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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VD에 기록되어 있는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또는 전환되어도 순시적으로, 심리스(seamless)한 영상을 볼 수 있는

DVD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DVD를 재생하는 DVD 재생 장치가 복호를 행할 때에 사용하는

프레임 메모리(14)를, 9개의 다른 영상, 예를 들면, 9방향의 각도의 영상의 표시용에 대응하여 9개의 기억 영역을 형성하

는 표시용 기억 영역(14a)과, 복호 후의 I 픽쳐 및 P 픽쳐, 즉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

및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로 구성된 DVD 재생 장치가 구비하는 프레임 메모리를 도시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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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상기 DVD 재생 장치를 도시한 회로도.

도 3은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있어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할 때, 특히 I 픽쳐를 복호하는 상태를 도시한 구성도.

도 4는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있어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할 때, 특히 I 픽쳐 및 P 픽쳐를 복호하는 상태를 도시한

구성도.

도 5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는 순서의 설명에 사용한 모니터를 도시한 평면도.

도 6은 역재생용으로 구성된 상기 프레임 메모리를 도시한 구성도.

도 7은 상기 역재생용으로 구성된 프레임 메모리에 있어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할 때, 특히 I 픽쳐 및 B 픽쳐를 복호

하는 상태를 도시한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를 도시한 회로도.

도 9는 상기 제2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의 요부를 변경한 경우를 도시한 회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도 12는 복수 각도 화상이 표시되어 있는 모니터를 도시한 평면도.

도 13은 복수 각도의 화상이 다른 표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니터를 도시한 평면도.

도 14는 상기 제1 내지 제4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에 의해서 재생되는 DVD를 도시한 데이터 포맷.

도 15는 상기 DVD에 기록되어 있는 GOP를 도시한 데이터 포맷.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신호 재생 장치 2: 픽업

3: RF 회로 4: 데이터 디코더

5: 디멀티플렉서 14: 프레임 메모리

14a: 표시용 기억 영역 14b: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

14c: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 14d: 제3의 복호용 기억 영역

21: 트랙 버퍼 22: 제1 비디오 디코더

23: 제2 비디오 디코더 24, 25: 전환 스위치

26: 비디오 디코더 27: 혼합회로

28, 29: 스위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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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동화상을 구성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동화상을 재생하는 신호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특히 동일 속성을 갖는 복수의 동화상을 재생하는 신호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광디스크에 공통되는 특징으로서, 랜덤 액세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광디스크인 DVD(Digital Video Disk: DVD -

VIDEO)는 이 특징을 살려서, 멀티앵글 기능이나 멀티스토리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멀티앵글 기능은 복수의 다른 카메라 각도로부터 동시에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으로서, 예컨대 하나의 영상에

대하여 복수 각도의 영상을 재생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DVD는 상기 복수 각도를 선택 재생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를 각도 블록으로서 구성하고 있다. 각도 블록은 각 각도의 영상

데이터를 미세하게 절단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DVD에서는, 소위 인터리브 구조를 채용하여, 각 각도 블록을 혼합하여 신

호 기록면에 기록하고 있다. DVD는 이러한 데이터의 기록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상기 멀티앵글 기능 및 멀티스트리 기능

을 실현시키고 있다.

DVD 재생 장치는 예컨대, 상술한 바와 같은 DVD를 재생하여, 재생 중에 보고 싶은 각도의 영상으로 실시간(real time)으

로 전환하여 재생할 수가 있다.

또, 상기 각도 블록에는, 2종류로, 동시 진행의 영상이 전환되었을 때에, 잘린 곳 없이, 즉 심리스(seamless)로, 다른 각도

로 연결하여 조합하는 것이 가능한 각도 블록(이하, SML_AG_BLK라고 한다)과, 그 이외의 각도 블록, 요컨대, 넌심리스로

밖에 각도를 전환할 수 없는 각도 블록(이하, NSML_AGL_BLK라 한다)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상기 SML_AG_BLK의 재생을 행한 경우, 상기 DVD 재생 장치는 심리스로 각도를 전환할 수 있지만, 각도를 전환

하도록 하고 나서 교체되기까지, 약 수초의 시간을 요하게 된다. 요컨대, 상기 DVD 재생 장치는 각도를 전환하도록 한 순

간의 다른 각도의 재생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청자는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고 싶을 때에 전환하여도, 그 전환된 순

간의 해당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볼 수 없고, 보고자 하는 영상을 놓치게 된다.

또한, 상기 SML_AG_BLK의 재생에서는 각도의 전환은 약 수초에 1회로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각도에 있어서, 오

디오 데이터 및 자막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부영상 데이터는 재생되는 각도의 영상에 관계된 것에 한해서 인코드되어 있

다.

또한, 상기 NSML_AG_BLK의 재생을 행한 경우, 상기 DVD 재생 장치는 각도를 전환하도록 했을 때에 일단 재생을 중지

하고 나서, 다른 각도로 전환하여 재생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각 각도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은 영상은 시

청자에게 있어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된다.

또, 상기 NSML_AG_BLK의 재생에서는 각도를 전환하도록 한 순간의 다른 각도를 재생할 수 있다. 또한, 각도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도 상기 SML_AG_BLK 보다 일반적으로 많다. 또한,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전환하여도, 해당 다른 각도

의 영상과는 다른 오디오 데이터나 부영상 데이터를 디코드할 수가 있다.

상기 SML_AG_BLK 및 NSML_AG_BLK의 재생을 행한 경우, DVD 재생 장치는 각도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해도, 심리스하

게 또한 순시적으로 각도를 전환할 수는 없다.

또한, 예컨대, 동시에 각 각도의 영상 표시를 시청자에게 제공되면, 각 각도 영상을 항상 확인할 수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각 각도의 전환에 의한 영상의 놓침, 볼 수 없음을 해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장치의 제공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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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발명은 상술된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또

는 전환되어도 순시적으로, 심리스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신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는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독 수단으로 판독된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부

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수단과, 복호 수단에 의해서 생성된 복수 각

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호용 기억 수단과, 표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여, 분할 표시하기 위

한 기억 영역이 형성되는 표시용 기억 수단과, 복호용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 화상 데이터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

여, 이 축소 처리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표시용 기억 수단의 기억 영역에 기록하고, 이 기억 영역에 기록된 복호 화상 데이

터를 포함하는 표시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다. 이들을 구비함으로써, 신호 재생 장치는 복수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표시용 기억 수단의 각 기억 영역에 기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는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독 수단으로 판독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기억

하는 m개의 기억 수단과, m개의 기억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

하는 복호 수단을 구비한다. 이들을 구비함으로써, 신호 재생 장치는 동시에 또는 전환되어 복수 각도의 부호화 화상 데이

터를 복호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방법은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독 공정에서 판독된 복수 각도 중 하나의 각도

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수 각도의 복호 화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공정과, 복호 공정에 의해서 생성된

복수 각도 중 하나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호 화상 데이터 기억 공정과, 분할 표시하기 위한 기억 영역이

형성되어, 표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표시용 기억 공정과, 복호 화상 데이터 기억 공정에서 기억되어 있는 복호 화상 데

이터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이 축소 처리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표시용 기억 공정이 갖는 기억 영역에 기록하고, 이 기

억 영역에 기록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시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제어 공정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방법은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독 공정에서 판독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기억

하는 m단의 기억 공정과, m단의 기억 공정에서 출력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공정을 갖는다.

(발명의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우선 제1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적용하여, DVD(Digital Video Disk: DVD-VIDEO)를 재생

하도록 구성한 DVD 재생 장치이다.

또, DVD는 MPEG2(Moving Picture Coding Experts Group 2)에 의해서 압축 부호화된 화상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

로서, 화상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로서, 프레임내 부호화 화상으로 이루어진 I 픽쳐(picture), 프레임(frame)간 순방향

예측 부호화 화상으로 이루어진 P 픽쳐, 쌍방향 예측 부호화 화상으로 이루어진 B 픽쳐가 기록되어 있다.

상기 I 픽쳐는 예측 부호화를 행하지 않고 1개의 화상을 압축 부호화하여 작성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서, 자체 데이터

만의 복호에 의해서 화상을 생성한다. 상기 P 픽쳐는 1개 전의 프레임내의 화상으로부터 예측 부호화하여 만들어지는 부

호화 화상 데이터이다. 상기 B 픽쳐는 전후의 프레임내의 화상으로부터 예측 부호화하여 만들어지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

이다.

즉, 복호할 때에는 I 픽쳐는 다른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P 픽쳐 또는 B 픽쳐는 그 외에 1개 또는 2

개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들 부호화 화상 데이터의 복호는 DVD 재생 장치의 프레임 메모리 상에서 데이

터 디코더에 의해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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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VD를 재생하는 DVD 재생 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호를 행할 때에 사용하는 프레임 메모리(14)를, 3개

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구성하고 있다. 프레임 메모리(14)는 9개의 다른 영상, 예컨대 9방향의 각도의 영상의 표시용에 대

응하여 9개의 기억 영역을 형성하는 표시용 기억 영역(14a)과, 복호후의 I 픽쳐 및 P 픽쳐, 즉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

는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 및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상기 제1 복호용 기억 영역(14a) 및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I 픽쳐 또는 P 픽쳐가 기억된다.

예컨대, P 픽쳐의 복호를 행하는 경우, 해당 P 픽쳐를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 또는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 중

의 어느 한쪽에 기억하여, 다른 쪽의 복호 기억 영역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후의 I 픽쳐 또는 P 픽쳐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호를 행한다.

그리고,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a) 또는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에서 복호된 I 픽쳐 또는 P 픽쳐로 이루어진 복호 화상

데이터는 축소 처리가 실시되어 상기 표시용 기억 영역(14a) 내의 분할된 영역에 기억된다.

상기 표시용 기억 영역(14a)은 표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영역으로서, 9개의 각도의 영상을 표시하는 것에 대응하여 9

개의 영역(14a1, 14a2, 14a3, 14a4, 14a5, 14a6, 14a7, 14a8, 14a9)으로 분할하여, 이 각 영역에 상기 축소 처리가 실시된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표시 화상 데이터의 재생에 의해서, 예컨대 모니터에 표시용 기억 영역(14a) 내의 화상 데이터가 재생된다. 또한, 표시

용 기억 영역(14a)의 기억 영역의 양태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선택된 양태로 형성된 기억 영역에 기억된 상

기 복호 화상 데이터는 상기 표시 화면 데이터에 의해서 모니터 등의 표시화면의 상기 기억 영역에 대응한 부분에 화상으

로서 재생된다.

예컨대 멀티앵글 기능 실행에 의한 재생에서는 상기 각 영역에 동시각(同時刻)의 각도의 영상을 구성하는 각 복호 화상 데

이터를 각각 기억한다. 예를 들면, 9개의 영역에, 제1 각도 내지 제9 각도의 영상에 관계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할당하여

기억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프레임 메모리(14)를 구비함으로써, 예를 들면, DVD 재생 장치는 DVD에 기억된 복수 각도의 영상을 구

성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한번에 이들을 복호하여 얻은 영상을 예컨대 모니터의 각 표시부에 표시할 수가

있다.

이하, 상기 프레임 메모리(14)에 관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는 DVD 재생 장치(1)를 이용하여 더욱 상세히 설

명한다.

DVD 재생 장치(1)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매체(DVD)(100)로부터 RF 신호를 재생하는 픽업(2)과, 이 픽업(2)에

의해 재생된 RF 신호가 공급되어 이 RF 신호의 2치화(値化) 처리 등을 행하는 RF 회로(3)와, RF 회로(3)로부터의 재생 데

이터가 공급되어 에러 정정 등의 디코드 처리를 행하는 데이터 디코더(4)와, 데이터 디코더(4)에 의해 디코드 처리가 된 재

생 데이터를 주영상 압축 데이터, 부영상 압축 데이터, 음성 압축 데이터로 배분하는 디멀티플렉서(5)를 구비한다.

또, 상기 주영상 압축 데이터는 상기 I 픽쳐, P 픽쳐 및 B 픽쳐 등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 구성된다.

또한, DVD 재생 장치(1)는 상기 프레임 메모리(14)를 구비하여 디멀티플렉서(5)로부터 출력된 상기 주영상 압축 데이터

를 복호하는 비디오 디코더(6)와, 상기 부영상 압축 데이터를 복호하여 상기 주영상 데이터와 합성하는 부영상 디코더(7)

와, 상기 음성 압축 데이터를 복호하는 오디오 디코더(8)와, 부영상 디코더(7)로부터의 부영상 데이터와 주영상 데이터가

합성된 영상 데이터가 공급되어 NTSC 신호 또는 PAL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NTSC, PAL 변환회로(이하, 단지 NTSC

변환회로라고 한다)(9)와, 오디오 디코더(8)로부터의 오디오 데이터가 공급되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

그 변환 회로(이하, 단지 A/D 변환 회로라고 한다)(10)를 구비한다.

또한, DVD 재생 장치(1)는 픽업(2), RF 회로(3), 데이터 디코더(4), 디멀티플렉서(5), 비디오 디코더(6), 부영상 디코더(7)

, 오디오 디코더(8), NTSC 변환회로(9) 및 A/D 변환회로(10)를 제어하는 콘트롤러(11)와, 이 콘트롤러(11)와 사용자의

조작입력을 매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2)와, 콘트롤러(11)의 데이터 기억부로 구성된 메모리(13)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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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VD 재생 장치(1)로부터 출력된 NTSC 변환 회로(9)로부터의 NTSC 신호 또는 PAL 신호는 모니터(200)에 입력되

어 영상화된다.

또, 이 DVD 재생 장치(1)가 재생하는 기록매체(100)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화의 한 작품 등의 단위로 되어, 비디

오 오브젝트 세트(Video Object Set: 이하, VOBS 라고 한다)로 기록되어 있다.

상기 VOBS는 복수의 비디오 오브젝트(Video Object: 이하, VOB 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DVD는 예컨대, 1개의 영

화를 복수의 스토리 전개로 볼 수 있는 멀티스트리 기능에 대응하여 상기 VOB 마다로 다른 스토리 전개로 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VOB는 복수의 셀로 구성된다.

상기 셀은 예컨대 영화에 있어서의 1신(scene) 등의 단위로 된다. 즉, 이 1신마다 조합이 VOB로 되어, 이 조합의 차이에

의해 상기 멀티스토리 기능 등을 구성한다. 그리고, 셀은 복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이하, VOBU라고 한다)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상기 VOBU는 복수의 주영상 압축 데이터, 부영상 압축 데이터 및 음성 압축 데이터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주영상 압축 데

이터, 부영상 압축 데이터 또는 음성 압축 데이터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디멀티플렉서(5)로부터 주영상 팩(V_PCK), 부영

상 팩(SP_PCK) 또는 음성 팩(A_PCK)에 팩화되어 출력된다.

상기 주영상 압축 데이터는 영화의 주영상이 되는 데이터로서, DVD 포맷에 있어서의 비디오 스트림을 구성한다. 또한, 부

영상 압축 데이터는 자막 등의 데이터이고, DVD 포맷에 있어서의 서브픽쳐 스트림을 구성한다. 그리고, 음성 압축 데이터

는 음성에 관한 데이터이고, DVD 포맷에 있어서의 오디오 스트림을 구성한다.

여기서, MPEG2방식이라고 하는 GOP(Group of Picture)는 DVD에 있어서 각 각도의 영상 데이터가 미세하게 절단되어

이루어진 각도 블록으로 되며, 인터리브 구조를 채용하여, 각도 블록을 혼합하여 DVD에 기록되어 있다. GOP는 예컨대

IVOBU 내에 인터리브 구조를 채용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GOP는 통상,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I 픽쳐, P 픽쳐

및 B 픽쳐로 구성되며, 이들 I 픽쳐, P 픽쳐 및 B 픽쳐가 합계로 15장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포맷에 의해서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DVD)(l00)는 DVD 재생 장치(1)가 구비하는 픽업(2)에 의해서 그 데이터

가 판독된다.

픽업(2)은 해당 픽업(2)에 내장되어 있는 레이저 광원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을 기록매체(100)의 신호 기록면에 조사하여,

신호 기록면에서 반사된 반사광을 수광한다. 픽업(2)은 수광한 광에 따라서 재생된 RF 신호를 RF 회로(3)에 공급한다.

RF 회로(3)는 이 RF 신호의 파형 등화 및 2치화 등을 하여 재생 데이터와 그 동기 신호 등을 생성한다. 이 RF 회로(3)에 의

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 등은 데이터 디코더(4)에 공급된다.

데이터 디코더(4)는 RF 회로(3)에 의해 생성된 재생 데이터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복조나 에러 정정 등의 처리를 행한다.

데이터 디코더(4)에 의해 복조 등이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는 디멀티플렉서(5)에 공급된다.

여기서, 디지털 데이터에는 주영상 압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호화 화상 데이터는 픽업(2), RF 회로(3), 데

이터 디코더(4)에 의해서 기록매체(100)로부터 판독된다.

디멀티플렉서(5)는 데이터 디코더(4)에 의해 에러 정정의 디코드 처리 등이 실시된 기록매체(100)로부터 재생된 디지털

데이터를, 각종 팩, 즉, 주영상 팩, 부영상 팩 또는 음성 팩으로 분할하여, 후단의 각 디코더에 해당 각 팩을 출력한다.

또, 디멀티플렉서(5)와 상기 데이터 디코더(4)의 처리 속도를 흡수하기 위해서, 디멀티플렉서(5)와 데이터 디코더(4) 간에

트랙 버퍼가 마련되어 있다.

디멀티플렉서(5)는 주영상 압축 데이터로 이루어진 주영상 팩을 비디오 디코더(6)에 공급하여, 부영상 압축팩으로 이루어

진 부영상 팩을 부영상이 디코더(7)에 공급하며, 음성 압축 팩으로 이루어진 음성 팩을 오디오 디코더(8)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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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디코더(6)는 공급된 주영상 팩 내의 주영상 압축 데이터의 복호 처리를 행하고, 이 복호 처리에 의해 신장화(伸長

化)된 주영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여기서, 주영상 데이터는 복호된 I 픽쳐, P 픽쳐, B 픽쳐로 이루어진 복호 화상 데이터이

다. 그리고, 비디오 디코더(6)는 복호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 상술한 프레임 메모리(14)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비디오 디코더(6)가 상기 프레임 메모리(14)를 이용하여 행하는 복호 처리에 관해서, 예를 들면 멀티앵글 기

능을 실행 가능하게 구성된 예컨대 VOBU 내의 제9의 멀티앵글 영상의 I 픽쳐 또는 I 픽쳐 및 P 픽쳐를 복호하여, 순방향

재생을 행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상기 I 픽쳐의 복호에 관해서는 제1 VOBU, 그리고 제2 VOBU 내의 I 픽쳐(I2)

를 순차 복호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한, 상기 I 픽쳐 및 P 픽쳐의 복호 처리에 관해서는 제1 VOBU내의 I 픽쳐(I2)

, P 픽쳐(P5), P 픽쳐(P8)를 순차 복호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한다.

I 픽쳐만의 복호를 행하는 경우, 비디오 디코더(6)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된 주영상 압축 데이터를 구성하는 중

의 I 픽쳐(I2)를 복호하여 프레임 메모리(14)의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기억한다. 비디오 디코더(6)는 I 픽쳐(I2)의

복호를, 예컨대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 상에서 다시쓰기하면서 행한다.

복호후, 비디오 디코더(6)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호한 I 픽쳐(I2)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용 기억 영역(14a)

의 제9의 각도의 표시용 영역(l4a9)에 해당 축소 처리를 실시한 복호 후의 I 픽쳐(I2)를 카피한다.

상기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 축소 처리된 기억된 I 픽쳐(I2)는 상기 부영상 디코더(7) 및 NTSC 변환 회로(9)를 통해 모

니터(200)의 분할된 표시부에 화상으로서 투영된다.

DVD 재생 장치(1)는 복호된 I 픽쳐(I2)에 의해 생성된 화상을 비추는 한편,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 메모리(14)

의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다음의 I 픽쳐 즉, 제2의 VOBU 내에 기록되어 있던 I 픽쳐(I2)를 기억한다. 여기서, 비

디오 디코더(6)는 제1의 VOBU의 I 픽쳐(I2)로 행한 바와 같이, 이 제2 VOBU의 I 픽쳐(I2)를 복호하여, 그 후에 축소 처리

를 실시하고,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 카피한다.

상기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 축소 처리되어 카피된 제2 VOBU의 I 픽쳐(I2)는 모니터(200)에 있어서 상기 제1의 VOBU

의 I 픽쳐(I2)의 다음 화상으로 되어 투영된다. 자세하게는 상술한 바와 같이 비디오 디코더(6)에 있어서 복호하여 얻은 복

호 화상 데이터(주영상 데이터)는 부영상 디코더(7)에 공급된다.

부영상 디코더(7)는 공급된 부영상 팩내의 부영상 압축 데이터의 복호 처리를 행하고, 이 복호 처리를 한 부영상 데이터를

비디오 디코더(6)로부터 공급된 상기 주영상 데이터에 합성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즉, 부영상 디코더(7)는 부영상

데이터로서 재생되는 자막 데이터 등을 상기 주영상 데이터와 합성한다. 또, 이 부영상 디코더(7)는 부영상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주영상 데이터를 그대로 영상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부영상 디코더(7)는 생성된 영상 데이터를 NTSC 변환회로

(9)에 공급한다.

NTSC 변환회로(9)는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NTSC나 PAL 등의 텔레비젼 신호로 변환한다. NTSC 변환회

로(9)로부터의 텔레비젼 신호는 모니터(20) 영상으로서 투영된다.

모니터(200)에 입력된 텔레비젼 신호에는 상기 비디오 디코더(6)로 복호된 I픽쳐(I2)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니터(200)

는 상기 프레임 메모리(14)의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분할된 복수의 기억 영역에 대응하여 표시 화면이 9개로 분할 표시

된다. 여기서, 분할 표시는 예컨대 표시용 기억 영역의 분할 양태에 따른다. 따라서, 모니터(200)의 표시 화면이 분할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표시부에, 상기 I픽쳐(I2)에 기초한 영상이 투영된다.

또, 오디오 디코더(8)는 음성 팩내의 음성 압축 데이터의 복호 처리를 행하여, 신장된 음성 데이터를 생성한다. 즉, 오디오

디코더(8)는 음성 데이터가 MPEG2 방식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응한 신장 처리를 하여, 음성 압축 데이터

를 생성한다. 또한, 오디오 디코더(8)는 MPEG2의 포맷 외에, 리니어 PCM 또는 돌비 AC3의 포맷이면, 이것에 대응된 처

리를 행한다. 오디오 디코더(8)는 생성된 음성 데이터를 A/D 변환회로(10)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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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변환회로(10)는 디지털 데이터인 음성 데이터를 아날로그의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 출력을 스피커 등

에 공급함으로써, 사용자가 기록매체(100)로부터 재생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다.

콘트롤러(11)는 픽업(2), RF 회로(3), 데이터 디코더(4), 디멀티플렉서(5), 비디오 디코더(6), 부영상 디코더(7), 오디오 디

코더(8), NTSC 변환회로(9) 및 A/D 변환회로(l0)의 제어를 행한다. 또한, 상기 콘트롤러(11)에는 조작 패널이나 리모트

콘트롤러인 사용자 인터페이스(12)를 통해 조작 입력이 되어, 이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각 회로의 제어를 행한다.

이 콘트롤러(11)는 비디오 디코더(6)를 통해, 프레임 메모리(14)에서의 기록 제어 및 판독 제어를 행한다. 즉, 콘트롤러

(11)는 프레임 메모리(14)의 복호용 기억 영역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 화상 데이터의 축소 처리 및 해당 축소 처리된 하나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분할 표시를 위해 형성되는 하나의 기억 영역에 기록 제어를 행한다. 그리

고, 콘트롤러(11)는 표시용 기억 영역(14a) 내에 기억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제어를 행한다.

또, 복호 화상 데이터의 표시 기억 영역(14a)으로부터의 판독은 표시 기억 영역(14a) 단위의 표시 화상 데이터의 판독에

의해서 행해진다. 표시 화상 데이터에 의해서, 상기 기억 영역에 모니터(200)에 대응하여 상기 하나의 기억 화상에 기억되

어 있는 복호 화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이 모니터의 해당 기억 영역에 대응하는 표시 위치에 투영된다.

따라서, 상술한 제9의 각도의 I 픽쳐에 대하여 행한 복호 및 축소 처리를 제1 내지 제8 각도의 I 픽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로 행함으로, DVD 재생 장치(1)는 제9 각도의 영상과 동시각에 있어서의 제1 내지 제8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모니터

(200)에 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컨대, 각 각도의 화상을 구성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의 복호는 도 5a 내지 도 5d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제1 각도의 화상(200a), 제2 각도의 화상(200b),·····, 제9 각도의 화상(200i), 그리고 제1 각도의 화상

(200a)을 생성하는 순서로 행한다.

또, I 픽쳐를 복호할 뿐이면, 프레임 메모리(14)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1개의 복호용 기억 영역을 구비하면 된다.

또한, I 픽쳐 및 P 픽쳐의 복호의 경우에 관해서는 비디오 디코더(6)는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된 I 픽쳐(I2)가 우선

복호되어 프레임 메모리(14)의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기억된다.

복호후, 비디오 디코더(6)는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호된 I 픽쳐(I2)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용 기억 영역(14a)

의 제9의 각도의 표시용 영역(14a9)에 해당 축소 처리를 실시한 복호 후의 I 픽쳐(I2)를 카피한다.

상기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 축소 처리되어 기억된 I 픽쳐(I2)에 의해 생성된 화상은 프레임 메모리(14)의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 대응한 모니터(200)의 하나의 표시부에 투영된다.

한편, 비디오 디코더(6)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에 입력된 P 픽쳐(P5)를,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기억되

어 있는 복호후의 I 픽쳐(I2)에 의해서 예측하여 복호하고,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에 기억한다.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에 복호 후의 P 픽쳐(P5)를 기억한 후, 비디오 디코더(6)는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호된

P 픽쳐(P5)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영역(14a9)에 해당 축소 처리를 실시한 복호 후의 P 픽쳐

(P5)를 카피한다.

상기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 축소 처리되어 기억된 P 픽쳐(P5)에 의해서 생성된 화상은 모니터(200)의 상기 하나의 표시

부에 투영되어 있던 상기 I 픽쳐(I2)의 다음 화상으로서 투영된다.

P 픽쳐(P8)를 복호할 때에는 비디오 디코더(6)는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에 입력된 P 픽쳐(P8)를, 제2의 복호용 기

억 영역(14c)에 기억된 복호후의 P 픽쳐(P5)에 의해 예측하여 복호하고,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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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복호 후의 P 픽쳐(P8)를 기억한 후, 비디오 디코더(6)는 도 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호된

P 픽쳐(P8)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영역(14a9)에 해당 축소 처리가 실시된 복호 후의 P 픽쳐

(P8)를 카피한다.

상기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 축소 처리되어 기억된 P 픽쳐(P8)에 의해서 생성된 화상은 모니터(200)의 상기 하나의 표시

부에 투영되어 있던 상기 P 픽쳐(P5)의 다음 화상으로서 투영된다.

따라서, 모니터(200)의 상기 하나의 표시부에는 복호된 I 픽쳐, P 픽쳐에 기초하여 화상이 잇달아 투영되어진다.

DVD 재생 장치(1)는 제9의 각도의 I 픽쳐 및 P 픽쳐에 대하여 행한 상술한 복호 및 축소 처리를 제1 내지 제8의 각도의 I

픽쳐 및 P 픽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행함으로써, 제9의 각도의 영상과 동시각에서의 제1 내지 제8의 각도의 영상을 모

니터(200)의 대응한 각 표시부에 투영할 수 있다.

상술한 I 픽쳐 또는 I 픽쳐 및 P 픽쳐만의 복호에 의해서 행하는 순방향 재생은 예를 들면 고속 재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

용된다. 또한, 통상의 재생을 행하는 것이면, 프레임 메모리(14)에 또한 복호용 기억 영역을 형성하면 된다.

또한, DVD 재생 장치(1)는 역방향 재생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상술한 바와 같이 동시각의 제1 내지 제9의 각도의 영상을

모니터(200)에 투영할 수도 있다. 예컨대, I 픽쳐를 사용한 역방향 재생은 제n의 VOBU 내의 I 픽쳐를 복호한 후, 제n-1의

VOBU 내의 I 픽쳐를 복호하도록, GOP 내의 I 픽쳐를 복호하여 행한다.

그리고, I 픽쳐 및 P 픽쳐를 사용한 역방향 재생은 우선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서 I 픽쳐를 복호하여, 그것을 토대

로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에서 P 픽쳐를 복호한다. 예컨대,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에서 I 픽쳐(I2)를 복호하고, 그

복호된 I 픽쳐(I2)를 바탕으로 동일의 VOBU 내의 P 픽쳐(P5)를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에서 복호하도록 복호 처리를

행하고, 모니터(200)에의 표시를 복호 순서와는 반대로 한다, 즉 P 픽쳐(P5), I 픽쳐(I2)의 순서로 재생함으로써 역방향 재

생을 행한다.

다음에 DVD 재생 장치(1)가 역방향 재생 가능하게 구성된 프레임 메모리(14)에 관해서, 예컨대, 제9의 각도의 영상을 구

성하는 I 픽쳐 및 P 픽쳐를 복호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한다.

역방향 재생 가능하게 구성된 프레임 메모리(14)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9개의 기억 영역을 형성하는 표시용 기억 영

역(14a)과, I 픽쳐 또는 P 픽쳐의 복호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 및 제3의 복호용 기억 영역(14d)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즉, 역방향 재생에 적용하는 경우는 프레임 메모리(14)에 또한 제3의 복호용 기억 영역(14d)을 형성한다.

역방향 재생하는 경우,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된 I 픽쳐(I2)를 복호하여 프레임 메모리(14)의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기억한다.

그 후, 비디오 디코더(6)는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에 입력된 P 픽쳐(P5)를,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기억

되어 있는 복호 후의 I 픽쳐(I2)를 이용한 예측에 의해 복호하여,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에 기억한다.

또한 그 후, 비디오 디코더(6)는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에 입력된 P 픽쳐(P8)를,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후의 P 픽쳐(P5)를 이용한 예측에 의해 복호하여, 제3의 복호용 기억 영역(14d)에 기억한다.

그리고, 표시용 기억 영역(14a)에의 각 복호 데이터의 카피는 상기 복호의 처리를 행한 것과 반대의 순번으로 행한다. 즉,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제3의 복호용 기억 영역(14d)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 후의 P 픽쳐(P8)에 축소 처리를 실시

하여,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제9의 각도의 표시용 영역(14a9)에 해당 축소 처리가 실시된 복호 후의 P 픽쳐(P8)를 카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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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7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의 복호용 기억 영역(14c)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 후의 P 픽쳐(P5)에 축소 처리를 실

시하여,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영역(14a9)에 해당 축소 처리를 실시한 복호 후의 P 픽쳐(P5)를 카피한다.

그리고, 도 7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의 복호용 기억 영역(14b)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 후의 I 픽쳐(I2)에 축소 처리를 실

시하여,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영역(14a9)에 해당 축소 처리를 실시한 복호 후의 I 픽쳐(I2)를 카피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P 픽쳐(P8), P 픽쳐(P5), I 픽쳐(I2)를 표시용 기억 영역(14a)의 영역(14a9)에 순차 카피함으로써, DVD

재생 장치(1)는 상기 영역(14a9)에 대응하는 모니터(200)의 하나의 표시부에, P 픽쳐(P8), P 픽쳐(P5), I 픽쳐(I2)의 화상을

순차 표시할 수가 있다.

또, 상술한 I 픽쳐 및 P 픽쳐만의 복호에 의해서 행하는 역방향 재생은 예컨대 고속 역재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한, 통상의 역방향 재생을 행하는 것이면, 프레임 메모리(14)에 복호용 기억 영역을 1개 설치하면 된다.

이상, I 픽쳐 또는 I 픽쳐 및 P 픽쳐만의 복호에 의해서 행하도록 구성된 프레임 메모리(14) 및 이 프레임 메모리(14)를 사

용하여 역방향 재생을 행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DVD 재생 장치(1)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프레임 메모리(14)를 구비함으로써, 순방향 재생 및 역방향 재생에 있어서,

동시각에 있어서의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예컨대, 심리스한 영상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된 전환된 순간의 다른 각도의 영상을 놓친다고 하는 문제를 해

소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시청자는 심리스한 영상을 볼 수 있고, 또한 보고 싶은 다른 각도의 영상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 재생하는 각도의 영상은 심리스인 영상만이 아니고, 넌심리스인 영상이라도 무방하다.

또한, 각 각도의 영상은 예컨대 l VOBU 단위로서 구성되고, 또한, 동시각의 영상의 각 각도의 영상은 각 VOBU 간에서 속

성을 갖고 있다. 즉, DVD 재생 장치(1)는 각 각도의 영상의 재생에 있어서는 상기 대응된 각 VOBU 내의 픽쳐를 복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DVD 재생 장치(1)는 예컨대, 순방향 재생시로서, 다른 각도의 영상의 픽쳐를 복호하는 경

우, 다음 시각에 속하는 VOBU의 상기 다른 각도의 영상을 구성하는 픽쳐를 복호해 갈 수도 있다. 또한, DVD 재생 장치(1)

는 역방향 재생시이고, 다른 각도의 영상의 픽쳐를 복호하는 경우, 참된 시각에 속하는 VOBU의 상기 다른 각도의 화상을

구성하는 픽쳐를 복호해 가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제2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2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적용하여, DVD를 재생하

도록 구성된 DVD 재생 장치이다.

또, DVD는 상술한 제1 실시예와 같이 멀티앵글 기능을 갖는 데이터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DVD는 MPEG2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영상을, I 픽쳐, P 픽쳐 및 B 픽쳐로서 압축 부호화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하, 다른 2개의 각도의 영상이 기

록되어 있는 DVD를 재생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한다.

DVD 재생 장치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비디오 디코더를 구비하여, 이 2개의 비디오 디코더에 의해 복호하여

얻은 복호 화상 데이터의 출력을 전환하여 후단의 회로에 출력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DVD 재생 장치(1)는 기록매체(100)로부터 RF 신호를 재생하는 픽업(2)과, 이 픽업(2)에 의해 재생된 RF 신

호가 되며, 이 RF 신호를 2치화 처리를 행하는 RF 회로(3)와, RF 회로(3)로부터의 재생 데이터 등이 공급되어, 에러 정정

등의 디코드 처리를 행하는 데이터 디코더(4)와, 제1 기억 영역(21a) 및 제2 기억 영역(21b)을 구비하고, 데이터 디코더

(4)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억하는 트랙 버퍼(21)와, 데이터 디코더(4)에 의해 디코드 처리가 된 디지털 데이터

를 주영상 압축 데이터, 부영상 압축 데이터, 음성 압축 데이터로 분배하는 디멀티플렉서(5)를 구비한다.

또한, DVD 재생 장치(1)는 디멀티플렉서(5)로부터 출력된 상기 주영상 압축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와, 상기 부영상 압축 데이터를 복호하여 주영상 데이터와 합성하는 부영상 디코더(7)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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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압축 데이터를 복호하는 오디오 디코더(8)와, 부영상 디코더(7)로부터의 부영상 데이터와 주영상 데이터가 합성된 영

상 데이터가 공급되어 NTSC 신호 또는 PAL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NTSC, PAL 변환회로(이하, 간단히 NTSC 변환회

로라고 한다)(9)와, 오디오 디코더(8)로부터의 오디오 데이터가 공급되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

환 회로(이하, 단지 A/D 변환회로라고 한다)(10)를 구비한다.

또한, DVD 재생 장치(1)는 픽업(2), RF 회로(3), 데이터 디코더(4), 디멀티플렉서(5), 제1 비디오 디코더(22), 제2 비디오

디코더(23), 전환 스위치(24), 부영상 디코더(7), 오디오 디코더(8), NTSC 변환회로(9) 및 A/D 변환회로(l0)를 제어하는

콘트롤러(11)와, 이 콘트롤러(11)와 사용자의 조작 입력을 매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2)와, 콘트롤러(11)의 데이터 기

억부로 구성된 메모리(13)를 구비한다.

상기 기록 매체(100)로부터 RF 신호를 재생하는 픽업(2), 상기 RF 신호를 신호 처리하는 RF 회로(3) 및 RF 회로(3)에서

신호 처리된 재생 데이터를 복호하는 데이터 디코더(4)는 각각의 처리 속도를, 통상 처리의 예컨대 2배로 할 수 있도록 구

성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처리는 기록매체(100)로부터, 예컨대 1개의 각도의 영상분을 판독 기록하여 행한 경우의 처리

를 말한다.

또한, 상기 디멀티플렉서(5)도,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통상 처리의 2배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디멀

티플렉서(5)는 입력되어오는 주영상 압축 데이터, 부영상 압축 데이터 및 음성 압축 데이터의 분배를 상기 통상 처리와 다

름없이 행할 수 있다.

이하, 상기 DVD 재생 장치(1)의 구성 부분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제1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1)에서 설명한 부분

에 관해서는 도 2와 동일의 번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DVD 재생 장치(1)는 기록매체(100)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 등을 픽업(2), RF 회로(3) 및 데이터 디코더(4)

를 통해 트랙 버퍼(21)에 입력한다.

상기 트랙 버퍼(21)는 제1 기억영역 (21a) 및 제2 기억 영역(21b)의 2개의 기억 영역을 갖고 있다. 트랙 버퍼(21)는 상기

각 기억 영역에 입력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억한다. 여기서, 디지털 데이터는 상술된 바와 같이, 디멀티플렉서(5)에 의해서

분할되는 주영상 압축 데이터, 부영상 압축 데이터, 음성 압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트랙 버퍼(21)는 상기 데이터 디코더(4)와 디멀티플렉서(5)의 처리 속도의 차이를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트랙 버퍼(4)

는 디멀티플렉서(5)로부터의 전송 명령에 의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해당 디멀티플렉서(5)에 출력한다.

디멀티플렉서(5)는 상술한 바와 같이 통상 처리 속도의 2배의 처리 속도를 갖고 있다. 디멀티플렉서(5)는 트랙 버퍼(21)의

상기 각 기억 영역에서 출력된 디지털 데이터를 교대에 취득하고,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를 주영상 압축 데이터, 부영상 압

축 데이터 및 음성 압축 데이터로 분할하여, 제1 비디오 디코더(22) 또는 제2 비디오 디코더(23), 부영상 디코더(7) 및 음

성 디코더(8)에 출력한다.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에 출력되는 주영상 압축 데이터는 소위 부호화 화상 데이터이고, 소위 I

픽쳐, P 픽쳐, B 픽쳐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그리고, 출력은 예컨대 1GOP 단위로 되도록 상기 각 비디오 디코더(6)에 대하

여 행해진다. 또한, 상기 주영상 압축 데이터, 부영상 압축 데이터 및 음성 압축 데이터는 팩화되어 디멀티플렉서(5)의 후

단에 구비된 각 디코더에 공급된다.

또,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란, 각각이 I 픽쳐, P 픽쳐, B 픽쳐의 복호를 위해 3개의 복호용 기억

영역을 구비한 프레임 메모리를 갖고 있다.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는 입력된 각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한다. 여기서 행하는 복호 처리

는 프레임간 예측에 의해서 행한다. 이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에 의해 복호된 복호 화상 데이터

는 전환 스위치(24)에 입력된다.

전환 스위치(24)는 상기 제1 비디오 디코더(22) 또는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의 복호 화상 데이터 중 어느 한편을 후

단의 부영상 디코더(7)에 공급한다. 전환 스위치(24)의 스위칭은 콘트롤러(11)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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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제1 비디오 디코더(21)로부터의 복호 화상 데이터의 출력 중에 전환의 명령을 받은 경우, 전환 스위치(24)는 전환

동작에 의해서, 출력하는 데이터를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의 복호 화상 데이터로 전환된다. 따라서, 상기 제1 비디

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에서 복호된 부호화 화상 데이터는 이 전환 스위치(24)에 의해서, 어느 한편이 출

력되도록 순시적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이러한 스위칭은 각도의 영상 전환 시에 행해진다.

상기 전환 스위치(24)를 통해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는 부영상 디코더(7) 및 NTSC 변환회로(9)를 통해 모니터(200)에

화상으로서 표시된다.

따라서, 제2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1)는 하나의 각도의 영상의 재생 중에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순시적으로 전환

하여 재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전환 순간의 다른 각도의 영상을 모니터(200)에 표시할 수가 있다.

이 DVD 재생 장치(1)에 의해서, 예컨대, 시청자는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보고 싶은 해당 다른 각도의 영

상을 놓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각도의 영상은 심리스한 영상만이 아니고, 넌심리스인 영상이라도 되고, DVD 재생 장치(1)는 이들의 영상

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시적으로 전환하여 재생할 수가 있다.

또, 상기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전환하여도 부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에 관해서는 예컨대, 상기 하나의 각도의 영상 데

이터인 것을 사용한다. 요컨대, 상기 다른 각도의 영상의 부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는 상기 디멀티플렉서(5)로부터 출

력되지 않고, 또한, 복호되지도 않는다.

또한, 제1 비디오 디코더(22)에 입력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와 제2 비디오 디코더(23)에 입력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

비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 디멀티플렉서(5)와 제1 비디오 디코더(22) 간에 마련되어 있는 도시하지 않은 비디오 버퍼의

빈 영역과 디멀티플렉서(5)와 제2 비디오 디코더(23) 간에 마련되어 있는 도시하지 않은 비디오 버퍼의 빈 용량을, 예컨대

콘트롤러(11)에 의해서 감시하여, 빈영역이 있는 비디오 버퍼에 디멀티플렉서(5)로부터 데이터를 송출하면 된다. 또, 각

비디오 버퍼는 디멀티플렉서(5)의 분배 처리의 처리 속도와 각 비디오 디코더 복호의 처리속도의 차이를 흡수하는 버퍼이

다. 즉, 이 버퍼를 사용하여, 하나의 버퍼에 공간이 없어지면, 다른 버퍼에 데이터를 송출하여, 비트율의 차이를 흡수한다.

또한, 제2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1)에,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처리 속도의 2배의 처리 속도를 갖는 비

디오 디코더(26)와, 디멀티플렉서(5)와 비디오 디코더(26)와의 사이에 형성된 전환 스위치(25)를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전환 스위치(25)는 디멀티플렉서(5)로부터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예컨대 lGOP 단위로 비디오 디코더(26)에 출력

한다. 이 전환 스위치(25)의 스위칭은 콘트롤러(11)에 의해서 행해진다.

예컨대, 하나의 각도의 영상에 대응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의 출력 중에 전환의 명령이 출력된 경우, 전환 스위치(25)는

다른 각도의 영상에 대응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출력한다. 따라서, 이 전환 스위치(25)의 전환 동작에 의해서, 하나의

각도의 영상에 대응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 또는 다른 각도의 영상에 대응하는 부호화 화상 데이터 중의 어느 한편이 출

력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26)는 전환 스위치(25)로부터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통상의 2배의 처리 속도로 복호 처리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비디오 디코더(26)로 복호하여 얻은 복호 압축 데이터는 부영상 디코더(7) 및 NTSC 변환회로(9)를 통해 모

니터(200)에 화상으로서 표시된다.

따라서, 상기 전환 스위치(25) 및 2배의 복호 처리를 갖는 비디오 디코더(26)를 구비하여도, DVD 재생 장치(1)는 심리스

한 영상으로 또한 순시적으로 영상의 각도를 전환할 수 있다.

다음에 제3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제3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적용하여, DVD를 재생

하도록 구성한 DVD 재생 장치이다.

이 제3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는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DVD 재생

장치는 도 l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멀티플렉서(5)로부터의 주영상 압축 데이터가 각각 입력되는 제1 비디오 디코더(23)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4)와, 이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 각각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혼합하는 혼합회로(27)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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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3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1)는 제2 실시예로서 사용한 DVD 재생 장치(1)에 있어서의 전환 스위치(24)를 대

신하여 혼합회로(27)를 구비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DVD 재생 장치(1)는 혼합회로(27)에 의해서, 제1 비디오 디코더(22)로부터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와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혼합하여 모니터(200)에 공급할 수가 있게 된다.

예컨대, 제1 비디오 디코더(22)로부터 제1 각도의 영상을 구성하는 복호 화상 데이터가 출력되어, 제2 비디오 디코더(23)

로부터 제1의 각도의 영상을 구성하는 복호 화상 데이터가 출력된 경우, 도 12a 내지 도 1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의

각도의 화상(도 12a에 도시됨)과 제2 각도의 화상(도 12b에 도시됨)을 동시에 표시(도 12c에 도시됨)할 수가 있다.

또,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200)의 화면 내에서 제1의 각도의 화상과 제2 각도의 화상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

이면, DVD 재생 장치(1)는 제1 비디오 디코더(23)와 제2 비디오 디코더(24)로 3개의 복호용 기억 영역으로 이루어진 프

레임 메모리를 공유할 수가 있다.

또한, 프레임 메모리를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의 각각을 구비함으로써, 도 13a 내지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의 각도의 화상(도 13a에 도시됨)을 모니터(200)의 표시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 또한 제2 각도의 화

상(도 13b에 도시된다)을 모니터(200)의 표시화면의 일부를 사용하여 표시(도 13c에 도시한다)할 수도 있다.

또한, DVD 재생 장치(1)는 3개의 복호용 기억 영역으로 이루어진 프레임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I 픽쳐, P 픽쳐 및 B 픽

쳐를 복호할 수가 있어, 통상의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DVD 재생 장치(1)는 상술한 바와 같이 2개의 비디오 디코더를 구비하였을 때와 같이, 동시에 2개 다른 각도의 영

상을 통상 재생할 수가 있고, 해당 통상 재생한 2개의 것을 다른 각도의 영상을 모니터(200)에 표시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제4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제4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적용하여, DVD를 재생

하도록 구성한 DVD 재생 장치이다.

상기의 제4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는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가 있고, 또한 심리스 또는 순시적으로

재생중의 각도의 영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DVD 재생 장치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

멀티플렉서(5)로부터의 주영상 압축 데이터가 각각 입력되는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와, 이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 각각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혼합하는 혼합회로(27)와, 제1 비디

오 디코더(22)로부터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에 관해서 혼합회로(27)에 대하여 송출을 온 및 오프하는 스위치(28)와,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에 관해서 혼합회로(27)에 대한 송출을 온 및 오프하는 스위치(29)를 갖

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한 DVD 재생 장치(1)는 스위치(28) 및 스위치(29)를 온으로 한 상태에서는 혼합회로(27)에 의해서, 제1 비

디오 디코더(22)로부터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와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 출력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혼합하여 모

니터(200)에 공급할 수가 있다. 예컨대, 혼합된 영상이, 도 12c 및 도 13c에 표시되도록, DVD 재생 장치(1)는 모니터

(200)에 공급할 수가 있다.

또한, DVD 재생 장치(1)는 스위치(28) 및 스위치(29)의 온/오프의 조작에 의해서, 제1 비디오 디코더(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23)를 전환하여 부호화 화상 데이터의 복호를 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위치(28)가 온일 때 스위치(29)를 오프로

하며, 또한 스위치(28)가 오프일 때 스위치(29)를 온으로 한다.

예컨대, 제1 비디오 디코더(22)로부터의 하나의 각도의 영상을 구성하는 복호 화상 데이터의 출력 중에 전환의 명령이 출

력된 경우, 스위치(28)를 오프로 하고, 한쪽에서 스위치(29)를 온으로 함으로써, 제2 비디오 디코더(23)로부터 다른 각도

의 영상을 구성하는 복호 회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된다. 즉, 상기 제1 비디오 데이터(22) 및 제2 비디오 디코더

(23)로 복호된 화상압(畵像壓)부호화 데이터 중 어느 한쪽이 순시적으로 전환되어 출력된다.

따라서, DVD 재생 장치(1)는 하나의 각도의 영상의 재생 중에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순시적으로 전환하여 재생할 수 있

고, 해당 전환된 다른 각도의 영상을 모니터(200)에 표시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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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것으로부터 제4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1)는 복수 각도를 동시에 재생하는 것, 또는 심리스한 영상에 있어

서도 순시적으로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DVD 재생 장치(1)에 의해서, 예컨대, 시청자는 다른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또한 전환 조작에 의해서 다른

각도가 보고 싶을 때에도, 전환되었을 때에 보고 싶은 각도의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된다.

또 제2 내지 제4 실시예로 되는 DVD 재생 장치(1)를, 2개의 각도의 영상이 기록된 DVD의 재생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

만, 3개 이상, 예컨대 복수 m의 각도의 영상이 기록되어 있는 DVD를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DVD 재생 장치(1)

는 2개 및 2배의 처리 속도를 각각 m개 및 m배의 처리 속도가 되도록 각부를 구성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는 판독하는 수단으로 판독된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

여 복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수단과, 복호 수단에 의해서 생성된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용 기억 수단과, 표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고, 분할 표시하기 위한 기억 영역이 형성되는 표

시용 기억 수단과, 복호용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복호 화상 데이터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이 축소 처리된 복호 화

상 데이터를 표시용 기억 수단의 기억 영역에 기록하고, 이 기억 영역에 기록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시 화상 데

이터를 판독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함으로써,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 구성된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기 신호 재생 장치는 예컨대, 넌심리스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상을 동시에 제공할 수가 있어, 시청자는 보고

싶은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장치는 판독 수단으로 판독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m개의 기억 수단과, m개의

기억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복수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순시적으로 전환하여 또는 동시에, 복수 각도의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기 신호 재생 장치는 예를 들면, 심리스한 영상의 재생에 있어서도, 순시적으로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방법은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독하는 공정으로 판독된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공정과, 복호 공정에 의해서 생성

된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호 화상 데이터 기억 공정과, 분할 표시하기 위한 기억

영역이 형성되어, 표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표시용 기억 공정과, 복호 화상 데이터 기억 공정에서 기억되어 있는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이 축소 처리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상기 표시용 기억 공정이 갖는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하고, 이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된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시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제어 공정

을 가짐으로써,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 구성된 복수 각도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기 신호 재생 방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넌심리스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상을 동시에 제공할 수가 있어, 시

청자는 보고 싶은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재생 방법은 상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독하는 공정에서 판독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m단의 기억 공정과, m단의 기억 공정에서 출력된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공정을 가짐으로써, 복수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순시적으로 전환하여 또는 동시에, 복수 각도의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기 신호 재생 방법에 의하면, 예컨대, 심리스한 영상의 재생에 있어서도, 순시적으로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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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재생 장치에 있어서,

복수 각도의 영상이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복수 각도의 영상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상기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상기 복수 각도의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수단;

상기 복호 수단에 의해서 생성된 상기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호용 기억 수단;

표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여, 분할 표시하기 위한 기억 영역이 형성되는 표시용 기억 수단; 및

상기 복호용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이 축소 처리된 복호 화상 데이터

를 상기 표시용 기억 수단의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된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시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용 기억 수단을 적어도 1개 구비하며,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의 프레임내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1개의 상기 복호용 기억 수단을 이용하여 복호하여, 상기 기

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복수 각도의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용 기억 수단을 적어도 2개 구비하며,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의 프레임간 순방향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2개의 상기 복호용 기억 수단을 이용하여 복호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복수 각도의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용 기억 수단을 적어도 3개 구비하며,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의 프레임간 순방향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3개의 상기 복호용 기억 수단을 사용하여 복호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복수 각도의 영상을 역방향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5.

신호 재생 장치에 있어서,

복수 각도의 영상이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복수 각도의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

상기 판독 수단으로 판독된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m개의 기억 수단; 및

상기 m개의 기억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수단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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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단을 m개 구비하고, 이 m개의 복호 수단 각각에 의해 복호하여 얻어지는 각도 각각의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전환 스위치에 의해 전환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단은, m배의 복호의 처리 속도를 갖고, 상기 m개의 기억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복수 각

도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가 전환되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수단을 m개 구비하고, 이 m개의 복호 수단 각각에 의해 복호하여 얻어지는 각도 각각의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혼합 회로에 의해 혼합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m개의 복호 수단 각각에 의해 복호하여 얻은 각도 각각의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출력 제어하여

상기 혼합 회로에 보내는 스위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장치.

청구항 10.

신호 재생 방법에 있어서,

복수 각도의 영상이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복수 각도의 영상의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공정;

상기 판독 공정에서 판독된 상기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상기 복수 각도의 복

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공정;

상기 복호 공정에 의해서 생성된 상기 복수 각도 중의 하나의 각도의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호 화상 데이터

기억 공정;

분할 표시하기 위한 기억 영역이 형성되고, 표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표시용 기억 공정; 및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 기억 공정에서 기억되어 있는 상기 복호 화상 데이터에 축소 처리를 실시하여, 이 축소 처리된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상기 표시용 기억 공정이 갖는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하고, 이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된 상기 복호 화상 데

이터를 포함하는 표시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는 제어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방법.

청구항 11.

신호 재생 방법에 있어서,

복수 각도의 영상이 부호화 화상 데이터로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 여러 종류의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판독

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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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독하는 공정에서 판독된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m단의 기억 공정; 및

상기 m단의 기억 공정에서 출력된 상기 부호화 화상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 공정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재생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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