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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 의 명칭 : 적응적 영 을 위한 데이터 처 리 방 법 및 장치

(57) Abstract: According to one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 data processing method comprises the ste s of generating an uncom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SL27010
pressed data signal and transmitting the uncompressed data signal and
an InfoFrame, wherein the InfoFrame i s a data transmission structure for
transmitting information to a sink device receiving the uncompressed data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SL27020 signal, and includes a color volume descriptor for describing information
인포프레임 (InfoFrame) 을 전송하는 단계 on color volume, and the InfoFrame includes type information for indicat

ing the type of color volume according to an object of the color volume,
color volume type information for indicating the type of color volume ac
cording to a method of defining the color volume, and color space type
information for indicating the type of color space in which the color vol

SL2701 0 ... Step of generating uncompressed data signal
SL27020 ... Step of transmitting uncompressed data

ume i s expressed.

signal and InfoFrame
(57) 요약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처 리 방 법은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 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
레 임 (InfoFrame) 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 한다ᅳ 이 때, 상 기 인포프레
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 는 싱크 디바 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
술하는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를 포 함하고, 상 기 인포프 레 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 에 따른 상 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 는 타 입 정
보 , 상 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
를 나타내 는 컬러 볼륨 타 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 는 컬러
스 페 이스의 종류를 나타내 는 컬러 스페 이스 타 입 정보를 포 함 한다ᅳ



명세서

발명의 명칭 : 적웅 적 영상 재생을 위 한 데이터 처 리 방법 및 장치

기술분야
[I] 본 발명은 적웅적 영상 재생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2] 아날로그 방송 신호 송신이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방송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이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 신호는 아날로그 방송 신호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부가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 UHD 방송은 기존의 HD 방송 대비 향상된 화질 및 몰 입감을 시청자 에게

다양한 측면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UHD 에서는 콘 텐츠에서 표현하는 밝기 및 색상 표현의 범위를 실제 인간의 시각

체계에서 인지 가능한 밝기 및 색상 인지 범위로 확장하는 방법, 즉 , HDR (high

dynamic range) 및 WCG (wide color gamut) 이 도 입될 것으로 보 인다. 즉 ,

콘 텐츠에서 향상 된 고대비 및 색감을 제공함으로써 UHD 컨텐츠를 감상하는

사용자는 더 큰 몰 입감 및 현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컨텐츠를

디스플레 이에서 재생할 때 효과적으로 제작자의 의도 등에 따라 영상 밝기 및

색감을 재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화질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4]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로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제 해결 수단
[7] 본 발명은 컬러 개멋 , 밝기 범위 , 밝기 레벨, 컬러 스페이스 , 컬러 평면 및/또는

컬러 바운더 리를 통해 컬러 볼륨을 정의할 수 있다.
[8] 본 발명은 인포프 레임의 구성을 정의함으로써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9] 본 발명은 EDID 의 구성을 정의함으로써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10] 본 발명은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II] 본 발명은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12] 본 발명은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3]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전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14]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

[15]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하는 인포프 레임을 나타낸 도면이다 .

[16]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하는 인포프 레임을 나타낸 도면이다 .

[17]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확장 디스플레 이 식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18]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식별자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19]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식별자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20]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적웅적 비디오 처리를 위한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의 동작을 나타낸다.

[21]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
식별자를 확장하여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22]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를 확장하여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23]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동적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 식별자를 별도로 정의하여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24]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위해 별도의 인포프레 임을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25]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하 는 방법을 나타낸다.

[26]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하 는 방법을 나타낸다.

[27]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위해 별도의 인포프 레임을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28]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의 복수의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29]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가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30] 도 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가 디스플레 이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하고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31]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InfoFrame 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32] 도 2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descriptor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3] 도 2 1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descriptor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4] 도 22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descriptor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5] 도 2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6] 도 2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7] 도 2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Extended InfoFram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8] 도 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9] 도 2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0] 도 2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41] 도 2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2] 도 30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43] 본 발명은 풍부한 밝기 표현이 가능한 HDR (High Dynamic Range) 컨텐츠가

제공될 때, 컨테츠 내에 포함된 다양한 장면 특성에 대해 적웅적으로 컨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요소를 수신기에 전송함으 로써 , 개선된 화질의 영상으로
컨텐츠를 변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UHD 방송에서는
기존 컨텐츠에서 표현하지 못하였던 밝기를 표현함 으로써 기존의 방송과의
차별성 을 제공하고 고도의 현장감 제공할 수 있다. HDR (high dynamic range) 의
도입을 통해 영상의 밝기 표현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컨텐츠 내에 포함된 장면
간 특성 차이가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HDR 컨텐츠를 전달하는

장치는 각 장면의 특징을 효과적 으로 디스플레 이에 나타내 기 위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수신 장치는 전송된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제작자가 의도한 방향에 적합한 방법으로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

[44] UHD 컨텐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HD 방송 대비 향상된 화질 및

몰 입감을 시청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UHD 방송은

컨텐츠에서 표현하는 밝기 표현 및 색상 표현의 범위를 실제 인간의 시각

체계에서 인지 가능한 밝기 및 색상 인지 범위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즉 , UHD 컨텐츠에 대해 HDR (high dynamic range) 및 WCG (wide color

gamut) 을 적용할 수 있다. 즉 , 컨텐츠에서 향상된 고대비 및 색감을 제공함으로써

UHD 컨텐츠를 감상하는 사용자는 더 큰 몰 입감 및 현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컨텐츠를 디스플레 이에서 재생할 때, 효과적 으로 제작자의 의도

등에 따라 영상 밝기 및 색감을 재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 사용자가

보다 향상된 화질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45] UHDTV 가 제공할 수 있는 현장감 및 몰 입감은 방송 뿐 아니라 다양한
저장매체 및 서비스에서 보다 향상된 시청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기존 영상 컨텐츠와의 차별성 을 주고 화면을 통한

시청이 아닌 실제 시각적인 인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대형 화면 뿐 아니라 색상 표현력, 밝기 표현력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화질 개선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디스플레 이 제조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 ,
서 비스 개시 이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디스플레 이의 특성을 지원할 필요가

생긴다. UHD 컨텐츠를 감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UHD 디스플 레이와 연결 된

STB, Bluray disc player 등의 외부 기기를 통해 감상하는 경우 혹은 UHD

디스플레 이보다 향상된 영상 처리 성능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현재 디스플 레이와 외부 기기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그널링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디스플레 이의 성능 , 특성에 대한 정보를 외부 장치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장치에서는 디스플 레이 특성에 적합한 컨텐츠

변환을 통해 시청자 에게 주어진 UHD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46] 본 발명에서는 디스플레 이 장치 (sink device, 이하 싱크 디바이스로 칭할 수

있음) 와 해당 디스플 레이 장치와 연결된 외부 기기 (source device, 이하 소스

디바이스로 칭할 수 있음)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 싱크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 특징을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하고, 소스

디바이스는 적웅적 컨텐츠 변환에 대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되는

컨텐츠를 적웅적으로 변환하여 향상된 화질의 영상을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47]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전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서 소스 디바이스는 영상 디코딩 및
화질 처리(비디오 프로세 싱)를 수행할 수 있고, 싱크 디바이스는 화질
처리(비디오 프로세 싱) 및 영상 출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스
디바이스는 방송 신호 (broadcast), BD(blu-ray disc)/UV/SCSA 등의 저장매체, IP
streaming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영상 신호에 대해 복호화 (decoding) 및
화질 처리 (video processing) 를 수행하는 기기가 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예로는
STB (set top box), BD/UV/SCSA 플레이어, PC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프로세싱은 WCG, HDR 등의 화질 향상에 대한 비디오
프로세싱이 포함될 수 있다.

[48]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되는 싱크 디바이스 정보에
기초하여 비디오 프로세 싱을 수행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정보는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색상

표현(color gamut) 또는 밝기 표현 (dynamic range)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의 정보에 기초하여 ,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특성에 적합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싱크 디바이스는
디스플레 이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여기서

디스플레이 메타데이터는 위에서 언급한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소스 디바이스는 최종 출력되는 영상의 메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출력 영상의 메타 데이터는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프로세 싱에 적용된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예를 들어, HDR,
WCG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49] 또한 위에서 언급한 비디오 프로세 싱은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이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이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스 디바이스가 비디오 프로세 싱에 필요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HDR, WCG 관련 정보, 비디오
프로세싱 읍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상술한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50]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상기 도면은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가 유선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HDMI, Display Port) 로 연결된 경우, 확장 디스플레 이 식별
데이터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에 포함된 HDR 데이터 블록
(HDR Data Block) 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즉,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의 HDR 및 WCG 기능을 제어(Activation or

Deactivation) 함에 있어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의 변경된 EDID 를
읽어오는 방법을 나타낸다.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에 유선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면, 소스 디바이스는 해당 유선 인터페이스의 +5V power

line 에 하이 레벨 (high level)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 1과정) . 이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가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싱크
디바이스는 로우 레벨 (low level) 전압으로 유지되고 있는 핫 플러그 디텍트 라인
(Hot Plug Detect line, HPD) 에 하이 레벨(high level)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2

과정). 이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는 연결 완료 및 EDID 읽기가 준비되었음을 소스
디바이스에게 알려준다. 소스 디바이스는 HPD 라인이 하이 레벨로 천이됨을
확인하고 디스플레 이 데이터 채널 (Display Data Channel, DDC) 을 통해 EDID

정보에 대한 읽기 요청을 싱크 디바이스에게 전달할 수 있다 (3 과정). 이에
대웅하여 싱크 디바이스는 EDID 정보를 디스플레 이 데이터 채널 (Display Data

Channel, DDC) 을 통해 소스 디바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 (4 과정).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혹은 싱크 디바이스의 기능적 판단에 의해 EDID 의 HDR 데이터
블록의 제어 읍션 플래그 (Control option flag) 가 변경될 수 있다 (5 과정). 이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에 EDID 의 업데이트를 알려주기 위해 HPD

라인에 로우 레벨 전압을 인가하고 최소 100ms 동안 유지할 수 있다 (6 과정).
싱크 디바이스에서 EDID 읽기가 가능해 지면 싱크 디바이스는 HPD 라인에 하이
레벨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7 과정). 소스 디바이스는 이를 감지하고 디스플레이
데이터 채널 (DDC) 을 통해 EDID 읽기를 요청할 수 있다 (8 과정) . 싱크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채널 (DDC) 을 통해 업데이트되어 변경된 EDID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9 과정) .

[51] 다음은,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에 화질 개선을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전술한 흐름도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5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술한 3 과정 또는 8 과정에서 소스 디바이스는

디스플레 이 메타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전달할 수 있으며 , 4과정 또는 9

과정에서 싱크 디바이스는 디스플레 이 메타 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메타 데이터는 싱크 디바이스의 색상 표현
및 밝기 표현 (color gamut 및 brightness) 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색상
표현 (Color gamut) 정보는 RGBW 에 해당하는 색상의 CIE xy 다이어그램
(diagram) 상의 컬러 프라이머리 (color primary) 좌표 흑은 BT. 709, BT. 2020 등의
표준 색상 표현 (color gamut)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 이
메타 데이터는 디스플레 이 ID (DisplaylD) 의 색상 특성 데이터 블록 (color

characteristics data block)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밝기 표현 (brightness) 관련
정보는 최대, 최소 밝기 값에 해당하며 , DisplaylD, EDID, EDID extension 등에

정의 된 데이터 블록 (datablock) 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53] 소스 디바이스는 전달 된 디스플레이 메타데이터에 기초하여 비디오 컨텐츠의

색상 및 밝기 정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색상 및 밝기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디코딩 된 비디오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
에 전달한다. 이 때, 비디오에 대한 색상 표현(color gamut) 및 밝기 표현 (dynamic

range) 관련 메타 데이터를 AVI 인포프레임 (InfoFrame) 및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54] 색상 매핑 (Color mapping) 및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이

각 장면 혹은 프레임에 따라 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소스 디바이스는 디코딩
된 각 장면 혹은 프레임에 대웅하는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해당
장면을 전달하기 위한 interface 표준이 필요하며, 본 발명에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전달되는 정보는 색상 매핑 (color mapping),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핑
(mapping) 이전의 비디오 포맷 정보 및 매핑 이후에 목표 (targeting) 로 하는 비디오
포맷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스 디바이스는 이전 프레임에 비해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 는 정보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이전 정보들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Cancel previous info),

향후 현재 정보를 재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Reuse current frame

info), 장면 흑은 프레임 별 정보의 종료를 나타내 는 정보 (End of additional HDR

video Information) 등을 전달할 수 있다.
[55]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가 전달한 비디오 포맷 정보, 색상 매핑 (color

mapping) 정보 및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정보를
바탕으로 장면 및 프레임에 적합한 영상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싱크

디바이스는 해당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포함하거 나 혹은 싱크
디바이스 내에 기존에 구현되어있는 블록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
[56] 만약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 간에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feedback)

이 필요한 경우 Control Option Flag 를 통해 제어할 수도 있다.
[57] 아래에서는 소스 디바이스가 비디오 프로세 싱에 필요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58] 본 발명에서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는 UHD

컨텐츠의 HDR/WCG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이다. 본 발명에서는 UHD 컨텐츠의
HDR/WCG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반적으로
UHD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포프레임 (InfoFrame) 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인포프레임 (InfoFrame) 을 정의하거나, 기존에
정의된 AVI 인포프레 임 (InfoFrame) 을 확장하거 나,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확장하여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UHD 컨텐츠의 HDR/WCG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InfoFrame 에 정의하는 경우에 대한
실시예이다.

[59]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하는 인포프레임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서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새로운 정의된 인포프레임 (InfoFrame) 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여기서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되는 정보는 싱크 디바이스가
HDR/WCG 영상을 세밀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면 혹은 프레임과 같이 컨텐츠 내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적합한 처리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실시예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과 관련된 정보를 예시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되는 정보는 비디오 처리 이전과 이후에
대한 비디오 포맷 정보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며 , 매핑이 이뤄지는 색공간에

대한 정보 및 정보의 업데이트 유무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60] 도면에서 인포프레임의 타입 정보 (InfoFrameType) 는 HDR/WCG 비디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의된 인포프 레임의 타입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타입 정보에 0x08 을 할당하여 HDR 비디오 관련 추가 정보가
제공됨을 나타낼 수 있다.

[61]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Frame grouping type) 는 HDR/WCG 비디오 정보가
적용되는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 HDR/WCG 비디오 정보는 씬 (scene) 단위로
적용되거나, 비디오 클립 (video clip) 단위 , 혹은 각각의 프레임 (frame) 단위로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정의하는 단위는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인포프레임
(InfoFrame) 내 정보들의 적용 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임 그루핑
타입 정보 (Frame grouping type) 가 000으로 씬 (scene) 으로 지정된 경우 목표
비디오 정보 (Target video information) 에 나타난 정보가 일정 씬 (scene)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는 그 값이
000 인 경우 씬단위 , 0이 인 경우 비디오 클립 단위 , 010 인 경우 프레임 단위 , 011 인
경우 컨텐츠 단위로 HDR/WCG 비디오 정보가 적용됨을 나타낼 수 있으며,
100에서 111까지의 값은 추후 사용될 수 있다.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의 데이터 바이트 1에 포함될 수 있다.

[62]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의 데이터 바이트 2는 업데이트 여부 정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 및 종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63]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때 이전 정보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이 씬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이전 씬에 적용된 정보에 비해 현재 씬에 적용되는 정보가 갱신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정보가 1인 경우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 내에
업데이트가 있음을 나타내어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 내에서 뒤따르는
정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정보가 0인 경우 이전에 제공되었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이 씬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이전 씬에 적용된 정보를 현재 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업데이트 여부 정보는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와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가 프레임 타입인

경우에도 프레임마다 항상 업데이트가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 유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64]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Cancel previous info) 는 이전 정보의 사용 유무를
나타낸다. 해당 정보가 1인 경우 이전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가 1이면, 이전 프레임의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에 포함된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 즉, 해당
정보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에 대해 일종의 리프레쉬 (refresh) 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0인 경우 이전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다양한 HDR/WCG 비디오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기존 정보들을 일정 공간에 저장하여 사용하 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모두 제거하고 현재 제공되는 정보만을 사용하는 동작을
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필드는 위의 예시와 같이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과 연계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이 씬 타입인 경우 씬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전 정보들과 구분되는

정보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씬의 변화 유무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65]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 (Reuse current frame info) 는 현재 프레임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를 인접한 프레임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한지 , 또는 해당 정보가
현재 프레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나타낸다.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의 값이 1인 경우 현재 프레임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연속된 프레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에 기초하여 연속된 프레임에 대해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레이트 (data rate)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반대로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의 값이 0인 경우는 현재 프레임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현재 프레임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필드는
위의 예시와 같이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과 연계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
[66] 종료 정보 (End of HDR/WCG video information) 는 HDR/WCG 비디오 정보의

종료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인포프 레임이 사용되 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정보를 사용하여 향후 제공되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종료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종료/전환 흑은 HDR 종료, 표준 다이나믹 레인지 (standard dynamic

range, SDR) 로의 전환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67]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의 데이터 바이트 3은 현재 비디오 인포 (current

video info) 존재 정보 및 타겟 인포 (target info) 존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68]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 (Current video info present) 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영상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다. 본 정보가 1인 경우 인포



프 레임은 N l 데이터 바이트들에 포함된 현재 비디오 정보 (Current Video

Information) 를 통해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비디오 정보 (Current

Video Information) 를 통해 제공되는 현재 비디오에 대한 상세 정보는 밝기 표현

정보 (dynamic range) 및 색상 표현 (color gamut)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현재 비디오 정보는 서브 블록의 길이 및 데이터 바이트 n 부터 데이터

바이트 n+10 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비디오 정보의 데이터 바이트 n는

최대 밝기 정보 (white level), 데이터 바이트 n+1 은 최소 밝기 정보 (black level),

데이터 바이트 n+2, 데이터 바이트 n+3, 데이터 바이트 n+4, 데이터 바이트 n+5,

데이터 바이트 n+6, 데이터 바이트 n+7 은 각각 Red-x, Red-y, Green-x, Green-y,

Blue-x, Blue-y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바이트 n+8, 데이터 바이트

n+9 는 white-x, white-y 정보를 포함하고, 데이터 바이트 n+10 은 색상 정밀도

(precision)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69] 최대 밝기 정보 (White level) 는 비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의
밝기 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써 밝기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이 때 밝기는

물리적 밝기를 나타내 거나, 최소밝기 (black) 대비 상대적인 최대 밝기, 코드 밸류

(code value) 상의 최대 값 등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의미가

구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 각각에 대해 타입을 정의하여 정확한 뜻을

전달하거나 각각에 대한 값을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70] 최소 밝기 정보 (Black level) 는 최대 밝기 정보와 대비되는 의미로써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내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최대 밝기

정보 (White level) 에서와 마찬가지 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 각각을

모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정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71] 위에 예시와 같이 최대/최소 밝기 정보 (white I black level) 를 통해 HDR

비디오의 속성을 시그널링 하는 방법 이외에도 , f - sto p에 따라 영상의 D R 특성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미리 정의된 HDR 구분을 통해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HDR 영상을 인코딩 하는데 사용 된 변환 함수 (transfer

function, 예를 들어 EOTF (electro-optical transfer function), gamma function 등)를

추가적으로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72] Red-x/-y, Green-x/-y, Blue-x/-y 정보는 각각 색상 표현 (color gamut) 을 나타내 기

위한 색 좌표상의 X, y좌표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예와 같이 임의의 좌표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 표준 이나 널리 사용되 는 color gamut 의 경우 미리 약속된

값으로써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73] White-x/-y 정보는 화이트 포인트 (white point) 를 나타내 기 위한 색 좌표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예와 같이 임의의 좌표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 표준 이나

널리 사용되는 화이트 포인트 (white point) 의 경우 미리 약속된 값으로써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74] 또한 추가적으로 컨텐츠의 색상 인코딩 에 사용된 컬러 볼륨 (color volume) 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 으로 정의할 수 있다.



[75] 타겟 인포 존재 정보 (Target video info present) 는 HDR/WCG 비디오 인포

프레임을 통해 해당 프레임/장면의 화질 개선, 화질 변화 등을 추구할 때
목표 (target) 가 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여기서, 목표는 비디오 포맷이
되거나 목표가 되는 디스플레이 등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비디오와 디스플레이
각각에 대해 목표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을 정의할 수 있다. 본

필드가 1인 경우 타겟 비디오 정보 (Target Video Information) 를 통해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타겟 비디오 정보 (Target Video Information) 를 통해 제공되는
타겟 비디오에 대한 상세 정보는 밝기 표현 정보 (dynamic range) 및 색상 표현
(color gamut)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겟 비디오 정보는 서브
블록의 길이 및 데이터 바이트 n 부터 데이터 바이트 n+9 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타겟 비디오 정보의 데이터 바이트 n는 최대 밝기 정보 (white level), 데이터
바이트 n+1 은 최소 밝기 정보 (black level), 데이터 바이트 n+2, 데이터 바이트 n+3,

데이터 바이트 n+4, 데이터 바이트 n+5, 데이터 바이트 n+6, 데이터 바이트 n+7 은
각각 Red-x, Red-y, Green-x, Green-y, Blue-x, Blue-y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바이트 n+8, 데이터 바이트 n+9 는 white-x, white-y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정보에 따른 정의 및 자세한 설명은 전술한 현재 비디오 정보에 대한 설명에

따를 수 있다.
[76] 색공간 타입 정보 (Color space type) 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처리 과정에서 기반이 되는 색공간 (color

space)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색공간 타입 정보는 색공간으 로써, RGB,
YCbCr, XYZ, ACES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색공간 타입 정보가 000 인 경우
RGB, 0이 인 경우 XYZ, 010 인 경우 ACES, 0 11인 경우 L*a*b* 를 나타낼 수 있다.

[77]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처리 과정에서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가
정휘도 (constant luminance) 인지 또는 정휘도 7 · 아닌지 (non-constant luminance)

나타낸다. 이 때 정휘도 (constant luminance) 의 정의는 ITU-R 의 BT.2020 의
정의를 따르며 , 정휘도 정보가 1 값인 경우 정휘도 (constant luminance) 임을
나타내 도록 설정할 수 있다.

[78] 뿐만 아니라 HDR/WCG 비디오 정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필드,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 및 구분하기 위한 필드, 프로세 스 간의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
다이나믹 레인지 및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O 과의 연계를 위한 시그널링 등이 추가될 수 있다.

[79] 색상 정밀도 정보 (Color precision) 는 컬러 표현 정확도를 나타내며, 필요한
경우 전술한 색공간 타입 정보 (Color space type) 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GB 의 경우 10 비트/ 12 비트 / 14 비트 과 같이 동일한 색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밀도로 표현할 수 있다. 혹은 플로팅 포인트 (floating point) 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정밀도를 갖는지에 대해 나타낼 수도



있다.
[80]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 (Dynamic range mapping type) 는 HDR/WCG

인포프 레임을 통해 제공되는 톤 매핑 (tone mapping) 방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톤
매핑 방법은 선형 함수 (Linear), LUT (look-up table), 로그 함수 (log), 구간별 커브
(piecewise curve)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를 가질 수 있으며 , 각 타입에 따라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 (Dynamic Range Mapping Information) 를 통해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은 밝기 (luminance) 와
관련된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써 , 변환 커브 (transfer curve), 다이나믹 레인지
압죽/확장 (dynamic range compression/extension) 등과 같은 처리 과정도 포함될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가 000인 경우 매핑이 없음을 나타내고,
0이 인 경우 선형 함수 (linear function), 010인 경우 로그 함수 (logarithmic

function), 011인 경우 지수 함수 (exponential function), 100인 경우 S-커브, 1이 인
경우 구간별 커브 (piecewise curve), 110인 경우 룩업테이블 (look-up table, LUT) 이
톤 매핑 방법으로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다.

[81] 아래에서는 룩업테이블을 이용한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룩업테이블은
입력값 (input value) 과 출력값 (output value) 을 매칭시켜주는 테이블로써 , 일정
개수(예를 들어 32개)만큼의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이 룩업테이블인 경우,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는 서브 블록의 길이
및 데이터 바이트 n 부터 데이터 바이트 n+2N+l 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의 데이터 바이트 n은 룩업테이블 타입 정보 (LUT

type), 룩업테이블 보간 타입 정보 (LUT interpolation type)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바이트 n+1은 포인트의 개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데이터 바이트
n+2은 입력 샘플 1, 데이터 바이트 n+3은 출력 샘플 1, 데이터 바이트 n+4은 입력
샘플2, 데이터 바이트 n+5는 출력 샘플2, ... , 데이터 바이트 n+2N 은 입력 샘플 N ,

데이터 바이트 n+2N+l 은 출력 샘플 N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룩업테이블 타입 정보 (LUT type) 는 룩업테이블 차원 정보 (LUT dimension) 로
표현될 수 있으며 ,룩업테이블의 차원을 나타낸다. 룩업 테이블의 차원은
룩업테이블 타입 정보가 00일 때 1차원 룩업 테이블 (1D LUT), ()1일 때 3차원
룩업테이블 (3D LUT) 을 나타낼 수 있다. 전술한 룩업 테이블은 1차원 룩업

테이블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 었다.
[82] 룩업테이블 보간 타입 정보 (LUT interpolation type) 는 입/출력 샘플 간의 보간

(interpolation) 방법을 지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83] 포인트의 개수 정보 (Number of points) 는 입/출력 샘플의 개수를 나타내 는데

사용될 수 있다. 포인트 개수 정보가 lObit 의 경우 2 1023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84] 다음은 구간별 커브 타입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을 위한 방법으로써 복수의 구간에 서로 다른 커브를
적용하는 구간별 커브 (Piecewise curve) 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각 구간을



지정하기 위한 입력/출력 값이 필요하며, 각 구간에 적합한 커브 및 그에 따른
계수를 지정해줄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이 구간별 커브 (piecewise

curve) 인 경우,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 (톤 매핑 정보)는 서브 블록의 길이 및

데이터 바이트 n 부터 데이터 바이트 n+4N+2 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의 데이터 바이트 n은 포인트 의 개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바이트 n+1은 0번째 커브 타입, 데이터 바이트 n+2은 0번째 계수
(coefficients), 데이터 바이트 n+3 은 1번째 입력, 데이터 바이트 n+4은 1번째 출력,
데이터 바이트 n+5 는 1번째 커브 타입, 데이터 바이트 n+6은 1번째 계수,
데이터 바이트 n+4N-l 은 N번째 입력, 데이터 바이트 n+4N 은 N번째 출력, 데이터
바이트 n+4N+l 는 N번째 커브 타입, 데이터 바이트 n+4N+2 는 N번째 계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포인트의 개수 정보 (Number of points) 는 입력/출력
샘플의 수를 나타낸다.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N개의 샘플 포인트가 주어지는
경우를 고려하며, 이 경우 N+1 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나타낸다. 커브
타입 정보 (Curve Type) 는 각 구간별 커브의 종류를 나타낸다. 선형함수 (Linear

function), 계단식 함수 (step function), 로그 함수 (log function), 지수 함수
(exponential function), m차 함수 등 다양한 커브를 미리 정할 수 있다.

[85] 계수 정보 (Coefficients) 는 커브 타입 정보 (curve type) 에 따른 계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m차 함수 타입의 커브에 대해서는 차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로그 (log) 함수 타입의 커브에 대해서는 밑(base)에 대한 정보를 계수

정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86] 색상 매핑 타입 정보 (Color mapping type) 는 HDR/WCG 인포프레임을 통해

제공되는 색상 매핑 (color mapping) 방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행렬 (Matrix),

룩업테이블 (Look-up Table, LUT)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 그 타입에 따라
색상 매핑 정보 (Color Mapping Information) 를 통해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색상 매핑은 색차 (chrominance) 와 관련된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써, 색 영역에
대한 성형 (gamut shaping) 또는 색 영역에 대하 매핑 (gamut mapping) 등과 같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색상 매핑 타입 정보의 값이 000 인 경우 매핑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 0이 인 경우 게인-오프셋 (gain-offset), 010 인 경우 행렬 변환
(Matrix conversion), 011 인 경우 룩업테이블, 100인 경우 어드밴스드 매핑 방법이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과 색상 매핑 (color mapping) 이 별도의 과정으로 처리되는 것을

가정하였지만, 두 개의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처리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정보가 아닌 단일 정보로 제공될 수도 있다. 즉,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와 색상 매핑 타입 정보는 단일 정보를 통해 시그널링 될 수 있다.

[87] 아래에서는 색상 매핑의 한 방법으로써 행렬 변환 (Matrix conversion) 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트릭스의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및 각 계수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색상 매핑 정보는 색상 매핑 타입이
행렬 변환 (Matrix conversion) 인 경우, 색상 매핑 정보는 서브 블록의 길이 및



데이터 바이트 n 부터 데이터 바이트 η+Μ 1*Μ 2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색상
매핑 정보의 데이터 바이트 n은 행(row) 의 개수 정보인 Ml, 열 (column) 의 개수
정보인 M 2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바이트 n+1은 행렬에 포함된 1번째
계수 (coefficient), 데이터 바이트 n+2은 2번째 계수 (coefficients), .. ., 데이터
바이트 η+Μ 1*Μ 2는 M1*M2 번째 계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88]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하는 인포프레임을 나타낸 도면이다.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을 새롭게 정의하여 이에 포함된 세부 정보들을 설명하였다.
이번 실시예에서는 CEA 861에서 기 정의되어 있는 AVI 인포프레임 (version 3)을
확장하여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및 색상 매핑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버전의 AVI 인포프레 임 (version 4)를 정의하여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및 색상 매핑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AVI
인포프레 임은 인포프레 임 타입 코드(infoframe type code)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그 값은 AVI 인포프레 임임을 나타내는 0x02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포프레 임 버전 넘버 (infoframe version number)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확장된 경우 3, 새롭게 정의된 경우 4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AVI 인포프레 임은 인포프레 임의 길이 정보 및 데이터 바이트 1내지
18을 포함할 수 있으며 , N 1내지 N4 데이터 바이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내지 13은 기정의된 AVI 인포프 레임의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4 내지 18 및 N 1 내지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AVI 인포프레 임이
확장된 것으로써 본원 발명에서 설명하는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4는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frame grouping

type) 를 포함할 수 있으며 , 데이터 바이트 15는 업데이트 여부 정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현재 정보 재사용 여부 정보 및 종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6은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 및 타겟 인포 존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7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 및 색상
매핑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8은 색상 정밀도 정보, 색 공간
타입 정보 및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를 포함할 수 이다. N 1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현재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2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타겟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타겟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N3 데이터
바이트들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색상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정의된 AVI

인포프 레임을 확장하 거나 신설하여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함께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89] 다음에서 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HDR/WCG 영상을 처리한 후
디스플레이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확장 디스플레이 식별 데이터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에 새로운 태그 코드 (Tag Code) 를 신규

정의하거나 기존에 정의된 부분을 확장하여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를 시그널링
할 수 있다. 혹은 디스플레 이 식별자 (DisplaylD) 에 신규 정의하거나 기존에
정의된 디스플레 이 파라미 터 데이터 블록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데이터 블록 (Display Device Data Block), 공급자 특정

데이터 블록 (Vendor-Specific Data Block), 제품 식별자 데이터 블록 (Product

Identification Data Block) 등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90] 필요에 따라 AVI 인포프 레임이 확장되 었음을 알려주는 별도의 시그널링

정보가 기존 AVI 인포프레 임 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시그널링 정보는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 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에 정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스펙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 여부를 알려기 위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91]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확장 디스플레 이 식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는 EDID 에 데이터 블록을
신규정 의하는 경우에 대한 실시예이며,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처리 (post processing) 관련 정보들, 즉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색상 매핑 (color mapping) 에 대한 처리(processing)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등이 전달될 수 있다.
[92] EDID 는 첫번째 바이트에 태그 코드 정보 및 뒤따라오는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DID 의 두번째 바이트는 확장
태그 코드 정보 (enxtended tag code) 를 포함할 수 있으며 비디오 관련 블록들을
위해 리저브드 (reserved) 된 0x07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

블록이 HDR/WCG 비디오 정보 데이터 블록임을 나타낼 수 있다. 세번째
바이트는 색공간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네번째 바이트는 정휘도 (constant

luminance)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섯번째 바이트는 현재 비디오 인포

요청 정보 및 타겟 비디오 인포 요청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여섯번째 바이트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일곱번째 바이트는 색상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93] 확장 태그 코드 정보 (Extended Tag Code) 는 리저브드된 확장 태그 코드
(extension tag code) 값을 사용하여 HDR/WCG 비디오 정보 데이터 블록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리저브트 태그 코드 (reserved tag code) 중 0x07 값을

사용할 수 있다.
[94] 색공간 정보 (color space, CS) 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및 색상 매핑 시 싱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곡간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비트에 대해 1인 경우 RGB, XYZ, ACES, L*a*b* 가 사용 가능함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에 대해 InfoFrame 의 색상 정밀도 정보 (color precision) 에
대웅하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여 전달할 수도 있다. 즉, RGB 10 bit, RGB 12 bit 을

서로 다른 bit 을 할당하여 표현할 수 있다. 혹은 별도의 시그널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95]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및 색상 매핑 시 싱크

디바이스에서 정휘도 및 비정휘도 (non-constant luminance) 처리 가능 여부를
나타낸다. 그 값이 1인 경우 사용 가능함을 나타낸다.

[96] 현재 비디오 인포 요청 정보 / 타겟 비디오 인포 요청 정보 (CinfoATinfo) 는 현재
비디오 인포 / 타겟 비디오 인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비트이다. 그 값이 1인
경우 소스 디바이스에 현재 비디오 인포 / 타겟 비디오 인포를 요청함을

나타낸다.
[97]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 (dynamic range mapping, DRM) 및 색상 매핑 정보

(color mapping, CM) 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 색상 매핑 (color mapping) 방법을 나타낸다 ·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전달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 가능한 매핑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98] 다른 실시예로써, 기존에 정의된 다이나믹 레인지 및 마스터 링 데이터 블록
(Dynamic range and mastering Data block) 을 통해 디스줄레 이 관련 정보를
정의하는 경우 하위 호환성을 고려하여 확장됨을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싱크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컨텐츠의 컬러 표현 방법(color encoding volume) 을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99]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 이 식별자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는 디스플레이 식별자
(DisplaylD) 의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데이터 블록에 추가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디스플레 이 파라미 터 데이터 블록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은 디스플레 이
장치 또는 싱크 디바이스의 전반적인 파라미 터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영상의 수평, 수직 사이즈, 수평 수직 픽셀 (pixel) 개수, 디스플레이 장치
(monitor) 에서 지원 가능한 기능에 대한 플래그 정보 (flag), 변환 함수 (transfer

function) 에서 사용되 는 감마 (gamma), 화면 비율 (display aspect ratio), 픽셀 비트
뎁스 (pixel bit depth)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술한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mapping) ¾ p ¾ (color mapping) ¾：¾ ¾ i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100] 도면에서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데이터 블록은 오프셋 Ν부터 Ν+4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 확장된 영역 내에 색공간 정보, 정휘도 정보,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 색상 매핑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각 정보들에 포함되는 세부 정보들의
예시는 이전 도면들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101]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식별자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는 디스플레이 식별자
(DisplaylD) 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데이터 블록에 추가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데이터 블록 (Display Device Data Block) 은 디스플레 이
장치의 패널 특성을 정의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종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오퍼레이팅 모드, 픽셀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영상 크기,
화면 비율 (display aspect ratio), 비트 뎁스 (bit depth), 웅답 속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데이터 블록에 포함된
이들 정보와 함께 앞서 정의한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관련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도면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데이터 블록은 오프셋 N부터 N+4 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확장된 영역 내에 색공간 정보, 정휘도 정보,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
색상 매핑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각 정보들에 포함되는 세부 정보들의
예시는 이전 도면들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102] 이와 유사하게 디스플레 이 식별자의 공급자 특정 데이터 블록 (Vendor-Specific

Data Block) 을 이용하여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관련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공급자 특정
데이터 블록 (Vendor-Specific Data Block) 은 현재 데이터 블록 (Data Block) 에

정의되지 않은 정보를 전송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기존 데이터
블록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정보를 정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 특정 데이터 블록 (Vendor-Specific Data Block) 을
이용해 앞서 정의한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관련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103]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적웅적 비디오 처리를 위한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의 동작을 나타낸다. 소스 디바이스는 압축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디코더, 색영역 매핑을 수행하는 색영역 매퍼, 다이나믹 레인지

(밝기 표현) 를 매핑하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퍼, 비디오 스트림에 포함된 비디오
신호를 후처리하는 비디오 프로세 서, 메타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및 트랜스미터/리시버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미터/리시버는 비디오 신호를 송신하고 메타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에 따라 비디오 읍션 컨트롤 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04] 싱크 디바이스는 색상 매핑을 수행하는 색상 매퍼, 다이나믹 레인지 (밝기

표현) 를 매핑하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퍼, 비디오 신호를 후처리하는 비디오
프로세 서, 메타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메타데이터 프로세 서 및
트랜스미터/리시버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미터/리시버는 디코딩된 비압축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메타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05] 본 발명에서 싱크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 동작 시나리오의 구분이 가능하며,
각 시나리오의 단계는 크게 1)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 2)



비디오 프로세 싱, 3) 디스플레 이의 세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메타 데이터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서 획득하고,

디스플레이 및 비디오 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처리, 전달 된

비디오를 출력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WCG, HDR 를 고려하며,
싱크 디바이스에서 비디오 처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106] 여기서, 싱크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 서로 다른 동작이 나올 수 있으며, 싱크
디바이스가 비디오 인포 (video information) 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즉, legacy
device) 의 경우에는 소스 디바이스에서 레거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legacy

display device) 에 맞는 컨텐츠를 확보하거나 비디오 처리 (video processing) 를
통해 레거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적합한 비디오 포맷을 생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싱크 디바이스의 성능이 층분하여

컨텐츠의 정보 처리 없이 향상된 화질의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스
디바이스 혹은 싱크 디바이스의 판단에 의해 별도 처리 없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아래는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에서 비디오/디스플레이 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가정한다.

[107] 첫번째 단계로 싱크 디바이스는 트랜스미 터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EDID (CEA 861-F 기준)
내 컬러 프라이머리 (c o i 0 r primary) 정보 와 HDR 정적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

(static Metadata Data Block, CEA 861.3 기준) 에서 정의하는 EOTF, 지원 가능한

정적 메타데이터 (static metadata) 종류, 요구 컨텐츠 최대 밝기 (desired content

max luminance), 요구 컨텐츠 최대 프레임 평균 밝기 (desired content max frame

average luminance), 요구 컨텐즈 최소 밝기 (desired content min luminance) 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 정보들은 소스 디바이스 내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metadata processor) 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소스 디바이스-싱크
디바이스 간 정보교환 (source-sink handshake) 과정에서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된 후 소스 디바이스 내에서 저장한 후 (e.g. metadata processor) 계속 참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에게 수시로 요청하는 식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

[108] 이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지원 가능한
비디오 처리 관련 정보 (dynamic range mapping type, color mapping type, color

space type, constant luminance 등)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전술한 핸드쉐이크 (handshake) 과정에 전달할 수도 있고, 해당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 전달할 수도 있다.

[109] 또한 소스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신호 (control signal) 도 전달될 수 있다. 이는
소스 디바이스가 어떠한 종류의 비디오 프로세 싱 (video processing) 이

가능한지 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 이의 처리 가능한 범위를 싱크
디바이스 내의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 러가 판단하여 전달할 수 있다. 혹은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없이 디폴트 (default) 로 설정된 모듈에 대한 제어 신호가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소스 디바이스 제어 신호 (control signal) 에 대해
디폴트 (default) 값을 전달하거 나 혹은 초기에는 전달하지 않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110] 상술한 핸드쉐 이크 (handshake) 과정은 소스 디바이스-싱 크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시점에 동작하 는 것인 반면에,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방송 혹은 스트리밍과 같이 서로 다른 컨텐츠가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경우에는 컨텐츠의 변경 시점 혹은 특정 씬 (scene) 의 변경 시점에
디바이스 간 신호 교환이 필요할 수 있다.

[111] 두번째 단계로 소스 디바이스는 트랜스 미터를 이용하여 싱크 디바이스에 대해

HDRAVCG 비디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는 압축된 HDR/WCG

스트림 (UHD 비디오 스트림) 을 디코딩한 후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 내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metadata processor) 에서는 영상과

함께 전달되 는 메타 데이터 (e.g. WCG SEI 메시지, HDR SEI 메시지등)를
바탕으로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여기에는 색상 표현 정보 (color

gamut), 밝기 표현 정보 (dynamic range), EOTF (electro-optical transfer function)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 이 컬러 프라이 머리 (display color primary),

화이트 포인트 (white point), 디스플레이 최대/최소 밝기 (display max/min

luminance), 최대 컨텐츠 밝기 (max content luminance), 최대 프레임 평균 밝기
(max frame-average luminance) 와 같은 정적 메타데이터 (static metadata)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정보들은 VUI 및
SEI message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마스터 링 디스플레 이
컬러 볼륨 SEI 메시지 (mastering—display —colour—volume SEI message), 니펑션
정보 SEI 메시지 (knee_function_info SEI message), 컬러 리매핑 정보 SEI 메시지
(colour_remapping_info SEI message) 와 같이 HEVC 표준에 정의된 SEI

메시지에서 정의된 방법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112] HDR/WCG 비디오 화질 처리를 소스 디바이스에서 하는 경우 위의 정보를 직접

소스 디바이스 내에서 비디오 프로세 서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하지만, 싱크

디바이스에서 HDR/WCG 비디오 화질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소스 디바이스의
메타데이터 프로세서는 비디오 스트림 을 통해 전달된 상기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에 적절한 형태로 보내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메타데이터 프로세서는
트랜스 미터를 통해 상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읍션

컨트롤러 (video option controller) 를 통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더 적합한

기기에서의 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전술한 첫번째 단계에서 전달된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디스플레 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를 선별적 으로 보내줄 수 있다. 만약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항상 정보를 전달하도록 세팅할 수도 있고, 레거시 디스플레이 (legacy display) 와
같이 정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정보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싱크 디바이스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 전술한 AVI

인포프 레임을 통해 색상 영역 (color gamut) 정보를 , 다 이나믹 레인지 및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통해 EOTF,

정적 메타데이터 타입 (static metadata type) 및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mastering

display) 의 다이나믹 레인지 관련 정보 (color primary, white point, max/min

luminance) 와 컨텐즈의 전반적인 정보 (max content light level, max frame- average

light level) 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전술한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및 색상 매핑 (color mapping) 관련

상세 정보 (current video information, target information, dynamic range mapping

information, color mapping information, color space information, constant luminance

information) 를 전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인포프 레임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을 제안하는 방법 내에 정의하여 같이 전달할 수도 있다.
[113] 상술한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의 정보 전달은 프 레임 그룹핑

타입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전송 빈도,

예를 들어 프 레임 단위 또는 씬 (scene) 단위 등으로 조절하여 전달할 수 있다 .

[114] 세번째 단계로써 , 다 이나믹 레인지 매핑과 색상 매핑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비디오 처리 정보를 바탕으로

다이나믹 레인지 매퍼와 색상 매퍼를 이용하여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과 색상
매핑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싱크 디바이스에서는 소스 디바이스에서

전달한 현재 비디오 인포 (current video information) 및 타겟 인포 (target

information) 정보를 통해 전달된 매핑에 대해 그 사용 필요성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한 별도 모듈을 구성하거나 싱크 디바이스 내에 구현된

퀘 레 fl / - ¾ (dynamic range mapping I color mapping)

모듈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15] 네번째 단계로서 싱크 디바이스는 최종 UHD 비디오를 디스플레 이할 수 있다.

여기서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를 통해 처리 된 영상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지만,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metadata processor) 를 통해 비디오가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적합하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 신호 (control signal) 를 발생할 수 있다. 즉 , 영상이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제어 신호를 통해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프로세싱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판단하여 비활성화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디오 프로세서 (비디오 후처리부) 를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프로세 싱할 수 있다.

[116]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원하는 기능을 on/off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싱크
디바이스에서는 소스 디바이스에서 처리 가능한 혹은 처리되고 있는 비디오

프로세싱 읍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메뉴/유저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I)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 이의 밝기 및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 , 싱크 디바이스의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의 정보를 분석한 후 디스플레 이 패널 컨트롤러 (Display panel

controller) 를 통해 디스플레 이를 조정하여 컨턴츠에 적합한 재생 환경 (재생

밝기) 을 제공할 수 있다.
[117] HDR/WCG 비디오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인포프레임을 정의하거나

A V I 인포프레 임을 확장하여 전달할 수도 있지만, HDR/WCG 관련 추가 정보의
개념으로써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에 정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 1) 기존에 정의되어있는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여 정의하거나, 2)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Static_Metadata_Descriptor) 를 확장하거 나, 3) EMDJD 를 정의하여
SMD 와 구분되는 추가 정보로써 전달하거나 4) 별도의 인포프레 임으로 정의한
뒤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18]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를 확장하여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HDR/WCG

비디오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SMD_ID) 를 추가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SMD_ID=0 인 경우 Static Metadata Type 1으로
정의 되었던 것에 추가적 으로 SMD_ID = 1 인 경우 HDR/WCG 비디오 정보를
나타내도 록 할 수 있다.

[119] 여기서 ,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과 같이 비디오 정보의 적용
범위 (예를 들어 프레임, 씬 (scene), 컨텐츠 단위 등)를 나타내는 정보,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의 전송 단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주요
정보를 기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의 리저브드 비트 (reserved bit) 들에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정보의 예는 색공간 타입 정보, 색상 정밀도 정보 및 정휘도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정보에 따라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 (video information) 내의 정보는 컨텐츠 전반에
적용되거나, 혹은 컨텐츠 내에서 씬 (scene) 또는 프레임 (frame) 단위로 적용될 수
있다.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이 컨텐츠 전반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비디오 인포메 이션은 정적 메타데이터 (static metadata) 로써 사용될 수 있다.

[120]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은 인포프레임 타입 코드 (infoframe type code)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임을 나타내는 0x07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포프레 임 버전 넘버 (infoframe version number)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0χ()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 레임의 길이 정보 및 데이터 바이트 1 내지 6을 포함할 수
있으며 , N 1 내지 N 4 데이터 바이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2 내지 6



및 N l 내지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가 확장된
것으로써 본원 발명에서 설명하는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은 EOTF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2는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frame grouping type) 및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SMD_ID) 를 포함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 이는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가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 메타데이터 타입임을
나타낼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3는 업데이트 여부 정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현재 정보 재사용 여부 정보 및 종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4은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 및 타겟 인포 존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5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 및 색상 매핑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6은 색상 정밀도 정보, 색 공간 타입 정보 및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를 포함할 수 이다. N 1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현재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 2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타겟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타겟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N3 데이터 바이트들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 4 데이터 바이트들은 색상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 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정의된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 레임의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를 확장하여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함께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121]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확장하여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_Metadata_Descriptor, SMD) 자체를 확장하여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MD_ID=0 인 경우 기존에 SMD 의 데이터 바이트 3 내지 26에서 정의된
디스플레 이 프라이머리 (display_primary), 화이트 포인트 (white_point), 최소/최대
밝기 (min/max luminance), MaxCLL, MaxFALL 에 이어서 본 발명에서 정의한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의된 SMDJD 를 확장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새로운 버전 넘버 (예를 들어 0x02) 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역
호환성 을 고려하는 경우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아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22]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은 인포프레임 타입 코드 (infoframe type code)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그 값은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임을 나타내는 0x07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포프레 임 버전 넘버 (infoframe version number)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0x()l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 레임의 길이 정보 및 데이터 바이트 1내지 n+5를 포함할 수
있으며 , Ν Ι 내지 Ν 4 데이터 바이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η+ 1 내지
n+5 및 N 1내지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가 확장된
것으로써 본원 발명에서 설명하는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은 SMD 확장 플래그 및 EOTF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2는 SMD 확장(extension) 또는 SMD 의 길이 정보 및 SMD 식별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바이트 3 내지 n은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MD) 에 포함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SMD 확장 정보들은
데이터 바이트 n+1 부터 이후 데이터 바이트들에 포함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1은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frame grouping type) 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2는 업데이트 여부 정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현재 정보 재사용
여부 정보 및 종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3은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 및 타겟 인포 존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4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 및 색상 매핑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5은 색상 정밀도 정보, 색 공간 타입 정보 및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를 포함할 수 이다. N 1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현재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2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타겟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타겟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N3 데이터 바이트들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색상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23] SMD 확장 플래그 (SMD_extension_flag) 정보는 기존에 정의되었던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확장했음을 알려주는데 사용할 수 있다.

[124] SMD 확장(extension) 또는 SMD 의 길이 정보 (Length of SMD extension) 는
디스크립터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며 기존과 확장된 디스크립 터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확장된 디스크립터의 길이를
나타내 는 예시를 나타내 었으며 , 이 경우 팔로잉 HDR 메타데이터
인포프레임(following HDR Metadata InfoFrame) 의 길이 정보는 기존 SMD 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MD_extension_flag 가 1인 경우
전체 디스크립터의 길이는 팔로잉 HDR 메타데이터 인포프레임(following HDR

Metadata InfoFrame) 의 길이 정보 (Length of following HDR Metadata InfoFrame)

와 SMD 확장의 길이 정보 (Length of SMD extension) 의 합이 된다. 이와 달리 ,
팔로잉 HDR 메타데이터 인포프레임(following HDR Metadata InfoFrame) 의 길이
정보 (Length of following HDR Metadata InfoFrame) 가 전체 디스크립터의 길이를
나타내 는 경우 SMD 확장의 길이 정보 (Length of SMD extension) 대신 SMD 의
길이 정보 (Length of SMD) 를 사용하여 기존 디스크립터의 길이를 나타내줄

수도 있다.



[125] 실시예에 따라서는 SMD 확장 플래그 (SMD_extension_flag)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팔로잉 HDR 메타데이터 인포프레 임(following HDR Metadata InfoFrame) 의
길이 정보와 SMD 확장의 길이 정보 (Length of SMD extension) 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경우 추가 확장이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126] 위의 실시예에 대해서도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과 같이 정보

적용 범위 (예를 들어 프레임, 씬, 컨텐츠 단위 등)에 대한 정보,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의 전송 단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주요
정보를 기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의 리저브드 비트 (reserved bit) 에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SMD
확장 (extension) 에 정의된 정보는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에
따라 컨텐츠 전반에 적용되거나 씬/프레임 단위로 적용되는 정보일 수 있다.

[127] 다른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 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정의된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의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확장하여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함께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128]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동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를 별도로 정의하여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로써, 정적 메타데이터와 독립된 정보가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InfoFrame Type == 0x07) 내에 동시에 전달되 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디스크립터만을 확장한 것이라고 하면, 본
실시예에서는 메타데이터의 속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확장되 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도 식별자를 부여하여 다양한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129]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은 인포프레임 타입 코드 (infoframe type code)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임을 나타내는 0x07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포프레 임 버전 넘버 (infoframe version number)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0χ()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 레임의 길이 정보 및 데이터 바이트 1 내지 n+5를 포함할 수
있으며 , Ν Ι 내지 Ν 4 데이터 바이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η+ 1 내지
n+5 및 N 1 내지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의 정보를

포함하며, 본원 발명에서 설명하는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은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Extended_Metadata_Descriptor_ID) 및 EOTF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2는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의 길이 정보 및 SMD 식별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바이트 3 내지 n은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MD) 의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의
정보들은 데이터 바이트 n+1 부터 이후 데이터 바이트들에 포함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1은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frame grouping type) 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2는 업데이트 여부 정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현재
정보 재사용 여부 정보 및 종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3은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 및 타겟 인포 존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4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 및 색상 매핑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n+5은 색상 정밀도 정보, 색 공간 타입 정보 및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를 포함할 수 이다. N 1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현재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2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타겟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타겟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N3 데이터 바이트들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색상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30]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정보 (Extended_Metadata_descriptor_ID,

EMD ID) 는 추가되 는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 때 EMD ID는 SMD

ID와 서로 다른 종류/특성을 갖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기 위한
구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EMD ID가 0인 경우는
확장 메타데이터가 없음을 나타내 고, 工인 경우는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

메타데이터 타입 1을 나타내고, 2인 경우는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
메타데이터 타입 2를 나타낼 수 있다. EMD ID는 종류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
구분의 실시예로써 서로 다른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R mapping), 색상 매핑
(color mapping) 방법이 사용되 는 경우나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 경우 (씬 또는
프레임), 목표로 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즉 타겟 인포메 이션 (Target

Information) 의 일부가 다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131] 본 실시예에서는 이전 실시예에서 정의했던 정적 메타데이터 확장 플래그

(SMD_extension_flag) 정보의 역할을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Extended_Metadata_Descriptor ID) 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EMDJD 가 0으로 설정된 경우 SMD 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EMDJD
가 0 이상인 경우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_Metadata_Descriptor)

이후에 다른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존재함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SMD 가
존재하지 않고 EMD 만 존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며 , 예를 들어 SMDJD

== 7 인 경우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의 부재 (no static metadata

descriptor) 로써 정의할 수도 있다.
[ 132]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의 길이 정보 (Length of Extended Metadata

Descripto) 는 EMD 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 값이 0인 경우
EMD 가 없는 것을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SMD 의 길이 정보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른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정의된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 레임의 정적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확장하여 밝기 표현 정보 및 색상

표현 정보를 함께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133]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위해 별도의 인포프 레임을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확장하는 방법과는 달리 별도의 인포프레 임을
정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내의 정보와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 (video InfoFrame) 내의 정보는 HDR/WCG 컨텐츠, 제작 환경
및 디스플레 이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으며 , 이러한

연관성 을 고려한 시그널링이 필요하다.
[134] 이를 위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 레임의 데이터 바이트 1은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데이터 바이트 2는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및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 존재 플래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 존재 플래그 정보 (HDR/WCG

video info present flag) 는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내에 정의되며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
(video InfoFrame) 의 유무를 알려줄 수 있다. 즉, HDR/WCG 비디오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즉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컨텐츠 /씬/프레임 단위 톤 매핑

(tone mapping), 색상 매핑 (color mapping) 관련 정보가 있음을 시그널링
함으로써 , 수신기 에서는 SMD 내의 정보만을 사용할 뿐 아니라 보다 향상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135] 필요에 따라서 는 EMDJD, 프레임 그룹핑 타입(Frame grouping type), 색공간

타입 (color space type) 과 같이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내의 리저브드 비트 (re served bit) 를 이용하여 시그널링 될 수 있다.
혹은 필요한 경우 타겟 인포메이션 (target information), 현재 비디오 인포메이션
(current video information) 과 같은 정보가 SMD 내에 시그널링 될 수도 있다.

[136]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은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의 존재여부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은 도시된 바와 같이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레임
타입 코드 (infoframe type code)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그 값은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임을 나타내는 0x08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포프레임
버전 넘버 (infoframe version number)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0χ()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 레임의 길이
정보 및 데이터 바이트 1 내지 5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 1 내지 N4 데이터



바이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은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정보 및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frame grouping type) 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2는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on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flag), 업데이트 여부

정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현재 정보 재사용 여부 정보 및 종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3은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 및 타겟 인포
존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4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
및 색상 매핑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5는 색상 정밀도 정보,
색 공간 타입 정보 및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를 포함할 수 이다. N 1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현재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 2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타겟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타겟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N 3 데이터
바이트들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색상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37]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정보 (Extended_Metadata_descriptor_ID) 는

이전 도면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다만 본 실시예에서는 별도의 인포프 레임을
정의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등에 EMDJD 를 사용할 수 있다.

[138]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on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flag) 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
내에 정의하며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에 포함된 정보의 변화 유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을 통해 컨텐츠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컨텐츠 초반 /채널 변경/ GOP 초기 등의 환경에서만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을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정보
업데이트 상황은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 레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이
변경되기 전 몇 초동안 혹은 변경 프레임으로부터 몇 초동안 상기 플래그 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39] 다른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140]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전술한 실시예들과 같이 기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내에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이 전달되는 경우, 또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을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에 정의된 HDR 정적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 (HDR static metadata data block) 을 확장하여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소스 디바이스에게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41] HDR 정적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은 확장 태그 코드 0x06 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 1번째 바이트부터 7번재 바이트는 HDR 정적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의

기존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 한 8번재 바이트부터 13번재 바이트는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과 관련하여 확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3번째 바이트는 확장 메타데이터 (Extended Metadata, EM)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이는 확장 메타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낸다. 즉 , 전술한 실시 예에서

정의한 EMDJD 에 대웅되는 확장 메타데이터에 대한 싱크 디바이스의 처리

가능 여부를 나타내며 , 1인 경우 처리 가능, 0인 경우 불가능을 나타낸다. 이 때,

DRM, CM, CS, CL 등을 EM 에 포함하여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 DRM,

CM, CS, CL 을 별도로 시그널링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EM 내에서 DRM, CM 을

파라미 터로써 사용할 수도 있다. 즉 , 하나의 타입인 EM 내에서 DRM, CM 에 따라

종류가 변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DRM, CM, CS, CL, Cinfo, Tinfo 와 같은

정보는 전술한 실시 예에서의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

[142]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전술한 실시 예들과 같이 기존 다 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 링 인포프 레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내에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이 전달되는 경우 , 또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을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도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데이터 블록 (HDR/WCG

video information data block) 을 할당하여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소스

디바이스에게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실시 예와 같이 EDID, DisplaylD 에 정의할 수 있다.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 데이터 블록은 확장 태그 코드 0x07 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

1번째부터 8번째 바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1번째 바이트는 태그 코드 (0x07)
정보 및 데이터 블록의 길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번째 바이트는 확장 태그

코드 (0x07)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 데이터

블록 임을 나타낼 수 있다. 3번째 바이트 내지 7번째 바이트는 CS, CL, Cinfo,

Tinfo, DRM, CM, EM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정의는 전술한

실시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4번째 바이트는 CL 정보 외에도 다 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요청 정보 (dynamic range metadata information request, DRMI_req) 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요청 정보 (DRMI_req) 는 다 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인포메이션 (Dynamic Range Metadata Information) 을

요청하는 플래그 로써 , 인포프 레임 내의 다 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on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flag) 와 대웅된다. 예를 들어 다 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on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flag) 가

1인 경우 DRMI_req 를 1로 세팅하여 소스 디바이스에 변경된 다 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인포메 이션을 요청하도록 정의할 수 있다. 8번째 바이트는 확장



메타데이터 (Extended Metadata, EM)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이는 확장
메타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낸다. 즉, 전술한 실시예에서 정의한 EMDJD 에
대웅되는 확장 메타데이터에 대한 싱크 디바이스의 처리 가능 여부를 나타내 며,

1인 경우 처리 가능, 0인 경우 불가능을 나타낸다.
[143] 아래에서는 복수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에 대한 실시예를 나타낼 수 있다.

복수의 정보가 전달되면 프레임 내의 특징 (local feature) 에 따라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인 feature 정보 (Local feature information ) 및 관련 처리
방법 (Dynamic Range Mapping Information, Color Mapping Information) 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혹은 타겟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경우,다시점 영상에 대해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인포 프레임 내에 전달할 수 있으며 , 각각에 대해 정보의 특징 (information

type) 을 통해 전달하고 각각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아래 실시예에서는
현재 비디오 인포메이션 (current video information), 타겟 인포메이션 (target

information), DRM 인포메 이션, CM 인포메 이션을 각각에 대해 전달하지 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보내거나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 상위 카테고 리에서
보내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144] 아래의 경우는 별도의 인포프 레임을 정의하는 경우이며, 필요한 경우 이전

발명과 같이 기존 인포프레임 내에 정의할 수 있다.
[145]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정보를 위해 별도의 인포프 레임을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은 도시된 바와 같이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레임 타입 코드 (infoframe type code)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그 값은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 임임을 나타내 는
0x08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포프레임 버전 넘버 (infoframe version number)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값은 0χ()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 레임의 길이 정보 및 데이터 바이트 1 내지 8을
포함할 수 있으며 , 인포메이션 세트 별로 N0 내지 N5 데이터 바이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1은 확장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정보 및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 (f rame grouping type) 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2는
멀티플 인포 플래그 정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on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flag), 업데이트
여부 정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 현재 정보 재사용 여부 정보 및 종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3은 로컬 피쳐 인포 존재 정보,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 및 타겟 인포 존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4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타입 정보 및 색상 매핑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바이트 5는 색상 정밀도 정보, 색 공간 타입 정보 및 정휘도 정보 (constant

luminance) 를 포함할 수 이다. 데이터 바이트 6 내지 7은 멀티플 타겟 플래그

정보, 멀티플 방법 플래그 정보, 멀티플 로컬 피쳐 플래그 정보,다시점 정보 및



인포메이션 셋(set)들의 개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 인포메이션 셋은
해당 인포메이션 셋의 길이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바이트 및 NO내지 N 5의
데이터 바이트들로 구성될 수 있다. NO데이터 바이트들은 선택적 인포메이션
플래그 정보, 서브셋 존재 여부 정보, 서브셋 총 개수 정보, 서브셋 넘버 정보 및
인포메이션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N 1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현재
비디오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현재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 2 데이터 바이트들은 전술한 타겟 인포 존재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타겟 비디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N 3 데이터 바이트들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N4 데이터 바이트들은 색상 매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N 5 데이터 바이트들은 로컬 피쳐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NO

내지 N 5 데이터 바이트들은 각 인포메이션 세트별로 정의될 수 있다.
[146] 멀티플 인포 플래그 정보 (multiple info flag) 는 다중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다중 정보가 제공됨을 미리
알려줄 수 있다. 로컬 피쳐 인포 존재 정보 (local feature info present) 는 프레임
내의 지역적인 정보 (local feature) 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전체 정보 이외에도 지역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다음은

복수의 정보가 전달됨을 싱크 디바이스에 미리 알려주기 위한 플래그 정보이다.
멀티플 타겟 플래그 정보 (multiple target flag) 는 복수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중

타겟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해당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다양한 타겟에 대한 복수의 처리 방법이 전달됨 을 나타낸다. 멀티플 방법 플래그
정보 (multiple method flag) 는 복수의 정보가 전달되 는 경우 중 처리 방법이

다양하게 전달되 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우를 나타낸다. 해당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처리 방법이 전달됨 을 나타낸다. 멀티플 로컬 피쳐
플래그 정보 (multiple local feature flag) 는 복수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중
프레임 내의 특징에 따라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해당 정보가 1로

설정된 경우 특징에 따른 처리를 위해 특징을 구분 짓는 정보 (Local feature

information) 흑은/그리고 처리 방법 (Dynamic Range Mapping Information, Color

Mapping Information) 이 전달됨 을 나타낸다. 다시점 정보 (multiple view flag) 는
복수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중 다시점 영상에 대해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인포메이션 셋들의 개수 정보 (Number

of information sets)는 복수로 전달되는 처리 방법/특징 의 개수를 나타낸다.
인포메이션 세트 A 의 길이 정보 (Length of information set A )는 복수로 전달되는
정보 중 A로 지칭되는 정보의 길이를 나타낸다. 아래는 복수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각각의 읍션에 해당하는 정보들이다. 복수의 정보들에 대해 각각 정의될 수

있다.
[147] 선택적 인포메이션 플래그 정보 (Exclusive info flag) 는 해당 정보가 선택적으로

사용되 어야 하는지 혹은 종합적 으로 사용되 어야 하는지 를 알려주는
플래그 이다. 예를 들어 로컬 피쳐 (local feature) 에 따른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로컬 피쳐가 모여 프레임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로컬 피쳐 내의 정보를 모두

사용해 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선택적 인포메이션 플래그 정보 (exclusive info

flag )를 0으로 세팅한다. 반대로 타겟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을 전달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정보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택적
인포메이션 플래그 정보 (exclusive info flag) 를 1로 세팅한다. 서브셋 존재 여부
정보 (subset existence flag) 는 정보가 복수로 전달되 는 경우 내부에
서브셋 (subset) 의 개념으로 또 다른 복수의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멀티블 방법에 따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중, 전체 영상을 단일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로컬 피쳐 (local feature) 에 따른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을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컬 피쳐에 따른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은 서브셋의
개념이 된다. 이 경우 서브셋 존재 여부 정보 (subset existence flag) 를 1로

세팅하여 특정 정보 내에 복수의 정보가 정의되었음을 추가로 알려준다. 서브셋
총 개수 정보 (Total number of subsets)는 서브셋 존재 여부 정보 (subset existence

flag) 가 1로 세팅된 경우 서브셋의 개수를 알려준다. 서브셋 넘버 정보 (subset

number) 는 복수의 서브셋 (subset) 이 정의된 경우 서브셋을 구분하기 위한 넘버링
(numbering) 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0-7사이의 수를 가질 수 있다. 인포메이션
타입 정보 (information type) 는 복수로 정의된 정보 중 해당 정보가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지 알려준다. 본 실시예에서 정의한 멀티플 타겟 (multiple target),

멀티플 방법 (multiple method), 멀티플 로컬 피쳐 (multiple local feature), 다시점
(multiple view)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알려줄 수 있다. 즉, 인포메이션 타입
정보가 0000 으로 설정되면 카테고리 1로써 멀티플 타겟 정보임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00이 로 설정되면 카테고리 2로써 멀티플 로컬 피쳐 정보임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0010 으로 설정되면 카테고리 3으로써 멀티플 방법 정보임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0011 로 설정되면 카테고리 4로써 다시점 (멀티 플 뷰)

정보임을 나타낼 수 있다.
[148] 로컬 피쳐 정보 (Local feature information) 는 로컬 피쳐 인포 존재 정보 (local

feature info present) 흑은 멀티플 로컬 피쳐 플래그 정보 (multiple local feature

flag) 가 1인 경우 로컬 피쳐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149] 다른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150]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의 복수의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달하 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데이터 블록
(HDR/WCG video information data block) 을 할당하여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소스
디바이스에게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실시예와 같이 EDID, DisplaylD 에 정의할 수도 있다.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 데이터 블록은 확장 태그 코드 0x07 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
1번째부터 9번째 바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1번째 바이트는 태그 코드 (0x07)
정보 및 데이터 블록의 길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번째 바이트는 확장 태그



코드 (0x07)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HDR/WCG 비디오 인포메 이션 데이터
블록임을 나타낼 수 있다. 3번째 바이트 내지 7번째 바이트는 CS, CL, Cinfo,

Tinfo, DRM, CM, EM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정의는 전술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4번째 바이트는 CL 정보 외에도 다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요청 정보 (dynamic range metadata information request, DRMI_req) 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요청 정보 (DRMI_req) 는 다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인포메이션 (Dynamic Range Metadata Information) 을
요청하는 플래그 로써 , 인포프레임 내의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on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flag) 와 대웅된다. 예를 들어 다이나믹 레인지 앤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업데이트 여부 정보 (Update on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flag) 가
1인 경우 DRMI_req 를 1로 세팅하여 소스 디바이스에 변경된 다이나믹 레인지

메타데이터 인포메 이션을 요청하도록 정의할 수 있다. 8번째 바이트는 확장
메타데이터 (Extended Metadata, EM)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 이는 확장
메타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낸다. 즉, 전술한 실시예에서 정의한 EMDJD 에
대웅되는 확장 메타데이터에 대한 싱크 디바이스의 처리 가능 여부를 나타내 며,

1인 경우 처리 가능, 0인 경우 불가능을 나타낸다. 9번째 바이트는 멀티플 확장
메타데이터 (Multiple Extended Metadata, Multi_EM)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멀티플 확장 메타데이터 (Multi_EM) 정보는 다중 메타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경우 Multi_EM 을 1로 시그널링하여 소스 디바이스에게 알려준다. 이 때, 단순히
다중 메타데이터를 처리 가능함을 알려줄 수도 있고, 각 비트에 의미를 부여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중 목표(멀티플 타겟) 에 따른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거 나 (e.g. Multi_EM_3 == 1: multiple target),

다중 처리 방법에 따른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거 나 (e.g.

Multi_EM_2 == 1: Multiple method), 영상 내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중 메타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거 나 (e.g. Multi_EM_l == 1:

multiple local feature), 다중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거나 (e.g. Multi_EM_0 == 1 ：multi view) 등과 같이 각각의 비트가 1인

경우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시그널링 할 수도 있다.
[151] 위의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메타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을 소스 디바이스에서

처리하여 적절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에 선별적 으로 전달할 수 있다. 혹은 싱크

디바이스의 처리 성능이 보다 나은 경우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를
Multi_EM 을 통해 전달하면, 소스 디바이스에서 해당 정보들을 전송하여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152]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가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S1710).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는 전술한 EDID 또는 EDID extension 에서



정의되는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 어 전달될 수 있으며 , 싱크 디바이스의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는
디스플 레이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될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53] 소스 디바이스는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S1720). 여기서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는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소스

디바이스 또는 싱크 디바이스에 의한 비디오 프로세 싱에 사용될 수 있다 .

[154] 소스 디바이스는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S1730). 전술한 바와 같이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는

기존 인포프 레임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정의된 인포프 레임에 포함되어 전달될

수 있다.
[155] 도 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가 디스플 레이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하고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싱크 디바이스는 디스플 레이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S1810). 디스플 레이 메타데이터는 싱크 디바이스의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즉 , 전술한 바와 같이 싱크

디바이스가 HDR, WCG, 확장 메타데이터 , 색공간, 정휘도 정보 등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가 디스플 레이 메타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

디스플레 이 메타데이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EDID 또는 확장 EDID 에서
정의되는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어 전달될 수 있다.

[156] 싱크 디바이스는 비디오 데이터 및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S1820).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는 전술한

HDR/WCG 비디오 인포메이션을 포함할 수 있으며 ,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 (post processing)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는 기존 인포프 레임 또는 새롭게 정의된 인포프 레임에 포함되어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될 수 있다 .

[157] 싱크 디바이스는 수신된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에 기초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후처리하고 재생할 수 있다(S1830).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는 HDR, WCG

관련 프로세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싱크 디바이스는 개선된 화질의 비디오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158]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는 디스플레 이 메타데이터와 화질 개선 메타데이터를 서로

교환함 으로써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화질 향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화질

개선 메타 데이터는 동기화 정보에 기초하여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디오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또는 구간별 로 화질 개선이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존 UHD 컨텐츠에 추가적으로 적용된 HDR, WCG 정보를 통해

개선된 화질의 UHD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9]

[160]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InfoFrame 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16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는 압축된 영상 (비디오
스트림) 과 함께 전달되 는 정보 (예를 들어, HEVC 또는 AVC 스트림의 SEI

메시지 등)에 포함되는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싱크디바이스로
전달되는 정보는 컬러 볼륨 (color volume)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62]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컬러 볼륨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이 때 컬러
볼륨은 컨텐트의 컬러 볼륨,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 컨텐트를
마스터링할 때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 및 컨텐트를
디스플레 이하도록 권장되 는 디스플레 이의 컬러 볼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16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은 디스플레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색상을 포함하는 표색 공간 (colorimetric space) 내의 입체 (solid) 를

나타낼 수 있다. 컬러 볼륨 정보는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색역 (color primaries) 정보, 화이트 포인트 (white point) 정보 및/또는 밝기 범위
(luminance range)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6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는 컬러 볼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빈도, 업데이트하는 구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컬러
볼륨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는 새로운
InfoFrame (color volume InfoFrame) 을 정의하여 컬러 볼륨을 전달할 수 있고,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통해 컬러 볼륨을 전달할 수 있고,
Extended InfoFrame 을 통해 컬러 볼륨을 전달할 수 있다.

[16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InfoFrame 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를 나타낸다. 전달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InfoFrame 이

존재할 수 있다.
[166] 이 도면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InfoFrame 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color volume InfoFrame 은 컬러 볼륨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기 위한 InfoFrame 을 나타낸다.

[16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InfoFrame 은 InfoFrame Type Code

필드, InfoFrame Version Number 필드, Lengh of InfoFrame 필드, Data Byte 1 필드,
Data Byte 2 필드, Data Byte 3 필드 및/또는 Data Bytes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 인포프 레임에 포함된 개별 필드들을
포함하는 Data Byte 는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도면의 실시예에서는
information type 필드가 Data Byte 1 필드에 포함되 어 있지만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는 Data Byte 2 필드에 포함될 수 있다.

[168] InfoFrame Type Code 필드는 인포프레 임 (InfoFrame) 의 타입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컬러 볼륨 인포프 레임은 컬러 볼륨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프레임으로서 이 필드의 값으로 0x08 값을 가질 수 있다.

[169] InfoFrame Version Number 필드는 인포프레 임의 버전을 나타낸다. 소스
디바이스는 이 필드를 통해 인포프 레임에 포함된 정보의 변경 여부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170] Lengh of InfoFrame 필드는 인포프 레임의 길이를 나타낸다.
[17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ata Byte 1 필드는 information type 필드 ,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필드 , Cancel previous info 필드 , Reuse current info 필드
및/또는 End of video Information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172] information type 필드는 color volume 이 나타내 는 범위 또는 종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필드는 InfoFrame Type Code 에 따른 인포프 레임이 전달하는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가 컨텐트 컬러 볼륨 (content color volume) 에 대한 것인지 ,
마스터 링 디스플레 이 컬러 볼륨 (mastering display color volume) 에 대한 것인지 ,
타겟 디스플레 이 컬러 볼륨 (target display color volume) 에 대한 것인지 , 컨테이너
컬러 볼륨 (container color volume) 에 대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컨텐트 컬러 볼륨은 컨텐트의 컬러 볼륨으로서 컨텐트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색상을 포함하는 표색 공간 내의 입체를 나타낼 수
있다.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은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으로서 컨텐트 를 마스터링할 때 사용되는 디스플레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색상을 포함하는 표색 공간 내의 입체를 나타낼 수 있다. 컨테이너
컬러 볼륨은 컨텐트를 전송하 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으로서 컨테이너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색상을 포함하는 표색 공간 내의 입체를 나타낼 수
있다. 컨테이너의 컬러 불륨은 컨텐트를 전송하는 전송 시스템의 컬러 볼륨을
의미할 수 있다. 타겟 디스플레 이 컬러 볼륨은 컨텐트를 디스플레 이할 것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를 나타내 는 타겟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으로서 타겟
디스플레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색상을 포함하는 표색 공간 내의
입체를 나타낼 수 있다. 타겟 디스플레 이는 컨텐트가 디스플레 이되길 목표로
하는 디스플레 이를 의미할 수 있다.

[173]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필드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때 이전 정보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이 씬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이전 씬에
적용된 정보에 비해 현재 씬에 적용되는 정보가 갱신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정보가 1인 경우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 내에 업데이트가
있음을 나타내어 HDR/WCG 비디오 인포프레임 내에서 뒤따르는 정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정보가 0인 경우 이전에 제공되었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이 씬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이전 씬에 적용된 정보를 현재 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업데이트 여부 정보는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와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 정보가 프레임 타입인 경우에도
프레임마다 항상 업데이트가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
유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4] Cancel previous info 필드는 이전 정보의 사용 유무를 나타낸다. 해당 정보가

1인 경우 이전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정보
사용 여부 정보가 1이면, 이전 프레임의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에 포함된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 즉, 해당 정보는 HDR/WCG 비디오
인포프 레임에 대해 일종의 리프레쉬 (refresh) 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0인 경우 이전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다양한 HDR/WCG 비디오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기존 정보들을 일정

공간에 저장하여 사용하 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모두 제거하고 현재 제공되는 정보만을 사용하는 동작을 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필드는 위의 예시와 같이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과
연계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들어 프레임 그룹핑 타입이 씬 타입인

경우 씬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전 정보들과 구분되는 정보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씬의 변화 유무를 나타내 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175] Reuse current frame info 필드는 현재 프레임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를 인접한
프레임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한지, 또는 해당 정보가 현재 프레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 를 나타낸다.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의 값이 1인
경우 현재 프레임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연속된 프레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에 기초하여
연속된 프레임에 대해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레이트 (data rate)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반대로 현재 프레임 재사용

여부 정보의 값이 0인 경우는 현재 프레임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현재
프레임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필드는 위의 예시와 같이

프레임 그룹핑 타입 (Frame grouping type) 과 연계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

[176] End of video information 필드는 HDR/WCG 비디오 정보의 종료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인포프 레임이 사용되 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정보를 사용하여 향후 제공되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사용되 지

않음을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종료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종료/전환 혹은
HDR 종료, 표준 다이나믹 레인지 (standard dynamic range, SDR) 로의 전환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17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ata Byte 2 필드는 color volume type 필드, Color
space type 필드 및/또는 linear representation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178] color volume type 필드는 color volume 을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는 컬러 볼륨이 개멋 (gamut) 과 밝기 범위 (luminance

range) 를 통해 정의되는지, luminance 단계에 따라 gamut boundary 를
정의함으로써 정의되는지 또는 다양한 컬러 스페이스의 조합을 통해



정의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179] Color space type 필드는 color volume 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color space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 필드가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는 CIE1931, CIELAB, RGB, YCbCr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80] linear representation 필드는 color volume InfoFrame 에서 정의하는 parameter 또는

정보들이 linear domain 에서 정의된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이 필드의 값 1은
컬러 볼륨 인포프레임에 정의된 정보들이 linear domain 에서 정의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18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ata Byte 3 필드는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

및/또는 recommended inverse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182]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는 컨텐츠 데이터를 인코딩 하여 비디오 스트림을

생성할 때 사용한 변환 함수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는 컨텐츠에 대한 선형 값을 비선형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OETF

(optical-electro transfer function) 함수의 타입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이 필드는
비디오 스트림 에 사용된 OETF 함수를 식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EOTF (electro optical transfer function) 는 OETF 의 역함수를 나타내 지만,
EOTF 와 OETF 는 흔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 이 필드는 비디오 스트림에
사용된 EOTF 함수를 식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에에 따르면, linear

representation 필드의 값이 1인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비디오 신호에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가 나타내는 함수의 역함수를 적용하여 비디오 신호를
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필드는 비디오 신호가 상대 밝기를 기준으로

정의된 신호인지 또는 절대 밝기를 기준으로 정의된 신호인지 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는 BT.2020 의 OETF,

BT.709 의 OETF, BT.2100 의 PQ system 의 OETF, BT.2100 의 HLG system 의 OETF

등을 나타낼 수 있다.
[183] recommended inverse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는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변환 함수의 타입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필드는 BT.1886, BT.2100 의 PQ system 의 EOTF, HLG system 의 EOTF, inverse of

BT.2020 등을 나타낼 수 있다.
[18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ata Bytes 필드는 Data Byte 4 , 5, 6 등의 필드를

포함할 수 있고, color volume descriptor (color volume type 에 따라 정보기

달라짐) 를 포함할 수 있다.
[185] color volume descriptor 의 정보는 color volume type 필드의 값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 디스크립터는 두 개 이상의 color volume type

필드의 값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정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디스크립터는
number of content color volume type 필드를 정의하고 컬러 볼륨 타입 필드의
개수에 따른 color volume type 을 정의한 후 각 컬러 볼륨 타입 해당하는 정보를

정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 인포프 레임은



하나 이상의 컬러 볼륨 타입 필드를 포함하고 컬러 볼륨 타입 필드마다 컬러
볼륨 디스크립 터를 포함할 수 있다.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도면에서 후술한다.

[18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 인포프레 임에 포함되 는 InfoFrame

Type Code 필드 , InfoFrame Version Number 필드 , Lengh of InfoFrame 필드 , Data

Byte 1 필드, Data Byte 2 필드 및/또는 Data Byte 3 필드는 컬러 볼륨을 나타낼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들이다. 싱크 디바이스는 영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 및/또는 color space type 필드를 이용하여 역

변환 함수를 통해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고 기존 컬러 스페이스를
컬러 볼륨이 표현된 컬러 스페이스로 변환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는 컬러
볼륨 인포프레 임에 포함되 는 정보들을 통해 tone mapping 및 color gamut mapping

등의 image processing 을 수행할 수 있다.
[18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 인포프 레임에 포함된 정보들이 일정

기간동안 변하지 않는 정보인 스테틱 (static) 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초 및 최종
정보를 전달할 때를 제외하면,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 0 , cancel previous

info = 0 , reuse current info = 1, end of video information = 0 의 고정된 값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 레임에 포함되는 정보들이 스테틱 정보인지 종종 변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다이나믹 (dynamic) 정보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flag 또는 type 필드를
별도로 포함할 수 있다.

[188]

[189] 도 2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descriptor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19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개멋 정보 (color gamut type), 최대 밝기 값
(maximum luminance value) 및 최소 밝기 값 (minimum luminance value) 을 통해

컬러 볼륨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컬러 볼륨
디스크립 터는 위와 같이 컬러 볼륨을 구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9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color gamut type 정보,

minimum luminance value 정보, maximum luminance value 정보 및/또는 maximum

target luminance value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92] color gamut type 정보는 color boundary 를 나타낸다. 이 정보는 BT.2020, BT.709,

DCI-P3 와 같이 이미 약속된 color gamut 을 나타낼 수 있고, 색도 평면 상의 각
원색 (primaries) 를 직접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정보는 CIE1931 평면에서
red, green, blue 색상 각각의 x,y 좌표를 시그널링할 수 있고,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 정보는 하나의 색상에 대하여 3개 이상의 색 좌표 (color coordinate) 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정보는 1 data bytes 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193] minimum luminance value, maximum luminance value 정보는 표현하고자 하는
color volume 의 luminance range 의 최소, 최대값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정보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container 의 최대 밝기 값을 1로

하여 컨텐츠의 밝기를 0-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후, 정규화된 0-1 사이의 값
중에서 최소, 최대값을 나타낼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최소 밝기 값 및

최대 밝기 값은 각각 4 data bytes 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194] maximum target luminance value 정보는 minimum luminance value, maximum

luminance value 를 나타내기 위하여 컨텐츠의 밝기를 정규화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 는 컨테이너의 최대 밝기를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 정보는
타겟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 값,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 값 등을

나타낼 수 있고, 이 경우, 타겟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 값 또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 값이 컨텐츠의 밝기를 정규화할 때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정보는 4 data bytes 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195]

[196] 도 2 1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descriptor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19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밝기 레벨 (luminance level) 에 따른 개멋
바운더리 (gamut boundary) 를 통해 컬러 볼륨을 구성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색 공간 내에서 몇몇 밝기 값을 지정하고 지정된 밝기 값을

갖는 색 평면 내의 좌표값을 시그널링함으로써 컬러 볼륨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19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밝기 레벨 (luminance level) 에 따른 컬러 플레인 (color

plain) 에 대한 컬러 바운더 리 (color boundary) 를 정의할 수 있다. color boundary 는
Color space type 에 따른 색 공간 또는 색 평면 상에서의 좌표로 표현될 수 있다.

컬러 바운더 리는 개멋 바운더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컬러 바운더 리는
2차원으로 표현되 는 컬러 개멋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몇몇 색상의
좌표값을 지정함으로써 컬러 바운더 리가 정의될 수 있다.

[19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total number of luminance

ranges 정보, luminance value 정보, total number of primaries for level 정보, color
coordinate a 정보 및/또는 color coordinate b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00] total number of luminance ranges 정보는 color boundary 가 표현된 color plain 의

수를 나타낸다.
[201] luminance value 정보는 색 공간 내에서 color boundary 가 표현된 컬러 플레인이

위치한 곳의 luminance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색 공간이 CIELAB color

space인 경우, 이 정보는 컬러 바운더리가 표현된 컬러 플레인의 위치한 곳의 L

(luminance) 성분의 값을 나타낸다. 이 정보는 0-1 사이의 정규화된 값을 가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luminance value 정보는 luminance level 을 의미할 수

있다.



[202] total number of primaries for level 정보는 해당 luminance value 에 대한 color

boundary 를 나타내기 위한 포인트의 수를 나타낸다.
[203] color coordinate a, color coordinate b 정보는 luminance valued] 의해 결정된 color

plain 에 대해 color boundary 를 구성하는 point 의 좌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색
공간이 CIELAB 인 경우, 이 정보는 a, b domain 에서의 좌표값을 나타낸다.

[204]

[205] 도 22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color volume descriptor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20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다양한 컬러 표현 방법을 통해 컬러 바운더 리를 정의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L개의 밝기 표현 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color

boundary 를 구성하는 M_x 개의 점의 좌표와, 각 좌표에 서의 밝기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컬러 볼륨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207] 본 실시예에 따른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total number of color representations

정보, color representation type 정보, number of primaries 정보, color coordinate a

정보, color coordinate b 정보, minimum value 정보 및/또는 maximum value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08] total number of color representations 정보는 컬러 표현 방법의 전체 수를

나타낸다.
[209] color representation type 정보는 컬러 표현 방법 또는 컬러 스페이스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정보는 CIE1931 xyY, RGB, CIELAB, CIECAM02 LMS, LCh, YCbCr

등을 나타낼 수 있다.
[210] number of primaries 정보는 컬러 플레인 내에서 컬러 바운더 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211] color coordinate a, color coordinate b 정보는 컬러 줄레인 내에서 color

boundary 를 구성하는 point 의 좌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컬러 표현 방법이
CIELAB 인 경우 이 정보는 a,b domain 에서의 좌표값을 나타낸다.

[212] minimum value, maximum value 정보는 color coordinate a, color coordinate b의
좌표를 갖는 포인트의 최대 밝기 값 및 최소 밝기 값을 나타낸다. 즉, 이 정보는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밝기 범위를 나타낸다.

[213]

[214] 도 2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21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은 비디오 스트림과 연관된 스테틱 메타데이터 및
EOTF 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포프레 임이다.

[216] 본 실시예에 따르면, color volume 을 전달하기 위해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은



컨텐츠 재생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정보인 스테틱 메타데이터 (static

metadata) 의 전달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은 컨테이너 컬러 볼륨,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타겟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또는 영상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컨텐츠 컬러 볼륨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있다. 이 때,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링 인포프레임
내의 SMD_ID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필드의 값 2는 color volume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에
포함된 정보들이 일정 기간동안 변하지 않는 정보인 스테틱 (static) 으로
사용되 는 경우, 최초 및 최종 정보를 전달할 때를 제외하면,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 0 , cancel previous info = 0 , reuse current info = 1, end of video

information = 0 의 고정된 값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은 인포프 레임에 포함되는 정보들이
스테틱 정보인지 종종 변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다이나믹 (dynamic) 정보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flag 또는 type 필드를 별도로 포함할 수 있다.

[217] 본 실시예에 따르면,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은 InfoFrame Type

Code 필드 , InfoFrame Version number 필드 , Legth of InfoFrame 필드 , Data Byte 1,

Data Byte 2 , Data Byte 3, Data byte 4 , Data Byte 5 및/또는 Data Bytes 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Data Bytes 3 내지 Data Bytes 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_Metadata_Descriptor) 를 나타낼 수있다. 즉,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Data Bytes 3 내지 Data Bytes 에 포함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218] 본 실시예에 따른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 링 인포프레 임의 InfoFrame Type

Code 필드의 값은 0x07 을 가질 수 있다.
[219] Data Byte 1은 EOTF 필드를 포함하고, EOTF 필드는 비디오 스트림에 사용된

EOTF 를 식별한다.
[220] Data Byte 2는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필드를 포함하고, 이 필드는 Data

Byte 3 이후에 사용되는 구조를 식별한다. 즉, 이 필드는 Data Byte 3 이후의
데이터에 의해 기술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식별하고,

구체적으로 이 디스크립터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 는 디스크립터인 지를 식별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필드의 값 1은
HDR/WCG video information metadata type 을 나타내고, 이 필드의 값 2는 컬러

볼륨을 나타낸다. 즉, 이 필드의 값 2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가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크립터임을 나타낸다.

[221] Data Byte 3은 information type 필드 ,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필드 , Cancel

previous info 필드 , Reuse current info 필드 및/또는 End of video Information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222] Data Byte 4는 color volume type 필드 , Color space type 필드 및/또는 linear

representation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223] Data Byte 5는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 및/또는 recommended inverse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224] Data Bytes 는 color volume descriptor (color volume type 에 따라 정보가 달라짐 )를

포함할 수 있다.
[225] Data Byte 3 이후의 Data Bytes 에 포함된 정보 및 나머지 필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color volume InfoFrame 에 대해 설명한 부분으로 대체한다.

[226]

[227] 도 2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22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은

기본 InfoFrame 에 의해 허용된 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정의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은 HDR Dynamic Metadata 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은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
Length of Extended InfoFrame 필드 및/또는 Data Byte 1 내지 n을 포함할 수 있다.

[229]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는 이 인포프레 임 내에서 전송되 는
데이터를 식별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의 값 0χ00()1은 HDR

Dynamic Metadata according to the syntax specified in Display Management Message,

0x0002 는 HDR Dynamic Metadata carried in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SEI) messages according to ETSI TS 103 433, 0x0003 은 HDR Dynamic Metadata

carried in Colour Remapping Information SEI message according to ITU-T H.265,

0x0004 은 HDR Dynamic Metadata carried according to the syntax specified in

User_data_registered_itu_t_t35 SEI message, 0x0005 는 컨텐트 컬러 볼륨 정보를

식별한다.
[230] Length of Extended InfoFrame 필드는 Extended InfoFrame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낸다.
[23 1] Data Byte 1 내지 n는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에 의해 식별된

application- specific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때, application-specific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사용이 장치 내의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 application-specific 데이터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의미할 수 있다.
[232] Data Byte 1은 information type 필드, Update from previous frame info 필드, Cancel

previous info 필드, Reuse current info 필드 및/또는 End of video Information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233] Data Byte 2는 color volume type 필드, Color space type 필드 및/또는 linear

representation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234] Data Byte 3는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 및/또는 recommended inverse transfer

function type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235] Data Bytes 는 color volume descriptor (color volume type 어1따라 정보가 달라짐 )를



포함할 수 있다.
[236] Data Byte 1 이후의 Data Bytes 에 포함된 정보 및 나머지 필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color volume InfoFrame 에 대해 설명한 부분으로 대체한다.
[237] 본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 볼륨을 전달하기 위하여 , HDR Dynamic Metadata

Exteded InfoFrame 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 Extended InfoFrame Type 필드의 값

0x0005 는 color volume 를 식별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HDR Dynamic

Metadata Exteded InfoFrame 은 매 프레임마다 변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content color volume 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Type 필드의 값이 0x0005 인 경우에는

컬러 볼륨 정보를 의미)는 하나의 application 에 대한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content color volume 정보를 기반으로 application 에서
정해진 tone mapping 및 color gamut mapping 등의 image processing 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은

컨텐트 컬러 볼륨뿐만 아니라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컨테이너 컬러
볼륨, 타겟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등을 전송할 수 있다.

[238]

[239] 도 2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Extended InfoFram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24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HDR dynamic metadata 의 application 에 한정되는

정보로서 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독립적인 정보로서 color volume 정보가
Extended InfoFrame 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 Extended

InfoFrame 내에 포함된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 또는 information type

정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컬러 볼륨 정보의 종류가 시그널링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 Extended InfoFrame 내의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를
이용하여 스테틱 메타데이터로서 컨텐트 컬러 볼륨 및 다이나믹
메타데이터로서 컨텐트 컬러 볼륨이 각각 전달될 수 있다. 이 때,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는 해당 인포프레 임에 포함된 컨텐트 컬러 볼륨 정보가
스테틱 메타데이터인지 다이나믹 메타데이터인지를 각각의 값으로서 식별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스테틱 메타데이터로서 컨텐트 컬러 볼륨 정보는
전술한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링 인포프 레임을 통해 전달될 수 있고, 다이나믹
메타데이터로서 컨텐트컬러 볼륨 정보는 전술한 HDR 다이나믹 메타데이터

확장 인포프레임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241] 본 실시예에 따르면, Extended InfoFrame 은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

Length of Extended InfoFrame 필드 및/또는 Data Byte 1-n을 포함할 수 있다.
[242]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는 이 인포프레 임 내에서 전송되 는

데이터를 식별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의 값 0χ00()1은 HDR

Dynamic Metadata according to the syntax specified in Display Management Message,

0x0002 는 HDR Dynamic Metadata carried in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SEI) messages according to ETSI TS 103 433, 0x0003 은 HDR Dynamic Metadata

carried in Colour Remapping Information SEI message according to ITU-T H.265,

0x0004 은 HDR Dynamic Metadata carried according to the syntax specified in

User_data_registered_itu_t_t35 SEI message, 0x0005 는 컨텐트 컬러 볼륨 정보를
식별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의 값 0x0005 는 dynamic content color

volume, 0x0006 은 static content color volume, 0x0007 은 container color volume,

0x0008 은 mastering display color volume, 0x0009 는 target display color volume 을

식별할 수 있다. 이 때, 스테틱 컨텐트 컬러 볼륨은 스테틱 메타데이터로서
컨텐트 컬러 볼륨을 나타내고, 일정 기간동안 변하지 않는 컨텐트 컬러 볼륨
정보를 나타낸다. 다이나믹 컨텐트 컬러 볼륨은 다이나믹 메타데이터로서
컨텐트 컬러 볼륨을 나타내고, 일정 기간동안 종종 변하는 컨텐트 컬러 볼륨
정보를 나타낸다.

[243] Data Byte 1 내지 n는 Extended InfoFrame Type Code 필드에 의해 식별된
Extended InfoFrame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때, Dayta Byte 1 내지 n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은 장치 내의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되지 않는 독립적인 데이터에

해당할 수 있다.
[244] Data Byte 1에 포함되 는 information type 필드는 Extended InfoFrame 이 전달하는

정보의 종류 또는 Extended InfoFrame 이 전달하는 컬러 볼륨 정보의 종류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의 값 0은 dynamic content color volume,

1은 static content color volume, 2는 container color volume, 3은 mastering display

color volume, 4는 target display color volume 을 식별할 수 있다.
[245] 이 도면에 도시된 나머지 필드들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color volume InfoFrame

또는 HDR Dynamic Metadata Extended InfoFrame 에 대해 설명한 부분으로

대체한다.
[246]

[247] 도 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24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EDID 는 디스플레 이 (싱크 디바이스)의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EDID 는
디스플레이가 수신하고 렌더링할 수 있는 비디오 포맷을 기술할 수 있다.
EDID 는 소스 디바이스의 요청에 의해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는 원래 비디오 스트림의 포맷과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 가능한 포맷을 고려하여 출력 포맷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 EDID 는 EDID 데이터 블록 또는 데이터 블록으로 명명될 수 있다.

[24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 color

volume 정보를 전달하기 에 앞서 , 싱크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소스 디바이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때, EDID 에
새로운 Tag Code 값을 새로 정의하거나 기존에 정의된 값을 확장하여 싱크



디바이스에서 지원이 가능한 컬러 볼륨 정보가 소스 디바이스에게 시그널링될

수 있다. 즉, 컬러 볼륨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EDID 데이터 블록 (DispalylD) 이
새로 정의될 수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Display

Device Data Block, Vendor- Specific Data Block, Product Identification Data Block

등을 이용하여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컬러 볼륨 정보가 시그널링될 수 있다.
[25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EDID 는 Byte 1 내지 Byte 5를 포함하고, Byte 1은

Tag Code 필드 및/또는 Length of following data block 필드를 포함하고, Byte 2는
Extended Tag Code 필드를 포함하고, Byte 3는 CV_0 필드 내지 CV_7 필드를
포함하고, Byte 4는 CS_0 필드 내지 CS-7 필드를 포함하고, Byte 5는 RIT_0 필드
내지 RIT_7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술한 필드가
포함되는 Byte 넘버는 변경될 수 있다.

[251] Tag Code 필드는 해당 EDID (데이터 블록) 에 의해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내고, EDID 에 의해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의 값 0x07 은 해당 데이터 블록이 Exteded Tag

Code 필드를 포함함을 나타낸다.
[252] Length of following data block 필드는 해당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다.
[253] Extended Tag Code 필드는 해당 데이터 블록의 실제적인 타입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필드의 값 0x08 은 해당 데이터 블록이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할 수 있는 컬러 볼륨 정보를 전달하는 컬러 볼륨 정보 데이터 블록임을
나타낼 수 있다.

[254] CV_0 필드 내지 CV_7 필드는 sink device 에서 처리 가능한 color volume type 을
나타낸다. source device 에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sink 에서 처리 가능한 color

volume type 을 선택하여 전송할 수 있다.
[255] CS_0 필드 내지 CS_7 필드는 sink device 에서 처리 가능한 color space를

나타낸다. source device 에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sink 에서 처리 가능한 color

space에서 표현 된 color volume type 을 선택하여 전송할 수 있다.
[256] RIT_0 필드 내지 RIT_7 필드는 sink device 에서 처리 가능한 recommended

inverse transfer function 을 나타낸다. source device 에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sink 에서 처리 가능한 inverse transfer function 에서 표현 된 color volume type 을

선택하여 전송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 source device 에서 처리
불 7 능한 inverse transfer function 을 人 용해 하고 sink device 0 ]서는 해당 inverse

transfer function 을 처리 가능한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inverse transfer function 을
적용하여 linear 신호를 생성한 후 이를 소스 디바이스 또는 외부 장치로 전달할

수 있다.
[257]

[258] 도 2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25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은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SL27010) 및/또는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레임



(InfoFrame) 을 전송하는 단계 (SL27020)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포프 레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 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텐트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방법 ,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 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은 소스
디바이스 내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19에서 전술하 였다.
[260]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1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컬러 개멋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개멋 타입 정보,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밝기 값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상기 최대 밝기 값 정보 또는 상기 최소 밝기 값 정보가 나타내는
값을 정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란상세한 설명은 도 20에서 전술하였 다.

[261]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2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평면 개수 정보,상기 컬러 평면에
표현되는 컬러 바운더리의 밝기 값을 나타내는 밝기 정보,상기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 및 상기 컬러 평면 상
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 1에서 전술하 였다.

[262]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3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상기 컬러
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개수
정보,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컬러 표현 타입



정보,상기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 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값 정보 및
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값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2에서 전술하 였다.

[263]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포프 레임은 컨텐트의 선형 신호를 비선형
신호로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변환 함수 타입 정보 및
상기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권장되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역 변환 함수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19에서 전술하 였다.

[264]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DID 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 변환 함수 중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6에서
전술하 였다.

[265]

[266] 도 2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26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 (L28010) 는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생성부 (L28020) 및/또는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레임 (InfoFrame) 을 전송하는 전송부 (L28030)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포프레 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텐트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방법 ,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 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는 소스
디바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19에서

전술하 였다.
[268]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1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컬러 개멋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개멋 타입 정보,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밝기 값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상기 최대 밝기 값 정보 또는 상기 최소 밝기 값 정보가 나타내는
값을 정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란상세한 설명은 도 20에서 전술하였 다.

[269]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2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평면 개수 정보,상기 컬러 평면에
표현되는 컬러 바운더리의 밝기 값을 나타내는 밝기 정보,상기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 및 상기 컬러 평면 상
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 1에서 전술하 였다.

[270]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3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상기 컬러
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개수
정보,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컬러 표현 타입
정보,상기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 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값 정보 및
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값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2에서 전술하 였다.

[271]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인포프 레임은 컨텐트의 선형 신호를 비선형
신호로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변환 함수 타입 정보 및
상기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권장되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역 변환 함수 타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19에서 전술하 였다.

[272]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상기 데이터 처리 장치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를 수신하는 수신부
(미도시)를 포함하고, 상기 EDID 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 변환 함수 중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6에서 전술하 였다.

[273]

[274] 도 2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275]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은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 레임 (InfoFrame) 을 수신하는 단계 (SL29010) 및/또는 상기 인포프 레임을

이용하여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 (SL29020)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포프레 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 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 , 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텐트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 방법,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 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은 싱크
디바이스 내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

[276]

[277] 도 30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

[278]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 (L30010) 는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 레임 (InfoFrame) 을 수신하는 수신부 (L30020) 및/또는 상기

인포프레 임을 이용하여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는 처리부 (L30030)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포프 레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 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 , 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 는 컨텐트 컬러 볼륨, 상 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 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 레이 컬러 볼륨, 상 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 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 는 디스플 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 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 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 방법,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 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는 싱크 디바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279]

[280] 모듈 또는 유닛은 메모리 (또는 저장 유닛) 에 저장된 연속된 수행과 정들을

실 행하는 프로세 서들 일 수 있다. 전술한 실시 예에 기술된 각 단계들은

하드웨어/프로세 서들에 의해 수 행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 예에 기술된 각

모듈/블락/유¾ 들은 하드웨어/프로세 서로서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코드로서 실 행될 수 있다. 이 코드는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쓰 여질 수 있고, 따라서 장치 (apparatus) 가 제공하는 프로세서 에

의해 읽혀질 수 있다.
[281]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각 도면을 나누어 설명하 였으나, 각 도면에 서술되어

있는 실시 예들을 병합하여 새로운 실시 예를 구현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리고 , 통상의 기술자의 필요에 따라, 이전에 설명된 실시 예들을

실 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설계하는 것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82]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및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설명된 실시 예들의 구성과

방법이 한정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실시 예들은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시 예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283] 한편, 본 발명이 제안하는 방법을 네트워 크 디바이스에 구비된 ,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에,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세 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는 프로세 서 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 기 테이프 , 플로피 디스크 ,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 이 있으며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송 등과 같은 캐리어

웨이브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프로세서 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 템에 분산되어, 분산방 식으로

프로세 서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 행될 수 있다.

[284] 또한, 이상 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 였지만 ,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285] 그리고, 당해 명세서에서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모두 설명되고 있으며 ,
필요에 따라 양 발명의 설명은 보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286] 본 발명의 사상이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에서 다양한 변경 및 변형 o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이해된다. 따라서 ,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 및 그 동등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본 발명의 변경 및 변형을 포함하 는 것으로 의도된다.

[287] 본 명세서에서 장치 및 방법 발명이 모두 언급되고,장치 및 방법 발명 모두의
설명은 서로 보완하여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288] 다양한 실시예가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에서 설명되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289] 본 발명은 일련의 방송 신호 제공 분야에서 이용된다.
[290] 본 발명의 사상이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에서 다양한 변경 및 변형 0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 및 그 동등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본 발명의 변경 및 변형을 포함하 는 것으로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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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및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 레임 (InfoFrame) 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

상기 인포프 레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 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 , 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텐트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 방법,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고;

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1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컬러 개멋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개멋

타입 정보 ,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 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밝기 값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상기 최대 밝기 값 정보 또는 상기 최소

밝기 값 정보가 나타내는 값을 정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2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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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평면 개수 정보,상기 컬러 평면에 표현되는 컬러

바운더리의 밝기 값을 나타내는 밝기 정보,상기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 및상기 컬러 평면
상 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3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립터는 상기 컬러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개수 정보,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컬러 표현 타입 정보,상기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값
정보 및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값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인포프레임은 컨텐트의 선형 신호를 비선형 신호로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변환 함수 타입 정보 및상기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권장되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역 변환 함수 타입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DID 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 변환 함수 중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7]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생성부; 및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레임 (InfoFrame) 을 전송하는
전송부로서 ,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볼륨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W O 2018/070822 PCT/KR2017/011302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텐트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 방법,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고;

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1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컬러 개멋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개멋

타입 정보 ,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 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밝기 값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상기 최대 밝기 값 정보 또는 상기 최소

밝기 값 정보가 나타내는 값을 정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밝기 값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

[청구항 9 ]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2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평면 개수 정보 , 상기 컬러 평면에 표현되는 컬러

바운더리의 밝기 값을 나타내는 밝기 정보 , 상기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 및 상기 컬러 평면

상 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상기 컬러 볼륨이 상기 제 3 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

상기 컬러 볼륨 디스크 립터는 상기 컬러 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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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의 개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개수 정보,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컬러 표현 타입 정보,상기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포인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개수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좌표 정보,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대 값
정보 및상기 포인트의 좌표값이 표현되는 밝기 범위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최소 값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인포프레임은 컨텐트의 선형 신호를 비선형 신호로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된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변환 함수 타입 정보 및상기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권장되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역 변환 함수 타입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데이터 처리 장치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EDID) 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포함하고,
상기 EDID 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컬러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컨텐트의 비선형 신호를 선형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 변환 함수 중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역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

[청구항 13]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레 임 (InfoFrame) 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볼륨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텐트 컬러볼륨, 상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 방법 ,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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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고; 및
상기 인포프레임을 이용하여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 ;
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14] 비압축 데이터 신호 및 인포프레 임 (InfoFrame) 을 수신하는 수신부로서 ,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 컬러 볼륨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컬러볼륨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인포프레임은 상기 컬러 볼륨의 대상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 정보,상기 컬러 볼륨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른 상기

컬러 볼륨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 타입 정보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컬러 스페이스 타입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타입 정보에 따라 컨텐트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텐트 컬러볼륨, 상기 컨텐트를 마스터 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상기 컨텐트의 재생을 위해 권장되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 볼륨 및 상기 컨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볼륨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볼륨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기 컬러 볼륨은 상기 컬러 볼륨 타입 정보에 따라 컬러 개멋과 밝기
범위를 통해 정의되는 제 1 방법 , 밝기 레벨에 따른 컬러 평면의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2 방법 및 상기 컬러 볼륨이 표현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따른 컬러 바운더리를 통해 정의되는 제 3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고; 및
상기 인포프레임을 이용하여 상기 비압축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는

처리부;
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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