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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FPGA의 적응형 소프트 비디오 스위치

(57) 요 약
본 발명은 FPGA에서 비디오를 스위치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연관된다. 본 발명의 목표는 클락 스위치 요건을 제
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표는 입력 및 출력 비디오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표는 프레임 버퍼(외부 메모리) 제공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표는
프레임 레이턴시를 추가하지 않고 더 적은 라인 레이턴시를 추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표는 다른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스위치할 수 있는 사용자 제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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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을 위한 인벤티브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을 제어하고, 상기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의 다른 모든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
들어오는 비디오 라인을 캡쳐하여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로 송신하는 적어도 두 개의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
스;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로부터 스위치되는 비디오를 획득하고, 상기 스위치되는 비디오를 출력으로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선택 및 제어를 캡쳐하고, 명령을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로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
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는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오는 비디오를 판독하고 들어오는 비디오의
픽셀 클락과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의 로컬 클락을 비교하고 스위칭 공식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스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비디오 스위치 방법을 위한 인벤티브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비디오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픽셀 클락과 함께 비디오를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오는 비디오를 판독하고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에 의해 들어오는 비디오의
픽셀 클락과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의 로컬 클락을 비교하는 단계;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에 의해 스위칭 공식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스위치하는 단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데이터 어드레스를 획득하고, 상기 비디오의 제어 데이터를
숨기도록 상기 어드레스를 상기 비디오로 할당하는 단계;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에 의해 픽셀 데이터에 관해 비디오를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로 송신하는 단계;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따라 동기화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비디오를 상기 출력으로 송신하는 단계
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동기화 신호 vsync, hsync 및 데이터 유효성을 캡쳐하는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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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을 이용하여 상기 비디오를 스위치하는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vsync 출력, hsync 출력, 데이터 유효성 출력 및 픽셀 데이터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FPGA를 위한 적응형 소프트 비디오 스위치에 이용되는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클락 스위치 대신 비디오를 스위치하도록 오직 라인 FIFO를 이용하는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프레임 레이턴시 대신 라인 레이턴시 이하를 추가하는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비디오 입력 및 비디오 출력의 개수의 변경을 조정 가능한 구조인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다른 비디오 해상도를 위한 조정 가능한 구조인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비디오 스위치 동작 및 출력 비디오 특성 조절에 이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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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FPGA의 비디오를 스위치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연관된다.

배 경 기 술
유럽 특허 EP1956832는 적어도 두 개의 비디오 소스 중 각각의 하나로부터 적어도 두 명의 사용자가 비디오 데
이터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디오 스위치를 제시한다.

비디오 스위치는 적어도 두 개의 비디오 소스 중 하

나를 선택하는 스위치 및 스위치와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샘플러를 포함한다.
오 소스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샘플링한다.

샘플러는 적어도 두 개의 비디

비디오 스위치는 스위치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및 적어도 두 개의

비디오 소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비디오 데이터의 프레임을 샘플링하는 샘플러를 더 포함한다.
데이터를 적어도 두 사용자에게 전송하도록 제공된다.

출력은 비디오

출력은 적어도 두 명의 최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고,

비디오 스위치의 샘플러의 수는 최대 동시 사용자의 수보다 적고,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는 비디오 데이터를 캡
쳐하는 샘플러가 적어도 두 명의 동시 사용자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허용한다.
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의 복잡성 및 비용 사이즈를 감소시킨다.

이는 비디오 스위치를 구현하기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샘플러는 프로그램

가능한 위상 잠금 루프(Phase Locked Loop)를 포함할 수 있고, 위상 고정 루프는 패스트 잠금 모드를 선택적으
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비디오 프레임 버퍼를 요구하고, 비디오 프레임 버퍼링은 외부 메모

리의 이용을 요구한다.

추가로 비디오 프레임 버퍼링은 비디오 레이턴시를 추가한다.

미국 특허 제US20050046748호는 다중의 입력 사이에서 스위칭하는 비디오를 실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시하
고 출력이 제시된다.

일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수의 비디오 입력 및 복수

의 비디오 출력에 연결되는 비디오 박스를 포함한다.

비디오 박스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복수

의 비디오 입력 및 복수의 비디오 출력에 연결되는 비디오 스위치를 포함한다.
생성되는 비디오 제어 신호로 보내지는 비디오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어 신호에 기반하여 비디오 스위칭 신호를 생성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활성화는

비디오 컨트롤러는 수신되는 비디오 제

비디오 스위치는 생성되는 비디오 제어 신호에 기반하여

복수의 비디오 입력 중 적어도 하나를 복수의 비디오 출력 중 적어도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

템에서 FIFO는 비디오 스위칭을 위해 이용되지 않고, 실제로 FIFO는 비디오 스위칭 명령을 숨기기 위해 이용된
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비디오 스위칭을 위한 FPGA를 이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장치(Analog Device)에 의해

생성되는 특별한 마이크로칩을 이용하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비디오 시스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
웨어에서 수행된다.
중국 특허 제CN202276408호는 관리 가능한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칭 기기를 개시하고, W77E58 단일 칩 마이크로
컴퓨터 모듈, AD8115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칭 모듈, AD8054 비디오 드라이빙 모듈,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비디오 검출 모듈 및 다른 기능의 모듈을 포함한다.

관리 가능한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칭 기기는

관리 가능한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칭 기기에 의해,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기기의 동작 조건 또는 중요한
장소와 연관되는 상황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여덟 경로의 모니
터링되는 비디오 입력 및 열여섯 개의 모니터링되는 비디오 출력의 매트릭스 스위칭을 수행하고, 스위칭되는 비
디오 입력 및 비디오 출력을 요구되는 부분으로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디스플레이 콘솔에서 터치하고, 기기에
관한 상태 모니터링 및 상태 관리를 기기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하고, 네트워크 원격 제어 채널 스위칭을
수신할 지 여부와 이와 유사한 것이 충족될 수 있는 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의 여덟 경로는 직접 출력을 통해 물리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입력 비디오

따라서, 관리 가능한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칭

기기는 제한된 쉽(ship) 공간 및 테스팅 기기 하에서 디스플레이 콘솔의 분해(dismantling) 없이 고장을 결정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비디오 스위칭을 위한 FPGA를 이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장

치에 의해 생성되는 특별한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다.
다른 비디오 포맷은 다른 픽셀 클락을 가진다.
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디오 사이를 스위칭하기 위해서는 클락 스위

그러나, 클락 스위치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클락 스위치 입력의 수가

제한되는 것이고, 그 결과 많은 비디오 입력을 이러한 스위치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스위치의 이용이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이용과 강하게 연관되는 점이다.
클락 스위치가 불가능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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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의 FPG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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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클락 스위치 요건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입력 및 출력 비디오 수를 조정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레임 버퍼(외부 메모리)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레임 레이턴시를 추가하지 않고, 라인 레이턴시보다 적게 추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른 입력 출력 사이에서 스위치하도록 사용자 제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1)을 위한 인벤티브 시스템은 상기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을 제어하고, 상기 비디오 스위
치 시스템(1)의 다른 모든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 상기 들어오는 비디
오 라인을 캡쳐하고, 상기 들어오는 비디오 라인을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로 송신하는 적어도 두 개의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로부터 상기 스위치되는 비디오를 획득하고, 상기 스
위치되는 비디오를 상기 출력으로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 및 상기 사용자 선택 및
제어를 캡쳐하고, 상기 명령을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로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5)
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비디오 스위치 방법(100)을 위한 인벤티브 방법은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에 의해 비디오를 획득하는
단계(101);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에 의해 픽셀 클락과 함께 비디오를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
로 송신하는 단계(102);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로(3)부터 오는 비디오를 판독하고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
(2)에 의해 상기 들어오는 비디오의 클락과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의 로컬 클락을 비교하는 단계(103); 메인 제
어 인터페이스(2)에 의해 상기 스위칭 공식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스위치하는 단계(104);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
스(5)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데이터 어드레스를 획득하고, 상기 비디오의 제어 데이터를 숨기도록 상기
어드레스를 상기 비디오로 할당하는 단계(105);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에 의해 상기 픽셀 데이터에 관해 비디
오를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4)로 송신하는 단계(106);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상기 정보에 따라 상기 동기화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107); 및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4)에 의해 비디오를 상
기 출력으로 송신하는 단계(108)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목표를 충족하는 시스템 및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에서 설명된다.
도 1은 비디오 스위치를 위한 시스템이다.
도 2는 비디오 스위치를 위한 방법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1)을 위한 인벤티브 시스템은 상기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1)을 제어하고, 상기 비디오 스
위치 시스템(1)의 다른 모든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 상기 들어오는 비
디오 라인을 캡쳐하고, 상기 들어오는 비디오 라인을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로 송신하는 적어도 두 개의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로부터 상기 스위치되는 비디오를 획득하고, 상기 스
위치되는 비디오를 상기 출력으로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4), 및 상기 사용자 선택 및
제어를 캡쳐하고, 상기 명령을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로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5)
를 포함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단계(101)의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에 의해 비디오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비
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는 라인 FIFO를 포함한다.
오 입력 인터페이스(3)에 의해 캡쳐된다.

비디오 동기화 신호 vsync, hsync 및 데이터 유효성은 비디

들어오는 픽셀 데이터는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에 의한 데이터

유효성 신호 및 픽셀 클락을 이용함으로써 FIFO로 기록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단계(102)의 "상기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3)에 의해 픽셀 클락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상
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로 송신하는 단계"의, 특정 수의 픽셀 데이터가 FIFO로 기록되고 비디오가 메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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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터페이스(2)로 송신된 후, 특정 수의 픽셀 데이터가 FIFO로 기록되는 경우, 단계(103)의 "상기 비디오 입
력 인터페이스(3)로부터 오는 비디오를 판독하고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에 의해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의
로컬 클락과 상기 들어오는 비디오의 클락을 비교하는 단계"에서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는 시작하고, 단계
(104)의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에 의해 스위칭 공식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스위칭하는 단계"에서, 상기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는

동작의

스위칭을

하고,

"대기"를

요구받은

비디오의

특정

수는

공식:

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라인 지속(duration)을 이용하고 판독 동작을
완료하기 위해서, 비디오가 들어오는 동안, 로컬 클락은 픽셀 클락보다 동일하거나 높아야한다. 단계(105)의
"사용자에 의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5)로부터 선택되는 데이터 어드레스를 획득하고 상기 어드레스를 상기
비디오 제어 데이터를 숨기도록 상기 비디오로 할당하는 단계" 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5)는 상기 비디오 플로
우 제어를 수행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5)는 사익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어드레스 공간(레지스터)을 포함한다.
WR_EN 신호는 데이터를 어드레스로 기록하기 위해 이용된다.

데이터는 비디오 입력 및 출력을 위해 필요한 정

보를 포함하고, 이러한 어드레스는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에 의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획득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단계(106)의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에 의해 상기 픽셀 데이터에 관해 비디오 출력 인
터페이스(4)로 비디오를 송신하는 단계"에서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2)는 상기 로컬 클락 주파수를 이용하여 비
디오를 상기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4)로 송신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단계(107)의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상기 정보에 따라 상
기 동기화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4)는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따라 상기 필
요한 동기화 신호를 생성한다.

메인 정보는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모든 비디오는 스위치되는 비디오 입력의 수, 및 출력 동기화 신호의 극성을 출력한다.
모든 비디오는 픽셀 클락 주파수, 동기화 신호의 극성, 및 연속하여(on a row) 위치하는 픽셀 수가 입력된다.
또한,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4)는 vsync 출력, hsync 출력, 데이터 유효성 출력 및 픽셀 데이터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입력 동기화 신호는 로컬 클락에 의해 버퍼링되고, 출력 동기화 신호는 입력 동기화 신호 상태에 따

라 생성된다.

다음으로,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는 선택된 비디오를 출력으로 송신한다.

부호의 설명
도면에 도시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부호화된다.
1. 비디오 스위치 시스템
2. 메인 제어 인터페이스
3.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
4.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
5.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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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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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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