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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록매체,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및 믹싱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에 있어서, 멀티 채널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단계와,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하면 콘텐츠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믹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

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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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에 있어서,

(a) 멀티 채널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단계와,

(b)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상기 (b)단계의 커맨드 셋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

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

싱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이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c)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b)단계의 결과와 믹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상기 (c)단계의 커맨드 셋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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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c)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b) 단계의 결과와 믹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10.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에 있어서,

(a) 멀티 채널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멀티 채널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단계와,

(b)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상기 (b)단계의 커맨드 셋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

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

싱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이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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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c)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b)단계의 결과와 믹스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상기 (b)단계의 커맨드 셋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c)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b) 단계의 결과와 믹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청구항 19.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에 있어서,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제 1 디코더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제 2 디코더와,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제 1 믹서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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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

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고 상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

청구항 22.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에 있어서,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제 1 디코더 및 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제 2 디코

더와,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제 1 믹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고 상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

청구항 25.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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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스트림은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스트림은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은 상기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은 상기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1.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셋은 상기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커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2.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셋은 상기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커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3.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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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오디오와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믹싱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메타데이

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상기 제 1 오디오와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믹싱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을 조

정하는 메타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및 믹싱장치와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오디오 데이터의

출력 레벨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및 믹싱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록매체로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광 디스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기록매체, 예를 들어 블루레이

디스크(BD: Blu-ray Disc)와 고밀도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HD-DVD: High Definition Digital Versatile Disc) 등이 개발

되고 있다.

차세대 기록매체 기술인 고밀도 기록매체는 기존의 DVD를 현저하게 능가하는 데이터를 구비할 수 있는 차세대 광기록 솔

루션으로 근래에 다른 디지털기기와 함께 이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고밀도 기록매체 규격을 응용한 광 기록재생장치의 개발도 시작되었으나, 아직 고밀도 기록매체 규격이 완전히

완비되지 못한 관계로 완성된 광 기록재생장치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부입력신호 및/또는 고밀도 기록매체에 포함된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함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믹스하는

바람직한 방법 등이 알려진바 없어, 본격적인 고밀도 기록매체 기반의 광 기록재생장치를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외부입력신호 및/또는 고밀도 기록매체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오디오 스트림들을 동적으로 믹스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믹스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및 믹싱장치와 상기 커맨드 셋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

를 믹스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 및 믹싱장치와 상기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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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a) 멀티 채널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제 2 오

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단계와, (b)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b)단계의 커맨드 셋은 상기 제 2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이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

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은 (c)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b)단계의 결과와 믹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c)단계의 커맨드 셋은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은 (c)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b) 단계의

결과와 믹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a) 멀티 채널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멀티 채널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단계와, (b)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b)단계의 커맨드 셋은 상기 제 2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이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

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믹싱방법은 (c)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

정하여 (b)단계의 결과와 믹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b)단계의 커맨드 셋은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믹싱방법은 (c)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b) 단계의 결과와

믹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고,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제 1 오디오 데이터는 제 2 오디오 데이터와 믹스된 데이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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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제 1 디코더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제 2 디코더와, 커맨

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제 1 믹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는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

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제 1 디코더 및 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

딩하는 제 2 디코더와,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오디오와 믹스하는 제

1 믹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는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둘 이상의 채널을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

을 조정하여 상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데이터 믹싱장치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포지셔닝과 출력 레벨을 조정하여 상

기 제 1 믹서의 결과와 믹스하는 제 2 믹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스트림은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스트림은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은 상기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은 상기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되는 채널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커맨드 셋은 상기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커맨드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커맨드 셋은 상기 기록매체 외부에 존재하는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에서의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커맨드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오디오와 인

터랙티브 오디오의 믹싱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기록매체는 제 1 오디오와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믹싱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의 포지셔닝을 조정하는 메타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콘텐츠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믹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욱 다

양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기록매체로서 광 디스크(optical disc) 특히 "블루레이 디스크(BD)"를 예로 하여 설명

하고자 하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HD-DVD 등 다른 기록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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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본 발명에서 "스토리지(Storage)"라 함은, 광기록재생장치(도 1) 내에 구비된 일종의 저장수단으로서,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사용자가 임의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즉,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토리지로

는 "하드디스크(hard disk)", "시스템 메모리(system memory)",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발명이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발명과 관련하여, 상기 "스토리지(Storage)"는 기록매체(예를 들어, 블루레이 디스크)와 연관된 데이터를 저장하

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상기 기록매체와 연관되어 스토리지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외부로부터 다운로드(download)

받은 데이터가 일반적이다.

관련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일부 허용된 데이터를 직접 독출하거나, 또는 기록매체의 기록재생과 관련된 시스템데이터(예

를 들어, 메타데이터(metadata) 등)를 생성하여, 스토리지 내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하여, 본 발명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기 기록매체 내에 기록된 데이터를 "오리지널 데이터(original data)"로 명

명하고, 상기 스토리지 내에 저장된 데이터 중 기록매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어디셔널 데이터(additional data)"로 명명하

고자 한다.

본 발명에서 패닝(panning)이라 함은 제 1 오디오의 스테레오 또는 멀티 채널 사운드 필드 내에서 제 2 오디오와 인터랙티

브 오디오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positioning)을 말한다. 제 1 오디오와 제 2 오디오, 인터랙티브 오디오에 관해서는 도 3

에서 상술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나타낸 것으로, 광 기록재생장치(10)와 주변기기 간의 통합적 사용의 일 예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관련하여, 본 발명의 "광 기록재생장치(10)"는 여러 가지 규격의 광 디스크를 기록하거나 재생 가능한 기기로서, 설계에 따

라서는 특정규격(예를 들면, BD 또는 DVD)의 광 디스크만을 기록재생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록은 제외하고 재생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관련하여, 본 발명의 "광 기록재생장치(10)"는 컴퓨터 등에 내장가능한 "드라이브(drive)"

가 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자명한 사실이다.

본 발명의 광 기록재생장치(10)는 광 디스크(30)를 기록재생하는 기능 이외에도, 외부입력신호를 수신받아 이를 신호처리

한 후 또 다른 외부 디스플레이(20)를 통해 사용자에게 화면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입력가능한 외부

신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디지털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및 인터넷(Internet) 등이 대표적

인 외부입력신호가 될 것이며, 특히, 인터넷(Internet)의 경우 현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서 광 기록재생장

치(10)를 통해 인터넷(Internet)상의 특정 데이터를 다운로드(download)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하여, 외부입력 소스(external source)로서 콘텐트(content)를 제공하는 자를 총칭하여 "콘텐츠 제공자(CP:content

provider)"로 명명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콘텐츠(contents)라 함은 타이틀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기록매체의 제작자(author)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data)를 의미한다.

오리지널 데이터와 어디셔널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광 디스크 내에 기록된 오리지널 데이터로는

특정 타이틀용의 멀티플렉싱된(multiplexed) AV스트림을 기록해두고, 인터넷상의 어디셔널 데이터로는 상기 오리지널

데이터의 오디오스트림(예를 들어, 한국어)과 상이한 오디오스트림(예를 들어, 영어)을 제공하면, 사용자에 따라서는 인터

넷상의 어디셔널 데이터인 오디오스트림(예를 들어, 영어)을 다운로드 받아, 오리지널 테이터인 AV스트림과 함께 재생하

거나, 또는 어디셔널 데이터만 재생하고자 하는 요구가 존재할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상기 오리지널 데이터

와 어디셔널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규정하고, 이들 데이터들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관리/재생하는 체계화된 방법이 필요

하게 된다. 또한, 오리지널 데이터의 오디오스트림과 어디셔널 데이터의 오디오스티림을 함께 재생하는 경우, 상기 스트림

들을 믹스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정립된 방법이 요구되게 된다.

상기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디스크 내에 기록된 신호를 오리지널 데이터로 하고, 디스크 외부에 존재하는 신호를 어디셔

널 데이터라고 명명하였으나, 이는 각각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될 따름이지 오리지널 데이터와 어디셔널

데이터가 반드시 특정의 데이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광 디스크 외부에 존재하면서, 오리지널 데이

터와 연관된 어떠한 속성의 데이터도 어디셔널 데이터로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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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광 기록재생장치(10)의 전체 구성에 관한 일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광 디스크 기록된 오리지널 데이터 및 재생관리 파일정보를 포함한 관리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픽업(11)과 픽업(11)

의 동작을 제어하는 서보(14), 상기 픽업(11)으로부터 수신된 재생신호를 원하는 신호 값으로 복원해내거나, 기록될 신호

를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여 전달하는 신호처리부(13)와 상기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컴(16)이

기본적으로 구성된다.

또한, 제어부(12)는 사용자명령 등에 의해 광 디스크 외에 존재하는 어디셔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스토리지(15)

에 저장함과 아울러, 스토리지(15) 내 어디셔널 데이터 및/또는 광 디스크 내 오리지널 데이터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재

생하게 된다.

재생시스템(17)은 상기 제어부(12)의 제어에 따라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디코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바, 이는 특

히 AV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와 제어부(12)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명령을 해석하여 재생방향을 결정하는 플레이어

모델로 구성된다.

또한, AV 인코더(18)는 광 디스크에 신호를 기록하는 기능의 수행을 위해 제어부(12)의 제어에 따라 입력신호를 특정포맷

의 신호, 예를 들어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신호처리부(13)에 제공하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오디오 믹싱 모델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오디오 믹싱이라 함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제 2 오디오 스트림 및/또는 인터랙티브 오디오와 믹스하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도 3에서 도시된 오디오 믹싱 모델은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을 믹싱

계수(mixing coefficients)에 따라 결합시키게 된다. 상기 모델은 디코딩과 믹싱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개의 오디오 디코더

(D1, D2)와 두 개의 오디오 믹서(M1, M2)를 제공한다. 콘텐츠 제공자는 오디오 믹싱 제어 파라미터들(P1, P2, P3)을 이

용하여 오디오 믹싱 과정을 제어하게 된다.

관련하여, 제 1 오디오(primary audio)는 메인 오디오 프로그램을 위한 고비트율(high bit-rate)의 오디오 스트림이다. 제

1 오디오는 기록매체에 포함된 무비 사운드 트랙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 1 오디오가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되

어 스토리지(15)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제 1 오디오는 제 1 PID(Packet Identifier) 필터에 의해, PID에 따라 트랜스

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 중 필요한 트랜스포트 스트림(TS)이 출력되어 제 1 버퍼(B1 : 310a)를 거쳐 제 1 오디오

디코더(primary audio decoder : 320a)에 제공된다. 제 2 오디오(secondary audio)는 제 1 오디오와 동기화되고 믹스되

는 부수적인 오디오를 제공하는 저비트율(lower bit-rate) 오디오 스트림이다. 제 2 오디오는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믹스

되도록 디자인된 감독의 코멘트 또는 부수적인 오디오 스트림으로서 광기록재생기의 스토리지 상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제 2 오디오는 제 2 PID 필터에 의해 필요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선택되어 제 2 버퍼(B2 : 310b)를 거쳐 제2 오디

오 디코더(secondary audio decoder : 320b)에 제공된다.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의해 활성화되는 LPCM 오디오로서, 제 3 버퍼(B3 : 310c)를 거쳐 제

2 믹서(330b)에 제공되어 제 1 오디오와 믹스된다. 상기 제 1 오디오는 제 2 오디오가 오디오 효과의 일부분으로서 제공

된 경우, 제 2 오디오와 믹스된 후 인터랙티브 오디오와 믹스된다.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은 스토리지 또는 기록매체

상에 있을 수 있으며 버튼 사운드와 같은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동적 사운드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관련하여, 상기 모델은 LPCM(Linear Pulse Code Modulation) 믹싱에 기초한다. 즉, 모든 오디오 데이터는 LPCM으로 디

코드되어 출력에 앞서 믹스된다. D1은 제 1 오디오 디코더(320a)이다. D1(320a)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LPCM으로 디코

드한다. D1(320a)은 제 1 오디오 사운드트랙에 존재하는 모든 채널들을 디코드하거나 다운믹스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D2는 제 2 오디오 디코더(320b)이다. D2(320b)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LPCM으로 디코드한다. 아울러, 상기 제 2 오디

오 스트림에 포함된 믹싱 메타데이터(mixing metadata)를 추출하여 상기 데이터를 믹스 매트릭스 형태로 전환하고 상기

믹스 매트릭스를 제 1 믹서(330a)에 전달한다. 상기 메타데이터는 믹싱과정을 제어하는데 이용되게 된다. 제 2 오디오 디

코더(320b)는 제 2 오디오 사운드트랙에 포함된 모든 채널을 디코드하거나 다운믹스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 2 오디오

디코더(320b)로부터 디코드된 각 채널 결과는 제 1 오디오 디코더(320a)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채널 출력과 믹스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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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믹스 매트릭스는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s)에 의해 제공되는 믹싱 파리미터(mixing parameters)에 맞

추어 만들어진다. 믹스 매트릭스는 합(summing) 전에 레벨 조정을 위해 제 1 스트림(M1 믹서(330a)에서의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M2 믹서(330b)에서의 M1(330a)의 출력 스트림)의 각 채널에 적용되는 계수와 제 2 스트림(M1 믹서(330a)에

서의 제 2 오디오 스트림과 M2 믹서(330b)에서의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각 채널에 적용되는 계수를 포함한다.

제 2 오디오 스트림으로부터의 메타데이터가 믹싱 파라미터의 소스가 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은 상기 소스로서 커맨드 셋

(command set)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커맨드 셋은 광기록재생기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

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 모음을 말한다. 상기 커맨드 셋에 의해 광기록재생기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이루게 되며, 상기 커

맨드 셋에 의해 광기록재생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커맨드 셋의 대표적인 예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있다. 이하, 커맨드 셋으로 API를 예로 하여 설명한다.

관련하여, 상기 커맨드 셋은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광기록재생기에 공급될 수 있으나, 광기록재생기 제작시에 상기 광기록

재생기에 구비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믹싱 모델은 콘텐츠 제공자에게 믹싱 파라미터를 제공한다. 상기 믹싱 파라미터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패닝 조정에 이용되는 파라미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레벨 조정에 이용되는 파라미터와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의 패닝/레벨 조정에 이용되는 파라미터가 있다. 도 3 이하에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패닝 조

정 파라미터를 P1,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레벨 조정 파라미터를 P2, 인터랙티브 오디오 스트림의 패

닝/레벨 조정 파라미터를 P3라 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상기 파라미터들의 명칭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며, 기능

에 따라 통합적 또는 분리되어 별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관련하여, 메타데이터 온/오프 API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으로부터의 오디오 믹싱 메타데이터의 처리를 온/오프 할 수 있

다. 메타데이터 조정이 온(ON)인 경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패닝 조정 파라미터(P1)는 D2(320b)로부터 온다. 오프

(OFF)인 경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패닝 조정 파라미터(P1)은 본 발명에 따른 API로부터 오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API

와 같은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제 2 오디오를 패닝하고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레벨을 조정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제 1 믹서에서의 오디오 믹싱을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M1 믹서(330a)에서 제 2 오디오를 패닝(panning)하여 믹싱하는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M1 믹서(330a)는 디

코드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디코드된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믹스 매트릭스(401)에 따라 믹스한다. 본 발명에서는 오디오

믹싱 과정을 커멘드 셋에 의해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믹싱 파라미터(P1, P2, P3)는 커맨

드 셋을 갖는다. M1 믹서(330a)는 P1과 P2 믹싱 파라미터에 의해 제어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P1 믹싱 파라미터는

메타데이터 온/오프 API를 이용하여 제 2 오디오 디코더(320b)로부터의 메타데이터와 API사이에서 스위치된다. 즉, 제 2

오디오의 패닝 조정 파라미터(P1)는 API와 제 2 오디오 메타데이터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 2 오디오의 패닝

조정 파라미터(P1)가 제 2 오디오 메타데이터로부터 제공되고 제 1 오디오와 제 2 오디오의 레벨 조정 파라미터(P2)에

API가 적용되는 경우, 메타데이터와 API가 함께 믹싱 과정을 제어하게 된다.

도 4의 실시예에서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모노이고 M1믹서는 5.1 채널 출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 2 오디오 메타데이

터가 오프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기록재생기에 존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패닝 조정 API와 레벨 조정 API를 믹

스 매트릭스(401)로 전환하여 제 1 믹서(330a)에 제공하게 된다.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패닝하기 위해, 제 1 오디오

와의 통합(summation)에 앞서,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5개의 채널로 전환되고 각각의 이득이 각 채널에 적용된다. 따

라서, 믹스 매트릭스(401)에 따라 제 2 오디오는 'Gs1×M, Gs2×M, Gs3×M, Gs4×M, Gs5×5'가 되고(402), 제 1 오디오

는 'Gp1×L, Gp2×R, Gp3×C, Gp4×LFE, Gp5×Ls, Gp×Rs'가 되어(403) 더해지게 된다(404). M1 믹서(330a)에서 더해

진 결과의 출력값(404)은 M2 믹서(330b)에 제공되어 인터랙티브 오디오와 믹스된다.

관련하여, 도 4의 실시예에서, "Gs"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이득(gain)을 의미하며 "Gp"는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이득

(gain)을 의미한다. "M"은 모노(Mono), "L"은 왼쪽(Left), "R"은 오른쪽(Right), "C"는 중앙(Center), "S"는 서라운드

(Surround), "Ls"는 왼쪽 서라운드(Left Surround), "Rs"는 오른쪽 서라운드(Right Surround), "LFE"는 저주파 효과(Low

Frequency Effects) 채널을 의미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믹서에서의 오디오 믹싱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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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M2 믹서(330b)에서 인터랙티브 오디오를 패닝(panning)하여 믹싱하는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5의 실시예

에서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모노이다. M2 믹서(330b)는 M1 믹서(330a)의 출력(output) 스트림과 인터랙티브 오디오를 믹

스 매트릭스(501)에 따라 믹스한다.

관련하여, 본 발명은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믹싱에 있어서, 메타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상기 메타

데이터는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오디오 믹서에 제공되거나 기록매체 외부로부터 스토리지(15)로 인터랙티브 오디오 데이

터와 함께 다운로드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믹스 매트릭스(501)는 광기록재생기에 의해 API는 물론 메타데이

터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상기 API 및/또는 메타데이터는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패닝 조정 및/또는 레벨 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패닝 조정 및/또는 레벨 조정된 인터랙티브 오디오(502)은 M1 믹서(330a)의 출력 스트림(404)과 합해져 출력되게

된다(503).

도 4 및 도 5에서 제 2 오디오와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모노인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제 2 오디오와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각각 멀티 채널 스트림일 수 있음은 자명하다. 제 2 오디오와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멀티 채널인 경우에는 패닝없

이 레벨 조정만을 수행되어 제 1 오디오와 믹스될 수 있다. 다만, 보다 풍부한 사운드를 위하여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된 각

채널별로 패닝된 후 레벨이 조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하여, 제 2 오디오 및/또는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멀티 채널인 경우, 본 발명에서는 각 채널별로 패닝 및/또는 레벨을

조정하는 커맨드 셋이 정의되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 2 오디오가 'L'과 'R' 채널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L' 채널에 대한 패닝 및/또는 레벨 조정 커맨드 셋이 정의되고 상기 'R' 채널에 대한 패닝 및/또

는 레벨 조정 커맨드 셋이 상기 'L' 채널에 대한 커맨드 셋과는 별도로 정의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믹서의 일 실시예를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6의 믹서는 5.1 채널 믹서로서, 두 믹싱 블록으로 믹서가 도시되어 있다. 첫 번째 블록 즉, M1 믹서(330a)는 제 2 오디

오 스트림에 포함된 메타데이터 및/또는 커맨드 셋의 제어에 따라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믹스한다.

두 번째 블록 즉, M2 믹서(330b)는 M1 믹서(330a)의 출력을 인터랙티브 오디오와 믹스한다. 상기 M2 믹서(330b)에서의

믹싱 과정은 메타데이터 및/또는 커맨드 셋에 의해 제어된다.

관련하여,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된 이득 및 팬 데이터는 오디오 샘플링 속도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서 주기적으로 믹

서에 공급된다. 들을 수 있는 인공음(예를 들어, 페이드 또는 팬 작용 동안 들리는 지퍼 노이즈 또는 인접한 오디오 샘플들

사이에서의 갑작스러운 이득 변화에 의한 클릭 사운드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통해 전달되는 이득

값은 컨트롤 스무더(control smoother : 610a, 610b, 610c)를 통해 오디오 샘플링 속도까지 스무드 된다.

디코드된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믹싱 API 및/또는 'Gain/Pan LUT(Look Up Table)'이 전환된 믹스 매트릭스에 의해 패닝

된 후 출력 레벨이 조정되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합해지게 된다.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디코드되어 믹스 매트릭스에

따라 출력 레벨이 조정된 데이터이다.

M1 믹서(330a)의 출력값은 M2 믹서(330b)에 제공되어 인터랙티브 오디오와 합해진다.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상기

M1 믹서(330a)의 출력값과 합해지게 되기 전에, 믹싱 API 및/또는 메타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믹스 매트릭스에 따라 패닝

된 후 출력 레벨이 조정된다. 상기 M2 믹서(330b)의 믹싱 결과가 그대로 또는 다운믹스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관련하여, 제 2 오디오와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은 기설정된(pre-determined) 시간에 일어나고 디스크 제작 과정 동

안 생성되는 기설정된 믹싱 파라미터(mixing parameters)에 의해 제어된다. 이러한 믹싱 파라미터의 정확한 용법(usage)

에 의해, 제 1 오디오와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믹싱이 믹서의 오버로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M2 믹서(330b)에서의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부가는 기설정된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M2 믹서 출력값(output)

이 오버로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크 리미팅/오버로드 방지(peak limiting/overload protection : 620)

가 상기 믹서의 출력값에 적용된다.

도 7과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믹싱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7과 도 8은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오디오 믹

싱을 조정하는 점에서 공통되나, 도 7의 실시예에서 패닝 조정과 출력 레벨 조정을 수행하는 반면, 도 8의 실시예에서는 출

력 레벨만이 조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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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을 참조하면, 기록매체 및/또는 스토리지로부터 제공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S)의 클립 이 AV 스트림이 오디오 믹싱

모델에 제공된다.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PID 필터를 거쳐 PID에 따라 필요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선별되어 오디오

디코더에 제공되게 된다. 제 1 오디오 디코더(320a)와 제 2 오디오 디코더(320b)에서 제 1 오디오 스트림(primary audio

stream)와 제 2 오디오 스트림(secondary audio stream)이 각각 디코드된다(S710).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믹서

(330a)에서 패닝되고 출력 레벨이 조정된다(S720). 관련하여, 상기 패닝과 출력 레벨의 조정은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

된 채널별로 정의된 커맨드 셋 예를 들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의해 수행되게 된다. 패닝되고 출력

레벨이 조정된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1 믹서(330a)에서 믹스된다(S730).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제 2 오디오 스트림과 합해지기 전에 믹스 매트릭스에 따라 출력 레벨이 조정될 수 있음은 도 4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제 1 믹서(330a)에서의 출력값(output)은 제 2 믹서(330b)에 제공되게 된다. 상기 제 2 믹서(330b)에서는 인터랙티브 오

디오가 채널별 커맨드 셋을 이용하여 패닝되고 출력 레벨이 조정된다(S740). 패닝되고 출력 레벨이 조정된 인터랙티브 오

디오는 제 1 믹서(330a)에서의 출력값과 믹스되어(S750)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관련하여,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 1 믹서(330a)에서의 출력값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출력 레벨이

조정된 값이 된다. 결국,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출력 레벨이 조정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믹스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제 2 오디오는 제공되고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 오디오

와 제 2 오디오의 믹싱 결과가 사용자에게 제공되게 될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믹싱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에서도 도 7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믹싱과정에서 채널별 커맨드 셋이 이용된다. 다만, 도 8의 실시예에서는 제 2

오디오 및/또는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멀티 채널인 경우 패닝을 수행하지 않고 출력 레벨만을 조정하는 'gain control'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 7의 실시예와 차이가 있다. 관련하여, 도 7의 실시예에서 제 2 오디오와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모노

일수도 멀티 채널일 수도 있다.

도 8의 실시예에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디코딩(S810)되어 오디오 믹서에 제공되는 것은 도 7에서

와 같다. 다만, 제 2 오디오가 복수의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제 1 믹서(330a)는 제 2 오디오의 출력 레벨을 조정(S820)하

여 제 1 오디오와 믹스(S830)한다. 상기 제 1 믹서(330a)의 출력값은 제 2 믹서(330b)에 제공되어 인터랙티브 오디오와

믹싱된다(S850). 상기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멀티 채널인 경우, 출력 레벨이 조정(S840)되어 상기 제 1 믹서(330a)의 출력

값과 합해지게 된다. 즉, 도 8의 실시예에서, 멀티 채널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믹싱 과정에서 패닝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본 발명은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믹싱에 있어서, 메타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하므로, 전술한

도 7과 도 8의 실시예에서 패닝과 출력 레벨 조정에 메타데이터가 이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커맨드 셋과 함께 또는 따

로 메타데이터가 믹스 매트릭스(501)로 전환되어 인터랙티브 오디오의 출력 및/또는 패닝 조정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외부입력신호 및/또는 고밀도 기록매체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오디오 스트림들을 보다 동적으로 믹스

하는 것이 가능해져,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광 기록재생장치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오디오 믹싱 모델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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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제 1 믹서에서의 오디오 믹싱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믹서에서의 오디오 믹싱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믹서의 일 실시예를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믹싱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믹싱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픽업 15 : 스토리지

17 : 재생시스템

320a ~ 320b : 오디오 디코더

330a ~ 330b : 오디오 믹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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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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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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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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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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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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