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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방송 송/수신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수신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만을 지원하는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시

점의 영상 또는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과 같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2차원 비디오 스트림(Transport Stream)에 동기되어진 부가 스트림으로 정의하여 처리함으로써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수신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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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에 있어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

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영상 획득수단;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오디오 데이터 획득수단; 상

기 영상 획득수단에서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 획득

수단에서 획득한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각 데이터를 기본 스트림(ES)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인코딩수단; 오리지널 영

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

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 상기 인코딩수단에서 부호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입력받아 각각 패킷화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으로 생성하기 위한 패킷화수단; 상기 패킷화수단에서 패킷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입력받고 상

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에서 생성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아,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생성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 생성수단; 상기 전송 스트림 생성수단에서 생성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하나의 전송 스트

림(TS)으로 다중화하기 위한 다중화수단; 및 상기 다중화수단에서 다중화한 전송 스트림(TS)을 변조하기 위한 변조수단

을 포함하되,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은,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

킷 식별자(PID) 정보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

(stream_type)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을 예약

(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1

색인어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다시점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기본 스트림 패킷(PES)의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하여 추가한 3차원 입체 영상 타입(3D_Video_type)에

대한 설명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정보를 가진 전송 스트림(TS)의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

조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정보를 가진 전송 스트림(TS)의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

조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전송 스트림 패킷(Transport Stream Packet)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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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

도.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

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영상 획득부 120 : 오디오 데이터 획득부

130 : 인코딩부 140 :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

150 : 패킷화부 160 : 전송 스트림 생성부

170 : 다중화부 180 : 변조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수신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

세하게는 다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만을 지원하는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시점

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과 같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를 2차원 비디오 스트림(Transport Stream)에 동기되어진 부가 스트림으로 정의하여 처리함으로써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수신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 이하 "MPEG" 라 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 동일

한 대역폭에 고화질(High Definition)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으며, 다수의 표준화질(Standard Definition) 프로그램을

하나의 채널에 전송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은 데이터 방송, 대화형 방송 등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전송 채널에 다수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비

스 제공자로부터 발생된 MPEG-2 전송 스트림(TS : Transport Stream)을 하나의 채널에 다중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의 경우에는 입체 영상의 송/수신시 영상들의 전송순서가 상호 교번적으로 질서 정연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디지털 방송의 경우에는 전송 포맷(Transport Format)에 비디오 정보, 오디오 정보, 프로

그램 안내 등을 위한 부가 정보가 서로 복잡하게 다중화되어 있고 영상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분리하여

출력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 및 부가정보의 각 패킷을 식별할 수 있는 패킷 식별자(PID :

Packet Identifier)와 입체 영상을 위한 좌, 우 영상의 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패킷 식별자(PID)를 두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3차원 입체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술은 좌, 우 영상에 대하여 각각의 패킷 식

별자(PID) 값을 정의함으로써, 2개의 비디오 스트림이 존재하게 되어, 기존 2차원 시스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

므로 호환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정보로는 2 시점의 영상 또는 1 시점의 영상과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1 시점의 영상과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가 있는데, 상기 제안된 방법에서는 2 시점의 영상에 대해서만 언급

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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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다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만

을 지원하는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과 같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2차원 비디오 전송 스트림(TS)에 동기되어진 부가 스트림으로 정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

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수신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송신 장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에 있어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영상 획득수단;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오디오 데이터 획득수단; 상기 영상 획득수단에서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

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 획득수단에서 획득한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각 데이터를 기본 스트림(ES)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인코딩수단;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

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 상기 인코딩수단에서 부호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

을 입력받아 각각 패킷화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으로 생성하기 위한 패킷화수단; 상기 패킷화수단에서 패킷화한 각각

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입력받고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에서 생성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

아,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생성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 생성수단; 상기 전송 스트림 생성수단에서 생성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하나의 전송 스트림(TS)으로 다중화하기 위한 다중화수단; 및 상기 다중화수단에서 다중화한 전

송 스트림(TS)을 변조하기 위한 변조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은,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을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수신 장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

부터 수신받은 전송 스트림(TS)을 복조하기 위한 복조수단; 상기 복조수단에서 복조한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고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에서 분석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아, 상기 전송 스트림(TS)을 역 다중화하여 각각의 전

송 스트림(TS)으로 추출하기 위한 역 다중화수단;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

(TS_PSI)을 입력받아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분석하여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 상기 역 다중화수단에서

역 다중화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각 전송 스트림을 분석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생성하기 위한 전송 스

트림 분석수단; 상기 전송 스트림 분석수단으로부터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입력받아 역 패킷화하여 각각의 기

본 스트림(ES)을 생성하기 위한 역 패킷화수단; 상기 역 패킷화수단으로부터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입력받아 디코딩

하기 위한 디코딩수단; 상기 디코딩수단에서 디코딩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및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합성하여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생성하기 위한 영상 합성수단; 및 상기 영상 합성수단으로부터 2차원 영상 또는 3차

원 입체 영상을 입력받고 상기 디코딩수단으로부터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을 포함하되, 본 3

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의 전

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에 있어,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정의되어 있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송신 방법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방법에 있어서, 오리지

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는 획득단계; 상기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

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각각 부호화하여 각각의 기본 스트림

(ES)으로 생성하는 인코딩단계;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패킷화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으로 생성하는

패킷화단계; 상기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

(PSI)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단계; 상기 생성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와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생성하는 전송 스트림 생성단계; 상기 생성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하나

의 전송 스트림(TS)으로 다중화하는 다중화단계; 및 상기 다중화한 전송 스트림(TS)을 변조하여 외부로 송신하는 변조단

계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단계는,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

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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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식별자(PID) 정보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

(stream_type)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을 예약

(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수신 방법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에 있어서, 외부로

부터 수신받은 전송 스트림(TS)을 복조하는 복조단계; 상기 복조한 전송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패킷 식별자에 따라 프로

그램 특성 정보(PSI)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분리하는 분리단계; 상기 분리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

트림(TS_PSI)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단계; 상기 분석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TS)

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역 다중화하는 역 다중화단계; 상기 역 다중화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을 분석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으로 생성하는 기본 스트림 패킷 생성단계;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역 패킷

화하여 각 기본 스트림(ES)으로 생성하는 기본 스트림 생성단계; 상기 역 패킷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복호화하는

복호화단계; 상기 복호화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합성하여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 생성단계; 및 상기 생성한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입체 영상 중 어느 하나의 영상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단계를 포함하되,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

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

자(PID) 정보에 있어,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정의되어 있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

(user private)으로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는, 오

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영상 획득부(110),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오디오

데이터 획득부(120), 상기 영상 획득부(110)에서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 획득부(120)에서 획득한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부호화하기 위한 인코딩

부(Encoder)(130), 각각의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

(140), 상기 인코딩부(130)에서 부호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입력받아 각각 패킷화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생성하기 위한 패킷화부(Packetizer)(150), 상기 패킷화부(150)로부터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입력받고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140)로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아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생성하기 위한 전

송 스트림(TS) 생성부(160), 상기 전송 스트림 생성부(160)로부터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하나의 전송 스트

림(TS)으로 다중화하기 위한 다중화부(Multiplexer)(170), 및 상기 다중화부(170)에서 다중화한 전송 스트림(TS)을 변조

하기 위한 변조부(Modulator)(180)를 포함한다.

상기 영상 획득부(110)는, 오리지널 영상 생성을 위한 한 시점의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생성을 위한 다른 시

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획득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 획득부(110)를 통해 획득되는 오리지널 영상 생성을 위한 한 시점의 영상은 다른 시점의 영상과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영상이고, 상기 영상 획득부(110)를 통해 획득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생성을 위한

다른 시점의 영상은 오리지널 영상과 시점이 다른 하나의 다른 시점 영상, 또는 다른 여러 개의 시점을 갖는 다시점 영상이

다.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는 다시점 영상 또는 한 시점의 영상과

다른 시점에서 얻은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투영했을 때 다른 시점에서 획득하였지만 대상의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두 지

점 사이의 거리 정보이고,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는 한 시점의 영상과 정해진 거리에서 동일 대상에 대한 다른 시

점의 영상을 획득하여 알 수 있는 원근 정보이다.

상기 인코딩부(130)는, 상기 영상 획득부(110)로부터 기준 시점의 오리지널 영상을 입력받아 현재 방송 규격인 MPEG-2

로 부호화하기 위한 제 1 MPEG-2 인코더(Encoder)(131)와, 상기 영상 획득부(110)로부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를 입력받아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임의의 인코더(Encoder)(132), 상기 오디오 데이터 획득부(120)로부터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현재 방송 규격인 MPEG-2로 부호화하기 위한 제 2 MPEG-2 인코더(Encoder)(133)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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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140)는 오리지널 영상,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과 같은

각각의 정보를 서로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한다. 이 때,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140)는 2

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구분하기 위

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 Program Map Table)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에 있어서 기존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사용하고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

(stream_type)을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상기 패킷화부(150)는, 상기 인코딩부(130)로부터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Ori)을 입력받아 패킷화하여 오

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Ori)을 생성하기 위한 제 1 패킷화기(Packetizer)(151), 상기 인코딩부(130)

로부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3D)을 입력받아 패킷화하여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3D)을 생성하기 위한 제 2 패킷화기(Packetizer)(152), 및 상기 인코딩부(130)로부터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Au)을 입력받아 패킷화하여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Au)을 생성하

기 위한 제 3 패킷화기(Packetiser)(153)를 포함한다.

이 때, 상기 패킷화부(150)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새롭게 필요한 입력 필드가 있을 경우에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3D)의 헤더부에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을 구분하기 위해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입력 필

드를 추가 정의하는 기능을 더 수행한다.

상기 전송 스트림 생성부(160)는, 상기 패킷화부(150)로부터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Ori)을 입력받

아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전송 스트림 (TS_Ori)을 생성하기 위한 제 1 전송 스트림 생성기(161), 상기 패킷화부(150)로부

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3D)을 입력받아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 패킷(TS_3D)을 생성하기 위한 제 2 전송 스트림 생성기(162), 상기 패킷화부(150)로부터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Au)을 입력받아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 패킷(TS_Au)을 생성하기 위한 제 3 전송 스트

림 생성기(163), 및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140)로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아 프로그램 특성 정보

에 대한 전송 스트림 패킷(TS_PSI)을 생성하기 위한 제 4 전송 스트림 생성기(164)를 포함한다.

상기 다중화부(170)는, 다중화의 마지막 과정에서 시스템 시간 검출에 사용하기 위해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전송 스트림

(TS_Ori)에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 : Program Clock Reference)를 삽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2 는 기본 스트림 패킷(PES)의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 1 의 패킷화부(150)에서 생성되는 기본 스트림 패킷(PES)은 MPEG-2 시스템 표준규

격(ISO/IEC 13818-1)의 구성을 따르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새롭게 필요한 입력 필드가 있을 경우

에 기본 스트림 패킷(PES)의 헤더부에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다른 시점의 영상과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의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하여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3D_Video_Type)에 대한 입력 필드가 추가로 정

의될 수 있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기본 스트림 패킷(PES)의 헤더부에서 3차원 입체 영상의 정보구분을 위한 구성을 추가한 일실시

예 구조도이다.

도 3 은 도 1 의 패킷화부(150)에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생성할 때 도 2 에 도시된 기존의 기본 스트림 패킷

(PES) 헤더부에 있는 기본 스트림 패킷 확장 필드 데이터(PES extension field data) 공간을 활용하여 3차원 입체 영상 부

가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 타입을 추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

스트림 패킷 확장 필드 데이터(PES extension field data)를 이용하여 2 비트(bit)의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

(3D_Video_type)이 추가로 정의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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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 3 의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3D_Video_type)을 추가로 정의할 때,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

스트림 패킷 확장 필드 데이터(PES extension field data)에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3D_Video_type)을 나타

내는 값이 미리 정의되어져 있어야 한다. "00" 값은 시차 정보(Disparuty Information), "01" 값은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10" 값은 다른 시점의 영상(Additional 3D video), "11" 값은 예약(Reserved)을 의미한다.

한편,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140)는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PMT(Program Map Table), NIT

(Network Information Table), CAT(Conditional Access Table)의 4가지 테이블로 구성되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

를 생성한다. 여기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의 유료부하(payload) 부분에 삽입되는데

수신기에서의 초기화 등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 내에 반복적으로 전송된다. 상기 테이블들은 각기 다른 패킷 식별자

(PID)값에 의해 구분되며, 한 개의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에는 한 종류의 테이블만 전송된다.

아래의 [표 2]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의 패킷 식별자(PID) 값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다.

[표 2]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TS)을 식별하기 위해 상기 [표 2] 에 정의된 바와 같이, "0x00010 ~

0x1FFE" 구간의 패킷 식별자(PID) 값을 임의로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고, 설정된 패킷 식별자(PID) 값과 의미는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내에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에 기존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하

는 전송 스트림(TS)의 패킷 식별자(PID) 설정 및 설명뿐만 아니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TS)

의 패킷 식별자(PID) 설정 및 설명을 추가로 정의한다.

여기서, 패킷 식별자(PID)의 "0x0000" 은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 Program Association Table), "0x0001" 은 제한

엑세스 테이블(CAT : Condition Access Table), "0x0002" 는 전송 스트림 설명 테이블(TS Description Table),

"0x0003 ~ 0x000F" 구간은 예약(Reserved), "0x00010 ~ 0x1FFE" 구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임의의 패킷 식별자

(PID), "0x1FFF" 는 널 패킷(Null Packet)을 의미한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정보를 가진 전송 스트림(TS)의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

조도이다.

도 4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정보를 가진 전송 스트림(TS)은 MPEG-2 시스템 표준규격

(ISO/IEC 13818-1)의 구성을 따르며,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에는 전송 스트림(TS)이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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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번호와 패킷 식별자(PID)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의한다. 즉, 각 프로그램 번호

(Program_number 0, 1, 2, ... , i)에 대한 네트워크 식별자(network_PID),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에 대한 패킷 식별자

(program_map_PID)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가 하나의 프로그램 번호(program number)를 갖게 되고, 반드시 한 개의 프로그

램 구조 테이블에 대한 패킷 식별자(program_map_PID)를 갖는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정보를 가진 전송 스트림(TS)의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

조도이다.

도 5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정보를 가진 전송 스트림(TS)은 MPEG-2 시스템 표준규격

(ISO/IEC 13818-1)의 구성을 따르며,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스트림(ES)

에 대한 내용 및 패킷 식별자(PID)를 포함한다. 즉, 프로그램에 대한 각 정보의 스트림 타입(stream_type), 구성요소에 대

한 전송 스트림의 패킷 식별자(elementary_PID), 기본 스트림 정보의 길이(ES_info_lengh), 설명(discriptor) 등의 정보

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3차원 콘텐츠가 존재할 때 오리지널 영상,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구성요소에 대한 패킷 식별자(elementary_PID)와 각각의 정보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구성요소에 대한 패킷 식별자(elementary_PID)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 패킷(TS)의 패킷 식별자

(PID) 값을 나타내고,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구성요소에 대한 패킷 식별자(elementary_PID)의 패킷 식별자(PID)

값을 갖는 패킷(Packet)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종류를 나타낸다.

아래의 [표 3]은 현재 표준화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에 대한 할당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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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의 구분을 위해 상기 [표 3]에 정의된 바와 같이, MPEG-2 비디오는 "0x02", MPEG-2 오디오

는 "0x04"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정의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2차원 영상과 같이 "0x02"로 정의하면 한 개의 프로그램에 두 개의 비디오 스트

림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인해 기존의 2차원 디지털 수신 장치에서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표준 규격에서 예약(reserved)이나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 중 하나에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스트림을 새롭게 정의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 구성 다이어그램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6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은 MPEG-2 시스템 표준규격(ISO/IEC 13818-1)의 구성에 따

라 188 바이트의 고정 길이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으로 생성되며, 크게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 헤더와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 유료부하(Payload)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상기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 헤더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화 바이트 및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의 패킷 식별자

(PID)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 유료부하(Payload)는 각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

Ori, PES_3D),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Au), 및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_Ori, PES_3D, PES_Au)은 도 6 에 도시된 MPEG-2 시스템 표준 규격(ISO/IEC 13818-1)

의 전송 스트림(TS) 구성에 따라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도 1 의 전송 스트림 생성부(160)

는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에 정의되어 있는 패킷 식별자(PID) 값을 참조하여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

킷(PES_Ori)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3D) 및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

킷(PES_Au)을 입력받아 각각의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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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은 상기 도 1 의 다중화부(170)에서 하나의 전송 스트림(TS)으로 다중화되어 전송이

가능하게 변조부(180)에 의해 변조되어 전송된다.

이 때, 상기 다중화부(170)의 마지막 과정에서 오리지날 디지털 영상 전송 스트림(TS_Ori)에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를

삽입하여, 동기화하기 위한 시스템 클럭 검출에 사용한다.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의 삽입 주기는 MPEG-2 시스템 규격

을 따른다.

도 7 는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변

조되어 수신된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변조된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부(710), 상기 복조부(710)로부터 복조된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고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로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아 하나의 다중화된 전

송 스트림(TS)을 역 다중화하여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구분하기 위한 역 다중화부(720), 상기 역 다중화부(720)로

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입력받아 프로그램 특성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역 다중화부

(720)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 상기 역 다중화부(720)에서 역 다중화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각 전송 스트림을 분석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생성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 분석부(740), 상기 전송 스트

림 분석부(740)로부터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입력받아 역 패킷화하여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생성하기 위

한 역 패킷화부(750), 상기 역 패킷화부(750)로부터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입력받아 복호화하기 위한 디코딩부(760),

상기 디코딩부(760)에서 디코딩한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아 합성하여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영상 합성부(770), 및 상기 영상 합성부(770)로부터 2차원 영상이나 3차원 입체 영상을 입력받아 사용자가

선택한 디스플레이 타입에 따라 출력하고, 상기 디코딩부(760)로부터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출력하기 위한 출력부

(780)를 포함한다.

상기 역 다중화부(720)는, 상기 복조부(710)로부터 복조된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를 먼저 분리하여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로 전달하고,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로부터

각각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패킷 식별자 정보)를 입력받아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

Ori),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3D),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Au)으로 역 다중

화한다.

즉, 상기 역 다중화부(720)는 다중화된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전송 스트림(TS) 헤더에 있는 패킷 식별자(PID) 값이

"0x0000"인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정보를 갖고 있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찾아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

석부(730)로 전달한다. 이 후,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로부터 프로그램 번호(Program number)와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에 대한 패킷 식별자(Program_map_PID)를 전달받아 전송 스트림(TS)으로부터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정보

를 갖고 있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찾아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로 전달한다. 이 후, 프로그램 특성 정

보 분석부(730)로부터 각 구성 스트림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과 패킷 식별자(elementary_PID)를 전달받아 각

각의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Ori, TS_3D, TS_Au)으로 역 다중화한다.

이 때,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을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새롭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수신 장치가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일 경우에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인식해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스트림만

을 처리한다. 따라서, 기존의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경우에

는 새롭게 정의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을 인식하고 비디오, 오디오 및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한, 상기 역 다중화부(720)는, 도 1 의 송신 장치와 도 7 의 수신 장치의 클럭 동기화를 위해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Ori)의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를 바탕으로 시스템 클럭을 복원한다.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는, 상기 역 다중화부(730)로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

을 입력받아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의 정보나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를 분석하여 상

기 역 다중화부(720)에서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상기 역 다중화부(720)로

출력한다.

즉,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PSI)는, 상기 역 다중화부(720)로부터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전달받아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의 유료부하(Payload)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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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다중화부(720)로 전달하고, 다시 상기 역 다중화부(720)로부터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전달받아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의 유료부하(Payload)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역 다중

화부(720)로 전달한다.

상기 전송 스트림 분석부(740)는, 상기 역 다중화부(720)로부터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Ori)을 입력받아

분석하여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Ori)을 생성하기 위한 제 1 전송 스트림 분석기(741), 상기 역 다중

화부(720)로부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3D)을 입력받아 분석하여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3D)을 생성하기 위한 제 2 전송 스트림 분석기(742), 및 상기 역 다중화부(720)로

부터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Au)을 입력받아 분석하여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Au)

을 생성하기 위한 제 3 전송 스트림 분석기(743)를 포함한다.

상기 역 패킷화부(750)는, 상기 전송 스트림 분석부(740)로부터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Ori)을 입력

받아 역 패킷화하여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Ori)을 생성하기 위한 제 1 역 패킷화기(751), 상기 전송 스트

림 분석부(740)로부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3D)을 입력받아 역 패킷화하여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Ori)을 생성하기 위한 제 2 역 패킷화기(752), 및 상기 전송 스트림 분석부

(740)로부터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Au)을 입력받아 역 패킷화하여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

트림(ES_Au)을 생성하기 위한 제 3 역 패킷화기(753)를 포함한다.

이 때, 상기 역 패킷화부(750)의 제 2 역 패킷화기(752)는,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와 관련하여 새롭게 입력한 입력 필드가 있을 경우에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패킷(PES_3D)

의 헤더부에서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의 3차원 입

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각 정보를 구분하는 기능을 더 수행한다.

상기 디코딩부(760)는, 상기 역 패킷화부(750)로부터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Ori)을 입력받아 현재 방송

규격인 MPEG-2로 복호화하기 위한 제 1 MPEG-2 디코더(Decoder)(761), 상기 역 패킷화부(750)로부터 3차원 입체 영

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3D)을 입력받아 효율적으로 복호화하기 위한 임의의 디코더(Decoder)(762), 및

상기 역 패킷화부(750)로부터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Au)을 입력받아 현재 방송 규격인 MPEG-2로 복호

화하기 위한 제 2 MPEG-2 디코더(Decoder)(763)를 포함한다.

이 때, 상기 디코딩부(760)는 상기 역 패킷화부(750)로부터 입력받은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Ori),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3D), 및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간의 복호화 동기를 맞추기 위

해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를 이용해 동기화한다.

상기 영상 합성부(770)는 상기 디코딩부(760)에서 디코딩한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아 동

기화시켜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한 후, 2차원 디스플레이를 위한 오리지널 영상의 2차원 영상(2D)과 3차원 디스플레이

를 위한 3차원 입체 영상(3D)을 영상 디스플레이부(781)로 출력한다.

이 때,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는 시스템 클럭인 프로그램 시간 참

조(PCR)와 기본 스트림 패킷(PES) 내에 존재하는 재생 시간 정보(PTS : Presentation Time Stamp)를 이용하여 동기화

시킨다.

여기서, 2차원 영상의 오리지널 영상은 다른 시점의 영상과 비교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한 시점의 영상이고, 3차원 입체

영상의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는 오리지널 영상과 시점이 다른 하나의 다른 시점 영상, 또는 다른 여러개의 시점을

갖는 다시점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영상 합성부(770)는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의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적절한 3차원 입체 영상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한다.

상기 출력부(780)는 상기 영상 합성부(770)로부터 입력받은 2차원 영상이나 3차원 입체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영

상 디스플레이부(781), 및 상기 디코딩부(760)로부터 입력받은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오디오 데이터 출력부

(782)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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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기 출력부(780)는 사용자가 선택한 디스플레이 타입에 따라 출력정보를 달리하는데, 사용자가 선택한 디스플레

이 타입이 2차원일 경우에는 2차원 영상을 영상 디스플레이부(781)를 통해 출력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디스플레이 타입이

3차원일 경우에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영상 디스플레이부(781)를 통해 출력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이다.

먼저, 영상 획득부(110)가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획득하고(810), 오디오 데이터 획득부(120)가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한다(820).

이 후, 인코딩부(Encoder)(130)가 상기 영상 획득부(110)에서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상기 오디오 데이터 획득부(120)에서 획득한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각각 부호화하여 각 기본 스

트림(ES)을 생성한다(840).

이 때,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구분하여(830) 오리지널 영상은 현재 방송 규격인 MPEG-

2 인코더로 부호화하고(841),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해 임의의 인코더로 부호화하여

(842) 각각의 기본 스트림(TS)를 생성한다. 또한, 상기 오디오 데이터 획득부(120)에서 획득한 오디오 데이터는 현재 방

송 규격인 MPEG-2 인코더로 부호화하여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을 생성한다(843).

이 후,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부(140)가 오리지널 영상,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과 같은 각각의

정보를 서로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한다(850).

그리고, 패킷화부(150)가 상기 부호화하여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패킷화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생성

한다(860).

이 후, 전송 스트림 생성부(160)가 상기 생성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와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생성한다(870).

이 후, 다중화부(170)가 상기 생성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하나의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한다(880).

이 후, 변조부(180)가 상기 다중화한 전송 스트림(TS)을 변조하여(890) 송신한다.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이다.

먼저, 복조부(710)가 변조된 전송 스트림(TS)을 수신하여 변조된 신호를 복조한다(910).

이 후, 역 다중화부(720)가 패킷 식별자에 따라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먼저 분리한다

(920).

그러면,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부(730)가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특성

정보를 분석한다(930).

이 후, 역 다중화부(720)가 상기 분석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송 스트림

(TS)으로 역 다중화한다(940).

이 후, 전송 스트림 분석부(740)가 상기 역 다중화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을 분석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생성한다

(950).

이 후, 역 패킷화부(750)가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역 패킷화하여 각 기본 스트림(ES)을 생성한다

(960).

이 후, 디코딩부(760)가 상기 역 패킷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복호화한다(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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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제 1 MPEG-2 디코더(Decoder)(761)가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Ori)을 현재 방송 규격인 MPEG-2

로 복호화하고(971), 임의의 디코더(Decoder)(762)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3D)을 효율

적으로 복호화하고(972), 제 2 MPEG-2 디코더(Decoder)(763)가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Au)을 현재 방

송 규격인 MPEG-2로 복호화한다(973).

이 후, 영상 합성부(770)가 상기 복호화한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합성하여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한다(980).

이 후, 출력부(780)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2차원 영상이나 3차원 입체 영상을 오디오 데이터와 함께 출력한다(990).

이러한 본 발명의 상세 동작 과정은 상기 도 1 및 상기 도 7 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 다시 중복적으로 언급

하지 않기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다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만을 지원하는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과 같은 3차원 입체 영상 부

가 데이터를 2차원 비디오 스트림(Transport Stream)에 동기되어진 부가 스트림으로 정의하여 처리함으로써, 2차원 디

지털 방송 시스템과 완전한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3차원 입체 영상 기반의 방송 콘텐츠가 수신되더라도, 기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

자는 2차원 영상의 방송을 즐길 수 있으며,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 영상의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3차원 입체 영상 방송 장치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에 있어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영상 획득수단;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오디오 데이터 획득수단;

상기 영상 획득수단에서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 획

득수단에서 획득한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각 데이터를 기본 스트림(ES)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인코딩수단;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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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코딩수단에서 부호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입력받아 각각 패킷화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으로 생성하

기 위한 패킷화수단;

상기 패킷화수단에서 패킷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입력받고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에서 생성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아,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생성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 생성수단;

상기 전송 스트림 생성수단에서 생성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하나의 전송 스트림(TS)으로 다중화하기 위

한 다중화수단; 및

상기 다중화수단에서 다중화한 전송 스트림(TS)을 변조하기 위한 변조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수단은,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

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존 2차

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을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

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는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및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

지털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화수단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새롭게 필요한 입력 필드가 있을 경우에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

본 스트림 패킷(PES_3D)의 헤더부에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및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구분을 위해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입력 필드를 추가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

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6.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수신받은 전송 스트림(TS)을 복조하기 위한 복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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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조수단에서 복조한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고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에서 분석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입력받아, 상기 전송 스트림(TS)을 역 다중화하여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추출하기 위한 역 다중화수단;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입력받아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분석하여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 전달

하기 위한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

상기 역 다중화수단에서 역 다중화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각 전송 스트림을 분석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

을 생성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 분석수단;

상기 전송 스트림 분석수단으로부터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입력받아 역 패킷화하여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생성하기 위한 역 패킷화수단;

상기 역 패킷화수단으로부터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입력받아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수단;

상기 디코딩수단에서 디코딩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및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합성하여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생성하기 위한 영상 합성수단; 및

상기 영상 합성수단으로부터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입력받고 상기 디코딩수단으로부터 오디오 데이터를 입

력받아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을 포함하되,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

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에 있어,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정의되어 있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는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및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

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역 다중화수단은,

상기 복조수단에서 복조한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먼저 분리하

여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으로 전달하고,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으로부터 각각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패킷 식별자 정보)를 입력받아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Ori), 3차원 입체 영상 부

가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3D),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Au)으로 역 다중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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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역 다중화수단은,

상기 복조수단에서 복조한 전송 스트림(TS)을 입력받아 전송 스트림(TS) 헤더에 있는 패킷 식별자(PID) 값을 확인하여 프

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정보를 갖고 있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찾아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으로

전달하고,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으로부터 프로그램 번호(Program number)와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에 대한

패킷 식별자(Program_map_PID)를 전달받아 전송 스트림(TS)으로부터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정보를 갖고 있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찾아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으로 전달하며,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

단으로부터 각 구성 스트림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과 패킷 식별자(elementary_PID)를 전달받아 각각의 정보

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Ori, TS_3D, TS_Au)으로 역 다중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

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역 다중화수단은,

송/수신 장치 간의 클럭 동기화를 위해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Ori)의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를 바탕으

로 시스템 클럭을 복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은,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부터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입력받아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의

정보나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역 다중화수단에서 각각의 전송 스트림

(TS)을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수단은,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전달받아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의 유료부하(Payload)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 전달하고, 다시 상기 역 다

중화수단으로부터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송 스트림 패킷(TS Packet)을 전달받아 전송 스트

림 패킷(TS Packet)의 유료부하(Payload)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역 다중화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3.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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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역 패킷화수단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새롭게 입력한 입력 필드가 있을 경우에,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

본 스트림 패킷(PES_3D)의 헤더부에서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의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각 정보를 구분하는 기능을 더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4.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수단은,

상기 역 패킷화수단으로부터 입력받은 오리지널 영상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Ori),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ES_3D), 및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기본 스트림 간의 복호화 동기를 맞추기 위해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를

이용하여 동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5.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합성수단은,

다른 시점의 영상, 또는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또는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등의 3차원 입체 영상 부

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3차원 입체 영상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6.

제 6 항 또는 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합성수단은,

오리지널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시스템 클럭인 프로그램 시간 참조(PCR)와 기본 스트림 패킷(PES) 내에

존재하는 재생 시간 정보(PTS)를 이용하여 동기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

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17.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수단은,

사용자 선택 신호의 디스플레이 타입이 2차원일 경우에는 2차원 영상을 영상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출력하고, 사용자 선택

신호의 디스플레이 타입이 3차원일 경우에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상기 영상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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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방법에 있어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는 획득단계;

상기 획득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각각

부호화하여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으로 생성하는 인코딩단계;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패킷화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으로 생성하는 패킷화단계;

상기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

하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단계;

상기 생성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와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생성

하는 전송 스트림 생성단계;

상기 생성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하나의 전송 스트림(TS)으로 다중화하는 다중화단계; 및

상기 다중화한 전송 스트림(TS)을 변조하여 외부로 송신하는 변조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생성단계는,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

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존 2차

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을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

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송신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는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및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

지털 방송 송신 방법.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수신받은 전송 스트림(TS)을 복조하는 복조단계;

상기 복조한 전송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패킷 식별자에 따라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분리하는 분리단계;

상기 분리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구분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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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석한 프로그램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으로 역 다중화하는 역

다중화단계;

상기 역 다중화한 각각의 전송 스트림을 분석하여 기본 스트림 패킷(PES)으로 생성하는 기본 스트림 패킷 생성단계;

상기 생성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 패킷(PES)을 역 패킷화하여 각 기본 스트림(ES)으로 생성하는 기본 스트림 생성단계;

상기 역 패킷화한 각각의 기본 스트림(ES)을 복호화하는 복호화단계;

상기 복호화한 오리지널 영상 데이터와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합성하여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

하는 영상 생성단계; 및

상기 생성한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입체 영상 중 어느 하나의 영상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단계를 포함

하되,

본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위해, 각각

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에 있어, 기존 2차원 디지털

방송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그대로 정의되어 있고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타입(stream_type)은 예약(reserved) 또는 사용자 개인(user private)으로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는 다른 시점의 영상, 시차 정보(Disparity Information) 및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

지털 방송 수신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 분석단계는,

상기 프로그램 특성 정보에 대한 전송 스트림(TS_PSI)을 입력받아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AT)의 정보나 프로그램 구조

테이블(PMT)의 패킷 식별자(PID) 정보를 분석하여 각각의 전송 스트림(TS)을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성 정보(PSI)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 영상 부가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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