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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부분 데이터 구간 재생을 위한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과 장치, 및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부분 데이터 구간 재생 방법과 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을 결정하고,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각각의 표시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추출된 표시 시간 정보들이 동일한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있는
경우,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 중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3차원 영상을 부분적으로 재생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시청시 발생할 수 있는 피로도를 낮추며
효과적인 입체감을 전달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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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 스트림 및 부 스트림을 포함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 각각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표시 시간
정보(Composition Time Stamp, CTS)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를 갖는 경우,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
림을 포함하는 스트림들 중 어떠한 스트림이 기준 시점 영상들을 포함하는 주 스트림인지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주 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추출된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및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표시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 중 적어도 하나의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에 대한 정보를 이
용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른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상기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를 갖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 각각에 대한 각각의 배치 순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배치 순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 중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혼합 영상에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에 대한 정보 및 부가 시점에 대한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에 대한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추출하
는 단계; 및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상기 배치 순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주 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
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는, 상기 결정된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
부터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에 대한 정보
를 이용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른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적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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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상기 혼합 영상에서 상기 기준 시점 영상 및 상기 부가 시점 영상에 대한 정보가 배
치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중 모노스코픽 영상이 재생될 때, 상기 주 스트림 및
부 스트림 중 우선적으로 재생될 우선 재생 스트림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
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는,
상기 우선 재생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복원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수직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 수평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 탑 다운
포맷,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 필드 시퀀셜 포맷, 프레임 시퀀셜 포맷, 블록 인터리브드 포맷, 변이 맵, 깊
이 맵, 변이 및 움직임 맵, 단일 기준 시점 영상 포맷 및 단일 부가 시점 영상 포맷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이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일 때, 상기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은 moov 박스, mdat 박스 및 meta 박스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상기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
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의 하위 레벨인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및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인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부터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10
주 스트림 및 부 스트림을 포함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 각각으로부터 복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표시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표시 시간 정보 추출부;
상기 복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 중에서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를 갖는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있는
경우,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을 포함하는 스트림들 중 어떠한 스트림이 기준 시점 영상들을 포함하
는 주 스트림인지 결정하는 충돌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 및
상기 결정된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각각으로부터 추출된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재생하
는 재생부를 포함하고,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및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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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 중 적어도 하나의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에 대한 정보를 이
용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부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상기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를 갖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 각각에 대한 배치 순서 정보들을 추출하고,
상기 배치 순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 중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혼합 영상에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
점 영상에 대한 정보 및 부가 시점에 대한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에 대한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상기 배치 순서 정보에 따라, 상기 주 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고,
상기 재생부는, 상기 결정된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
출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에 대한 정보
를 이용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른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상기 혼합 영상에서 상기 기준 시점 영상 및 상기
부가 시점 영상에 대한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
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중 모노스코픽 영상이 재생될 때 상기 주 스트림 및 부
스트림 중 우선적으로 재생될 우선 재생 스트림을 결정하는 우선 재생 스트림 결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부는,
상기 우선 재생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복원하고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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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수직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 수평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 탑 다운
포맷,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 필드 시퀀셜 포맷, 프레임 시퀀셜 포맷, 블록 인터리브드 포맷, 변이 맵, 깊
이 맵, 변이 및 움직임 맵, 단일 기준 시점 영상 포맷 및 단일 부가 시점 영상 포맷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이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일 때, 상기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은 moov 박스, mdat 박스 및 meta 박스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상기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
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의 하위 레벨인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및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인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부터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
청구항 19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하나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와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
트림을 복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부분적 3차원 데이터 구간 및 2차원 데이터 구
간을 포함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데이터 구간 별 3차원/2차원 영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파라미
터가 기록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러한 파라미터가 기록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복호화하여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현재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전송에 대한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MPEG-2 MVP(Muliti-view Video
Profile)을 시작으로 MPEG-4 MAC(Multiple Auxiliary Component)를 이용한 깊이 맵 전송 방법, MPEG-4
AVC/H.264의 MVC(Multi-view

Video Coding) 등 많은 표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현재 MAF(Multimedia

Application Format)에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
다.
[0003]

도 1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기초 스트림이 2개일 때 시간축 상으로 부분적인 3차원/2차원 영
상 구간의 일례를 도시한다.

[0004]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복수 개의 기초스트림을 가질 수 있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100)의 mdat 박스에 두 개의 기초 스트림(110, 120)이 기록되어 있다. 제 1 기초 스트림(110)은 제 1 표시 시
간 구간에 좌시점 영상 1(112), 제 2 표시 시간 구간에 단일 시점 영상(114), 제 3 표시 시간 구간에 좌시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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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116)이 기록되어 있다. 제 2 기초 스트림(120)은 제 1 표시 시간 구간에 우시점 영상 1(122), 제 3 표시
시간 구간에 우시점 영상 2(126)이 기록되어 있다.
[0005]

도 1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100)은 하나의 기초 스트림(110)에만 2차원 영상, 즉 단일 시점 영상
데이터(114)이 기록되고, 다른 기초 스트림(120)에는 스테레오 영상 데이터만이 기록된다.

[0006]

도 2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기초 스트림이 2개일 때 시간축 상으로 부분적인 3차원/2차원 영
상 구간의 다른 예를 도시한다.

[0007]

도 2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200)은 두 개의 기초 스트림(210, 220)이 기록되어 있으며, 기초 스
트림들은 모두 스테레오 영상(212, 216, 222, 226) 및 단일 시점 영상(214, 224)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두 기초 스트림(210, 220) 각각에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CT, composition time)를 갖는 단일 시점 영
상(214, 224)이 기록되어 있다면, 재생 장치는 어느 기초 스트림의 단일 시점 영상을 재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0008]

도 3은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의 기준적인 구조를 도시한다.

[0009]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은 'ftyp' 박스, 'moov' 박스, 'mdat' 박스를 포함한다.

[0010]

'ftyp' 박스에는 파일 타입과 호환 포맷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호환 타입에 따라 해당 디코더가 영상 데이
터를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

[0011]

'moov' 박스의 각각의 데이터는 'atom'이라는 오브젝트 기반의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레임률(frame
rate), 비트율(bit rate), 영상 사이즈 등의 컨텐츠 정보와 빨리 감기(FF)/빨리 되감기(REW) 등의 재생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sync' 정보 및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0012]

'mdat' 박스는 각각의 트랙(trak)에 따라 실제 스트림 데이터를 포함하며,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가 각각의
프레임 단위로 저장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0013]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복수 개의 기초 스트림에 동
일한 표시 시간 정보의 단일 시점 영상이 기록된 경우, 자동적으로 재생할 단일 시점 영상이 선택될 수 있도록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
를 제안하는데 있다.

[0014]

또한, 수신단에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를 갖는 단일
시점 영상들 중 자동적으로 재생할 단일 시점 영상을 선택하여 복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안하는데 있다.

과제 해결수단
[0015]

상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를 구비하는 혼합 영상을 구
성하는 방법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하
는 단계; 상기 혼합 영상에서 상기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상기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에 대한
정보인 배치 순서 정보를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스테
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혼합 영상의 데이터를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
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6]

일 실시예에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데이터 구간 별로 구분되며,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
맷 정보 및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 별로 결정된다.

[0017]

일 실시예의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수직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 수평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 탑 다운 포맷,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 필드 시퀀셜 포맷, 프레임 시퀀셜 포맷, 블록 인터리브드
포맷, 변이 맵(disparity map), 깊이 맵(depth map), 변이 및 움직임 맵(disparity and motion map), 단일 기
준 시점 영상 포맷(Monoscopic base view image format) 및 단일 부가 시점 영상 포맷(Monoscopic additional
view image format)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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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일 실시예에서, 상기 혼합 영상의 데이터가 주 기초 스트림 및 부 기초 스트림에 기록되는 경우 상기 배치 순
서 정보는, 상기 주 데이터스트림에 상기 혼합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 중 어느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고, 상기 부 데이터스트림에 상기 혼합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
상 정보 중 나머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0019]

일 실시예의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기
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이다.

[0020]

일 실시예에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이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일 때, 상기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은 moov 박스, mdat 박스 및 meta 박스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상기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의 하
위 레벨인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및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인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기록된다.

[0021]

상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은, 상기 스테레
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각각의 표시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
간들의 추출된 표시 시간 정보들이 동일한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있는 경우, 상기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
들 중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재생 스트림
재생 스트림를 포함한다.

[0022]

일 실시예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상기 주 스트림 및 적어도 하나의 부 스트림을 포함한다.

[0023]

일 실시예의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 단계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에 대한 스
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데이
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혼합 영상으로 구성되는 방법에 따른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0024]

일 실시예의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 단계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상
기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에 대한 각각의 배치 순서 정보들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배치 순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주 스트림 및 상기 부 스트림 중 상기 주 스트림으로 결정된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
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상
기 혼합 영상에서 상기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상기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에 대한 정보를 나
타낸다.

[0025]

일 실시예의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 단계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영상 데이터 구간에 대한 스
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추출
된 배치 순서 정보에 따라, 상기 영상 데이터 구간 중 상기 주 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
터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 단계는, 상기 결정된 주 스트림의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혼합 영상으로 구성
되는 방법에 따른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상기
혼합 영상에서 상기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상기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에 대한 정보재생 스트
림재생 스트림를 나타낸다.

[0026]

일 실시예의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 단계는, 상기 재생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복원
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27]

일 실시예의 재생 스트림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은,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
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중 모노스코픽 영상이 재생될 때 상기 주 스트림 및 부 스트림 중 우선적으로 재생될 우
선 재생 스트림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28]

일 실시예의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는, 수직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 수평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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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탑 다운 포맷,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 필드 시퀀셜 포맷, 프레임 시퀀셜 포맷, 블록 인터리브드
포맷, 변이 맵, 깊이 맵, 변이 및 움직임 맵, 단일 기준 시점 영상 포맷 및 단일 부가 시점 영상 포맷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한다.
[0029]

일 실시예의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이다.

[0030]

일 실시예에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이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일 때, 상기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은 moov 박스, mdat 박스 및 meta 박스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상기
배치 순서 정보는, 상기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moov 박스의 하
위 레벨인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및 상기 trak 박스의 하위 레벨인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부터 추출된다.

[0031]

상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을 생성하는 장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를 구비하는 혼합 영
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하는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기록부; 상기 혼합 영상에서 상기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상기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에 대한 정보인 배치 순서 정보를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하는 배치 순서 정보 기록부; 및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혼합 영상의 데이터를 상기 스
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하는 영상 데이터 기록부를 포함한다.

[0032]

상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을 복호화하는 장치는,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
터 구간들을 결정하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각각의 표
시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표시 시간 정보 추출부; 및 상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추출된 표시 시간
정보들이 동일한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있는 경우, 상기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 중 주 스트림의 모노스
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충돌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를 포
함한다.

[0033]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0034]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효 과
[0035]

본 발명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 및 장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복수
개의 기초 스트림에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의 단일 시점 영상이 기록된 경우, 자동적으로 재생될 단일 시점 영
상을 선택하여 복호화할 수 있도록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혼합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 혼합 영상에서 각각의
시점 영상들이 배치된 순서 정보를 포함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0036]

또한, 수신단에서 상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혼합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 및 혼합 영상 상에서 각각 시
점의 영상이 배치된 순서 정보를 이용하여, 단일 시점 영상의 표시 시간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
로 재생할 단일 시점 영상이 선택되어 복호화될 수 있다.

[0037]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다양한 재생 장치에
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이 올바른 시점에서 재생될 수 있고 입체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스테레스코픽
영상의 2차원 영상 및 3차원 영상이 부분적으로 재생되므로 오랜 시간 3차원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피로감을 낮추며 효과적인 입체감을 전달할 수 있다.

[0038]

본 발명은 3차원 영상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포맷에 관한 기술이며,

3차원 영상의 활

용 분야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2차원 부복호화 기기를 포함하므로, 본 발명 기술은 스테레오스코픽 디지
털 TV(PDP, LCD, DLP 방식), 스테레오스코픽 PC 모니터, 스테레오스코픽 캠코더, 스테레오스코픽 BD 플레이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9]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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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0040]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0041]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400)는 3차원 재생 구간 정보 기록부(410),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부(420), 카메라 정보 기록부(430), 시차 정보 기록부(450), 스케일링 정보 기록부(440) 및 영상
기록부(470)를 포함한다.

[0042]

3차원 재생 구간 정보 기록부(41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된 영상 데이
터 중 3차원으로 재생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에 대한 3차원 재생 구간 정보를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하여, 영상 기록부(470)로 출력한다.

[0043]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부(420)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정보를 구비하는 혼합 영상을 구성하
는 방법 정보를 헤더 영역에 기록하여 영상 기록부(470)로 출력한다.

[0044]

카메라 정보 기록부(43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획득한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정보를 헤더 영역에 기록하여
영상 기록부(470)로 출력한다.

[0045]

스케일링 정보 기록부(440)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정보를 구비하는 혼합 영상으로 구성될 때
사용되는 스케일링 방법 정보를 헤더 영역에 기록하여 영상 기록부(470)로 출력한다.

[0046]

시차 정보 기록부(45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 사이의 시차(parallax) 정
보를 헤더 영역에 기록하여, 영상 기록부(470)로 출력한다.

[0047]

3차원 재생 구간 정보 기록부(410),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부(420), 카메라 정보 기록부(430), 스케일링 정
보 기록부(440) 및 시차 정보 기록부(450)에서 헤더 정보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모두 저장된 후, 영상 기록부(470)로 출력된다.

[0048]

영상 기록부(470)는 영상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
터스트림을 출력한다.

[0049]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400)에 의해 생성된 스테레
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페이로드 영역에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헤더 영역에 3차원 재생 구간 정보,
혼합 영상 구성 정보, 카메라 정보, 스케일링 정보 기록부, 시차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헤더 정보를
저장한다.

[0050]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부만을 구비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
트림 생성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0051]

본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405)는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부(420) 및
영상 데이터 기록부(470)를 포함하며,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부(420)는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기록부(422) 및 배치 순서 정보 기록부(424)를 포함한다.

[0052]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기록부(422)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
가 혼합 영상으로 구성되는 방법에 따른 영상 포맷에 대한 정보인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하고, 배치 순서 정보 기록부(424)로 출력한다.

[0053]

배치 순서 정보 기록부(424)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혼합 영상에서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에 대한 정보인 배치 순서 정보를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
하고, 영상 데이터 기록부(470)로 출력한다.

[0054]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데이터 구간으로 구분되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
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 별로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 구간에 대해 스테레오 포맷 정보 또
는 배치 순서 정보가 통일될 수도 있으며, 복수 개의 데이터 구간 별로 스테레오 포맷 정보 또는 배치 순서 정
보가 변할 수도 있다.

[0055]

일 실시예의 혼합 영상의 데이터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주 기초 스트림 및 부 기초 스트림에
기록되는 경우, 배치 순서 정보는, 주 기초스트림에 혼합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
중 어느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즉, 배치 순서 정보에 의해, (i) 주 기초스트림
에 기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고, 부 기초스트림 정보에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경우, 또는 (ii)

-9-

등록특허 10-1506217
주 기초스트림에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고, 부 기초스트림에 기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지 경우가
표현된다.
[0056]

영상 데이터 기록부(470)는 혼합 영상 데이터를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하
여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출력한다.

[0057]

일 실시예의 영상 데이터 기록부(47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이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일
때,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는,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moov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moov 박스의 하위 레벨인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및 trak 박스의 하
위 레벨인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기록한다.

[0058]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0059]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500)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510), 재생 스트
림표시 시간 정보 추출부(520), 및 충돌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를 포함한한다.

[0060]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51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수신받고,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여, 재생 스트림표시 시간 정
보 추출부(520)로 출력한다.

[0061]

일 실시예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51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스테레
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추출하는 스테레
오 영상 포맷 정보 추출하고, 추출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
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한다. 즉, 영상 데이터 구간의 스테레오 영상 포맷이 모노스코픽 영상 포맷인 영상 데이
터 구간이 검출된다.

[0062]

재생 스트림표시 시간 정보 추출부(520)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각각의 표시 시간 정보를 추출재
생 스트림하여,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로 출력한다.

[0063]

표시 시간 정보(Composition Time Stamp, CTS)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가 복원되어
재생될 때, 해당 데이터 구간의 영상 데이터가 재생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스테레오 영상의 경우 다른 스트림
상의 영상 데이터의 표시 시간 정보가 동일하면, 스테레오 영상 재생 방식에 기초하여 동일 시간대에 각각의
영상 데이터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노스코픽 영상의 경우 한 스트림 상의 영상 데이터만이 표시되
어야 하며, 동일한 표시 시간 정보를 갖는 영상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된다.

[0064]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 중 표시 시간 정보 추출부(520)으로부
터 추출된 표시 시간 정보들이 동일한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있는 경우,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 중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0065]

일 실시예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구간에 대한 배치 순서
정보를 추출한다.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추출부(510)는 추출된 배치 순서 정보를 이용하여 주 스트림
및 부 스트림 중 주 스트림으로 결정된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0066]

여기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500)에서의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
보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405)에서의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와
동일하다.

[0067]

또 다른 실시예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51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영상 데이터 구간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추출하고,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에 따라, 영상 데이터 구간 중 주 스트림의 적어도 하나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한다. 이 때,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는, 결정된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
로부터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0068]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의 다른 실시예는, 우선 재생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영상 데이터를 복원
하여 재생한다.

[0069]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500)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중
모노스코픽 영상이 재생될 때 주 스트림 및 부 스트림 중 우선적으로 재생될 우선 재생 스트림을 결정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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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재생 스트림 결정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재생 스트림사용자로부터 우선 재생 스트림 선택 신호를 입력받
는 우선 재생 스트림 선택부가 부가될 수 있고, 충돌 모코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는,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와 관계없이 입력된 우선 재생 스트림 선택 신호에 의해 결정된 우선 재생 스트림
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
[007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모노스코픽 영상의 재생 시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주 스트림 상의 영상 데이
터가 우선적으로 재생되지만, 재생 스트림 선택 신호에 따라 소정의 부 스트림 상의 영상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재생될 수도 있다.

[0071]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500)에 수신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이 ISO 기반
의 미디어 파일 포맷일 때,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는,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moov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moov 박스의 하위 레벨인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및 trak 박스의 하위 레벨인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부터 추출된다.

[0072]

이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여러가지 헤더 정보를 추출하여 영상을 복원하는 복호화 방
법이 서술된다.

[0073]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을 수신받는 수신부, 수
신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파라미터 정보를 추출하는 파라미터 추출부, 추출된 파라미터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영상 복원부를 포함한다.

[0074]

복호화 장치가 MPEG-4 또는 H.264 규격 기반인 경우, 영상 복원부는 가변 길이 부호 복호기(Variable Length
code Decoder) 모듈, 움직임 보상/예측(Motion Compensation/Prediction) 모듈, 주파수 역변환(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ation) 모듈, 역양자화(Inverse Quantization) 모듈 및 디블로킹(Deblocking) 모듈
를 포함할 수 있다.

[0075]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된 영상 데이터 중 3차원으로 재생되는 데이터
구간에 대한 3차원 재생 구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76]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77]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획득한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78]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 사이의 시차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79]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혼합 영상에서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스케일링 방법에 대한 스케일링 방법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0080]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3차원 재생 구간의 개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81]

또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
으로부터 3차원 재생 구간의 범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3차원 재생 구간의 범위 정보는 페이로드 영역에 기
록된 3차원 재생 구간의 시작 프레임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시작 인덱스 정보, 및 3차원 재생 구간의 마지막 프
레임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종료 인덱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82]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획득한 카메라의 종류에 대한 카메라 종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83]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획득한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를 전송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카메
라 파라미터 전송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84]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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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획득한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스테레오스코
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를 전송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카메라 파라미터 전송 정보를 추출하고,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는, 카메라 파라미터 전송 정보에 따라 스테레오
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0085]

카메라 파라미터로부터 카메라 파라미터 계수의 개수 정보, 기준 시점 카메라 및 부가 시점 카메라 중 각각의
카메라의 회전 정보, 평행 이동 정보, 영상 중심 정보, 초점 길이 정보 및 종횡비 정보 중 적어도 하나가 추출
될 수 있다.

[0086]

카메라 파라미터로부터 기준 시점 카메라의 회전 정보 및 부가 시점 카메라의 회전 정보 중 적어도 하나가 추출
될 수 있다.

[0087]

카메라 파라미터로부터 기준 시점 카메라의 평행 이동 정보 및 부가 시점 카메라의 평행 이동 정보 중 적어도
하나가 추출될 수 있다.

[0088]

또한 카메라 파라미터로부터 기준 시점 카메라의 초점 길이 정보 및 부가 시점 카메라의 초점 길이 정보 중 적
어도 하나가 추출될 수 있다.

[0089]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으로부
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 상의 소정 객체에 대한 대표 변이 벡터의 시차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90]

대표 변이 벡터의 시차 정보로부터 복수 개의 대표 변이 벡터들 중 최소 변이 벡터값 및 최대 변이 벡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추출될 수 있다. 대표 변이 벡터의 시차 정보로부터, 배경 및 전경의 대표 변이 벡터들 중
최대 벡터값 및 최소 벡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추출될 수 있다.

[0091]

대표 변이 벡터의 시차 정보로부터, 각각의 객체의 대표 변이 벡터들 중 최대 벡터값 및 최소 벡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추출될 수 있다.

[0092]

또한, 대표 변이 벡터의 시차 정보로부터, 변이 맵/깊이 맵의 표현 가능한 대표 벡터들 중 최대 벡터값 및 최소
벡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추출될 수 있다.

[0093]

대표 변이 벡터의 시차 정보로부터, 대표 변이 벡터의 개수 정보 및 대표 변이 벡터 값 정보가 추출될 수 있다.

[0094]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대한 전역 변이 벡터의 시차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95]

전역 변이 벡터의 시차 정보로부터,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된 프레임 중 전역 변이 벡터 값의 변화가 있는 영역
의 개수 정보, 전역 변이 벡터 값의 변화가 있는 프레임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전역 변이 시작 인덱스 정보 및
전역 변이 벡터 값 정보가 추출될 수 있다.

[0096]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트스트림으로
부터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 상의 소정 객체에 대한 시차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시차 정보는
복수 개의 변이 벡터들 중 최소 변이 벡터값 및 최대 변이 벡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0097]

시차 정보는, 배경 및 전경의 대표 변이 벡터들 중 최대 벡터값 및 최소 벡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일 수도 있
다. 시차 정보는, 각각의 객체의 대표 변이 벡터들 중 최대 벡터값 및 최소 벡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일 수도
있다. 시차 정보는, 변이 맵/깊이 맵의 표현 가능한 대표 벡터들 중 최대 벡터값 및 최소 벡터값 중 적어도 어
느 하나로 표현될 수도 있다. 시차 정보로부터, 대표 변이 벡터의 개수 정보 및 대표 변이 벡터 값 정보가 추출
될 수도 있다.

[0098]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혼합 영상에서 배치 순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0099]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파라미터 추출부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이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일 때,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는,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moov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moov 박스의 하위 레벨인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trak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및 trak 박스의 하위 레벨인 meta 박스의 하위 레벨 박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부터 파라미터 정보를 추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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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도 6a 내지 도 9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에 의해 생성된 스테레
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정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0101]

도 6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3차원 재생 구간 정
보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102]

3D_Period는 3차원 재생 구간 정보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3차원 재생 구간 정보를 32비트(u(3
2))로 나타낸다. 3차원 재생 구간 정보(3D_Period)는 3차원 재생 구간의 개수 정보(number_of_3D_period), 시
작 인덱스 정보(start_position) 및 종료 인덱스 정보(end_position)를 포함한다.

[0103]

number_of_3D_period는 3차원 재생 구간의 개수 정보, 즉 사용자가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영상 데이터 구간의
수를 나타낸다.

[0104]

start_position은 시작 인덱스 정보로,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서의 3차원 재생 구간의 시작 프
레임이 위치하는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서의 위치 인덱스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3차원 재생 구간 정보를 32비트(u(32))로 나타낸다.

[0105]

end_position는 종료 인덱스 정보로, 3차원 재생 구간의 마지막 프레임이 위치하는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
로드 영역에서의 위치 인덱스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3차원 재생 구간 정보를 32비트(u(32))로 나
타낸다.

[0106]

3차원 재생 구간마다 시작 인덱스 정보(start_position) 및 종료 인덱스 정보(end_position)가 필요하므로, i
가 정수일 때 0 ≤ i < number_of_3D_period 범위에서 시작 인덱스 정보(start_position[i]) 및 종료 인덱스
정보(end_position[i])가 결정되어야 한다.

[0107]

일 실시예에서, 3차원 재생 구간이 하나의 기초스트림(elementary stream, ES)으로 구성된 경우, 시작 인덱스
정보(start_position) 및 종료 인덱스 정보(end_position)는 하나의 기초스트림에 대한 인덱스를 나타낸다.

[0108]

또한 다른 실시예에서, 3차원 재생 구간의 복수 개의 기초스트림(ES)으로 구성된 경우, 시작 인덱스
정보(start_position) 및 종료 인덱스 정보(end_position)는 복수 개의 기초스트림 중 주(base) 기초스트림에
대한 인덱스를 나타낸다.

[0109]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혼합 영상 구성 정
보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복수 개의 시점 영상 중 기준 시점
영상(base image) 및 부가 시점 영상(additional image)을 좌측 시점 및 우측 시점으로 선택한다.

[0110]

혼합 영상 구성 정보(stereoFormat_params)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혼합 영상 포맷
종류(Stereo_format_type),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배치 순서(LR_first), 너비
비율(LR_width_ratio), 높이 비율(LR_height_ratio), 스케일링 방법(scaling_method) 및 스케일링
함수(scaling_func)를 포함한다.

[0111]

Stereo_format_type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혼합 영상 포맷 종류로, 복수 개의 시점의 2차원 영상을 이용하
여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른 포맷 종류를 나타낸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혼합 영상 포맷은 도 6c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일 실시예는 혼합 영상 포맷 종류(Stereo_format_type)를 8비트(u(8))로 나타낸
다.

[0112]

도 6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혼합 영상 구성 정
보에 사용되는 혼합 영상 구성 포맷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113]

Stereo_format_type이 0인 경우 수직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Vertical line interleaved format)을 나타낸
다. 수직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Vertical line interleaved format)의 일 실시예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
가 시점 영상의 수직 방향의 라인을 교대로 혼합 영상의 라인에 배치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한다.

[0114]

Stereo_format_type이 1인 경우 수평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Horizontal line interleaved format)을 나
타낸다. 수평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Horizontal line interleaved format)의 일 실시예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수평 방향의 라인을 교대로 혼합 영상의 라인에 배치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한다.

[0115]

Stereo_format_type이 2인 경우 탑 다운 포맷(top-down format)을 나타낸다. 탑 다운 포맷(top-down format)은
예를 들면, 혼합 영상의 상단과 하단 각각에 해상도가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축소된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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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영상이 배치되어 한 장의 혼합 영상을 구성한다.
[0116]

Stereo_format_type이 3인 경우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Side by side format)을 나타낸다. 사이드 바이 사이
드 포맷(Side by side format)은 예를 들면, 혼합 영상의 좌측 영역과 우측 영역 각각에 각각에 해상도가 가로
방향으로 반으로 축소된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이 배치되어 한 장의 혼합 영상을 구성한다.

[0117]

Stereo_format_type이 4인 경우 필드 시퀀셜 포맷(Field sequential format)을 나타낸다. 필드 시퀀셜
포맷(Field sequential format)은 예를 들면, 기준 시점 영상 필드 및 부가 시점 영상 필드가 번갈아 재생부에
표시함으로써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른 영상 포맷이다.

[0118]

Stereo_format_type이 5인 경우 프레임 시퀀셜 포맷(Frame sequential format)을 나타낸다. 프레임 시퀀셜 포
맷(Frame sequential format)은 예를 들면, 기준 시점 영상 프레임 및 부가 시점 영상 프레임이 번갈아 재생부
에 표시함으로써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른 영상 포맷이다.

[0119]

Stereo_format_type이 6인 경우 블록 인터리브드 포맷(Block interleaved format)을 나타낸다. 블록 인터리브
드 포맷(Block interleaved format)은 예를 들면,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이 블록 단위로 번갈아 혼
합 영상의 블록에 배치됨으로써 혼합 영상을 구성한다.

[0120]

Stereo_format_type이 7인 경우 변위 맵(Disparity map)을 나타낸다. 이 포맷에 의하면, 기준 시점 영상과 변
위 맵(Disparity map)을 이용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른 영상 포맷이다.

[0121]

Stereo_format_type이 8인 경우 깊이 맵(Depth map)을 나타낸다. 이 포맷에 의하면, 기준 시점 영상과 깊이
맵(Depth map)을 이용하여 혼합 영상이 생성된다.

[0122]

Stereo_format_type이 9인 경우 변위 및 움직임 맵(Disparity + Motion map)을 나타낸다. 이 포맷에 의하면,
기준 시점 영상과 변위 및 움직임 맵(Disparity + Motion map)을 이용하여 혼합 영상이 생성된다.

[0123]

Stereo_format_type이 10인 경우 단일 시점 영상(Monoscopic image) 중 좌 시점(Left view) 영상 형식을 나타
낸다. 이 포맷에 의하면, 좌 시점 영상 하나의 단시점 영상이 사용된다.

[0124]

Stereo_format_type이 11인 경우 단일 시점 영상(Monoscopic image) 중 우시점 영상(Right view) 형식을 나타
낸다. 이 포맷에 의하면, 우시점 영상 하나의 단시점 영상이 사용된다.

[0125]

Stereo_format_type이 12 내지 255인 경우 사용자 지정(User private) 포맷을 나타낸다. 따라서 혼합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정하는 영상 포맷이 이용된다.

[0126]

LR_first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배치 순서 정보에 대한 파라미터로, 예를 들면 좌우 영상의
배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도 6d를 참조하여 좌우 영상의 배치 방법 정보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
명의 일 실시예는 LR_first를 한 비트(u(1))로 나타낸다.

[0127]

도 6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혼합 영상 구성 정
보에 사용되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배치 방법의 일 실시예을 도시한다.

[0128]

LR_first가 0인 경우 좌측 영상이 기준 시점 영상이며, 좌측 영상의 영상 데이터가 수직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에서의 홀수 번째 라인, 수평 방향 라인 인터리브드 포맷에서의 홀수 번째 라인, 탑 다운 포맷에서의
상단,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에서의 좌측 영역, 필드 시퀀셜 포맷에서의 홀수 번째 필드, 프레임 시퀀셜 포
맷에서의 홀수 번째 프레임 및 블록 인터리비드 포맷에서의 홀수 번째 블록에 배치된다. 두 개의 기초 스트림
으로 구성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경우, LR_first가 0인 경우이라면 좌측 영상이 메인
미디어(main media), 즉 주 기초스트림의 데이터로 결정되며, 우측 영상이 서브 미디어(sub media), 즉 부 기
초스트림의 데이터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우측 영상은 부가 시점 영상이 되어, 전술한 각 혼합 영상 포맷에
서 좌측 영상의 배치 영역의 반대 영역에 배치된다.

[0129]

LR_first가 1인 경우 우측 영상이 기준 시점 영상이며, 우측 영상 및 좌측 영상의 배치가 전술한 LR_first가
0인 경우와 정반대가 된다.

[0130]

LR_width_ratio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너비 비율에 대한 파라미터로, 혼합 영상 포맷이 사이
드 바이 사이드 포맷 또는 탑 다운 포맷인 경우 기준 시점 및 부가 시점 영상의 폭의 비율을 조절하는 파라미
터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LR_width_ratio를 32비트(u(32))로 나타낸다. LR_width_ratio는 수학식 1과 같
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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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0131]

LR_width_ratio = widthbase / widthadditional

[0132]

LR_height_ratio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높이 비율에 대한 파라미터로, 혼합 영상 포맷이 사이
드 바이 사이드 포맷 또는 탑 다운 포맷인 경우 기준 시점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높이의 비율을 조절하는 파라
미터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LR_height_ratio를 32비트(u(32))로 나타낸다. LR_height_ratio는 수학식 2
과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2
[0133]

LR_height_ratio = heightbase / heightadditional

[0134]

scaling_method는 스케일링 방법 파라미터로, 기초스트림이 하나인 경우 좌우 영상을 조합할 때 발생하는 스케
일링 과정에서의 스케일링 방법을 나타낸다. 스케일링 방법을 전송해야 복호화단에서 좌우 영상을 정확히 복원
할 수 있다. 이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되는 스케일링 방법은 도 9a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일 실시예의 스케일링
방법 파라미터(scaling_method)는 8비트(u(8))로 나타낸다.

[0135]

도 7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스코
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에서, 두 기초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데이터 구간들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도시한
다.

[0136]

도 7b는 도 7a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두 기초 스트림의 표시 구간 정보 테이블을 도시한다.

[0137]

도 7a 및 도 7b에서는 주 기초스트림으로 기초 스트림 1(730)이, 부 기초스트림으로 기초 스트림 2(740)가 사용
된다.

[0138]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700)은 'moov' 박스(710)에 각각의 트랙이 가리키는 영상 데이터스트림에 대
한 각각의 파라미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mdat' 박스(720)는 영상 데이터가 기록된 기초 스트림 1(730) 및
기초 스트림 2(740)이 기록되어 있다. 즉, 'moov' 박스에는 트랙 1이 가리키는 기초 스트림 1(730)에 기록된 영
상 데이터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712) 및 배치 순서 정보(714), 및 트랙 2이 가리키는 기초 스트림
2(740)에 기록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716) 및 배치 순서 정보(718)를 포함하고 있다.

[0139]

기초 스트림 1(730)는 데이터 구간 1(732), 데이터 구간 2(734) 및 데이터 구간 3(736)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
초 스트림 2(740)는 데이터 구간 1(742), 데이터 구간 2(744) 및 데이터 구간 3(746)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구간의 상측 번호는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며, 하측 번호는 표시 시간 정보(CTS)를 나타낸다.

[0140]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에서는 'ctts'라는 표시 시간 정보(Composition Time, CT)를 저장하는 박스가 존재
한다. 표시 시간 정보는 해당 프레임이 언제 재생되는지를 나타낸다. 'ctts' 박스의 표시 시간 정보(CTS)를 이
용하여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 디코더가 각각 프레임을 원하는 시간에 재생할 수 있다.

[0141]

각각의 데이터 구간 1(732, 742)은 프레임 번호 1부터 300까지의 영상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 구간 2(734,
744)은 프레임 번호 301 부터 500까지의 영상 데이터를, 또한 각각의 데이터 구간 3(736, 746)은 프레임 번호
501부터 800까지의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0142]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현재 데이터 구간인 데이터 구간 734 및 데이터 구간 744는 표시 시간 정보(CTS)가
겹치지 않는다. 즉, 데이터 구간 734의 표시 시간 정보(CTS)는 3010부터 5000까지이며, 데이터 구간 744의 표시
시간 정보(CTS)는 5001부터 7000까지이므로 표시 시간 정보(CTS)이 충돌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스
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500)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510) 및 충돌 모노스
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가 재생할 데이터 구간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0143]

도 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스코
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에서, 두 기초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데이터 구간들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도시한다.

[0144]

도 8b는 도 8a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두 기초 스트림의 표시 구간 정보 테이블을 도시한다.

[0145]

도 8a 및 도 8b에서는 주 기초스트림으로 기초 스트림 1(830)이, 부 기초스트림으로 기초 스트림 2(840)가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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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6]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800)은 'moov' 박스(810)에는 트랙 1이 가리키는 'mdat' 박스(820)의 기초
스트림 1(830)에 기록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812) 및 배치 순서 정보(814), 및 트랙
2이 가리키는 'mdat' 박스(820)의 기초 스트림 2(840)에 기록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816) 및 배치 순서 정보(818)를 포함하고 있다.

[0147]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현재 데이터 구간인 기초 스트림 1(830)의 데이터 구간 2(834) 및 기초 스트림
2(840)의 데이터 구간 2(844)의 표시 시간 정보(CTS)가 동일하므로, 데이터 구간 834 및 844가 모노스코픽 영
상 데이터 구간이라면 양 데이터 구간(834, 844)의 재생시 어느 데이터 구간을 재생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아
충돌의 우려가 있다.

[0148]

따라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500)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510)는
기초 스트림들(830, 840)의 데이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검색한다.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결정부(510)는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검색하기 위해, 'moov' 박스의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812, 816)를 이용한다.

[0149]

또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어느 기초 스트림들(830, 840) 중 어느 기초 스트림을 재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
해,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는 'moov' 박스의 배치 순서 정보(814, 818)를 이용한다.

[0150]

마찬가지로,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 중 상기 우선 재생 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구간을 결정하기 위해,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는 'moov' 박스의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812, 816) 및 배치 순서
정보(814, 818)를 모두 이용한다.

[0151]

도 8a를 예를 들면, 현재 데이터 구간이 데이터 구간 2(834, 844)일 때, 기초 스트림 1(830)의 파라미터들은
스테레오 포맷 영상 정보(812)가 '10'이므로 도 6c의 정의에 따르면 기초 스트림 1의 데이터 구간 2(834)에는
단일 좌시점 영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배치 순서 정보(814)는 '0'이므로 도 6d의 정의에 따르면 좌시점 영
상이 기초 스트림 1, 즉 주 기초스트림이 된다.

[0152]

또한 기초 스트림 2(840)의 파라미터들은 스테레오 포맷 영상 정보(816)가 '11'이므로 도 6c의 정의에 따르면
기초 스트림 2의 데이터 구간 2(844)에는 단일 우시점 영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배치 순서 정보(818)는
'0'이므로 도 6d의 정의에 따르면 우시점 영상이 부 기초스트림이 된다.

[0153]

우선 재생 스트림 결정부는 표시 시간 정보 상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주 기초스트림(메인 미디어) 및 부 기
초스트림(서브 미디어) 중 어느 스트림을 재생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우선 재생 스트림 결정부에 의해
주 기초스트림(메인 미디어)을 재생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데이터 구간 834와 데이터 구간 844의 충돌시 기초
스트림 1(주 기초스트림)의 데이터 구간 834가 재생('on')된다. 따라서, 표시 시간 3010부터 5000까지는 데이
터 구간 834의 영상 데이터가 우선시되며 재생된다.

[0154]

전술했듯이, 우선 재생 스트림 결정부는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812, 816) 및 배치 순서 정보(814, 818)와
관계 없이, 사용자 입력에 따라 원하는 데이터스트림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무조건 모노스코
픽 영상 데이터 구간에서 표시 시간 정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 스트림 2의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우선
재생 스트림 선택 신호를 입력했다면,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추출부(530)는 충돌 발생시 기초 스트림 2의 모
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0155]

도 9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스케일링 방법
정보(scaling_method)에 사용되는 스케일링 함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156]

스케일링 방법 파라미터 값(scaling_method)이 0인 경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샘플링 방식(Sampling
method)으로 스케일링 되었음을 나타낸다. 샘플링 방식(Sampling method)은 단시점 영상에서 소정 주기의 화소
가 추출되어 스케일링되는 방식이다.

[0157]

스케일링 방법 파라미터 값(scaling_method)이 1인 경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선형 방식(Linear method)으
로 스케일링 되었음을 나타낸다. 선형 방식(Linear method)은 단시점 영상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소값을
이용한 선형식을 통해 계산된 화소값으로 혼합 영상의 화소를 구성한다.

[0158]

스케일링 방법 파라미터 값(scaling_method)이 2인 경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큐빅 컨벌루션 방식(Cubic
convolution)으로 스케일링 되었음을 나타낸다. 큐빅 컨벌루션 방식(Cubic convolution)은 현재 화소를 둘러싸
고 있는 16개의 주위 화소에 대한 거리를 고려하여 연산된 평균값을 이용해 혼합 영상의 화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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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

스케일링 방법 파라미터 값(scaling_method)이 3 내지 255인 경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사용자가
설정한(User private) 스케일링 함수로 스케일링 되었음을 나타낸다.

[0160]

도 9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스케일링 방법
정보(scaling_method)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161]

scaling_func는 스케일링 방법 파라미터(scaling_method)가 3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스케일링
함수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스케일링 함수를 설정하기 위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의 2차원 스케일링 함
수 계수가 필요하다.

[0162]

number_of_hor_coeff는 사용자가 설정한 스케일링 함수의 가로 방향 계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는
number_of_hor_coeff를 8비트로 나타낸다.

[0163]

hor_scaling_coeff는 사용자가 설정한 스케일링 함수의 가로 방향 계수값을 나타낸다. 계수값은
number_of_hor_coeff의 수만큼 필요하므로, i가 정수일 때 0 ≤ i < number_of_hor_coeff 범위에서
hor_scaling_coeff[i]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 실시예는 hor_scaling_coeff[i]를 32비트로 나타낸다.

[0164]

yhor[i]가 스케일된 영상의 가로 방향 화소값, xhor[i]가 원 영상의 가로 방향 화소값, hhor[i]는 사용자 설정의
스케일링 함수의 가로 방향 계수값을 나타낼 때, yhor[i], xhor[i] 및 hhor[i]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3
[0165]

yhor[i] = xhor[i] * hhor[i]

[0166]

여기서 *는 컨벌루션 연산 기호를 나타낸다.

[0167]

number_of_ver_coeff는 사용자가 설정한 스케일링 함수의 세로 방향 계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는
number_of_ver_coeff를 8비트로 나타낸다.

[0168]

ver_scaling_coeff는 사용자가 설정한 스케일링 함수의 세로 방향 계수값을 나타낸다. 계수값은
number_of_ver_coeff만큼 필요하므로, i가 정수일 때 0 ≤ i < number_of_ver_coeff 범위에서
ver_scaling_coeff[i]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 실시예는 ver_scaling_coeff[i]를 32비트로 나타낸다.

[0169]

yver[i]가 스케일된 영상의 세로 방향 화소값, xver[i]가 원 영상의 세로 방향 화소값, hver[i]는 사용자 설정의
스케일링 함수의 세로 방향 계수값을 나타낼 때, yver[i], xver[i] 및 hver[i]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4
[0170]

yver[i] = xver[i] * hver[i]

[0171]

마찬가지로, 여기서 *는 컨벌루션 연산 기호를 나타낸다.

[0172]

도 9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카메라 정보의 신택
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173]

camera_distance는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다. 일 실시예의 camera_distance는 32비트로
표시된다.

[0174]

view_type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이 크로스드 아이(crossed-eye) 시점 또는 패러럴 아이(parallel-eye) 시점
등의 시점 종류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의 view_type은 8비트로 표시된다.

[0175]

View_distance_vs_depth는 시거리(viewing distance) 대 유효깊이(use/validity depth) 비율을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서, View_distance_vs_depth는 32비트로 표시된다.

[0176]

camera_type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획득할 때 사용된 카메라 타입을 나타내는 카메라 종류 파라미터이다.
일 실시예의 camera_type은 8비트로 표시된다.

[0177]

is_camera_params은 카메라 파라미터 전송 여부 정보에 관한 파라미터로, 0이 아닌 경우 기준 시점 및 부가 시
점 카메라의 파라미터(Camera_params)를 전송하게 된다. 일 실시예의 is_camera_params는 1비트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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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8]

is_parallel_info은 시차 정보(Parallax_info) 전송 여부를 나타낸다. 0이 아닌 경우 시차 정보를 전송하게 된
다. 일 실시예의 is_parallax_info는 1비트로 표시된다.

[0179]

도 9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카메라 정보에 사용
되는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기준 시점 및 부가 시점의
예시로써에 좌측 시점 및 우측 시점을 이용하였다.

[0180]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Camera_params)는 카메라 파라미터 계수의 개수(number_of_camera_params), 좌측 및 우
측 카메라의 파라미터(Left_camera_params, Right_camera_params)를 포함한다.

[0181]

number_of_camera_params는 카메라 파라미터 계수의 개수로써, 일 실시예의 number_of_camera_params는 8비트
로 표시된다.

[0182]

Left_camera_params는 좌측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Left_camera_params는 좌측 시점 카메라의
회전(rotation) 정보, 평행 이동(translation) 정보 및 영상 중심(image center), 초점 거리(focal length),
종횡비(aspect ratio) 등의 고유 성질에 관한 파라미터가 포함된다. 일 실시예의 Left_camera_params는 32비트
로 표시된다.

[0183]

Right_camera_params는 우측 시점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Right_camera_params는 우측 시점 카메라의
회전 정보, 평행 이동 정보 및 영상 중심, 초점 거리, 종횡비 등의 고유 성질에 관한 파라미터가 포함된다. 일
실시예의 Right_camera_params는 32비트로 표시된다.

[0184]

도 9e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시차
정보(Parallex_info)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185]

시차 정보(Parallex_info)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전체에 대해 발생한 변이를 의미하는 전역 변이 및 스테레오
스코픽 영상의 소정의 객체에 대해 발생한 대표 변이 벡터에 대한 시차 정보를 포함한다. 대표 변이 벡터의 대
상이 되는 벡터는 복수 개의 변이 벡터들 중 최소값의 벡터값을 갖는 변이 벡터 및 최대값의 벡터값을 갖는 변
이 벡터가 있다. 또한 대표 변이의 대상이 되는 소정의 객체는 배경, 전경 및 개별적인 각각의 객체를 포함한
다.

[0186]

시차 정보(Parallex_info)는 전역 변이 벡터의 개수 정보(num_of_global_disparity), 전역 변이 시작 인덱스
정보(global_disparity_index), 전역 변이 벡터값(global_disparity), 대표 변이 벡터의 개수
정보(num_of_representative_disparity) 및 전역 변이 벡터값(representative_disparity)를 포함한다.

[0187]

num_of_global_disparity는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된 프레임 중 전역 변이 정보가 바뀐 회수를 나타낸다. 일 실
시예의 num_of_global_disparity는 32비트로 표시된다.

[0188]

global_disparity_index는 전역 벡터가 발생한 프레임 중 전역 변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프레임의 인덱스를 나
타낸다. 일 실시예의 global_disparity_index는 32비트로 표시된다.

[0189]

global_disparity는 전역 변이의 벡터값을 나타낸다. 일 실시예의 global_disparity는 16비트로 표시된다.

[0190]

i는 정수이며, 0 ≤ i < num_of_global_disparity의 범위를 가질 때, global_disparity_index[i] 와
global_disparity_index[i+1]번째 프레임들 사이의 전역 변이는 global_disparity[i]의 값을 갖는다.

[0191]

num_of_representative_disparity는 대표 변이의 개수 정보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의
num_of_representative_disparity는 8비트로 표시된다.

[0192]

representative_disparity는 대표 변이의 벡터값을 나타낸다. 일 실시예의 representative_disparity는 16비트
로 표시된다.

[0193]

i는 정수이며, 0 ≤ i < num_of_representative_disparity의 범위를 가질 때, representative_disparity[i]는
대표 변이 값을 갖는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변이 벡터의 최소값, 최대값, 대표 객체의 변이 벡터 정보, 변
이/깊이 벡터 맵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들을 나타낸다.

[0194]

도 10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의 일 실시예를 도
시한다.

[019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400, 405)에 의해 생성된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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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는 3차원 재생 정보 영역(1010), 혼합 영상 구성 정보 영역(1030) 및
카메라 정보 영역(1050)를 포함한다.
[0196]

3차원 재생 정보 영역(3D period, 1010)은 3차원 재생 구간의 개수 정보(number_of_3D_period,1011), 시작 인
덱스(start_position, 1012) 및 종료 인덱스(end_position, 1013)을 포함한다.

[0197]

혼합 영상 구성 정보 영역(Stereoscopic format,1030)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포맷
종류(Stereo_format_type,1031),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배치 순서 정보(LR_first, 1032),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너비 비율에 대한 파라미터(LR_width_ratio, 1033),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높이 비율에 대한 파라미터(LR_height_ratio, 1034), 스케일링 방법(scaling_method,1035), 스케
일링 함수의 가로 방향 계수의 개수(number_of_hor_coeff, 1036), 스케일링 함수의 가로 방향
계수값(hor_scaling_coeff[i], 1037), 스케일링 함수의 세로 방향 계수의 개수(number_of_ver_coeff[i],
1038), 스케일링 함수의 세로 방향 계수값(ver_scaling_coeff[i], 1039)를 포함한다.

[0198]

카메라 정보 영역(Stereoscopic camera, 1050)는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 사이의 간격(camera_distance, 1051),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시점 종류(view_type, 1052), 시거리 대 유효깊이 비율(View_distance_vs_depth,
1053),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획득시 사용된 카메라 타입(camera_type, 1054), 카메라 파라미터 전송
정보(is_camera_params, 1055), 카메라 파라미터 계수의 개수(number_of_camera_params, 1056), 좌측 카메라의
파라미터(Left_camera_params, 1057) 및 우측 카메라의 파라미터(Right_camera_params, 1058)를 포함한다.

[0199]

또한, 카메라 정보 영역(Stereoscopic camera, 1050)는 시차 정보 전송 정보(is_parallel_info, 1059) , 전역
변이 벡터의 개수 정보(num_of_global_disparity, 1060), 전역 변이 시작 인덱스
정보(global_disparity_index[i], 1061), 전역 변이 벡터값(global_disparity[i], 1062), 대표 변이 벡터의 개
수 정보(num_of_representative_disparity, 1063) 및 대표 변이 벡터값(representative_disparity[i], 1064)를
포함한다.

[0200]

도 11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다.

[0201]

단계 1110에서,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될 영상 데이터 중 3차원으로 재생되는 스테레오스
코픽 영상 데이터에 대한 3차원 재생 구간 정보가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된다.

[0202]

단계 1120에서,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정보를 구비하는 혼합 영상으로 구성될 때 사용되는 스케
일링 방법 정보가 헤더 영역에 기록된다.

[0203]

단계 1130에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획득한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정보가 헤더 영역에 기록된다.

[0204]

단계 1140에서,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혼합 영상
구성 정보가 헤더 영역에 기록된다.

[0205]

단계 1150에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 사이의 시차 정보가 헤더 영역에 기
록된다.

[0206]

단계 1170에서, 혼합 영상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로드 영역에 기록된다.

[0207]

도 1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 중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 단계만을 포함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0208]

단계 1122에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를 구비하는 혼합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된다.

[0209]

단계 1124에서, 혼합 영상에서 기준 시점 영상 정보 및 부가 시점 영상 정보가 배치되는 순서에 대한 정보인
배치 순서 정보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에 기록된다.

[0210]

단계 1170에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 대한 혼합 영상의 데이터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페이
로드 영역에 기록된다.

[0211]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단
계 1210에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구간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결
정된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은 주 스트림 및 적어도 하나의 부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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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 및 부 스트림 중 각각의 스트림 상의 영상 데이터 구간들 중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이 결정된다.
모노스코픽 영상 포맷인지 여부는 영상 데이터 구간의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0212]

단계 1220에서,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각각의 표시 시간 정보가 추출된다.

[0213]

단계 1230에서,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들의 추출된 표시 시간 정보들이 동일한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
이 있는 경우, 충돌 영상 데이터 구간들 중 주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 구간으로부터 모노스코픽 영
상 데이터가 추출된다. 현재 영상 데이터 구간이 주 스트림의 영상 데이터 구간인지 여부는 영상 데이터 구간
의 배치 순서 정보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추출된 모노스코픽 영상 데이터는 모노스코픽 영상으로 복원되어 재
생될 수 있다.

[0214]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0215]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
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
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216]

도 1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기초 스트림이 2개일 때 시간축 상으로 부분적인 3차원/2차원 영상
구간의 일례를 도시한다.

[0217]

도 2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기초 스트림이 2개일 때 시간축 상으로 부분적인 3차원/2차원 영상
구간의 다른 예를 도시한다.

[0218]

도 3은 ISO 기반의 미디어 파일 포맷의 기준적인 구조를 도시한다.

[0219]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0220]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부만을 구비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
트림 생성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0221]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0222]

도 6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3차원 재생 구간 정
보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23]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혼합 영상 구성 정보
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24]

도 6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혼합 영상 구성 정보
에 사용되는 스테레오 영상 구성 포맷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25]

도 6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혼합 영상 구성 정보
에 사용되는 기준 시점 영상 및 부가 시점 영상의 배치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26]

도 7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스코
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에서, 두 기초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데이터 구간들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도시한
다.

[0227]

도 7b는 도 7a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두 기초 스트림의 표시 구간 정보 테이블을 도시한다.

[0228]

도 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 영상 포맷 정보 및 배치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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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에서, 두 기초 스트림의 모노스코픽 데이터 구간들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도시한다.
[0229]

도 8b는 도 8a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두 기초 스트림의 표시 구간 정보 테이블을 도시한다.

[0230]

도 9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스케일링 방법 정보
에 사용되는 스케일링 함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31]

도 9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스케일링 방법 정보
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32]

도 9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카메라 정보의 신택
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33]

도 9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카메라 정보에 사용
되는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의 신택스(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34]

도 9e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장치를 위한 시차 정보의 신택스
(syntax)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0235]

도 10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의 헤더 영역의 일 실시예를 도시
한다.

[0236]

도 1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0237]

도 1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생성 방법 중 혼합 영상 구성 정보
기록 단계만을 포함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0238]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데이터스트림 복호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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