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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네비게이션 정보는 압축되고 패킷화된 MPEG 스트림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고, 네비게이션 정보는 이후에 네비게이션 기

능이 MPEG 스트림의 압축 해제 및 재생 동안에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액세스될 수 있는 별개의 네비게이션 파일에 배치

될 수 있다. 저작 도구가 사용되어 MPEG 스트림을 구문 분석하고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

이터는 이후 재생 동안에 개별 시작 포인트, 서로 다른 오디오 채널, 특정 동작 등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색인어

네비게이션 정보, MPEG 스트림, 디지털 데이터,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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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특정하게는, 디지털화된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네비게

이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많은 디지털화된 이동 영상 시스템이 동영상 전문가 그룹(Moving Pictures Experts Group, MPEG)이 개발한 공지된 프

로토콜 및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프로토콜 및 포맷이 총칭적으로 MPEG 로 불리우게 되었다. 여러가지의 버젼이 계

발되었는데, 이런 것에는 MPEG-1, MPEG-2 등의 것이 있다. MPEG 시스템에서, 압축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는, 재

생 동안에 개별 스트림을 압축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 헤더로 둘러 싸여져 있는 기본 스트림들이 되

도록 패킷화된다. 이런 개별 오디오 및 비디오 기본 스트림들은 추가로 조합되거나 멀티플렉스될 수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각각의 패킷의 내용을 언제 보여 주어야 하는지를 식별케 하는 패킷 헤더 내의 타이밍 정보를 갖는 단일 스트림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비디오 패킷은 재생 동안에 오디오 패킷과 동기화될 수 있다. MPEG 시스템은 두가지 기본 유형의

멀티플렉스된 스트림을 사용한다. 저장 매체를 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스트림(PS)과, 송신 및 데이터 송신과 관련된 잠

재적인 고 에러율을 주 목표로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이 그것이다.

MPEG 시스템의 인코더 측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는 개별적으로 압축되고 패킷화되며, 멀티플렉서는 이후 개별 패킷들을

조합하여 PS 또는 TS가 되도록 한다. 디코더 측에서, 패킷들은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에 의해 스트림으로부터 검

색되고, 각각의 개별 패킷은 패킷 해제되고 압축 해제되며, 오디오 및 비디오 사이의 동기화는 PS 또는 TS 헤더 내에 있는

적합한 필드를 사용하여 획득된다. 디코딩은 전형적으로는 오디오/비디오가 재생 중인 동안에 실시간으로 실행된다. 패킷

은 시간 정보가 찍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하도록 재생 과정이 조작될 수 있다.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프레

젠테이션 시의 특정 부분으로의 직접 이동, 일시 정지, 오디오만 또는 비디오만을 재생하기, 서로 다른 언어로 오디오 재생

하기 등을 실행하면서도 적합한 동기화를 유지하는 기능. 이런 기능 및 유사한 기능들은 집합적으로 네비게이션

(navigation)으로 지칭된다. MPEG 스트림에 대해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종래에는 인코딩 동작에서 수행되

었고, 네비게이션 패킷의 형태로 MPEG 스트림 내에 배치되었다. MPEG 스트림이 생성된 후에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이 기능은 인코딩 후에 MPEG 를 취급하는 누구에게나 획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및 도1b는 시스템 레벨 블럭도.

도2a 내지 도2d는 도1a 및 도1b의 구성 요소의 더 상세한 블럭도.

도3은 네비게이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4는 네비게이션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여러가지의 실시예가 네비게이션 데이터가 인코드된 MPEG 스트림으로부터 발생되도록 하여 주어서, MPEG 데이터가 압

축되고, 패킷화되고, 멀티플렉스된 후에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이 실행되도록 하여 준다. MPEG 스트림은, 널리

쓰이나 비공식적으로는 동영상 전문가 그룹(MPEG)으로 언급되는 그룹에 의해 개발된 여러 포맷 및 프로토콜에 따라서 압

축되고 패킷화된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네

비게이션 포인트, 즉 사용자가 급속하게 액세스하여 재생하기를 바랄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시의 포인트와 관련된 패킷 또

는 MPEG 스트림의 그 외의 부분을 식별함으로써 재생할 때에 MPEG 스트림의 부분들에 대한 선택적인 검색을 허용해 주

는 데이터일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또한 고속 전진 또는 고속 역전진 등의 특별 동작을 인에이블시키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컨피규레이션 정보는, 네비게이션 데이터에서 식별되어야 할 특정 포인트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 대안으로,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요구 사항은 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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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의 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자동으로 발생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는 MPEG 스트림과는 별도로 보관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고 다른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네비게이션 메타데이터

(metadata)라고 지칭된다.

도 1a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자 입력에 의존하는 종단-대-종단 시스템(1)의 블럭도이다. 인코

더(10)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저장 공간 및/또는 대역폭을 절감시

키기 위해 압축하고, 압축된 데이터를 오디오 및 비디오 패킷이 되도록 패킷화하고, 패킷들을 함께 멀티플렉스하여 MPEG

스트림이 되도록 한다. 네비게이션 발생기(20)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취하고, 인코더(10)로부터의 MPEG 스트림을 검

사하고, MPEG 스트림에 대해 네비게이션 기능을 실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다. 실행될 수 있는 특정 네비게이션 기능은 사용자 입력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 디코더/플레이어(30)는 네비게이션 데이

터베이스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재생할 때에 MPEG 스트림의 여러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부분은 디코더/플레이어

(30)에 의해 디멀티플렉스(demultiplex)되고 패킷 해제되고 압축 해제되어, 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즉, 시청하거나 및/또

는 청취하거나 및/또는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소망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 다른 기능들, 즉 일시 정

지/재개, 프레임 정지, 고속 재생, 및 저속 재생 등의 기능을 포함하나 이것에만 제한되지는 않는 기능들도 또한 네비게이

션의 결과로 실행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디코딩 및 플레잉 기능은 유닛(30)에 통합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디코더 및 플레이어는 개별 유닛

일 수 있고, 디코드된 데이터는 플레이어에 의해 프리젠테이션되기 위해 기억되거나 및/또는 송신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 인코더(10), 네비게이션 발생기(20), 및 디코더/플레이어(30)의 기능들은 서로 다른 플랫폼 상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실행될 수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장 매체가 다음 스테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기까지 데이터 스트림

및/또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도 1b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가 MPEG 스트림을 모니터링하고 소정 표준에 기초하여 MPEG 스트림 내에서 소망 포

인트를 식별함으로써 자동으로 생성되는 종단-대-종단 전체 시스템(2)의 블럭도이다. 인코더(10)는 시스템(1)에서와 동

일하게, 수신, 압축, 패킷화, 및 멀티플렉싱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발생기(40)는 도1a의 네비게이션 발생기

(20)의 것과 유사한 네비게이션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으나, 어느 부분의 MPEG 스트림이 네비게이션용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될 지를 특정하는 데에 사용자의 직접 입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동화된 처리를 사용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발생기(40)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MPEG 스트림의 콘텐츠를 분석한다. 디코더/플레이어(30)는

도 1a의 시스템(1)에 대해 설명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도 2a는 인코더(10)의 구성요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도시한 도면이다.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각각 비디

오 인코더(11) 및 오디오 인코더(12)에 개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는 인코더(11, 12)에 프리젠테

이션되기 전에 디지털화될 수 있다.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인코더(11)에 의해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서 압축될 수

있다.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인코더(12)에 의해 오디오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압축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비디오 및 오

디오 압축 알고리즘은 이 분야에 공지되어 있고, 본 발명의 요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비디오 인코더(11)로부터의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패킷타이저(13)에 제공되고, 여기서 이는 소정의 크기, 포맷,

및 프로토콜을 갖는 패킷들로 분할될 수 있다. 오디오 인코더(12)로부터의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패킷타이저

(14)에 제공되고, 여기서 이는 소정의 크기, 포맷, 및 프로토콜을 갖는 패킷들로 분할될 수 있다. 각각의 패킷은 재생 프리

젠테이션에서 패킷 내의 데이터가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하는 타이밍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여러가지의 패킷

으로부터의 타이밍 정보를 조화시킴으로써 재생 동작은 후에 적합한 타이밍 관계에 따라서 비디오 및 오디오 패킷을 동기

화할 수 있다.

오디오 데이터는 영화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음성 트랙과 같이, 동일한 상대적 타이밍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수의 오디

오 트랙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패킷은 또한 관련 타이밍 정보에 관계없이 네비게이션 데이터가 재생할 때에 특정 패킷

을 특정하도록 하여 주는 시퀀스 번호 또는 다른 식별자에 의해 식별될 수 있어서, 바라는 오디오 트랙의 오디오 패킷의 선

택을 이루어 준다. 패킷 식별자를 또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재생할 때 특정된 비디오와 특정된 오디오를 소정의 방

식으로 믹싱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다.

패킷타이저(13, 14)에 의해 생성된 패킷은 멀티플렉서(15)에 의해 단일 데이터 스트림이 되도록 조합될 수 있고 더 큰 데

이터 블럭이 되도록 조합될 수 있다. 멀티플렉스된 데이터는 타이밍 및/또는 콘텐츠와 관계된 추가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

고,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포맷 및 프로토콜을 따를 수 있다.

MPEG 스트림은 네비게이션 발생기(20 또는 40)에 제공되기 전에 저장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MPEG 스트림은 저장

디바이스(16)에 저장되는데, 이 디바이스는 인코더(10)의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을 수 있고, CD-ROM 또는 DVD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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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등의 포터블 매체일 수 있는 데, 이것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데이터 스트림은 저장 디바이스(16)로 직접 기입될 수 있

고, 또는 저장되기 전에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저장 디바이스(16)의 특정 컨피규레이션에 관계없이, MPEG 스

트림은 이 디바이스로부터 판독되어 출력될 수 있고, 포인트 A에서 쓰일 수 있으며, 이는 도2b에까지 이어져 있다.

도 2b는 네비게이션 발생기(20)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도이다. 저작 도구(authoring tool)(21)는 MPEG 스트림을 검사

하고 특정 표준을 만족시키는 이것의 부분을 식별하는 기능 디바이스일 수 있다. 저작 도구(21)는 디바이스, 회로, 소프트

웨어 또는 펌웨어 모듈, 또는 이런 것의 임의의 조합 등의 여러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데, 이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본 표준은 네비게이션 컨피규레이션 정보(24)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입력(23)에 의해 규정된 MPEG

스트림에서의 소망 포인트 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키보드를 통해서 또는 마우스나 그외의 포인

팅 디바이스를 써서 스크린 상의 아이콘에 포인팅함으로써 사용자 입력을 특정할 수 있다. 저작 도구(21)는 소망 포인트를

로케이트시키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MPEG 스트림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는 패킷의 타이밍 정보를

검사한다.

일 실시예에서, MPEG 스트림은 디지털화된 영화 또는 그 외의 비디오 시퀀스를 포함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표

준은 영화 시작 후의 특정 양만큼의 시간인 포인트일 수 있거나 또는 영화를 동등한 시간 분량을 갖는 특정 수가 되도록 분

할하는 포인트일 수 있다. 저작 도구(21)는 각각의 특정된 시간에 최근접한 비디오 인트라 프레임(I-frame)을 로케이트시

킬 수 있고, MPEG 시퀀스의 요구된 포인트 대로 I-frame 또는 I-frame을 포함하는 패킷을 식별할 수 있다. 식별된 시간

및 I-frame은 데이터 스트림을 챕터(chapter) 등의 라벨링된 세그먼트가 되도록 분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I-frame

은 기준 포인트로서 사용되는데, 이는 예측된 프레임(P-frame) 또는 양방향 프레임(B-frame)과는 달리, 이들은 자신의

재구성을 위해 이전 또는 다음 순서의 프레임에 좌우되지 않는 자체 내장 비디오 화상이기 때문이다.

저작 도구(21)에 의해 도출된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네비게이션 파일(22) 내로 배치될 수 있다. 네비게

이션 데이터를 MPEG 스트림 내로인코드하는 종래의 시스템과는 달리, 네비게이션 파일(22)은 MPEG 스트림을 보유한 파

일과 별도의 파일일 수 있다. 네비게이션 파일(22)과 관련 MPEG 스트림 양자는 재생에 필요할 때까지는 저장될 수 있다.

도2b의 예시된 실시예에서, 양자는 이들이 별도의 파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장 디바이스(26)에 저장된다. 저장부(26)

는 네비게이션 발생기(20)의 내부에 있거나 그 외부에 있을 수 있는데, 포터블 매체가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네비게이

션 파일은 실제적으로는 두개의 파일 형태를 가진다. 제1 파일은 챕터 시간, 위치 및 라벨과, 오디오/비디오 스트림 패킷

ID와 라벨을 갖는 확장 마크업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일 수 있다. 제2 파일은 I-frame 인덱스 파일로

지칭되는 이진 파일일 수 있는 데, 각각의 비디오 I-frame에 대응하는 패킷의 프리젠테이션 시간 및 파일 오프셋을 포함한

다. I-frame 인덱스 파일은 고속 전진과 고속 역전진 등의 비디오 특별 작동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프리젠테이션에

서 특정 시간 포인트를 로케이트시키는 급속 스캔 소스로서 사용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 파일과 MPEG 스트림 모두는 판

독 출력되어 포인트 B에서 쓰일 수 있는데, 이는 도2c에까지 이어진다.

도2c는 네비게이션 파일(22)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MPEG 스트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부(30)를

보여준다. 재생 스택(31)은 네비게이션 파일을 판독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챕터, 챕터 라벨 등의 네비게이션 옵션을 재생

제어(33)에게 보여 준다. 재생 제어(33)는 MPEG 스트림의 어느 세그먼트가 프리젠테이션되어야 하는지를 정해 주는 데이

터를 재생 스택(31)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재생 스택(31)은 프리젠테이션의 여러 세그먼트가 MPEG 스트림에서 어디에 로

케이트되는 지를 표시하는 네비게이션 파일을 판독할 수 있다. 재생 제어(33)로부터의 세그먼트 요구와 이런 요구된 세그

먼트가 MPEG 스트림/데이터베이스에서 어디에 로케이트될 지를 식별하는 네비게이션 파일을 결합함으로써, 선택된

MPEG 세그먼트는 판독되고 디코더(32)에게 제공될 수 있고, 여기서 이들은 디코드되고 재생될 수 있다. 이 예시된 실시예

는 비디오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한 디스플레이(34)와 오디오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한 스피커(35)를 보여준다.

도2d는 네비게이션 정보가 네비게이션 발생기(40)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실시예를 도시하였다. 네비게이션 발생기

(40)는, 각각, 도2b의, 저작 도구(41), 네비게이션 파일(들)(42), 네비게이션 컨피규레이션 정보(44), 및 대략적으로 저작

도구(21)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장부(46), 네비게이션 파일(들)(22), 네비게이션 컨피규레이션 정보(24), 및 저장부(26)를 포

함할 수 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발생기(40)에서, 콘텐츠 분석 모듈(43)은 MPEG 스트림의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콘텐

츠를 검사하여 어떤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네비게이션 포인트에 대해 이용되어야 하는 지를 판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 콘텐츠 분석 모듈(43)은 MPEG 스트림을 검사하기 위해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패킷이 콘텐츠 분석 모

듈(43)에게 제공되었던 소정의 표준을 만족시키는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화상을 포함하는지를 알아 차린다. 예를 들어,

콘텐츠 분석 모듈(43)은 영화의 두 장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완전 암 상태(dark) 프레임에 대해 I-frame을 검색할 수 있다.

로케이트된 프레임 상의 프리젠테이션 시간 또는 그외의 식별 사항은 네비게이션 컨피규레이션 정보(44)로 전달될 수 있

고, 여기서 이는 저작 도구(41)에 제공될 수 있다. 이 기술은 또한 그 외의 표준과 결합하여 프리젠테이션에서의 소망 브레

이크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이유로 TV 영화에서 18분에서 23분 사이에서 생기는 자연스런 브레이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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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프리젠테이션 내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경우에, 두개의 장면을 분리하는 암 상태프레임이 MPEG 스트림의 이런

두개의 시간 사이에 대해 검색될 수 있고, 이런 암 상태 프레임 중의 하나를 식별하였다면 새로운 챕터의 시작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상업 광고를 이 브레이크에 삽입하는 것을 쉽게 하여 줄 것이다.

도3은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실시예의 흐름도(30)를 보여준다. 블럭(30)에서, 저작 도구는

MPEG 스트림의 패킷을 통해서 구문 분석(parsing)함으로써 MPEG 스트림을 검사할 수 있다. 블럭(32)에서, 저작 도구는

특정된 표준을 만족시키는 패킷을 식별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본 표준은 비디오 시퀀스의 프리젠테이션 시간과

관계되고 (예로, 시작 후의 소정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인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의 포인트), I-frame은 특정 인디케이터

로서 사용된다. 이런 I-frame을 포함하는 패킷은 선택된 프리젠테이션 시간과 관련된 패킷, 즉, 바라는 프리젠테이션 시간

에 가까운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일 수 있다. 블럭(33)에서, 식별된 패킷 또는 I-frame 상의 로케이션 정보는 네비

게이션 파일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네비게이션 파일은 MPEG 스트림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임

의의 파일과는 별도의 파일이고, 심지어 MPEG 스트림과는 별도의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도4는 재생을 위해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의 실시예의 흐름도(40)이다. 블럭(41)에서, 프리젠테이션

에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 지 등의 재생 표준이 수신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특정된다. 블럭(42)

에서, 특정된 패킷 식별자는 재생 표준에 기초하여 네비게이션 파일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영화에서

그가/그녀가 챕터 3을 시청하기를바라는 지를 특정할 수 있고 챕터 3의 시작과 관련된 패킷의 식별자는 네비게이션 파일

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블럭(43)에서, 식별된 패킷은 MPEG 스트림 내에 로케이트될 수 있다. 만약 MPEG 스트림이 CD

등의 쉽게 검색 가능한 매체 상에 기록되었다면, 인덱스가 사용되어 소망 패킷을 포함하는 CD 상의 포인트에 급속하게 액

세스할 수 있다. 블럭(44)에서, 요구된 패킷 및 다음의 패킷은 검색되고, 디코드되고, 프리젠테이션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 이는 비디오 및 오디오 패킷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패킷에 포함된 타이밍 정보에 기초하여 서로 동기화되어

재생될 수 있다. 관련 패킷에 따라 정지 시간은 또한 특정될 수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시퀀스를 종료시키게 된다.

네비게이션 정보는 또한 고속 전진 및/또는 고속 역전진 등의 특별 작동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고속 전진

또는 역전진을 위해 I-frame 만이 검색되고 디코드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네비게이션 파일은 I-frame이 보통 속도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대략 매 1/2초마다 발생하면서 비디오 시퀀스의 모든 I-frame에 대한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디스크(예

로, DVD 상의 영화, CD-ROM 상의 비디오 게임 등)를 생산하는 회사는 최종 사용자가 소정 방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통

해서 네비게이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네비게이션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네비게이션 파일은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

을 포함하는 동일한 비디오 디스크 상에 저장될 수 있다. 최종 사용자에게 기능이 또한 제공되어 영화에서의 선호 부분이

나, 비디오 디스크를 구입한 후에 사용자에 의해 식별된 부분으로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주는 맞춤형 네비게이션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여 준다. 이 네비게이션 파일은 플래시 메모리와 같이 별개의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회로적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된 명령으로서 구현될

수 있는데, 이 명령은 여기 설명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되고 실행가능하다. 머신 판

독 가능 매체는 머신(예로,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임의의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머신 판독 가능 매체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자기 디스크 저장 메모리; 광

저장 매체;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 전파 신호의 전기적, 광학적, 음향학적, 또는 그 외의 형태(예로, 반송파, 적외선 신호,

디지털 신호 등)와, 그 외의 것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변형물이 당업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변형물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것이고, 본 발명은 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MPEG 스트림을 검사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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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PEG 스트림의 재생 시에 네비게이션 포인트와 관련된 상기 MPEG 스트림 내의 패킷을 식별하는 단계와,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 내의 상기 식별된 패킷 상에 정보를 배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MPEG 스트림을 검사하는 상기 단계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

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MPEG 스트림과는 별개의 파일에 있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MPEG 스트림 내에 인코드되지 않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

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패킷을 식별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재생 시에 선택된 프리젠테이션 시간과 관련된 패킷을 식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패킷을 식별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선택된 프리젠테이션 시간 중 하나의 것에 근접한 프리젠테이션 시간

을 갖는 비디오 I-frame을 포함하는 패킷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7.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MPEG 스트림과 별개인 네비게이션 파일로부터 상기 MPEG 스트림 내의 특정된 패킷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MPEG 스트림을 네비게이트하기 위해 상기 검색된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정보를 사용하는 상기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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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된 정보에 의해 식별된 상기 MPEG 스트림 내의 포인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상기 MPEG 스트림을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처리된 MPEG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분을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상기 단계는 비디오 데이터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

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상기 단계는 오디오 데이터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

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포인트를 식별하는 상기 단계는 비디오 I-frame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방법.

청구항 12.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가,

MPEG 스트림을 검사하는 동작과,

MPEG 스트림의 재생 시에 네비게이션 포인트와 관련된 MPEG 스트림 내의 패킷을 식별하는 동작과,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 내의 상기 식별된 패킷 상에 정보를 배치시키는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들이 저장된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을 위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MPEG 스트림을 검사하는 상기 동작은 상기 MPEG 스트림의 패킷을 구문 분석(parsing)하는 동작을 포

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을 위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MPEG 파일과는 별개의 파일에 있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을 위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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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MPEG 스트림 내에 인코드되지 않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을 위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패킷을 식별하는 상기 동작은 재생 시에 선택된 프리젠테이션 시간과 관련된 패킷을 식별하는 동작을 포

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을 위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패킷을 식별하는 상기 동작은 선택된 프리젠테이션 시간 중의 하나의 것에 근접한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갖는 비디오 I-frame을 식별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을 위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8.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MPEG 스트림을 제공하는 매체와,

상기 매체에 결합되어 상기 MPEG 스트림을 검사하고 상기 MPEG 스트림과는 별개인 네비게이션 파일용의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저작 도구(authoring tool)

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장

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파일을 전송하는 전송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장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작 도구는 프로세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장치.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파일은 상기 MPEG 스트림 내의 특정 포인트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MPEG 스

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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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파일의 콘텐츠에 기초하여 상기 MPEG 스트림을 네비게이트하는 재생 수단을 더 포함

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장치.

청구항 24.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털화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MPEG 스트림 내의 패킷이 되도록 인코드하는 인코더와,

상기 인코더에 결합되어,

상기 MPEG 스트림을 검사하고,

상기 MPEG 스트림 내의 특정 프리젠테이션 포인트와 관련된 패킷에 관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MPEG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한 파일과는 별개인 네비게이션 파일 에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발생기와,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에 의해 식별된 상기 MPEG 스트림의 부분을 판독하고 디코드하는 디코더

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MPEG 스트림의 상기 디코드된 부분을 프리젠테이션하는 플레이어를 더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시스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MPEG 스트림은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한 타이밍 정보

를 포함하는 MPEG 스트림 네비게이션 제공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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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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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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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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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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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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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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