과 제2 비트스트림(c)을 포함하고 있으며, 352X288의 해상도를 갖는 비디

오 시퀀스를 요청받으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수퍼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제1 비트스트림(a)의 인트라 프레임과 제2

비트스트림(c)을 이외의 다른 비트스트림들을 제거하여 재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b)을 만든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트라 프레임 공유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는 도 6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인트라 프레임을 공유방식을 채용한다. 다른 점은 제2 비트스트림의 프레임 레

이트가 제1 비트스트림의 프레임 레이트보다 작아졌다는 점이다. 한편, 저해상도의 비트스트림의 경우에 도시된 바와같이

프레임 레이트가 고해상도보다 작아진데 반해 GOP 사이즈는 동일하게 하였다.

시 말하면 GOP간 시간 간격을 길게 함으로써 재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의 인트라 프레임의 수를 최소화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프리디코더를 거쳐 전송되는 제2 비트스트림의 인트라 프레임의 비율은 도 6의 실시예보다 적어지게 되므로 적은

보다 적은 대역폭으로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 비트스트림의 GOP간 시간간격은 제1 비트

스트림의 GOP간 시간간격보다 2배로 길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제2 비트스트림은 제1 비트스트림에 비해 프레임 레이

트가 1/2이면서 GOP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GOP간 시간간격은 제1 비트스트림의 그것보다 2배

가 된다. 이 때 제2 비트스트림의 H(2) 프레임은 도시된 바와 같이 인트라 코딩하지 않고 인터 코딩하여 얻는다. 한편, 도

6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제2 비트스트림은 제1 비트스트림과 인트라 프레임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2 비

트스트림은 제1 비트스트림의 2 GOP마다 인트라 프레임(710)을 공유한다. 수퍼 비트스트림에는 제1 비트스트림과 제2

비트스트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352X288의 해상도를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요청받으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제1 비트스트림의 인터 프레임(720)과 인트라 프레임 공유되지 않은 인트라 프레임(750)을 제거하고, 인

트라 프레임 공유된 인트라 프레임(710)의 일부 비트들을 잘라내어 재구성한 인트라 프레임(730)을 만들고 제2 비트스트

림의 인터 프레임(740)과 함께 재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을 만든다. 재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디코더로 전송한

다. 한편, GOP의 시간간격 조정과 인트라 프레임 공유방식을 모드 채용하는 실시예도 가능하지만, 인트라 프레임 공유를

전혀 하지 않고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비트스트림들의 GOP의 시간 간격만 다르게 하는 실시예도 가능하다.

도 6과 도 7의 실시예의 해상도 및(또는)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복수의 비트스트림들간의 리던던씨를 제거하는데 효과적

이다. 도 6과 7의 실시예는 비디오 코딩 기술과 독립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인트라 프레임과 인터 프레임을 사용하는 스케

일러블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들의 대부분은 도 6과 도 7의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코딩이 가능하다.

한편, 도 6과 도 7의 실시예와 같이 해상도를 줄이기 위해 제1 비트스트림의 인트라 프레임의 일부 비트들을 잘라내어 재

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의 인트라 프레임을 얻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제1 비트스트림의 인트라 프레임의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 비트스트림의 인터 프레임과 함께 재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프레임의

해상도를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AVC 비디오 코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즉, 도 7

에서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이 AVC 비디오 코딩방식으로 생성된 비트스트림일 경우에 재구성된 제2 비트스트림은 제1

비트스트림의 인트라 프레임(710)과 제2 비트스트림의 인터 프레임(740)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디코더는 인트라

프레임(710)을 복원하고 다운샘플링하여 인터 프레임(740)을 복원하기 위한 참조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일부 실시예들에서는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해상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시퀀스들을 만들고, 각 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들을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법으로 코딩하여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

을 생성하고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들의 전부 혹은 (인트라 프레임을 제외한) 일부를 포함하여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한

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에서는 비디오 시퀀스에서 저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를 만들 때 웨이브렛 변환된 프레임

의 저주파 서브밴드로부터 저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를 얻는다. 실제적으로 웨이브렛 변환 방식으로 저해상도 프레임을

얻을 때 저해상도는 샤프한 이미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모션 보상 시간적 필터링이 쉽지 않아 비디오 코딩

의 효율이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 시퀀스로부터 저해상도 비디오 시퀀스를 얻을 때 기존의 MPEG 비디오 코딩방

식 다운샘플링을 이용하면 좀더 부드러운 저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를 얻을 수 있다. 한편, MPEG 비디오 코딩방식의 다

운샘플링을 이용할 때 웨이브렛 방식과의 조화를 위해 웨이브렛 방식으로 프레임을 다운샘플링하고 다운샘플링된 프레임

을 업샘플링한 후 MPEG 비디오 코딩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할 수도 있다.

한편, 도 6과 도 7의 실시예에서 제2 비트스트림은 제1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비디오 시퀀스를 웨이브렛 방

식으로 다운샘플링하여 얻은 비디오 시퀀스를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하여 얻는다. 이러한 경우에 352X288의 비디오 스

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불필요한 비트를 제거하여 인트라 프레임을 포함

하지 않는 제2 비트스트림과 제1 비트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트라 프레임을 남겨둔다. 한편, 제1 비트스트림의 남겨

진 인트라 프레임으로 352X288 해상도의 인트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브렛 변환으로 생성된 제1 해상도의 인트

라 프레임에서 고주파 서브밴드를 제거한다. 즉, 제1 해상도(704X576)의 인트라 프레임은 352X288의 크기를 갖는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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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밴드들(하나의 저주파 서브밴드와 3개의 고주파 서브밴드들)로 구성되는데, 저주파 서브밴드를 남겨두고 고주파 서브

밴드들을 제거하여 제2 해상도(352X288)의 인트라 프레임을 얻는다. 비디오 시퀀스를 다운샘플링할 때 웨이브렛 방식으

로 각 프레임들을 다운샘플링하는 것보다 MPEG 방식으로 각 프레임들을 다운샘플링할 때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는

프레임들이 된다. 따라서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한 비디오 시퀀스로 제2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 웨이브렛 방식

으로 다운샘플링한 비디오 시퀀스로 제2 비트스트림을 생성한 것보다 압축효율과 화질이 좋을 수 있다.

비디오 시퀀스를 직접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여 저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를 생성하고 이를 비디오 코딩할 수도

있지만,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고 다운샘플링된 각 프레임들을 업샘플링한 후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한 저

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를 생성하고 이를 비디오 코딩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부드러운 참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에서 D는 다운샘플링을 의미하고, U는 업샘플링을 의미한다. 아래 첨자중에서 W는 웨이브렛 방식을 의미하고, M은

MPEG 방식을 의미한다. F는 고해상도 프레임을 의미하고, Fs는 저해상도 프레임을 의미하고, FL은 고해상도 프레임의 저

주파 서브밴드를 의미한다.

저해상도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하여 비디오 시퀀스를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고 다운샘플링된 비디오 시

퀀스를 업샘플링한 후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한다. 그리고 나서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된 저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를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한다. 저해상도의 프레임 Fs가 인트라 프레임인 경우에 비트스트림(수퍼 비트스트림)에

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저해상도의 프레임 Fs는 수퍼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고해상도의 인트라 프레임 F로부터 구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인트라 프레임 Fs는 비트스트림(수퍼 비트스트림)에 포함시키지 않고 F를 통해서 얻는다. 즉, F를 웨이브

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고 다시 업샘플링하면 원래의 F와 거의 유사한 이미지가 된다. 이를 다시 MPEG 방식으로 다운

샘플링하면 부드러운 저 해상도 인트라 프레임 Fs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고해상도의 인트라 프레임 F는 웨이브렛 변환과

양자화를 거쳐 수퍼 비트스트림에 포함된다. 디코더측에서 수신하기 전에 수퍼 비트스트림은 프리디코더에서 일부 비트들

이 잘려진다.

F에서 고주파 서브밴드가 잘려지면 F의 저주파 서브밴드(FL)를 얻을 수 있다. F의 저주파 서브밴드 FL은 F를 웨이브렛 방

식으로 다운샘플링한 것(DW(F))과 같다. 디코더측에서는 FL을 수신하고 이를 웨이브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하고 다시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면 부드러운 인트라 프레임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일반화 시키면 고해상도 비디오 시퀀스에서 저해상도 비디오 시퀀스를 얻기 위해 A라는 방식의 다운샘플링을 사용하

였고, 고해상도 비디오 시퀀스와 저해상도 비디오 시퀀스를 비디오 코딩하여 고해상도 및 저해상도 비트스트림들생성한

다. 그리고 나서 고해상도 및 저해상도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이 때 수퍼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고해상도 비트스트림에는 모든 프레임들이 포함되지만 저해상도 비트스트림에는 인트라 프레임을 제외한 인터 프

레임들만 포함된다. 이러한 저해상도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저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려면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불필요한 비트들을 잘라낸다. 잘라내는 비트들에는 고해상도 비트스트림의 인터 프레임들과 고해상도의 인트라 프레임 공

유된 프레임이 아닌 인트라 프레임이다. 그리고 고해상도의 인트라 프레임 공유된 프레임에서 고주파 서브밴드들을 잘라

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퍼 비트스트림에는 고해상도 인트라 프레임 공유된 프레임의 저주파 서브밴드들과 저해상도의

인터 프레임들이 남는다. 비디오 디코더는 수신된 수퍼 비트스트림안의 고해상도의 저주파 서브밴드들로 인트라 프레임을

복원하고 복원된 인트라 프레임을 업샘플링하고 나서 다시 A라는 다운샘플링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여 저해상도의 인터

프레임을 복원하기 위한 기준 프레임을 생성한다. 여기서 A 방식은 웨이브렛 방식을 제외한 MPEG에 관한 문서 N3908에

기재된 MPEG 다운샘플링 필터링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필터분야에서 잘 알려진 bicubic 필터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비디오 코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지된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

샘플링된 이미지가 날카롭기 때문에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된 이미지를 얻고 싶다면, 다운샘플링된 이미지를 웨이브

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하고, 업샘플링된 이미지를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 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는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실시예에서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910)는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해상도 및(또는) 프레임 레이트를 달리

한 다양한 비디오 시퀀스들을 만들고 비디오 시퀀스들을 비디오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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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코딩을 통해 생성된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하나의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수퍼 비트스

트림에 대해서는 도 10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3. 생성된 수퍼 비트스트림을 프리디코더(920)에 전달한다.

4. 비디오 디코더(930)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비디오 시퀀스 및 해상도/프레임 레이트/품질을 요청한다. 한편, 과정 3. 과

과정 4. 는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5. 프리디코더(920)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해상도/프레임 레이트/품질을 요청받으면 수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일부 불

필요한 비트들을 잘라낸다.

6. 그리고 나서 프리디코더(920)는 불필요한 비트들이 잘려진 수퍼 비트스트림을 비디오 디코더(930)로 전달한다.

7. 비디오 디코더(930)는 전달받은 수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한다.

프리디코더(920)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형태들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디

코더(920)는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측에 존재한다. 즉,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910)와 프리디코더(920)는 비디오 스

트리밍 제공자로서, 비디오 디코더(930)를 사용하는 사용자측으로부터 비디오 시퀀스 및 이에 대한 해상도/프레임 레이트

/품질을 요청받을 때 비디오 시퀀스의 수퍼 비트스트림을 프리디코딩하여 전달한다.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와 사

용자간의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되는 수퍼 비트스트림은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된 상태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프리디코더(920)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910)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수퍼 비트스트림을 공급받는다. 수퍼 비트스트림 공급은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온라

인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고, 저장매체를 통해 오프라인상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다. 전달받은 수퍼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스

트리밍 제공자의 저장장치(미 도시됨)에 저장한다. 비디오 디코더(930)를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비디오 시퀀스를 요청받

으면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요청받은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수퍼 비트스트림을 저장장치(미 도시됨)로부터 찾고, 찾은

수퍼 비트스트림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후에 이를 사용자측에 전달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디코더(920)는 사용자측에 존재한다.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측에는 프리디코더(920)를 포

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일 실시예에 준하는 동작을 한다. 후자의 경우를

살펴본다.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910)를 통해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

성한다. 사용자측으로부터 비디오 시퀀스의 요청을 받으면 수퍼 비트스트림을 사용자측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달한다.

사용자측은 전달받은 수퍼 비트스트림이 원하는 해상도/프레임 레이트/화질이 되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수퍼 비트스트림

에서 잘라난 후 수퍼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프리디코더(920)는 원하는 해상도/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이 수퍼 비트스트림 내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 더 높은 해상도/프레임 레이트의 어느 한 비트스트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비트들을 수퍼 비트스트림으

로부터 잘라낸다. 바람직하게는 원하는 해상도/프레임 레이트의 비트스트림에서 가장 해상도의 차이가 적은 비트스트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잘라낸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퍼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수퍼 비트스트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하나의 비디오 시퀀스에서 다양한 해상도의 비디오 시퀀스들을 생

성한다. 각 비디오 시퀀드들을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으로 압축하여 비트스트림을 얻고, 각 비트스트림을 통합하여

수퍼 비트스트림을 얻는다. 비트스트림에는 비디오 압축과정에서 얻은 움직임 보상 벡터들과, 웨이브렛 변환 계수들을 임

베디드 양자화하여 얻은 정보들이 포함된다.

수퍼 비트스트림은 수퍼 비트스트림 헤더(900)와,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910-1 내지 910-n)을 포함한다. 수퍼 비트

스트림 헤더(900)에는 수퍼 비트스트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수퍼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비트스

트림들의 개수, 인트라 프레임 공유여부에 대한 정보 등이 수퍼 비트스트림 헤더(900)에 포함될 수 있다.

각 비트스트림들 중에서 제1 비트스트림(1010-1)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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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비트스트림(1010-1)에는 가장 높은 해상도의 원래 비디오 시퀀스를 비디오 코딩한 정보들이 들어 있다. 비트스트림

헤더(1020)에는 제1 비트스트림에 대한 각종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제1 비트스트림의 길이,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GOP의 개수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OP 헤더(1030)에는 GOP 정보가 담겨있는데, GOP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 GOP

의 크기 등이 담겨있다. GOP 헤더(1030) 다음으로 각 프레임들(1040-1 내지 1040-n)이 뒤따른다. 하나의 GOP가 끝나

면 다음 GOP가 시작되는데, 이 경우에도 GOP 헤더가 먼저 오고 프레임들이 뒤따른다.

이 들 중에서 프레임 #1(1040-1)을 살펴본다. 프레임 #1(1040-1)은 GOP의 첫 프레임으로서 대개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에서는 인트라 프레임(I 프레임 또는 A 프레임)이 된다. 프레임 헤더(1050)에는 프레임이 어떤 종류의 프레임인

지를 나타내는 정보와 프레임의 크기 등의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프레임 헤더(1050) 뒤에는 저주파 서브밴드(1060)와

고주파 서브밴드(1070) 정보가 뒤따른다. 저주파 서브밴드(1060)는 해당 프레임을 웨이브렛 변환하여 얻은 저주파 성분

(LL 이미지)을 임베디드 양자화 과정을 거쳐 얻은 텍스쳐 이미지를 말하고 고주파 서브밴드(1070)는 해당 프레임을 웨이

브렛 변환하여 얻은 고주파 성분(LH, HH 이미지들)을 임베디드 양자화 과정을 거쳐 얻은 텍스쳐 이미지를 말한다. 이 외

에 프레임 #1(1040-1)에는 움직임 벡터 정보(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수퍼 비트스트림과 관련하여 도 6과 도 7의 실시예에서 저주파 인트라 프레임 공유의 경우를 살펴본다. 가장 높은 해상도

의 제1 비트스트림(1010-1)에는 원시 비디오 시퀀스의 모든 프레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낮은 해상도의 제2

비트스트림(1010-2)에는 인트라 프레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퍼 비트스트림을 프리디코딩하여 제2 비트스트림을 얻는

다고 할 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일 실시예는 제1 비트스트림(1010-1)의 인트라 프레임들과 제2 비트스트림(1010-

2)을 남겨두고 다른 부분들을 잘라낸다. 이러한 경우에 디코딩측에서는 제1 비트스트림의 인트라프레임을 복원하고 다음

샘플링한다음에 제2 비트스트림의 나머지 프레임들을 복원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는 일 실시예는 제1 비트스트림(1010-1)의 인트라 프레임들과 제2 비트스트림(1010-2)을 남겨두고 다른 부

분들을 잘라낸다. 그리고 나서 남겨진 제1 비트스트림(1010-1)의 각 인트라 프레임들의 저주파 서브밴드를 남기고 고주

파 서브밴드를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디코딩측에서는 제1 비트스트림의 인트라프레임의 저주파 서브밴드를 복원한 후에

업샘플링하고 다시 다운샘플링하여 다른 인터 프레임을 위한 참조 프레임을 복원한다. 일 실시예와 다른 실시예를 비교하

면, 후자의 경우가 디코딩측에 전송되는 비트스트림의 데이터량이 전자의 경우보다 작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설명에서 복수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

식을 이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자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과 스케일러빌리티를 갖지 않는

비디오 코딩방식을 모두 사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

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

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좋은 화질과 비디오 코딩 효율을 갖는 동시방송을 위한 비디오 코딩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비디오 스

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발명에 따르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화질을 개선할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퍼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1010-1) 수 있다. 이러한 화질 개선은 비단 동영상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이미지(정지영상)에 대해서

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586883

- 14 -



청구항 1.

제1 비디오 시퀀스를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함으로써 스케일 가능한 제1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비디오 시퀀스를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함으로써 스케일 가능한 제2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비트스트림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시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3 내지 제n 비디오 시퀀스를 각

각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하여 제3 내지 제n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수퍼 비트스트림은 상기

제3 내지 제n 비트스트림을 더 포함하는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디오 시퀀스 내지 제 n 비디오 시퀀스는 상기 제 1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 각 프레임들을 다운샘플링하는

해상도 변환과,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 프레임들 중 일부 프레임을 제거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중 적어도

한 가지 변환을 적용하여 얻는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샘플링 방식은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 각 프레임들을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는 것인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샘플링 방식은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 각 프레임들을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고 상기 다운

샘플링된 각 프레임들을 웨이브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한 후에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는 것인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상기 제2 비트스트림은 인트라 코딩된 프레임을 포함하지 않는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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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비디오 시퀀스는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보다 낮은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보다 긴 GOP

간 시간간격을 갖는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8.

제1 비디오 시퀀스 및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내지 제n(n은

2이상의 자연수) 시퀀스들을 각각 비디오 코딩하여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 중 적어도 하나는 스케일 가능하도록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으로 생성된 비디오 코

딩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 중 적어도 하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방식으로 생성되고 상기 제1 내지 제n 비트스

트림들 중 적어도 하나는 AVC 비디오 코딩 방식으로 생성된 비디오 코딩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 중 가장 높은 해상도의 비트스트림은 AVC 비디오 코딩 방식으로 생성된 비디오 코딩방

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n 비트스트림들 중 가장 낮은 해상도의 비트스트림은 AVC 비디오 코딩 방식으로 생성된 비디오 코딩방

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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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6.

제1 비디오 시퀀스를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함으로써 스케일 가능한 제1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제1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제2 비디오 시퀀스를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함으로써 스케일 가능한 제2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제2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부; 및

상기 생성된 제1 비트스트림, 제2 비트스트림 및 필요한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수퍼 비트스

트림 생성부를 포함하는 비디오 인코더.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인코딩부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으로 비디오 시퀀스들을 비디오 코딩하는 비디오 인코더.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인코딩부는 AVC 방식으로 비디오 시퀀스들을 비디오 코딩하는 비디오 인코더.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인코딩부는 상기 제1 내지 제n 비디오 시퀀스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방식으로

비디오 시퀀스들을 비디오 코딩하고, 상기 제1 내지 제n 비디오 시퀀스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AVC 방식으로 비디오 코

딩하는 비디오 인코더.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비디오 시퀀스를 구성하는 프레임들을 다운샘플링하는 해상도 변환과, 프레임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프레임 레이트를 줄

이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을 수행하는 변환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변환부는 상기 제1 비디오 시퀀스를 변환하여 제2 내지 제n 비디오 시퀀스를 생성하는 비디오 인코더.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인코딩부는 제1 내지 제n 비디오 시퀀스를 각각 비디오 코딩하여 비트스트림들을 생성할 때 최소한 하나의 비

트스트림들에는 인트라 프레임을 포함하지 않도록 비디오 코딩하는 비디오 인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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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소정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요청받는 단계;

요청받은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복수의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트스

트림이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이 되도록 상기 수퍼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내는 단계; 및

상기 일부가 잘려진 수퍼 비트스트림을 디코더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리디코딩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내는 단계는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해당하는 비트스트림(A)을 상기 수

퍼 비트스트림에서 선택하고,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도록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상기 선택된 비트

스트림(A)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스트림들(C)과 상기 선택된 비트스트림(A)의 불필요한 비트들을 잘라내는 프리디코딩 방

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내는 단계는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해당하는 비트스트림(A)을 상기 수

퍼 비트스트림에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비트스트림(A)이 인트라 프레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요청받은 해상

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도록 수퍼 비트스트림에서 상기 선택된 비트스트림(A)과 인트라 프레임을 공유한 비트스

트림(B)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스트림들(C)과 상기 선택된 비트스트림(A) 및 상기 인트라 프레임을 공유한 비트스트림(B)

의 불필요한 비트들을 잘라내는 프리디코딩 방법.

청구항 25.

소정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을 갖는 비디오 시퀀스를 요청받는 요청 수신부;

상기 요청받은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복수의 비트스트림들을 포함하는 수퍼 비

트스트림이 요청받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및 화질이 되도록 상기 수퍼 비트스트림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퍼 비트스트

림 절단부; 및

상기 절단된 수퍼 비트스트림을 디코더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프리디코더.

청구항 26.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수신하여,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역양자화하고 역변환하여 인트라 프레임을 복원하는 단

계;

상기 인트라 프레임이 인터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이 될 수 있도록 상기 인트라 프레임을 업샘플링 또는 다운샘플링 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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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샘플링 또는 다운샘플링 된 인트라 프레임을 참조하여 인터 프레임을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 복

원방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 프레임의 필터링은 상기 디코딩된 인트라 프레임을 웨이브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하고, 업샘플링된 프레임을

다시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는 비디오 시퀀스 복원방법.

청구항 29.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복원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된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디코딩하여 인트라 프레임을 복원하는 디코딩부; 및

상기 복원된 인트라 프레임이 인터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이 될 수 있도록 상기 인트라 프레임을 업샘플링 또는 다운샘플링

하는 필터링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코딩부는 상기 업샘플링 또는 다운샘플링 된 인트라 프레임을 참조하여 상기 수신된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디코

딩하여 인터 프레임을 복원하는 비디오 시퀀스 복원장치.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인트라 프레임을 웨이브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하고, 업샘플링된 프레임을 다시 MPEG 방식으로 다운샘플링

하는 비디오 시퀀스 복원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부는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를 역양자화하고 역양자화로 얻은 변환계수들을 역공간적 변환하여 인트라 프

레임을 복원하고, 상기 필터링부가 상기 복원된 인트라 프레임을 필터링하며, 상기 디코딩부는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시퀀스

를 역양자화하고 역양자화로 얻은 변환계수들을 역공간적 변환한 후 상기 필터링된 인트라 프레임을 참조하여 인터 프레

임을 복원하는 비디오 시퀀스 복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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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1항 내지 제8항, 제10항 내지 제12항, 제22항 내지 제24항, 제26항 및 제2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4.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된 이미지를 웨이브렛 방식으로 업샘플링하는 단계; 및

상기 업샘플링된 이미지를 소정의 다운샘플링 방식으로 다운샘플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

된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샘플링 방식은 AVC 다운샘플링 방식인 웨이브렛 방식으로 다운샘플링된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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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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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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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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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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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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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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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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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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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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