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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디오 스트림이 입력에서 수신된다. 이 비디오 스트림은 저장 유닛에 기록된다. 비디오 스트림이 계속 기록되는 동안,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이 저장 유닛으로부터 검색되어서 출력으로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저장 매체는 하드디스크
와 같은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이다.

대표도

색인어
데이터 스트림, 타임-시프트, 이미지 프레임, 레코드, 재생,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영상 분야에 관한 것이며, 더 상세하게는, 비디오 스트림(stream)의 기록(record) 및 재생(playback)에 관
한 것이다. 비디오 스트림은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어떠한 조합도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을 통해) 
공개된 이 개념은 다른형태의 데이터 스트림에도 적용가능하다.

    배경기술

    
비디오 스트림은 전형적으로 비디오 카세트와 같은 아날로그 매체상에 기록된다. 비디오 스트림을 비디오 카세트에 기
록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가 사용된다. 비디오 스트림은 방송신호, 케이블, 위성신호, 또는 또다른 
비디오 재생장치로부터 올 수 있다. 일단 비디오 스트림이 기록되면, 기록 매체를 되감고 기록된 부분을 재생하기위해 
VCR이 사용된다. 그러나, 아날로그 매체의 성질때문에, 일단 VCR이 레코딩을 시작하면 레코딩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는 이미 기록된 비디오 스트림 부분을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쇼의 처음 15분 동안을 못볼것을 알고 한시간짜리 쇼를 레코딩하도록 VCR을 세팅한다고 상상
해보자. 그가 15분 늦게 집에 돌아와서 쇼를 보려고 할 때,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보려면 전체 쇼가 레코딩될때까지 기
다려야만 한다. 따라서 레코딩 시간이 종료되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쇼를 처음부터 볼 수 있는 방법이 요청된다.

발명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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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시프트된(time-shifted)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비디오 스트림은 입력에서 수신된다. 비디
오 스트림은 저장 유닛에 레코딩된다. 비디오 스트림이 계속 레코딩되는 동안,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은 저장 유닛으
로부터 검색되어 출력에 제공된다. 실시예에서 저장 유닛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의 블록도,

도2는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3은 도2의 블록(206)을 수행하는 일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4는 하드디스크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5는 저장 유닛을 일시 버퍼로 사용하는 예시적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6은 유입되는(incoming) 비디오 스트림을 포착하여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하는 흐름도,

도7은 입력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사용자가 일시정지(suspend)할 수 있는 또다른 실시예,

도8은 서로다른 시간에 취해진 몇몇 이미지 프레임이 있는 표시화면의 예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장치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의 블록도이다. 비디오 스트림은 비디오입력(10
2)에 수신된다. 비디오 스트림은 카메라, 텔레비젼 신호, 방송, 케이블, 또는 위성 신호, 또는 또다른 비디오 재생 디바
이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비디오입력(102)은 유입되는 아날로그 NTSC 신호를 받고 비디오 스트림
을 디지털 비디오 비트 스트림으로 디코드하는 A 내지 D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는, 비디오는 이미 디지
털 형태이다. 일 실시예에서,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은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이며, 비디오 입력(102)은 개
인용 컴퓨터 시스템에 꽂혀진 비디오 캡쳐(capture) 카드이다.
    

비디오 입력(102)의 비디오 스트림 출력은 선택적으로 압축 유닛(104)에서 압축된다. 일 실시예에서, 비디오는 마치 
MPEG2 비디오 신호의 경우처럼 이미 압축되어 있고, 더 이상의 압축은 필요하지 않다. 그후 비디오 스트림은 저장 유
닛(108)에 저장된다. 버퍼 유닛(106)은 비디오 데이터의 더 큰 순차블록(sequential block)을 저장 유닛(108)에 제
공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유닛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저장 유닛(108)은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의 임의의 부분에 상대적으로 신속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유닛이다. 하드디스크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유닛의 한 예가 된다. 하드디스크는 전형적으로 10ms의 차
수(order)의 접근시간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디오 카세트 테입은 비디오 스트림의 특정 
부분에 도달하기엔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장 유닛(108)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판독함으로써 비디오 스트림이 재생된다. 만약 비디오 스트림이 압축 유닛(
104)에서 압축되었다면, 압축해제 유닛(110)이 검색된 비디오 스트림을 압축해제한다. 비디오 스트림은 비디오출력 
포트(120)에 제공되는데, 비디오출력 포트(120)는 사용자에게 소리 및/또는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해 모니터나 다른 
표시장치에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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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탈착가능(removable) 저장 유닛(122)이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에 포함될 수 있다. 탈착가능 저장 유
닛의 예로서는 쓰기가능 CD ROM, 쓰기가능 DVD, 플래시 메모리, 또는 또다른 하드디스크 등이 있다. 탈착가능 저장 
유닛(122)은 사용자가 저장 유닛(108)에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의 레코딩을 탈착가능 저장 유닛(122)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30)는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의 동작을 제어한다. 압축 유닛(104) 및 압축해제 
유닛(110)은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고, 유닛(104 및 110)의 압축 및 압축해제 기능은 프로세서(130)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다. 프로세서(130)는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펌웨어/메모리(140)로부터 명령을 수신한다.

기록 및 재생 사이클

    
도2는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흐름도는 블록(200)에서 시작하며, 비디
오 스트림이 입력에 수신되는 블록(202)에서 계속된다. 비디오 스트림은 블록(204)에서 수신된다. 블록(206)에서, 
기록되었던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기록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으로
부터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를 검색하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비디오 스트림의 검색된 부분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으
로부터 시간 지연(time delay)에 의해 타임-시프트된다.
    

블록(208)에서,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으로부터 검색된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는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의 
출력에 제공된다. 그후 비디오 스트림의 검색된 부분은 텔레비젼이나 다른 표시장치에 의해 디스플레이된다.

도2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록 및 재생 기능은 서로간에 분리된다. 이제 사용자는 기록된 TV 쇼를 처음부터, 즉 쇼
가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도, 시청할 수 있다.

    
도3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계속 기록하는 동안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을 검색
하는 도2의 블록(206)을 수행하는 한 방법을 나타낸다. 개시된 실시예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동시에 기록 및 재생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에 비디오 스트림을 하나이상 저장하고 랜던 액세스 저장 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하나이상 판독하는 것(즉 멀티플렉싱)에 의해 수행된다. 멀티플렉스된 저장 및 판독은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
할 때의 지연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일어나며,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어느것도 손실되지 않고, 즉 
모든 비디오 스트림이 기록된다. 따라서, 기록 및 재생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은 하드디스크이다.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신호를 하드디스크로부터 검색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의 제1 물리적 위치(physical location)(또는 섹터)에서 수행되며,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하드디
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의 또다른 물리적 위치(또는 섹터)에서 수행된다. 동일한 섹터내의 순차적 위치에서 
판독하고 쓰는데(read and write) 걸리는 시간보다 하드디스크의 다른 섹터간에 앞뒤로 점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버퍼(106)를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로부터 및 하드디스크로 액세스하는 수를 최소로하여 데이터가 버퍼될 
수 있다. 이것은 액세스당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킨다.
    

부가적으로, 하드디스크에의 판독 및 쓰기에 대한 시간 제약 때문에, 하드디스크로부터/로 전송을 빨리하기 위해 데이
터가 압축 및 압축해제될 수도 있다.

블록(302)에서, 비디오 스트림은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에 저장된다. 선택적으로, 비디오 스트림은 저장 전에 압축 및
/또는 버퍼 된다. 블록(304)에서, 비디오 스트림은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에서 검색된다. 버퍼링 및/또는 압축해제는 
검색된 비디오 스트림을 비디오출력 포트(120)로 제공하기 전에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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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304)으로부터, 흐름도는 블록(306)으로 진행하는데, 블록(306)은 비디오 스트림의 다음 부분을 블록(302)에서 
기술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장한다. 블록(308)에서, 비디오 스트림의 다음 부분이 블록(304)에서 기술한 것과 유
사한 방법으로 검색된다. 이 절차는 기록 또는 재생 사이클 중 어느 하나가 종료할 때까지 반복된다.

도4는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 유닛(108)에 저장하기 위한 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 예를들어, 비
디오 스트림은 하드디스크상에 분리된 파일(001 부터 009까지)로서 저장된다. 프로세서(130)는, 기록되는 데이터 파
일의 오프셋 및 파일 뿐만아니라, 재생되는 데이터 파일의 오프셋 및 파일을 추적한다. 만약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이 
충분히 빠르다면, 하나이상의 비디오 스트림이 동시에 기록되고 재생될 수 있다.

일시적 버퍼링(순환 버퍼링)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은 그 위에 쉽게 기록할 수 있다는 성질 때문에,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
림의 최후의 부분(즉 X개의 분(minute), 여기서 저장 유닛의 크기에 근거하여 X가 설정되었다)을 기록하기위한 일시
적 버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X는 전체 저장 유닛이 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비디오 스트림의 더 새로운 
부분이 수신됨에 따라, 이들은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에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의 더 오래된 부분을 겹쳐쓰기(overwri
te)한다. 이 방법으로, 비디오 스트림의 일시적 버퍼링은 순환 버퍼로서 작동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30)는 일
시적 버퍼의 시작 및 끝 점에서 포인터(pointer)를 유지한다. 프로세서(130)는, 비디오 스트림의 더 새로운 부분이 수
신되고 그리고/또는 비디오 스트림의 더 오래된 부분은 겹쳐쓰기됨에 따라, 포인터를 재할당(reassign)한다.
    

도5는 저장 유닛을 일시적 버퍼로서 사용하기 위한 한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흐름도는 블록(500)에서 시작하여 
블록(502)에서 계속되며, 블록(502)에서 비디오 스트림은 입력에서 수신된다.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 유닛에 기록하는 
것은 블록(504)에서 시작한다. 블록(506)에서, 비디오 스트림의 더 새로운 부분이 저장 유닛에 저장됨에 따라, 비디오 
스트림의 더 오래된 부분은 삭제된다.

사용자는 블록(506)을 따르는 재생 사이클을 개시할 수 있다. 예를들면, 사용자가 방금 본 비디오 클립(clip)을 다시보
고싶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일시적 버퍼에 저장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일시적 버퍼
의 마지막 부분을 재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블록(508)에서 나타낸 것처럼 기록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더 바람직하다. (도2와 관련하여 기
술한 것처럼) 기록 및 재생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일시적 버퍼의 마지막을 다시보는 동안 유입된 비
디오 스트림은 기록된다. 이런 방법으로, 원하는 비디오 클립을 다시 본 후에, 사용자는 그 비디오 클립의 이후시점부터
의 비디오 스트림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을 재개할 수 있다.

블록(510)에서, 기록 및 재생 사이클이 완료한 뒤, 일시적 버퍼의 모든 부분이 저장될 수 있다. 일시적 버퍼는 기록 및 
재생 사이클 이전에 비디오 스트림의 마지막 X 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일시적 버퍼의 모든 부분이, 기록 및 재생 사이클 
동안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의 부분에 할당(allocate)될 수 있다. 그후 비디오 스트림의 다른 부분은 저장 유닛에서 삭
제되거나, 또는 겹쳐쓰기가능으로 표시되어 새로운 일시적 버퍼로서 사용된다.

유입된 비디오 스트림을 따라잡는 재생

도6은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며, 이 방법으로써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따라잡는다. 일반
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 및 기록하는 동안,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으로
부터 시간지연에 의해 타임-시프트된다. 그러나, 만약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전체 속도
로 재생이 수행된다면, 재생은 유입하는 비디오 스트림을 따라잡을 것이다.

    
예를들어, 만일 재생이 앞방향으로 빨리 될때 또는 재생의 세그먼트가 완전히 건너뛰어질때,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속도보다 더 빠른 전체 속도를 가질 것이다. 재생되는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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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어떤 문턱값 아래로 떨어지면, 비디오 및 재생 시스템(100)은 저장 유닛으로부터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
림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 대신에,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은 비디오출력 포트(120)에 직접 제공된다. 일 실시예
에서, 도1에 도시된 바이패스(142)가 유입된 비디오 스트림이 비디오출력 포트(120)에 직접 제공되도록 한다.
    

이렇게 될때, 사용자는 "라이브(live)" 방송, 즉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까지 따라잡는 것이다. 사용자는, 만일 원한다
면, 기록 사이클을 종료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는 비디오 스트림의 가장 마지막 부분만 저장되어 있는 일시적 
버퍼링 모드로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을 되돌려놓을 수도 있다.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일시정지(suspending)

    
도7은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데, 사용자는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디스플레이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예를들면, 사용자에게 방해가 생겼을 때 그 방해가 사라진 후에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계속 보기원하는 경우 사용
된다. 방해시에, 사용자는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일시정지하도록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
(100)에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예를들면 리모트 콘트롤에 의해 이루어진다. 블록(702)에서, 비디오 출력은 일시정지
된다. 일 실시예에서, 일시정지를 만났을 때 비디오출력에 현재 있는 영상의 정지영상을 비디오출력이 계속 제공하게 
된다.
    

흐름도의 블록(704)에서,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은 기록은 되지만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사용자
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이 일시정지되도록 지시한 그 시점에서 재생은 정지한다. 블록(706)에 나타낸 것처럼, 사용
자가 비디오 스트림을 다시 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비디오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에 비디오 스트림의 일시정지
를 해제(un-suspend)하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비디오 스트림이 일시정지한 그 시점부터 재생된다.

    
사용자는 그가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일시정지시킨 만큼의 시간으로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을 볼 수 있고, 
또는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 빨리 앞으로감기(또는 뒤로감기)를 할 수있다.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
림의 재생이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이 기록되고있는 시점까지 따라잡으면, 도6과 관련해 기술한 것처럼,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은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 유닛으로부터 꺼낼 필요없이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유입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직접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면 비디오 스트림의 기록은, 원한다면, 사용자에 의해 종료된다.
    

스토리 보딩(story boarding) : 빠른 앞으로감기 및 뒤로감기

    
비디오 스트림의 저장을 위해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을 사용하는 것은 비디오 스트림내의 다양한 지점으로의 건너뛰기
를 수월하게 한다. 건너뛰기하는 한 방법은 비디오 스트림의 서로다른 시간 슬라이스(time slice)를 검색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의 이미지 프레임이 비디오 스트림의 현재 위치에서 1분의 간격으로 저장 유닛으로부
터 꺼내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비디오 스트림의 현재 위치로부터 현재 재생 위치+1분 간격으로서의 이미지 프
레임이다. 일 실시예에서, 현재 재생 위치+1분에서의 이미지 프레임, 현재 재생 위치+2분의 이미지 프레임, 등이 꺼내
어지고 TV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도8은 다른 시간의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취해진 몇몇 이미지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800)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8에서, 현재 재생 위치는 X로 나타내었다. 일 실시예에서, 시간 간격(T)은 사용자가 프로그램가
능하다. 도시된 것처럼, 간격은 시간 간격에 곱해질 수 있다. 만약 일반적으로 몇 분 동안만 계속되는 광고방송을 건너
뛰기 원한다면, 작은 간격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영화가 저장 유닛에 기록되었는지 알려할 때는 30분 정도의 더 넓은 
간격이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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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프레임이 디스플레이된 후, 사용자는 이들 프레임 중의 하나를, 재생 또는 기록 동작과 같은 동작을 개시하는 새
로운 개시점(starting point)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 보딩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비디오 스트림내의 원
하는 위치로 사용자가 빨리 건너뛰는 것을 쉽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기록 및 재생 시스템(100)은 광고방송의 시작이나 끝에 수반되는 것 같은 검은색 스크린 또는 페이드 
아웃(fade out)을 검출할 수 있다. 이것은 비디오 스트림을 편집하는데 유용하다.

편집

비디오 스트림을 하드디스크와 같은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에 저장하는 것은 비디오 스트림을 쉽게 편집하도록 한다. 
비디오 스트림의 개별 프레임이 삭제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예를들면, 광고방송이 페이드-투-블랙 시퀀스(fade-to
-black sequence)로 대체될 수 있다.

일단 저장 유닛에 있는 비디오 스트림이 편집되면, 탈착가능 저장 유닛(122)을 통해 읽기가능 CD-ROM, 플래시 메모
리, 또는 다른 하드디스크와 같은 더 영구적인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타임-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을 동시에 기록 및 재생하는 방법이 개시되었다. 여기 기술된 특정 배열 및 방법
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방법이 비디오 스트림 이외의 다른 형태의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하고 꺼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형태와 세부사항에서의 다양한 변경
이 가능하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나타나 있지만, 그렇게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본 발명은 단지 첨
부된 청구범위의 범주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스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입력에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b) 비디오 스트림을 랜덤 액세스 저장 유닛에 기록하는 단계;

(c) 상기 단계(b)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계속 기록하는 동안, 저장 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을 검색하는 
단계; 및

(d) 상기 단계(c)에서 검색된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을 출력으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
플레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하드디스크에 비디오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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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을 검색하는 상기 단계(c)는 단계(b)에서 시간지연에 의해 타임-시프트되
어 기록된 비디오 스트림을 검색하고, 상기 시간지연이 소정의 문턱값 아래로 떨어질 때 저장 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
트림의 일부분을 검색하는 상기 단계(c)가 중단되고, 단계(c)에서 검색된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을 출력에 제공하는 
상기 단계(d)는 단계(a)에서 수신된 그대로의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에 제공하는 단계로 대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e) 서로다른 시간지연에 의해 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의 둘 이상의 프레임을 검색하는 단계;

(f)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둘 이상의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g)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위한 개시점으로서 비디오 스트림의 프레임들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6.

비디오 스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입력에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b) 저장 유닛에 비디오 스트림의 하나이상의 저장을 개시하는 단계;

(c) 저장 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의 하나이상의 랜덤 액세스 판독을 개시하는 단계; 및

(d) 비디오 스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b)의 하나이상의 저장은 상기 단계(c)의 하나이상의 판독과 멀티플렉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저장 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의 하나이상의 판독은 상기 단계(b)에서 저장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하도록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의 하나이상의 판독은 시간지연에 의해 시프트된 상기 단계(a)의 비디오 스트림에 대
응하고, 상기 시간지연이 소정의 시간량 아래로 떨어지면 저장 유닛으로부터의 하나이상의 판독이 중단되고,

상기 단계(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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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단계(a)에서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
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의 하나이상의 판독은, 상기 단계(b)에서 저장되고 있는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시간
지연에 의해 오프셋된 비디오 스트림에 액세스하고, 상기 시간지연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
이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e) 서로다른 시간지연에 의해 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의 둘 이상의 프레임을 검색하는 단계;

(f)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둘 이상의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g)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위한 개시점으로서 비디오 스트림의 프레임들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1.

비디오 스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단계(a)에서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 유닛에 저장하는 단계; 및

(c) 시간지연에 의해 적어도 처음으로 지연된 비디오 스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로서, 상기 시간지연이 소정의 문턱
값보다 더 클때 비디오 스트림이 저장유닛으로부터 디스플레이되고, 상기 시간지연이 소정의 문턱값보다 더 작을 때는 
비디오 스트림이 단계(a)에서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디스플레이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 유닛에 저장하는 상기 단계(b)는 저장 유닛에 하나이상의 저장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시간지연이 소정의 문턱값보다 더 클때 저장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검색하는 상기 단계(c)는 
저장유닛으로부터의 하나이상의 판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저장유닛에의 상기 하나이상의 저장은 저장유닛으
로부터의 상기 하나이상의 판독과 멀티플렉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유닛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유닛이며, 저장유닛으로부터의 상기 하나이상의 판독은 사용
자가 특정한 하나이상의 시간지연을 가진 비디오 스트림을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저장유닛에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는 상기 단계(b)는 저장유닛에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기 이전
에 비디오 스트림을 압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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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시간지연이 소정의 문턱값보다 더 클때 저장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검색하는 상기 단계(c)
는 저장유닛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검색한 후에 비디오 스트림을 압축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비디오 스트림을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b)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된 그대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c) 제1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비디오 스트림의 디스플레이를 일시정지하는 단계 및 제1 사용자 입력 이후에 수신
된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d)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에 제공하기 위해 저장 매체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판독하는 단계; 및

(e) 상기 단계(d)에서 판독된 비디오 스트림은 상기 단계(a)에서 시간지연에 의해 시프트되어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
에 대응하고, 상기 시간지연이 소정의 시간량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저장 매체에 비디오 스트림을 먼저 저장하지 않고 상
기 단계(a)에서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d)에서 저장 매체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판독하는 단계는 비디오 스트림이 수신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전체 속도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저장 매체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판독하는 단계는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분을 건너뜀으로서 수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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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4.

제 18 항에 있어서,

(f) 서로다른 시간지연에 의해 시프트된 비디오 스트림의 둘 이상의 프레임을 검색하는 단계;

(g) 비디오 스트림의 상기 둘 이상의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h)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하기 위한 개시점으로서 비디오 스트림의 프레임들 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유입되는 비디오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수신된 후 재생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 정보를 수신되는 그대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유입되는 비디오 정보를 계속 저장하는 동안 저장된 비디오 정보의 임의의 부분을 재생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정보를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8.

저장된 비디오 정보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비디오 정보의 샘플에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유입되는 비디오 정보를 계속 저장하는 동안 상기 저장된 비디오 정보의 임의의 부분을 리플레이하도록 하는 단계
;

상기 샘플들 중의 하나를 리플레이하기 위해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샘플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상기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복수의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는 단계 및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비디오 클립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
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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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항에 있어서, 리플레이하기 위한 선택을 위해 비디오 클립들의 스토리보드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잠재적(potential) 리플레이를 위해 복수의 샘플들을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에서 상기 샘플들을 규칙적 간격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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