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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광고 - 또는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에 오버레이 및/또는 합성되기를 원할 수 있는 임의의 데이터 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는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의 이미지 통계들 및/또는 특징들에
따라 어피어런스 매핑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피어런스 매핑은 합성 데이터가 렌더링되는 디스플레이의 특징
들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어피어런스 매핑은 뷰어에게 시각적으로 즐거운 합성 데이터를 렌더링하기
를 원하며, 원하는 디스플레이 상에 렌더링된다.
훌랼카르, 사미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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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제 1 이미지들 및 상기 제 2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이미지들은 상기 제 2 이미지와 동적
범위 및 크기가 상이한, 상기 제 1 이미지들 및 상기 제 2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1 이미지들에 관한 제 1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이미지 통계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제 1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2 이미지에 관한 제 2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1 메타데이터에 기초하여, 조정된 제 1 이미지들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제 1 이미지들의 동적 범위
(804)의 적응적(adaptive) 매핑을 디스플레이의 동적 범위(810a, 810b, 810c)에 적용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이미지들의 상기 매핑된 동적 범위(810a, 810b, 810c)는 상기 디스플레이의 최대 동적 범위(808)와는 상이한,
상기 적용하는 단계;
조정된 제 2 이미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 2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매핑(appearance mapping)을 수행하는 단
계로서, 상기 조정된 제 2 이미지는 상기 제 2 이미지와 동적 범위가 상이하고, 상기 제 2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이미지들의 상기 매핑된 동적 범위(810a, 810b, 810c)에 관한 적응적 매핑
정보 및 상기 제 2 메타데이터에 따라 수행되는, 상기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조정된 제 1 이미지들 중 적어도 하나의 일부 상에 상기 조정된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함으로써 합성 이
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조정된 제 2 이미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 2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이미지
들의 동적 범위 및 상기 디스플레이의 능력과 가능한 근접한 동적 범위 및 밝기로 지각적 매칭이 있는 동적 범
위를 선택하는 것을 수반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미지들은 그룹 중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은: HDR(High Dynamic Range) 이미지들,
EDR(Extended Dynamic Range) 이미지들 및 VDR(Visual Dynamic Range) 이미지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
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통계는 각각의 제 1 이미지와 관련된 이미지 통계로부터 계산되고, 상기 이미지 통계는 그룹 중 하
나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은: 평균 휘도(average luminance), 최소 휘도, 중간 휘도(mean luminance), 최대 휘
도, 동적 범위, 반사 백색(reflective white), 색 온도, 백색점, 색 재현율(color gamut) 및 컬러 팔레트
(color palette)를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미지는 그룹 중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은: 그래픽스, 폐쇄 자막(close captioning),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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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오버레이,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텔레비전(TV) 가이드들, 방송 회사로부터의 신호들, 컨텐트
제작으로부터의 신호들, 자막들(subtitles), 셋톱 박스로부터의 신호들 및 오디오-비디오(AV) 수신기로부터의
신호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미지에 관한 제 2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또한:
상기 제 2 이미지에 관한 이미지 통계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
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미지에 관한 상기 이미지 통계는 그룹 중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은: 평균 휘도, 최소 휘도,
중간 휘도, 최대 휘도, 동적 범위, 반사 백색, 색 온도, 백색점, 색 재현율 및 컬러 팔레트를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는 또한:
상기 조정된 제 1 이미지들의 동적 범위에 따라 상기 제 2 이미지의 동적 범위를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
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는 또한:
상기 조정된 제 1 이미지들의 색 재현율에 따라 상기 제 2 이미지의 색 재현율을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
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는 또한:
상기 조정된 제 1 이미지의 휘도에 따라 상기 제 2 이미지의 휘도를 매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의 특징들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의 특징들에 관한 상기 메타데이터는 그룹 중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은: 평균 휘도, 최소
휘도, 중간 휘도, 최대 휘도, 반사 백색, 색 온도, 백색점 및 색 재현율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
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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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는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의 특징들에 관한 상기 메타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 2 이미지를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
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제 3 이미지를 상기 제 1 이미지들과 합성하기 위해 상기 제 3 이미지의 동적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제 3 이미지는 상기 제 1 이미지들과 이전에 합성된 상기 제 2 이미지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 1 이미지들을 수신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리 모듈;
상기 제 2 이미지를 수신할 수 있고; 상기 제 1 이미지들에 관한 제 1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상기 제 2
이미지에 관한 제 2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합성기 모듈로서, 상기 제 1 메타데이터는 상기 제 1 이미지
들에 대한 이미지 통계를 포함하는, 상기 합성기 모듈을 포함하는,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합성기 모듈은:
상기 제 1 메타데이터에 기초하여, 조정된 제 1 이미지들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제 1 이미지들의 동적
범위의 적응적 매핑을 디스플레이의 동적 범위에 적용하고, 상기 제 1 이미지들의 상기 매핑된 동적 범위는 상
기 디스플레이의 최대 동적 범위와는 상이한, 상기 적용하고;
조정된 제 2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제 2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기
조정된 제 2 이미지는 상기 제 2 이미지와 동적 범위가 상이하고, 상기 제 2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
하는 것은 상기 제 1 이미지들의 상기 매핑된 동적 범위(810a, 810b, 810c)에 관한 적응적 매핑 정보 및 상기
제 2 메타데이터에 따라 수행되는, 상기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도록 추가로 구성되고,
상기 시스템은 합성 이미지들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조정된 제 1 이미지들 중 적어도 하나 상에 상기 조정된 제
2 이미지를 믹싱할 수 있는 믹싱 모듈로서, 상기 합성 이미지들은 상기 디스플레이 상에 렌더링되도록 하기 위
한 것인, 상기 믹싱 모듈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통계는 각각의 제 1 이미지에 관련된 이미지 통계로부터 계산되고, 상기 이미지 통계는 그룹 중 하
나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은: 평균 휘도, 최소 휘도, 중간 휘도, 최대 휘도, 동적 범위, 반사 백색, 색 온도,
백색점, 색 재현율 및 컬러 팔레트를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기 모듈은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할 수 있고, 상기 어피어런스 매핑은 또한 그룹 중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은: 휘도 매핑, 동적 범위 매핑 및 색 재현율 매핑을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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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제 1 이미지와 합성된 상기 제 2 이미지의 일부를 제 3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는 동적 매핑 모듈을 더
포함하는, 복수의 제 1 이미지들 상에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관련 출원들에 대한 교차-참조

[0002]

이 출원은,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되는, 2013년 2월 21일에 출원된 미국 가 특허 출원 제
61/767,553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이 출원은 또한,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되는, 2013년 2
월 21에 출원된 미국 가특허 출원 제61/767,522호에 관련된다.

[0003]

기술 분야

[0004]

본 발명은 이미지 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래픽스 및 합성 이미지들을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에 매핑하기
위한 방법들 및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5]

동적 범위(DR: dynamic range)는 이미지에서 세기(예를 들면, 휘도, 루마)의 범위에 관련된다. 실제 장면들에서
의 DR은 일반적으로 크다. 이미지 및 비디오 신호들의 캡처, 표현 및 제공을 위한 상이한 이미지 및 비디오 애
플리케이션들은 상이한 DR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진 원판들(photographic negatives)은 비교적 큰 동적
범위를 가질 수 있지만, 사진 인화들, 일부 현존하는(예를 들면, 종래의) 텔레비전(TV) 세트들, 및 컴퓨터 모니
터들은 더 작은 DR을 가질 수 있다.

[0006]

DR은 또한, 이미지에서 세기(예를 들면, 휘도, 루마)의 범위, 예를 들면 가장 어두운 어둠들에서 가장 밝은 밝
음들까지를 지각하기 위한 인간 심리시각 시스템(HVS: humanpsychovisual system)의 능력에 관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DR은 "장면 - 참조된(scene - referred)" 세기에 관련된다. DR은 또한 특정 폭의 세기 범위를 충분히
또는 대략적으로 렌더링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능력에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DR은 "디스
플레이 - 참조된(display - referred)" 세기에 관련된다. 다른 의미에서, DR은 또한 "신호 - 참조된(signal referred)" 세기에 관련될 수 있고 - 이것은 어느 정도 이론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VDR 신호는 최대 10,000
nits까지의 범위일 수 있고 HDR 신호들은 훨씬 더 높은 범위일 수 있다. 대부분, 그 범위를 위한 등급의 디스플
레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의미가 본 명세서의 기술에서의 임의의 지점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도록 명시적
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나, 예를 들면 교환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음이 내포되어야 한다.

[0007]

종래의 TV 세트들 및 컴퓨터 모니터들에 의한 렌더링은 흔히 대략 3 자릿수의 동적 범위 - 표준 동적 범위(SD
R)로도 칭해지는 로우 동적 범위(LDR) - 로 제한된다. LDR 이미지들과 대조적으로, 하이 동적 범위(HDR) 이미지
들은 원본 장면에 모든 동적 범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HDR은 약 14 - 15 자릿수의 동적 범위에 미칠 수 있
다. HDR 이미지들은 임의의 비트 심도에 의해 표현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0 - 16 비트들 이상이 과도하게
큰 단계 크기들을 감소시키는데 이용된다.

[0008]

배포를 위한 압축과 같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HDR 이미지들에 대한 인코딩은 불필요할 수 있고 사실
상 다소 계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대역폭 소모적일 수 있다. 반면에, LDR 이미지들은 단순히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시각적 동적 범위 또는 가변 동적 범위, VDR에 의해
특징지워질 수 있는 이미지들을 유리하게 이용, 생성, 저장, 전송 또는 렌더링할 수 있다. HDR에 관련되어 절단
된(truncated) VDR 이미지들은, 통상적인 HVS가 동시에 지각(예를 들면,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휘도 및 컬러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VDR은 약 5 - 6 자릿수의 동적 범위에 미친다. 따
라서 VDR은 HDR에 비해 협소하긴 하지만, 넓은 DR 폭을 표현한다. HDR과 VDR 이미지들 사이의 DR 차들에도 불구
하고, 본 명세서에 이용된 용어 EDR은 LDR에 비해 동적 범위가 확장된 임의의 이미지를 특징짓는다.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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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0009]

본 발명은 그래픽스 및 합성 이미지들을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에 매핑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들 및 시스템들
을 제공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이들을 제작 및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의 여러 실시예들이 본 명세서에 개시된다.

[0011]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에 제 2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본 명
세서에 기술된다.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는 특정한 특징들 - 예를 들면, HDR, EDR, VDR 또는 초 - 고화질
(UHD, 예를 들면, 4K 또는 8K 수평 해상도) 능력들 - 을 가진 디스플레이 상에 렌더링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제 2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는 그래픽스, 폐쇄 자막, 텍스트, 광고 - 또는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에 오버
레이 및/또는 합성되기를 원할 수 있는 임의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는 제 1 이
미지/비디오 데이터의 이미지 통계들 및/또는 특징들에 따라 어피어런스 매핑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피어
런스 매핑은 합성 데이터가 렌더링되는 디스플레이의 특징들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어피어런스 매핑
은 뷰어에게 시각적으로 즐거운 합성 데이터를 렌더링하기를 원하며, 원하는 디스플레이 상에 렌더링된다.

[0012]

일 실시예에서, 제 1 이미지 데이터 상에 제 2 이미지 데이터를 오버레이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되고 -- 상기 방
법은: 제 1 이미지 및 제 2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제 1 이미지는 제 2 이미지와 동적 범위 및 크기가 상
이한, 상기 이미지 수신 단계; 제 1 이미지에 관한 제 1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제 2 이미지에 관한 제 2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제 1 메타데이터 및 제 2 메타데이터에 따라, 조정된 제 2 이미지를 결정하기 위
해 제 2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조정된 제 2 이미지는 제 2 이미지와 동적 범위
가 상이한, 상기 어피어런스 매핑 수행 단계; 제 1 이미지의 적어도 일부 상에 조정된 제 2 이미지를 오버레이
하는 합성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3]

다른 실시예에서, 제 1 이미지 데이터 상에 제 2 이미지 데이터를 합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시되고 -- 상기 시
스템은: 제 1 이미지를 수신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리 모듈; 제 2 이미지를 수신할 수 있는 합성기 모듈로서,
또한 제 1 이미지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제 1 이미지에 관한 상기 메타데이터에 따라 어피어런스
매핑된 제 2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제 2 이미지의 어피어런스 매핑을 수행할 수 있는 합성기 모듈; 및 합성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제 1 이미지 상에 어피어런스 매핑된 제 2 이미지를 믹싱할 수 있는 믹싱 모듈로서, 합
성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상에 렌더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상기 믹싱 모듈을 포함한다.

[0014]

다른 실시예에서, 기존의 합성 이미지 -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와 제 2 오버레이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로
부터 형성된 - 가, 제 2 오버레이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3 오버레이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합성 이미지로 매핑 및/또는 변환될 수 있는 동적 광고를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개시된다.

[0015]

본 시스템의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은 이 출원 내에 제공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판독될 때 상세한 기술의 하기에
제공된다.

[0016]

예시적 실시예들은 도면들을 참조하여 예시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들 및 도면들이 제한적인 것보다는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7]

도 1은 본 출원의 일 실시예가 동작할 수 있는 일 예시적 환경을 도시한 도면.
도 2a 및 도 2b는 EDR/VDR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렌더링된 이미지 및 그래픽스와 폐쇄 자막의 오버레이의,
첫 번째는 어피어런스 매핑이 적용되지 않은, 그 후엔 어피어런스 매핑이 적용된 각각의 두 예들을 도시한 도면
들.
도 3은 3개의 가능한 처리 시나리오들, 이미지, 장면 및 영화 각각의 이미지/비디오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4 및 도 5는 EDR/VDR - 가능 디스플레이들 상의 시각적으로 즐거운 합성 이미지/비디오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 시스템의 두 실시예들을 도시한 도면들.
도 6은 레거시 디스플레이 상의 시각적으로 즐거운 합성 이미지/비디오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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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디스플레이 상에 후속 렌더링을 위해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에 오버레이/합성 이미지/비디오 데
이터를 어피어런스 매핑하기 위한 모듈/루틴의 일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동적 범위, 최소 휘도, 반사 백색점 및 절대 최대에 관한 어피어런스 매핑의 일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9의 (A), (B), (C) 및 (D)는 색 재현율에 관한 어피어런스 매핑의 일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들.
도 10a, 도 10b 및 도 10c는 동적 컨텐트 대체를 수행하는 일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들.
도 11은 동적 컨텐트 대체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다음의 기술 전반에 걸쳐,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들에게 더욱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세부사
항들이 기재된다. 그러나, 잘 알려진 요소들이 개시내용을 불필요하게 모호하게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세
히 도시하거나 기술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및 도면들은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예시적인 의미로 간주되
어야 한다.

[0019]

도입

[0020]

현재 레거시 컨슈머 TV들의 일반적인 시각 경험에서, Rec.709 및 DCI Specs.과 같은 표준들을 이용한 인커밍 비
디오 스트림의 어피어런스 및 매핑에 대한 제어가 거의 없다. 이것은 특히, 제 1 비디오 스트림으로 통합되고,
믹싱된 후에 개인에 의한 뷰잉을 위해 렌더링되기를 원할 수 있는 그래픽 또는 비디오 오버레이들에 해당된다.
본 시스템의 일 실시예에서, 합성 이미지 및/또는 비디오의 뷰어에게 어피어런스 매칭 및/또는 개선된 시각 경
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상에 이러한 오버레이들의 적합한 이미지 처리 및/
또는 믹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0021]

도 1은 시스템(104)의 일 실시예가 본 출원에 따라 만들어진 환경(100)을 예시한다. 이 환경(100)에서, 본 시스
템(104)은 디스플레이(114) 상에 렌더링될 제 1 데이터 및/또는 메타데이터(102)(예를 들면 VDR, EDR, HDR 또는
일부 다른 이미지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데이터/컨텐트(106)의 다
른 스트림(예를 들면, 잠재적인 복수의 소스들 - 인터넷, IP, 다른 데이터 소스들, 등으로부터)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컨텐트의 다른 스트림은 그래픽스, 이미지들 및/또는 제 1 데이터 스트림과 합성되거나 믹
싱되는 비디오를 표현할 수 있다. 스트림들(102 및 106)도 또한 동일한 소스로부터 및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
(104)에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0022]

데이터 스트림(102)은 디스플레이(114) 상의 렌더링에 적합한 이미지 처리를 위해 디스플레이 관리(DM: Display
Management) 모듈(108)에 입력될 수 있다. 합성기(110)는 합성 데이터 스트림(106) - 뿐만 아니라 DM(108)으로
부터의 데이터 및/또는 메타데이터 - 을 입력하는 다른 이미지 처리/비디오 처리 모듈일 수 있다. 합성기(110)
는 합성 데이터 스트림을 GUI, 폐쇄 자막(CC: Closed Captioning), 화면속 화면(PIP: Picture In Picture), 또
는 합성 데이터가 제 1 데이터 스트림과 믹싱 및/또는 합성되기 위한 임의의 다른 가능한 포맷으로 포맷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또한 합성 이미지가 렌더링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렌더링 특징들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포
함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평균, 최소/중간/최대 휘도, 반사 백색, 백색점, 색 재현율 및 임의의 다른
알려진 이미지 렌더링 특징 및/또는 명세를 포함할 수 있다.

[0023]

뷰어는 이러한 합성 렌더링에 대한 뷰어의 요망들 또는 요구들을 입력하기 위해 합성기(110)에 대한 선택적 제
어 입력 - 예를 들면, 원격 제어, 랩톱, 태블릿, 스마트 폰 또는 다른 적합한 제어기(116) - 을 가질 수 있다.

[0024]

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및 제 1 비디오 스트림은 (어떤 처리이든 DM(108)에 의해 적용된 후) 믹싱 모듈
(112)에 입력될 수 있다. 믹싱 모듈(112)은 즐거운 뷰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 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 기술되
고 알려진 임의의 고급 이미지/비디오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 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제 1 데이터
스트림 상에 적합하게 오버레이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부가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즐거운 뷰잉 경험은
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제 1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들 및/또는 최종 합성 이미지/비디오가 렌더링되어야
하는 디스플레이(114)의 특징들에 어피어런스 매칭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0025]

DM, 합성기 및 믹싱 모듈들이 어느 곳이나 물리적으로 상주할 수 있고 - DM, 합성기 및 믹싱 모듈들이 디스플레
이 자체(기능 모듈들로서)에 상주될 수 있지만 - 서로 원격일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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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나 이상의 이들 모듈들을 셋톱 박스에 배치하고 디스플레이와 통신하게 하는 것(예를 들면, 임의의 알려
진 유선 또는 무선 구성에 의해)이 가능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DM, 합성기 및/또는 믹서는 디스플레이가
상주하는 물리적 공간의 외부에 있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3개의 이들 모듈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기
능을 단일 모듈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M 모듈은 통상적인 DM들의 기능 - 뿐만 아니라
합성기 및 믹서의 기능 - 을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26]

일 실시예에서, 이미지 처리에 알려진(또한 본 명세서에 부가로 기술된) 다양한 통계들의 계산을 위한 이미지
통계들 계산 모듈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들(예를 들면,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제 2 오버레이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등의)은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의 제 2 오버레이 이미지/비디오 데
이터의 어피어런스 매핑시 지원하기 위해 본 시스템에 의해 더 이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언급된 임의의 모
듈들은 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지 통계들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0027]

일 실시예에서, 이들 모듈들은 이미지/비디오 전단 공급기(예를 들면, 케이블 오퍼레이터, 위성 오퍼레이터 및/
또는 다른 미디어 공급기들)에 상주할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픽스 오버레이는 - 예를 들면, 컨텐트 제작측(예를
들면, 자막), 방송 회사(예를 들면, 로고들), 셋톱 박스(예를 들면, UI, TV 가이드, cc), TV 자체(예를 들면,
UI), AV 수신기(예를 들면, 볼륨 바 그래픽스 오버레이), 또는 그래픽스를 추가하거나 입력 비디오 스트림을 다
르게 수정할 수 있는 임의의 신호 스위치/수정기/AV 처리기에서 생성되는 - 컨텐트에 삽입되는 장소를 구별 및/
또는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임의의 이러한 단계에서, 오버레이 및 합성은 상이하게 다루어질 수 있
다. UI 및 오버레이 삽입 지점들을 서로 인식(즉, 파이프라인 - 인식: pipeline - awareness)시키는 것이 또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디오 스트림에 이미 임베딩된 UI 그래픽스(예를 들면, 방송 로고들은 일반적
으로 스트림의 초기에 임베딩된다)를 재분석 및 재매핑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 UI 렌
더링 외에도, 모든 이러한 정보는 또한, 예를 들면 스마트 TV 상에서 실행하는 웹 브라우저가 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방송 송출 장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0028]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비디오 스트림은 HDR, EDR 및/또는 VDR 데이터/메타데이터 스트림일
수 있고, 이와 같이, 비디오 처리 시스템의 일부 부분은 HDR, EDR 및/또는 VDR 이미지/비디오 처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HDR, EDR 및 VDR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처리를 관련시키는 다양한 시스템들, 기법들 및/또는 기술
들은 다음의 공유 특허 출원들에서 찾을 수 있다:

[0029]

(1) Li에 의한, 2013년 1월 31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QUALITY ASSESSMENT OF HIGH DYNAMIC RANGE,
VISUAL DYNAMIC RANGE AND WIDE COLOR GAMUT IMAGE AND VIDEO"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30027615호;

[0030]

(2) Gish에 의한, 2013년 1월 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QUALITY ASSESSMENT OF IMAGES WITH EXTENDED
DYNAMIC RANGE"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30004074호;

[0031]

(3) Messmer에 의한, 2012년 12월 20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VIDEO DISPLAY CONTROL USING EMBEDDED
METADATA"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321273호;

[0032]

(4) Messmer 등에 의한, 2012년 12월 1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VIDEO DELIVERY AND CONTROL BY
OVERWRITING VIDEO DATA"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315011호;

[0033]

(5) Ninan 등에 의한, 2012년 12월 1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HIGH DYNAMIC RANGE, BACKWARDS COMPATIBLE, DIGITAL CINEMA"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314944호;

[0034]

(6) Gish 등에 의한, 2012년 12월 1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DRIFT - FREE, BACKWARDS COMPATIBLE,
LAYERED VDR CODING"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314773호;

[0035]

(7) Atkins 등에 의한, 2012년 11월 29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SYSTEMS AND METHODS OF IMAGE
PROCESSING THAT ADJUST FOR VIEWER POSITION, SCREEN SIZE AND VIEWING DISTANCE"인 미국 특허 출원 제
20120299817호;

[0036]

(8) Longhurst에 의한, 2012년 9월 1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INTERPOLATION OF COLOR GAMUT FOR
DISPLAY ON TARGET DISPLAY"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229495호;

[0037]

(9) Messmer 등에 의한, 2012년 2월 16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VDR METADATA TIMESTAMP TO ENHANCE DATA
COHERENCY AND POTENTIAL OF METADATA"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038782호;

[0038]

(10) Atkins에 의한, 2009년 12월 31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I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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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IMENTS FOR HDR IMPLEMENTATION IN DISPLAY DEVICE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22800호;
[0039]

(11) Gish에 의한, 2013년 1월 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QUALITY ASSESSMENT OF IMAGES WITH EXTENDED
DYNAMIC RANGE"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30004074호;

[0040]

(12) Demos에 의한, 2010년 5월 1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VIDEO IMAGE COMPRESSION USING UNEQUAL
WEIGHT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00118957호;

[0041]

(13) Demos에 의한, 2010년 1월 21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INTERPOLATION OF VIDEO COMPRESSION FRAME
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00014587호;

[0042]

(14) Demos에 의한, 2008년 11월 6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SYSTEM FOR IMPROVING COMPRESSED
IMAGE CHROMA INFORMATION"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080273809호;

[0043]

(15) Demos에 의한, 2007년 11월 22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INTERPOLATION OF VIDEO COMPRESSION
FRAME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070268967호;

[0044]

(16) Demos 등에 의한, 2011년 5월 5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HIGH PRECISION ENCODING AND DECODING OF
VIDEO IMAGE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10103470호;

[0045]
[0046]

- 이들 모두는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관리 서브시스템들은 제 1 데이터 스트림 상의 이러한 합성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즐거운 뷰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DM 시스템들은 통상적으로 처리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명령들의 세트를 포함하며, 이들 명령들은 다수의 이미지 처리 알
고리즘들 및 기법들에 영향을 미치기에 적합하며 - 예를 들면 휘도 매핑, 색 재현율 매핑, 동적 범위 매핑이다.

[0047]

DM 시스템들은 다음의 공유 미국 특허 출원들에 부가로 기술된다:

[0048]

(1) Messmer에 의한, 2012년 12월 20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VIDEO DISPLAY CONTROL USING EMBEDDED
METADATA"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321273호;

[0049]

(2) Messmer 등에 의한, 2012년 12월 1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VIDEO DELIVERY AND CONTROL BY
OVERWRITING VIDEO DATA"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315011호;

[0050]

(3) Longhurst에 의한, 2012년 9월 13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INTERPOLATION OF COLOR GAMUT FOR
DISPLAY ON TARGET DISPLAY"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229495호;

[0051]

(4) Todd 등에 의한, 2012년 8월 9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RESOLUTION MANAGEMENT FOR MULTI - VIEW
DISPLAY TECHNOLOGIE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200593호;

[0052]

(5) Dickens 등에 의한, 2012년 5월 24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SYSTEM FOR DISPLAY
CHARACTERIZATION OR CALIBRATION USING A CAMERA DEVICE"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127324호;

[0053]

(6) Hovanky 등에 의한, 2012년 3월 29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SYSTEM FOR 3D DISPLAY
CALIBRATION WITH FEEDBACK DETERMINED BY A CAMERA DEVICE"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075435호;

[0054]

(7) Erinjippurath에 의한, 2012년 3월 29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SYSTEM FOR DISPLAY
CALIBRATION WITH FEEDBACK DETERMINED BY A CAMERA DEVICE"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074851호;

[0055]

(8) Pahalawatta 등에 의한, 2011년 12월 22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QUALITY EVALUATION OF SEQUENCES
OF IMAGE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10311147호;

[0056]

(9) Gish 등에 의한, 2011년 8월 11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COMPATIBLE COMPRESSION OF HIGH DYNAMIC
RANGE, VISUAL DYNAMIC RANGE, AND WIDE COLOR GAMUT VIDEO"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10194618호;

[0057]

(10) Leontaris 등에 의한, 2009년 4월 2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VIDEO COMPRESSION AND TRANSMISSION
TECHNIQUE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086816호;

[0058]

- 이들 모두는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0059]

합성 이미지 일례

[0060]

일 실시예에서, 즐거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 1 신호의 특징들 및/또는 디스플레이의 특징들에 따라

- 10 -

등록특허 10-1993593
합성 신호를 제 1 이미지/비디오 신호와 믹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 기
술들이 개선됨에 따라, VDR/EDR/HDR 데이터를 렌더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데이터 -- 및 이러한 데이터를 렌더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 - 는 디렉터가 의도한 방식으로 - 즉 데이터
를 보여주는데 및/또는 렌더링하는데 이용되는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능력들 내에서 - 영화/비디오를 충실히
재생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제공한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하이라이트들에 대해 더 높은 휘도 레벨들이 재생될
수 있다 -- 이것은 통상적으로 레거시 방식들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0061]

디스플레이/TV에 배포되는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외에, 다른 이미지 요소들(실제 영화/비디오
컨텐트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음)은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이다 - 예를 들면, 메뉴들, 커서들, 및 폐쇄
자막 또는 BluRay 디스크 메뉴와 같은 다른 스크린 디스플레이 요소들. 그러나, 이들 요소들의 어피어런스 렌더
링은 통상적으로 EDR/VDR에 규정되지 않는다 -- 통상적으로 레거시 비디오에 관련되지도 않는다.

[0062]

따라서, 본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 이전에 언급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소들 및 다른 이미지/비디오 컨텐
트의 비색적, 지각적 및 미적으로 정확한 렌더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들
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지각적으로 정확한 렌더링에 영향을 미친다.

[0063]

도 2a 및 도 2b는 렌더링된 이미지(각각 200 및 200')의 두 예이다. 이미지(200)에서는 높은 동적 범위 콘트라
스트 -- 예를 들면, 매우 어두운 부분들(음영들에서, 예를 들면 단어 "Text"가 디스플레이되는 곳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부근의 매우 높은 휘도 부분들(아크 용접기의 빛에 의해 보여지는 바와 같이) -- 를 포함하는 이미
지가 묘사된다. 또한 높은 동적 범위 이미지와 합성된 그래픽스 및 텍스트 요소들이 오버레이되어 있다(예를 들
면, 메뉴(202) 및 자막 판독 "Max. Codeword Closed Captioning Text").

[0064]

도 2a에는 표기할 많은 시각적 특징들이 있다. 예를 들면, 메뉴(202)는 휘도 밴딩 - 즉, 휘도의 그라데이션
(gradation), 상부에는 고 휘도, 하부에는 더 어두운 휘도로의 테이퍼링 -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텍스트가 예를 들면 용접 토치 불꽃과 동일한 휘도로 디스플레이되게 할 수 있는 최대 코드워드 세기 레벨로 폐
쇄 자막이 디스플레이에 전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제 1 이미지/비디오 부분들에서 낮아진 휘도
의 영역들(예를 들면 단어 "Text" 주위)이 있는 경우에 특히, 강렬한 밝기로 인해 텍스트의 뷰어에게 산만하게
보이거나 불편감을 만들 수 있다.

[0065]

도 2a의 레거시 방식을 조사하면, 전체 코드 워드로서 렌더링된 백색 텍스트는 EDR/VDR TV 상에서 너무 밝아지
2

는 경향이 있다. 대신에 EDR TV 상의 텍스트는 반사 백색 레벨(예를 들면, 300cd/m ) 및 우세한 백색점(여기서
2

4000K의 CCT)으로 렌더링될 수 있다. 상기 이미지들은 4000cd/m max로 등급화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남을 유념
할 수 있다. 이러한 케이퍼블 TV 상에 디스플레이되면, 도 2b의 텍스트는 반사되는(또는 "페이퍼 화이트(paper
white)"와 유사하게) 것처럼 나타나고 도 2a의 텍스트는 빛나게 나타난다.
[0066]

최대 가능한 코드 값(예를 들면, 12 - 비트에서 EDR 코드 값 4096의 약간 아래)을 가진 백색 메뉴 텍스트의 렌
더링이 텍스트를 빛나는 것처럼 지각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텍스트와 영화/필름 배경 사이의 극심
한 동적 범위 차로 인해 불편감을 만들 수도 있다. 미리 설정된 코드 값으로 렌더링하는 대신에, EDR 입력 및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능력들에 의해 부가로 규정되는 바와 같이, 백색점(예를 들면 장면, 챕터 또는 전체 영화
에 걸쳐 평균된) 뿐만 아니라 절대 휘도 레벨(예를 들면, 300nits 또는 VDR 제한 연구들로부터의 결과들에 기초
하여)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오버레이된 텍스트 및 그래픽스에 의해 이용되는 크로마 범위를
조정(예를 들면, 흑백 장면 상에서 고도로 포화된 녹색 텍스트를 회피)하기 위해 색 재현율의 범위가 고려될 수
있다.

[0067]

이들 효과들은 또한 DVD 및 Blu-ray에서 자막들을 렌더링하는데 가능하다. 많은 영화들에서 자막들은 컬러로 될
수 있다. 밝기 및 컬러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버레이된 자막 이미지들을 컨텐트의 특징들에 매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매핑은 매핑이 장면 - 적응적일 수 있는 경우, 오버레이들이 나중에 컨텐트와의
디스플레이 능력에 다운 매핑될 수 있기 때문에 장면 기반 파라미터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핑 업 및 다운
처리들의 쌍은 자막들을 지각적으로 정확하고 일관되게 나타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0068]

대조적으로, 도 2b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높은 동적 범위 이미지(즉, 어두운 차고에서의 용접공) 및 유사한 메뉴
(202') 및 CC 텍스트를 포함하는 합성 이미지(200')를 도시한다. 이 경우, 메뉴(202') 및 CC 텍스트는 - 제 1
HDR 이미지의 특징들(및 가능하게 이를 렌더링하는 디스플레이의 특징들)에 따라 - 합성되었다. 메뉴(20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합성 이미지는 넓은 휘도 밴딩/그라데이션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텍
스트 및 메뉴의 높은 휘도는 제 1 HDR 이미지의 낮은 휘도 부분들의 상세들로부터 뷰어가 산만하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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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0069]

일 실시예

[0070]

도 3은 본 시스템의 부분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듈들 및/또는 처리를 포함할 수 있는 임의의 이미지/비디오
처리(300)의 일 실시예이다. 도 3은 3개의 가능한 처리 시나리오들 - 이미지, 장면(예를 들면, 관련 이미지들의
수집) 및 영화(예를 들면, 관련 장면들의 수집) - 을 도시한다. 이미지(302)의 경우에, 메타데이터는 계산되고
수집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지 통계들이 - 이미지의 평균 휘도, 최소/중간/최대 휘도, 반사 백색, 색 온도
및/또는 백색점과 같이 - 계산될 수 있다. 장면(304)에 대해, 유사한 통계들이 - 장면 내의 이미지마다 - 계산
될 수 있고 그 후에 장면 자체에 대해 계산될 수 있다. 영화(306)에 대해, 유사한 통계들이 - 장면 내의 이미지
마다 - 계산될 수 있고 그 후에 장면 자체에 대해 계산될 수 있고 그 후에 전체 영화에 대해 계산될 수 있다.
사실상 정적인 메타데이터 또는 이미지 통계들 외에도, 장면 내의 이미지들의 변화들, 또는 영화 내의 장면들의
변화들의 시간적 거동(temporal behavior)을 특징지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또한 있을 수 있다.

[0071]

언급된 이들 이미지 통계들 외에도, - 예를 들면 히스토그램, 공간 픽셀 상관들(spatial pixel correlations)
또는 다른 이미지 및/또는 장면 고유의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 이미지, 장면 및/또는 영화마다 컬러 팔레트가
계산될 수 있다. 이미지 통계들 및/또는 컬러 팔레트의 조합은 메타데이터(예를 들면, 각각 302', 304' 및
306')의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메타데이터가 디스플레이의 능력에 관련하여 - 예를 들면, 휘도
(최소, 중간, 최대), 색 온도, 반사 백색점, 색 재현율, 프라이머리들 등 - 수집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는 그 후에 시스템의 일부 - 예를 들면 합성기, 또는 DM(그 기능이 DM 자체에 통합된 경우) - 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0072]

EDR TV 관련 실시예들

[0073]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TV 및/또는 디스플레이들은 더 높은 동적 범위 이미지/비디오를 렌더링하기 위한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EDR/VDR 렌더링 - 가능한 디스플레이들(예를 들면, 초고화질(UHD: Ultra High
Definition) 세트들)은 소비자에 의해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도 4 및 도 5는 이러한 세트들에 대
한 시각적으로 즐거운 합성 이미지/비디오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 시스템의 두 실시예들이다. 도
4에서, 시스템(400)은 제 1 EDR/VDR/HDR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UHD EDR 디코더(404)로 시작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리 모듈(406)은 입력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와 오버레이 이미지 데이
터 및/또는 합성될 다른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EDR 메타데이터가 계산되어 모듈(406)과 공유될 수
있고 모듈(406)은 뷰어에게 더욱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합성될 이미지 데이터를 출
력 처리할 수 있다.

[0074]

제 1 이미지 데이터 및 합성 이미지 데이터는 믹싱 모듈(408)에 의해 믹싱되거나 오버레이될 수 있다. 그 출력
은 HDMI 전송 모듈(410)에 입력될 수 있다. 모듈(410)은 입력으로서: EDR 메타데이터, 합성된 이미지
데이터(즉, 합성 이미지 데이터와 믹싱된 제 1 이미지 데이터) - 뿐만 아니라 EDR 이미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디스플레이의 능력들에 관한 정보 - 를 받아들일 수 있다.

[0075]

도 2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점선(402)은 이미지 및 처리가 디스플레이 세트의 외부(예를 들면, 선(402)의
좌측)로부터 나오고 처리가 세트 자체 및/또는 셋톱 박스(예를 들면, 선(402)의 우측) 내부에서 나오는 선을 개
념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 처리가 이 파이프라인의 많은 부분들에 상주
할 수 있으므로 - 이들 경계선들에 제한될 필요가 없고 본 출원의 범위를 손실하지 않는다. 이 정보는 디스플레
이의 EDID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TV/디스플레이의 EDID는 디스플레이가 EDR TV/디스플레이인지
또는 레거시 TV/디스플레이인지에 관해 STB(또는 이미지 처리의 체인의 더 상부 쪽의 처리)에 통보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가 레거시인 경우, STB(등)는 EDR 신호들을 처리하고 그래픽스 오버레이를 적절하게 렌더링하기를 원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가 EDR - 가능인 경우, EDID는 정보를 STB(또는 더 상부 쪽)에 다시 공급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 이것은 그래픽스 오버레이들을 처리(예를 들면, 지각적으로 매핑)하도록 도울 수 있고, (동시에) TV
자체 내의 더욱 양호한 어피어런스 매핑 처리를 위해 디스플레이에 관한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0076]

합성된 신호는 HDMI 수신기 모듈(412)에 의해 수신될 수 있고 그 신호를 (부가 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고) DM 모
듈(414)에 넘길 수 있다. DM 모듈은 이미지 데이터가 뷰어에 대한 즐거운 시각적 경험을 위해 디스플레이(416)
의 능력들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부가 처리를 제공할 수 있다.

[0077]

도 5는 EDR/VDR 인에이블드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본 시스템의 또 다른 실
시예이다. 유사하게 번호가 매겨진 요소들(예를 들면, 416 및 516)은 도 4 및 도 5 둘다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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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러나, 도 5에서는, 디스플레이의 능력들에 관한 정보의 백채널이 이미지 처리 파이프라인
에서 다시 -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관리 모듈(506)(도 1의 합성기 모듈과 유사함)에 - 부가로 전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제 1 이미지 컨텐트의 전단/제작자에 더 근접하여 더 많은 합성 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컨텐트 배포자의 경우에 오버레이 컨텐트의 더 많은 양태들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광고에 관해 본 명세서에 부가로 기술될 것이다.
[0078]

레거시 TV/디스플레이들 관련 실시예

[0079]

도 6은 TV/디스플레이가 레거시인 - 즉 높은 동적 범위 및/또는 넓은 색 재현율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디스플
레이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가지는 일 실시예이다. 이 실시예에서, 시스템(600)은 디코더
(602)에서 EDR/VDR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가 계산되어, 또한 오버레이/합성 이미지/비디
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오버레이 맵퍼(606; overlay mapper)에 전송될 수 있다. DM 모듈(608)은 - 부가의
처리를 위해 -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EDR 메타데이터 및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 데이터(예를 들면,
xvYCC 또는 Rec 709)를 수신할 수 있다. 선택적 스케일러(610; optional scaler)는 이미지 처리 파이프라인에
배치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케일러는 공간 해상도가 자연스러운 컨텐트를 생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UHD EDR 디코더(604)에 대한 입력이 UHD 해상도를 가지고 디스플레이(618)가 1080p만을 가지
는 경우, 스케일러는 입력 신호의 공간 해상도를 1080p로 감소시킬 수 있다.

[0080]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는 믹서 모듈(612)에서 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와 믹싱되거나 합성될 수 있고 그 후에 HDMI 송수신기(614)에 전송될 수 있다. 모듈(614)은 HDMI 수신기 모듈(616)(EDID 인터페이스를 통해)로
부터 디스플레이 능력들을 수신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618) 능력들과 조화되도록 적절한 이미지 처리가 발생될
수 있다.

[0081]

다른 실시예에서, EDR 능력들이 없는 레거시 디바이스(예를 들면 PC, 게임 콘솔, VCR 등)가 화면속 화면(PIP)
컨텐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 VDR 이미지에 중첩되는 동안 그 컨텐트의 동적 범위가 관리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관리/매핑 정보는 예를 들면 DM 처리로부터의 최소/최대 반사 백색 및 백색점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접속된 디바이스가 개인용 컴퓨터인 경우, 이들 값들은 또한 이를 디스플레이에 전송하기 전
에 그래픽스 카드의 렌더링을 조정하기 위해 PC에 (예를 들면, HDMI 백 채널을 통해) 다시 통신될 수 있다.

[0082]

일 처리 실시예

[0083]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에 제 2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오버레이 및/또는 합성하기 위한 다수의 가능한
구성들을 포함할 수 있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다양한 실시예들을 망라하여, 도 7은 합성 처리 모듈 및/또는 루
틴의 일 가능한 실시예이다. 이러한 처리 모듈/루틴(700)은 합성기, DM 모듈, 이러한 모듈들의 조합 - 또는 대
안적으로 적합한 처리기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장치가 있는 임의의 장소 - 내에 상주할 수 있다.

[0084]

단계(700)에서 시작하여, 합성 모듈/루틴은 단계(702)에서 오버레이/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제 2 이미지/비
디오 데이터라고도 알려진)의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이미지 통계들 또는 컬러 팔
레트(예를 들면, 이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또는 임의의 다른 알려진 방식(예를 들면, 제 2 이미지/비디오 데이
터와의 스트리밍 메타데이터)으로서 계산 및/또는 컴파일될 수 있다. 단계(704)에서, 모듈/루틴은 제 1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예를 들면, 휘도, 동적 범위, 백색점 등)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
터는 이미지 통계들 또는 컬러 팔레트(예를 들면, 이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또는 임의의 다른 알려진 방식(예
를 들면,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와의 스트리밍 메타데이터)으로서 계산 및/또는 컴파일될 수 있다. 단계
(706)에서, 모듈/루틴은 합성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즉, 오버레이/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제 1 이
미지/비디오 데이터)가 렌더링되는 디스플레이의 특징들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단계(708)에서,
모듈/루틴은 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형성하거나 제작하기 위해 오버레이/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즐거운 시각적 어피어런스를 제공하는 - 의 어피어런스 매핑 또는 합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매핑은 이러한 즐
거운 어피어런스를 제공하는 모듈/루틴에 임베딩되는 많은 가능한 휴리스틱 규칙들(heuristic rules)및/또는 목
표들을 고려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모듈/루틴은 원하거나 적절한 경우,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의 어피
어런스 매핑을 수행할 수 있다.

[0085]

이러한 규칙 및/또는 목표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휘도, 동적 범위, 색 재현율, 컬러 어피어런스 등에
대한 근사하게 양호한 맞춤(fi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설정(예를 들면, 동적 범위 및 구현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들)을 수정하기 위한 일부 이러한 방법들 및/또는 기법들은 공유 US 특허 출원들에 부가로 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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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6]

(1) Kunkel등에 의한, 2012년 3월 1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LIGHT DETECTION, COLOR APPEARANCE MODELS,
AND MODIFYING DYNAMIC RANGE FOR IMAGE DISPLAY"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051635호;

[0087]

(2) Kunkel등에 의한, 2011년 12월 15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IMAGE PROCESSING AND DISPLAYING METHODS
FOR DEVICES THAT IMPLEMENT COLOR APPEARANCE MODEL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10305391호;

[0088]

(3) Longhurst 등에 의한, 2012년 12월 20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SYSTEM AND METHOD FOR ADJUSTING
DISPLAY BASED ON DETECTED ENVIRONMENT"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320014호;

[0089]

(4) Atkins 등에 의한, 2012년 2월 2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SYSTEM AND METHOD OF CREATING OR
APPROVING MULTIPLE VIDEO STREAM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20026405호;

[0090]

(5) Kang에 의한, 2010년 9월 16일에 공개되고 발명의 명칭이 "ARTIFACT MITIGATION METHOD AND APPARATUS FOR
IMAGES GENERATED USING THREE DIMENSIONAL COLOR SYNTHESIS"인 미국 특허 출원 제20100231603호;

[0091]
[0092]

- 이들 모두는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이러한 매핑이 계산 및/또는 근사화되면, 단계(710)에서 합성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고 결과로서 생긴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는 디스플레이에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오버레이될 이미지들/비디오가 있는 동안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

[0093]

HDR/EDR/VDR 처리의 실시예

[0094]

도 8은 동적 범위, 최소 휘도, 반사 백색점 및 절대 최대에 대한 디바이스 상의 렌더링을 위해 제 1 이미지/비
디오 데이터 상으로의 오버레이/합성 이미지/데이터의 어피어런스 매핑의 일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8에
도시된 모든 동적 범위 바(bar)들은 전체 VDR 신호 범위(804)를 반영하는 802에 도시된 기준 동적 범위에 관련
된다. 각각의 동적 범위 바는 최소 휘도에서 최대 휘도까지의 범위로서 예시된다. 동적 범위 바 내의 중간 교차
선은 반사 백색을 표현하는 휘도 값을 참조한다.

[0095]

도 8은 한 장면씩의 동적 범위들이 808로 표현된 것처럼 동적 범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상에 매핑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다. 입력 VDR 신호(804)는 물리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최대 동적 범위(808)에 매핑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력 VDR 장면에 존재하는 실제 동적 범위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관리(DM) 모듈은 상
이한 동적 범위 간격들 및 반사 백색점들을 프라이머리 디스플레이들 상의, 장면 1, 2 및 3(각각 810a, 810b 및
810c)으로 도시된 각각의 장면에 할당할 수 있다.

[0096]

이러한 매핑 정보는 합성기(또는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합성기와 유사한 처리를 가진 임의의 모듈)에 전송
될 수 있다. 이 합성기(등)는 오버레이/합성 컨텐트를 입력으로서 수신할 수 있고 이 컨텐트를 각각 810a',
810b' 및 810c'로 도시된 DR 범위들에 매핑할 수 있다.

[0097]

오버레이/합성 입력 이미지 데이터(예를 들면, UI, CC, 텍스트 등)에 대한 실제 컨텐트의 동적 범위는 디스플레
이의 전체 동적 범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신에, 시스템은 제 1 이미지 데이터에 가능
한 한 근접한 동적 범위 및 밝기와 디스플레이의 능력들에 있어 지각적 매칭이 있게 될 범위를 선택한다.

[0098]

크로마 매핑의 실시예

[0099]

동적 범위에 관한 시각적으로 즐거운 매핑 외에도, 또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즐거운 색 재현율
에 매핑 및/또는 합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도 9의 (A), (B), (C) 및 (D)는 색 재현율에 관한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상의 렌더링을 위해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상으로의 오버레이/합성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의
매핑의 일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9의 (A)는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색 재현율(예를 들면, CIE xy 색도도(900) 내에 위치된 902)을 표현한다. 이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는 흑체 곡선
(904; blackbody curve)상의 어디에나 또는 색도도 내부의 다른 어디에나 놓일 수 있는 백색점(906)을 포함할
수 있다.

[0100]

DM 처리(도 9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안, 색 재현율은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에서 이용 가능한 전체
색 재현율에 관해 수축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한 더 작은 색 재현율(908)은 물리적 디스플레이 재현율의 한정
을 표현할 수 있고 - 이것은 또한 상이한 백색점(910)을 나타낼 수 있다.

[0101]

도 9의 (C)는 디스플레이에 의해 및 제 1 이미지 컨텐트의 동적 컬러 매핑(한 이미지씩, 한 장면씩 기초하여 발
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안 나타나는 작은 재현율을 고려한다. 주어진 이미지(C)에 대한 전체 크로마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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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색 재현율의 외부 범위가 이미지 - 대 - 이미지로부터 변할 수 있음(다양한 실선 및 점선 재현율 원들로 표
시된 바와 같이)을 알 수 있다.
[0102]

합성 이미지(즉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및 오버레이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상에 매핑되는 것일 때, 다른 재
현율 매핑(도 9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이 발생할 수 있다. 도 9의 (C)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 재현율들
(즉, 914, 916, 918)이 전체 재현율(912) 내에서 적응하기 위해, 한 이미지씩 - 각각이 그 자신의 가능한 전체
재현율 벡터 C 및 백색점 WP를 가지고 - 나타날 수 있다. 오버레이/합성된 그래픽스를 DM'd VDR 스트림의 실제
재현율에 지각적으로 매칭하게 하기 위하여, 프레임/장면 재현율, 크로마 및/또는 백색점 설정들이 도 9의 (C)
및 (D)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또는 적어도 유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0103]

가능한 광고 예/실시예

[0104]

본 명세서에 언급된 합성 이미지 처리의 일 가능한 응용으로서, 이미지들/장면들 및/또는 영화들과의 다이내믹
컨텐트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 및/또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일 예시적 경우는 기존의 컨텐트에 광고들을 내
거나 - 또는 기존의 컨텐트에 있는 광고들을 다른 광고들로 대체하는 것이다. 도 10a, 도 10b 및 도 10c는 본
시스템들 및/또는 방법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적 컨텐트 대체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고 - 이 경우, 새
로운 컨텐트는 광고이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광고 외에도, 임의의 다른 컨텐트 - 예를 들면, 날씨 정보, 주식
시장 정보,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컨텐트 등 - 가 중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원하는 대로 동적으
로 삽입 및/또는 업데이트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동적 매핑은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또는 대안적으
로 제 2, 오버레이 이미지/비디오 데이터 - 예를 들면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와 이미 합성되었을 수 있는 의 제 3 및/또는 상이한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로의 대체일 수 있다. 한 세트의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의 다른 세
트의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로의 이러한 대체는 전체 대체(total replacement)가 될 수 있다 - 또는 대체된 이미
지/비디오 데이터의 서브세트의 대체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시스템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 세트의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의 다른 세트의 이미지/비디오 데이터로의 이러한 대체가 가능한 동적 매핑 모
듈을 포함할 수 있다.

[0105]

도 10a는 일 예시적 이미지/장면(예를 들면, 이 예에서 길 및 광고 게시판(1002)의 장면)을 도시한다. 게시판
(1002)은 상이한 광고들을 오버레이할 기회 - 컨텐트 원작자들 및/또는 소유자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 를 위해
이 이미지/장면 내의 영역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뷰어/소비자에 대한 "타겟(targeted)" 광고들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뷰어들, 그들의 호불호들에 관한 이러한 정보가 -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들을 분석함으로써
- 알려지거나, 추측되거나 또는 통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 다른 예에서, 더 긴 시간 기간에 걸쳐 이미
지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일례는 구식 영화들, TV 컨텐트 또는 그 게시판에 현재 파산
/말소 회사를 올리는 다른 이러한 구식/레거시 컨텐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일 수 있다. 영화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현재 관련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게시판 컨텐트가 그 영역에 추가될 수 있고, 따라
서 게시판 내의 구식 이미지 데이터를 겹쳐 쓰기할 수 있다.

[0106]

도 10a에서, 게시판 컨텐트는 광고를 표현하는 실제 픽셀 정보(1004), 및 경계 박스(1008)에 의해 조합될 수 있
는 알파 채널(1006)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계 박스는 게시판 상의 광고의 적절한 오버레이
및/또는 합성을 위해 이미지 처리를 수행하는 영역을 규정할 수 있다. 1008 내의 모든 픽셀들(이것의 실제 크기
뿐만 아니라)은 프레임마다 변할 수 있다.

[0107]

도 10b는 교환된 컨텐트(예를 들면, 1002 대신에, 1010을 가지는 것이 가능함)의 차를 가진 도 10a의 컨텐트를
도시한다. 주요 장면 프레임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광고(또는 다른 컨텐트)는 동적으로 변
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컨텐트(1002)는 실질적으로 1004일 수 있고 - 컨텐트(1010)는 실질적
으로 1012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1002 또는 1010로서 디스플레이된 정보는 외부 컨텐트(106)로서 합성기
(예를 들면, 110 등)에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오리지널 VDR 스트림(102) 또는 이것의 임의의 가능한 서브세트
(예를 들면, 수퍼 - 샘플링 또는 서브 - 샘플링된, 낮아진 비트 심도,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압축)로서 전체
신호 명세에 있을 수 있지만;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에 합성(1008)하기 위해 휘도 및/또는 컬러 기준이 제
공될 수 있다.

[0108]

도 10c는 동적 광고 - 예를 들면 1개의 프레임이 동일한 장면의 후속 프레임(아마도 예를 들면, 10 프레임 뒤에
등)과 비교되는 것과 같이 - 를 위한 처리의 다른 양태를 도시한다. 도 10c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게시판
의 영역 내에 오브젝트(예를 들면, 가로등 기둥)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게시판의 이미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다른 부분(예를 들면, 웅덩이(1002') - 게시판 상의 이미지를 반사할 수 있는)이 있을 수 있다. 이 경
우, 본 시스템은 이들 효과들의 적절한 처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인(1012)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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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특정 광고에 상관없이, 게시판 이미지의 전경에 영구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
한, 본 시스템은 - 게시판 상에 새로운 및/또는 상이한 광고들을 적절하게 합성하기 위해 - 별도의 영역을 경계
박스 구조(1008)에 포함시킬 수 있다.
[0109]

다른 실시예는 텍스처(texture)를 제공할 수 있고 텍스처는 그 후에 기하학적 변환 모듈 -- 예를 들면, 그래픽
스 처리 유닛(GPU) -- 을 이용함으로써 게시판 상의 장소에 매핑될 수 있다.

[0110]

또한, 기존의 EDR 비디오 스트림으로 실시간 합성하기 위해, 알파 채널들과 조합한 어피어런스/DM 메타데이터가
비디오 이미지에 정보를 합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영화 영상(movie footage)에 나타난 게시판들 상에
서 광고들을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영화의 어피어런스 파라미터들이 알려진 경우, 광고는
뷰어가

그

합성을

실감하지

않게

매핑될

수

있다.

재생

디바이스들(play-out

devices)에서

연산력을

증가시키면,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하다.
[0111]

부가 컨텐트의 기존의 이미지/비디오에의 추가

[0112]

레거시 이미지/비디오 컨텐트를 복원 및/또는 재포맷할 때, 새로운 부가 컨텐트를 추가하기 위해 이러한 레거시
컨텐트 내의 영역들을 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거시 영화들/TV 쇼들에서 가치있는 광고
영역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VDR - 등급화된 영화들에 대한 기하학 매핑 기
능이 이 합성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픽셀/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예를 들면, 컴퓨터 그
래픽스/게임들에서 흔히 이용되는 바와 같이)은 또한 하기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컨텐트의 이러한 VDR
스트림들에의 합성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0113]

도 11은 새로운 컨텐트에 대한 영역들의 식별을 수행하고 이러한 새로운 컨텐트의 기존 및/또는 레거시 컨텐트
에의 합성을 수행하는 일 실시예(1100)이다.

[0114]

레거시 컨텐트를 복원/재등급화할 때, 시스템(1100)은 영화/TV 쇼(1104)의 소유주와 협력하여 가치있는 광고 영
역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오프-라인 처리(1102)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버텍스 및 픽셀 쉐이더 프로그램
(1106)을 제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쉐이더 프로그램은 임의의 텍스처(예를 들면 직사각 이미지
(1112))를, 이를 VDR 스트림에 합성하는데 필요한 2D 형태들로 매핑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
한 쉐이더 프로그램(1106)을 제작하는 것은 전체 영화가 아니라 관심있는 영역들(예를 들면 광고)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므로, 적은 부가 비용/수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적, 반자동적(특징 추적, 움직임 벡터 분
석 등과 같은 컴퓨터 비전 방식들을 이용하여), 또는 수동적(예술가에 의한 수행)일 수 있다.

[0115]

버텍스 및 픽셀 쉐이더 프로그램(1106)은 그 후에 영화/TV 쇼가 제공되고, VDR 스트림에 첨부된 메타데이터로서
또는 외부 수단(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VDR 메타데이터의 서브세트를 생성한다.

[0116]

이 매핑 기능(1106)은 이제, 기하학 맵퍼 및 쉐이더(1116)와 함께 버텍스 및 픽셀 쉐이더 프로그램(1106)을 이
용함으로써 직사각 텍스처(1112)로부터 적절한 경계 박스(1118)의 적절한 매핑된 픽셀 데이터(1112')로 이동하
는데 이용될 수 있다.

[0117]

최종 경계 박스(1118)는 이제, 제 1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의 매핑된 출력(1104', 1130 후)을 매칭하거나 실질적
으로 매칭하기 위해 DM 모듈(1120)을 이용하여 동적 범위 및/또는 색 재현율 (또는 다른 이미지 특징)에 매핑될
수 있다. 두 DM 모듈들(1120 및 1130)은 매칭하는 매핑 결과를 만들기 위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세트의 VDR 메
타데이터(1108)를 이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이미지 합성기 모듈(1128)을 이용함으로써 도
10a, 도 10b 및 도 10c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의의 다른 원하는 합성들(예를 들면, GUI, CC 등 1122
및 1126과 같은 입력들을 이용하여)과 함께 VDR 영화(1132)에 합성될 수 있다. 이것은 디스플레이(1134)될 수
있는 지각적으로 정확하게 합성된 광고를 포함하는 VDR 영화를 유발한다.

[0118]

일 실시예에서, 프로그램(1106)은 (일단 제작되면) 임의의 새로운 컨텐트(1108)와 무한정 재사용될 수 있다. 광
고주들은 단지 텍스처를 제공해야 하고, 일부 실시예들에서는 어피어런스 매핑 데이터(예를 들면, 로그들 또는
제품들과 같이, 그들 광고들의 요소들의 정확한 비색 기술(colorimetric description))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
를 VDR로 복원/재등급화하는 동안 생성되는 버텍스 및 픽셀 쉐이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그 텍스처를 VDR 영
화로 적당하게 매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실시예는 단일 프레임 텍스처들에 제한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광고 클립들(예를 들면, 단편 영화들)을 이용하면 유효하다.

[0119]

본 발명의 원리들을 예시한 첨부 도면들과 함께 판독되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들의 상세한 기술이 지
금까지 제공되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들에 관련되어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어떠한 실시예에도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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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청구항들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본 발명은 많은 대안물들, 수정물들
및 등가물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특정 세부사항들이 이 기술에 기재되었
다. 이들 세부사항들은 예시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본 발명은 이들 특정 세부사항들의 일부 또는 전부 없이 청구
항들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명확성을 위해, 본 발명에 관련된 기술 분야에 알려진 기술적 자료는 본 발명이
불필요하게 모호해지지 않도록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다.

부호의 설명
[0120]

108: 디스플레이 관리 모듈
110: 합성기
112: 믹싱 모듈
114: 디스플레이
116: 원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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