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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다중화함에 있어서, VOBU 단위로 편집해도 끊김없이 재생 가능해지기 때문에 패킷
을 다중화할 때에,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 시각을 비교하고, 일정 시각 범위 내에 재생되어야하는 비디
오 패킷(110)과 오디오 패킷(111)이 동일한 VOBU에 포함되도록 다중화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재생 개시 시각, 다중화 스트림, 오디오 액세스 유닛, 재생 지속 시간, 데이터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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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다중화 방법으로 작성되는 다중화 스트림의 일 실시예의 타임차트.

도 2는 종래 방식에 따른 다중화 스트림의 설명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다중화 방법으로 작성되는 다중화 스트림의 다른 실시예의 타임차트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서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데이터 기록 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도.

도 6은 상기 내부 구성(56) 중에서 본 발명에 따른 다중화 스트림을 작성하는 부분의 구성을 기능 구성으로 나타낸 도
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다중화 방법의 처리 단계의 플로우도.

도 8은 도 7의 단계 73을 자세히 나타낸 처리 플로우도.

도 9는 도 8의 단계 86을 자세히 나타낸 처리 플로우도.

도 10은 도 8의 단계 87을 자세히 나타낸 처리 플로우도.

도 11은 도 8의 단계 88을 자세히 나타낸 처리 플로우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의 일 실시예의 구성도.

도 13은 VBV 버퍼의 VBVdelay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의 동작 설명을 위한 타이밍차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데이터 기록 매체

12 : 데이터 열

13, 21 : 다중화 스트림

14, 15 : 패킷

16, 18 : 패킷 헤더

17, 19 : 데이터 블록

22, 34, 110 : 비디오 패킷

23, 35, 111 : 오디오 패킷

 - 2 -



공개특허 특2003-0012761

 
24, 148, 417 : VOBU 경계

25, 36, 41, 42, 43, 141, 142 : 비디오 프레임

26, 37, 44, 45, 46, 143, 144 : 오디오 프레임

31 : VOB

32, 33 : VOBU

47, 48 : 비디오 패킷 다중화 타이밍

49, 411 : 종래의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

410, 412 :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개시 시각

413, 414 : 본 발명의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

415 : 오디오의 최종 SCR

416 : VOBU의 선두 SCR

51 : 데이터 다중화 장치

52, 53, 1210 : 버퍼

54 : 다중화 순서 계산부

55 : 패킷 작성 다중화부

56 : 패킷 출력 장치

61 : 컴퓨터

62 : 기록 매체

63 : 컴퓨터의 내부 구성

64 : 연산 장치

65 : 프로그램 메모리

66 : 처리 메모리

121 : 트랙 버퍼

122 : 디멀티플렉서

123 : 비디오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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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비디오 디코더

125 : 비디오 디코더 버퍼

126 : 리오더링 버퍼

127 : 오디오 버퍼

128 : 오디오 디코더

129 : 오디오 디코더 버퍼

1211 : 디코더

1212 : 디코더 버퍼

131 : 비디오 인코더

132 : VBV 버퍼

133 : 그래프

134 : VBV 버퍼 사이즈

135 : 픽쳐의 입력 개시 시각

136 : VBVdelay

137 : 픽쳐의 디코드 시각

145 : 비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

146, 147 :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

149 : VOBU의 선두 SCR

1410 :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

1411 : 조건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다중화 방법, 데이터 기록 매체, 데이터 기록 장치 및 기록 방법을 나타낸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히 말하면, 특히 MPEG 방식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데이터 기록 매체, 데이터 기록 장치 및 스트림의 기
록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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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의 영상, 음성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기록, 전달하는 수법으로서,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
up) 방식 등의 부호화 방식이 책정되고, ISO/IEC11172 규격이나 ISO/IEC 13818 규격으로서 국제 표준의 부호화 방
식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방식은 디지털 위성 방송이나 DVD 등의 부호화 방식으로서 채용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발달이나, DVD-RAM, DVD-RW 등의 대용량의 기록 매체의 등장에 의해, 디지털 기록
된 영상이나 음성 등의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고속 검색, 해석, 편집에 대한 연
구 개발도 행해지고 있다.

    
MPEG 방식을 예로 들어, 이하에 설명한다. IS0/IEC 13818 규격(이하, MPEG-2 규격)은 IS0/IEC 13818-1 규격(
이하, 시스템 규격), IS0/IEC 13818-2 규격(이하, 비디오 규격), IS0/IEC 13818-3 규격(이하, 오디오 규격) 등을 
포함하며, 시스템 규격에 의해 비디오 규격, 오디오 규격의 데이터 스트림이 다중화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비디오 규
격, 오디오 규격으로는 각각 영상이나 음성의 정보를 부호화 단위에 따라 구조화하고, 특정한 스타트 코드나 동기 데이
터에 의해 정보를 검출한다. 또한 시스템 규격에 있어서는, 비디오나 오디오의 정보뿐만 아니라 인코더의 파라미터나 
기억 미디어에 있어서의 데이터 배치 등의 정보를 다중화할 수도 있다. 오디오의 부호화에는 MPEG의 오디오 규격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들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 기록을 위해 다중화할 때, 시스템 규격으로는 비디오 규격, 오디오 규격에 준거한 스트림을 
각각 적당한 길이로 분할하며, 헤더를 부가함으로써 패킷화하고, 패킷 단위로 다중화를 행한다. 패킷은 헤더부와 페이
로드부를 포함하며, 헤더부에는 비디오나 오디오의 동기를 취하기 위한 정보나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플래그 등이 
기록되어 있다. 페이로드부에는 비디오, 오디오의 데이터 스트림 등이 기록된다. MPEG-2 규격에 있어서 패킷의 형태
를 취한 것으로는, 팩,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 TS(Transport Stream) 패킷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데이터 스트림을 적당한 길이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다중화함으로써, 데이터의 기록, 전송, 재생을 효율적으로 행
할 수 있다. 헤더부에 기록되어 있는 SCR(System Clock Reference)이나 PCR(Program Clock Reference)의 시각 
정보는, 디코더의 버퍼에 대한 판독 시각이나 인코더와 디코더의 클럭 동기를 취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용된다. PTS(P
resentation Time Stamp)나 DTS(Decoding Time Stamp) 등의 시각 정보는 비디오나 오디오의 재생 동기를 취하
기 위한 정보로서 이용된다. 디코더는 재생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비디오나 오디오 등의 스트림을 동기하여 재생
한다.
    

    
비디오의 데이터는 픽쳐 단위로 부호화되지만, 편집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움직임 보상 예측의 단위인 복수의 픽쳐를 
포함하는 그룹 오브 픽쳐(이하, GOP)를 단위로서 취급한다. 오디오는 오디오 액세스 유닛(이하, AAU)을 단위로 하여 
부호화한다. 일반적으로는, 비디오와 오디오는 독립하여 패킷화되고 다중화된다. 다중화된 데이터 스트림(다중화 스트
림)을 편집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GOP의 선두를 포함하는 패킷으로부터, 다음 GOP의 선두를 포함하는 패킷까지의 연
속하는 패킷의 유닛(이하, VOBU)을 단위로 하여 행해진다. 상술된 다중화 스트림을 디코드측에서 분리하여 재생하는 
경우에는, 비디오와 오디오는 각각 별개의 버퍼에 기억되기 때문에,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은 각각의 버퍼에 적합
한 타이밍으로 다중화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의 상기된 종류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으로는 동일한 재생 시각을 갖는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을 비교하면, 다
중화 스트림으로는 비디오 패킷이 먼저 다중화되고, 오디오 패킷은 지연되어 다중화된다. 이 때문에 VOBU의 선두 및 
말미에서는 동일한 시각에 재생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이, 각각 다른 VOBU에 포함된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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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종래의 다중화 스트림에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비디오 패킷(22)과 오디오 패킷
(23)은 각각의 버퍼에 적합한 타이밍으로 다중화되기 때문에, VOBU의 선두 및 말미 등의 VOBU 경계 부근에서는 동
일한 시각에 재생되는 비디오 패킷(22)과 오디오 패킷(23)이 별개의 VOBU에 저장되었다. 이러한 다중화 스트림(21)
을 VOBU 단위로 편집하면, 편집 후의 스트림은 음성이 도중에 끊기면서 재생되어, 끊김없이 재생할 수 없다고 하는 문
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VOBU 경계(24)에서 다중화 스트림을 분할하고, 전반부의 VOBU를 삭제했을 때, 오디오 프레임(26)에 주
목하면, 오디오 프레임(26)은 오디오 패킷(23)에 나타나는 전반부의 VOBU에 포함되는 위치에 다중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반부의 VOBU를 삭제한 경우, 후반부의 VOBU에 포함되는 비디오 프레임(25)은 동일한 시각에 재생되는 오
디오 프레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후반부의 VOBU를 재생할 때에 음성이 도중에 끊긴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
은 다중화 시에 비디오 패킷(22)과 오디오 패킷(23)의 타임 스탬프의 비교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방법으로 다중화된 다중화 스트림으로는 VOBU 단위로 부분 삭제나 재생 순서 변경 등의 편집을 행
하면, 본래 동시에 재생되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의 일부가 없어지며, 음성이 도중에 끊기는 일 등이 발생하여 편집 후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재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만약 상기 스트림에 대하여 끊김없는 재생을 보증하도록 편
집을 행하고자 하면, VOBU 단위의 편집이 아니고, 각 패킷마다 재생 시각을 체크하여 재다중화를 행할 필요가 있어, 
처리량 및 편집 장치가 방대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시에, 일정 시각 범위 내에 재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반드시 동일한 VOBU에 다중화되고, 다중화 스트림을 VOBU 단위로 편집한 후라도 끊김없는 재생이 가능한 패킷 다중
화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패킷 다중화 방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패킷화 스트림, 및 이것을 작성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데이터 패킷화 방식을 나타낸 프로그램, 상기 스트림이 재생 가능한 디코더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으로는, 다중화해야 할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각각
을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데이터 블록에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으로서 다중화한 다중화 스트림을 얻기 위한 
패킷 다중화 방법에 있어서, GOP가 하나 또는 복수개 포함되도록 통합한 VOBU에 대해, 임의의 VOBU에 포함되는 비
디오 및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이 임계치 이하가 되는 오디오 액세스 유닛(AAU)
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 이하가 되도록 다중화한다.
    

    
상기 본 발명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본 발명의 데이터 기록 장치는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복수의 스트림을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으로서 다중화하고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에 있어서, 다중화해야 할 비디오 스트림을 취득하여 기억하는 제1 버퍼 수단과, 다중화해야 할 오디오 스트림을 
취득하여 기억하는 제2 버퍼 수단과, 상기 제1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및 상기 제2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오디오 스트림을 비교하여, 출력되는 다중화 스트림에 있어서, 동일한 VOBU에 기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이 임계치 이하가 되도록 패킷의 순서와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상기 파라미터
를 출력하는 계산부와, 상기 제1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및 상기 제2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오디오 스트림
을 상기 파라미터를 따라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화하고, 패킷을 다중화하여 다중화 스트림을 출력하는 다중화
부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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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 발명의 데이터 기록 장치는, 상기 데이터 다중화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취득한 프로그램 메모리와,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를 따라 다중화해야 할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처리 메모리에 취득하고, 상기 프로그램의 처
리 단계를 실행하는 연산 장치를 구비하는 컴퓨터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 다중화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버퍼에 취득하는 단계와,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비교하여, 출력되는 다중화 스트림에 있어서, 동일한 VOBU에 기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이 있는 임계치 이하가 되도록 다중화 타이밍을 결정하는 
단계와, 다중화 타이밍을 따라 비디오 패킷 및 오디오 패킷을 다중화하여 다중화 스트림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 데이터 기록 장치에 의해 다중화한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 매체는,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며, 각각의 스트림을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으로서 다중화
한 다중화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 매체로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에 있어서의 화상의 부호화 단위인 픽쳐
의 그룹(이하, GOP라고 약기)이 하나 또는 복수개 포함되도록 통합한 연속하는 패킷의 유닛(이하, VOBU라고 약기)에 
대해, 특정한 VOBU에 포함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이 임계치 이하
가 되도록 다중화한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다.
    

    
본 발명의 디코더 장치는, 상기 본 발명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에 따라 다중화된 다중화 스트림, 또는 상기 본 발명의 데
이터 기록 매체의 다중화 스트림을 입력하고,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분리하고, 비디오를 재생하는 비디오 
디코딩부 및 오디오를 재생하는 오디오 디코딩부를 구비하고, 상기 오디오 디코딩부는 분리된 오디오 스트림의 버퍼링
을 행하는 오디오 버퍼와, 상기 오디오 버퍼로부터의 오디오 스트림으로부터 오디오를 재생하는 오디오 디코더를 구비
하고, 상기 오디오 버퍼의 사이즈(용량)는 상기 다중화 스트림에 있어서의 비디오 스트림의 VBVdelay값의 최대치와 
비디오 스트림의 1 프레임의 재생 시간을 가산한 것에 오디오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곱한 값 이상으로 설정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시에,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 시각을 비교하고, 
일정 시각 범위 내에 재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반드시 동일한 VOBU에 다중화되도록 조정함에 따라 다중화 스트림
을 VOBU 단위로 편집한 후에도, 음이 끊기지 않고 재생이 가능한 다중화 스트림을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중화 
스트림의 고도의 편집이 간단하게 가능해지며, 편집 장치를 간략화시키고, 회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장점들은 당업자들이 첨부된 도면과 함께 제공되는 아래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명백해
질 것이다.

< 발명의 실시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에 의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다중화 방법으로 작성되는 다중화 스트림의 일 실시예의 타임차트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의해 데이터 기록 매체(11)에 기록되는 데이터 열(12)은 연속하는 패킷(14, 15) 등을 포함하는 다중화 스
트림(13)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다중화 스트림(13)으로 하여 MPEG-2 규격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스트림(PS)을 이
용하고, 입력하는 스트림으로서 MPEG-2 규격에 있어서의 비디오와 오디오의 엘리멘터리 스트림(Elementary Strea
m, Video ES, Audio ES)을 이용하는 예를 나타낸다. 이 예에서는, 패킷에 대응하는 것은 MPEG-2 PS에서의 팩이 
된다.

    
팩은 팩 헤더, 시스템 헤더, PES 패킷, 패딩 패킷 등에 의해 구성되지만, 이 예에서는 하나의 팩에 하나의 PES 패킷이 
포함되고, 팩 헤더와 PES 패킷 헤더를 합해 패킷 헤더(16, 18) 등으로서 기술한다. 패킷(14 및 15)은 각각 패킷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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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및 18)와 데이터 블록(17 및 19)을 포함한다. 패킷 헤더(16, 18)에 버퍼 시각 정보로서 SCR, PTS, DTS 등이 
기록된다. SCR은 패킷이 디코더의 버퍼에 판독되는 시각을 나타내며, PTS 및 DTS는 각각 픽쳐 및 AAU의 재생 시각
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패킷의 데이터 블록 부분(17, 19)에 비디오나 오디오의 ES가 기록된다. 비디오는 연속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포함하며, 
각각의 프레임이 MPEG-2 방식 등에 의해 픽쳐라고 하는 단위의 데이터로 변환되고, 일정한 매수의 픽쳐가 모여 GO
P라고 하는 부호화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한쪽에 오디오는 연속하는 오디오 프레임을 포함하며, 각각의 프레임이 음성 
부호화의 방식에 따라 AAU라고 하는 단위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비디오 프레임에는, 예를 들면 MPEG-2에서의 픽쳐
를 예로 들 수 있다. 오디오 프레임에는 MPEG-1 Audio나 Linear PCM에서의 AAU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프레임과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시간은 다르다. 본 발명에 의해 작성되는 다중화 스트림(13)에서는 
비디오 스트림에 있어서의 GOP의 재생 개시 시각과 오디오 스트림에 있어서의 AAU의 재생 개시 시각을 비교하여, 재
생하는 시간 범위가 일정 시각 범위 내에 포함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데이터가 동일한 VOBU에 포함되도록 다중화한
다. 특히 동일한 VOBU에 포함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을 비교하고, 이들의 차분이 비디오와 오디오의 
편차를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작아지도록 다중화한다. AAU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 이하가 되도록 다
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을 최소로 하는 경우, 이 차분은 AAU의 재생 지속 시간 이하가 된다. 이것은 
다중화 시에,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시각 또는 비디오 패킷(110)과 오디오 패킷(111)의 타임 스탬프를 비교하여 다
중화 타이밍을 결정함으로써 실현된다. 상기 다중화 스트림은, VOBU 단위로 편집을 행했을 때에도 음성이 도중에 끊
기지 않고 재생 가능한 스트림 구조가 된다. 본 발명의 다중화 방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해 작성되는 다중화 스트림이 다른 실시예의 타임차트를 나타낸다.

    
영상 콘텐츠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B31이라고 하는 단위로 관리된다. VOB는 연속하는 복수의 VOBU32, 33
…을 포함한다. VOBU는 비디오 패킷(34)이나 오디오 패킷(35) 등을 포함한다. 재생 시에, 비디오 프레임(36)이나 오
디오 프레임(37)은 복수의 VOBU에 걸치지 않도록 패킷으로 분할되고 다중화된다. 본 실시예의 다중화 스트림에서는 
VOBU의 최초의 비디오 프레임(36)과 오디오 프레임(37)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이 사람이 편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
로 충분히 작아지도록 패킷이 작성되어, 다중화된다. 상기 차분은 오디오 프레임(AAU)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 이
하가 되도록 다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시에는, 각 패킷에 대해 재생 시각을 체
크하고, VOBU에서의 비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 Tsv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 Tsa에 대하여, 이들 차분의 절대치 ｜
Tsv-Tsa｜가 수학식 1과 같이 임계치 Tth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또는, VOBU에서의 비디오의 재생 종료 시각 
Tev와, 오디오의 재생 종료 시각 Tea에 대하여, 이들 차분의 절대치, ｜Tev-Tea｜가, 수학식 2와 같이 임계치 Tth
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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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여기서 임계치 Tth는 상기 AAU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본 발명에서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를 나타낸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의 다중화 방법을 비디오 프레임,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시각과 비디오 패킷, 오
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을 동일한 시간 축 상에 열거하여 설명한다. 설명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일례로서 1GOP를 
1VOBU로서 패킷화하여 다중화한다. 우선 비디오에 대해, 연속하는 비디오 프레임에 있어서 비디오 프레임(42과 43)
의 경계를 GOP의 경계로 한다. 이들 GOP가 다른 프레임은 별개의 VOBU로서 다중화된다.

한쪽 오디오에 관해서는, 각 비디오 프레임과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시각을 비교하고, 후속하는 GOP의 최초의 비디오 
프레임(43)과 재생 개시 시각이 가장 가까운 오디오 프레임(46)을 VOBU의 경계로 한다. 이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다
중화 후의 VOBU에서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을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이어서, 이들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를 패킷화하여 다중화한다. MPEG-2의 비디오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비디오 프
레임(41)이 B-Picture이며, 비디오 프레임(42)이 P-Picture이면, 데이터 배치와 재생 시각의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
에 비디오 프레임(41)의 데이터가 선행하는 VOBU의 말미 위치에 다중된 비디오 데이터가 된다. 다중화 스트림에서의 
VOBU의 경계는 비디오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므로, 선행하는 VOBU 마지막 비디오 패킷(47)과, 후속하는 VOBU의 
첫 비디오 패킷(48)과의 경계가 다중화 스트림의 VOBU 경계(417)가 된다. 종래의 데이터 다중화 방식으로는 비디오
와 오디오는 각각 독립된 타이밍으로 다중화되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오디오 프레임(44나 45)은 각각의 프레임의 
재생 개시 시각인 410이나 412까지 버퍼에 입력하면 되므로, 오디오 패킷(49나 411)과 같은 타이밍으로 다중화되었
다. 그러나 종래의 데이터 다중화 방식으로는 VOBU 경계(417)에서 편집을 행하면, 본래 동일한 시각에 재생되는 비디
오 프레임(42)과, 오디오 프레임(44, 45)이 별개의 VOBU로 분리되며, 동기하여 재생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발생
시켰다.
    

    
본 실시예에서는, 오디오 프레임(44, 45)을 비디오 데이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413나 414의 타이밍으로 다중화한다. 
그 때문에, 일정 시각 범위 내에 재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동일한 VOBU에 다중화되어, VOBU 단위로 편집한 후에
도 끊김없는 재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중화 스트림이 패킷 단위로 디코더의 버퍼에 판독되고, 픽쳐 및 AAU 단위로 
재생 시각에 따라 출력되는 디코더 즉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재생 장치에 의해 다중화 스트림이 디코드된다. 디코더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선행하는 GOP의 최종 비디오 프레임(42)의 재생 종료 시각과 가장 가까운 재생 종료 시각을 갖는 AAU45에 대해, A
AU45의 마지막 데이터가 포함되는 패킷(414)의 버퍼에 대한 판독 종료 시각을 TeaSCR이라고 한다. 한편, 후속하는 
VOBU의 선두 패킷의 버퍼에 대한 판독 개시 시각을 TsvSCR로 한다. 본 실시예의 스트림은 VOBU 경계에서 TeaSC
R≤TsvSCR이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기록 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데이터 다중화를 행하고, 데이터 다중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것이다.

    
컴퓨터(5)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52)의 데이터 스트림을 판독하고, 본 발명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의 처리를 
행하며, 다중화 데이터인 데이터 출력(58)을 얻는 내부 기구(53)를 구비한다. 내부 기구(53)는 본 발명의 데이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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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로드한 프로그램 메모리(55)와, 프로그램 메모리(55)의 프로그램을 판독하고,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 메모리(56)로 취득되는 입력 데이터(57)를 처리하고, 출력 데이터(58)를 출력하는 연산 장치(
54)를 구비한다. 이들 메모리(55, 56)는 각각의 기능마다 분류되어 사용된다. 이들의 메모리는 동일한 메모리 상이라
도 좋다.
    

도 6은 상기 내부 구성(56) 중에서 본 발명에 따른 다중화 스트림을 작성하는 부분의 구성을 기능 구성으로 나타낸 것
이다.

    
도 6에 있어서, 우선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의 입력 데이터(57)를 취득한다. 데이터 다중화 장치에 대한 입력
에 관하여, 비디오 스트림으로서는 영상 신호를 부호화 장치에 의해 비디오 스트림으로 한 것이라도 좋고, 종래의 다중
화 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추출한 것이라도 좋다. 오디오 스트림으로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 장치에 의해 오
디오 스트림으로 한 것이라도 좋고, 종래의 다중화 스트림으로부터 오디오 스트림을 추출한 것이라도 좋다. 비디오 스
트림으로는 MPEG-2에서의 E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디오 스트림으로는 MPEG-1 Audio나 Linear PCM의 ES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은 각각 버퍼(62 및 63)에 연속적으로 기억된다.
    

    
다중화 순서 계산부(64)가, 버퍼(62 및 63)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액세스하고, 비디오 스
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해석하여, 패킷을 다중화하는 순서와 파라미터를 출력한다. 또한, 다중화 순서 계산부(64)는 
픽쳐 및 AAU의 검출,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의 파라미터 정보의 취득, 데이터 분할 위치의 결정, 다중화 타이밍의 계
산 등을 행한다. 상기 다중화 타이밍의 계산은, 픽쳐의 재생 시각과 AAU의 재생 시각을 비교하고, VOBU의 최초의 비
디오 프레임과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이 충분히 작아지도록, 상기 차분이 AAU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
수배 이하가 되도록 다중화 타이밍을 결정한다. 상기 다중화 타이밍은 SCR로서 패킷의 헤더에 기록된다.
    

또한, 다중화 순서 계산부(64)는 계산된 다중화 타이밍, 패킷의 다중화 순서, 재생 시각 정보, 데이터 블록 분할 위치 
등의 파라미터를 출력한다. 다중화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패킷 작성 다중화부(65)는 버퍼(62 및 63)로부터의 영상 패킷 데이터 및 음성 패킷 데이터와 계산부(64)로부터의 파
라미터를 입력한다. 패킷 작성 다중화부(65)는 입력된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상기 입력된 파라미터에 따라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파라미터의 정보를 패킷 헤더에 저장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의 패킷을 작성한다. 상기 패킷
의 헤더에는 SCR 등의 다중화 타이밍의 정보나, PTS, DTS 등의 타임 스탬프의 정보 등이 기록된다. 상기 작성한 패킷
을, 상기 결정된 패킷의 순서에 따라 다중화하고, 다중화 스트림(58)을 출력한다. 필요하면 VOBU의 선두 등을 나타내
는 패킷을 작성하여 다중화 스트림에 삽입한다. 또한 버퍼 장치를 장비하고, VOBU 단위로 다중화 스트림을 버퍼링해
도 좋다. 이에 따라, 비디오의 입력 스트림이 GOP 도중에 종료한 경우 등에, VOBU 경계까지 도달하지 않는 다중화 스
트림을 버림에 따라, 항상 VOBU 단위로 완결된 스트림을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다중화 순서 계산부, 패킷 작성 다중화부는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눠 기술했지만, 이들은 패킷 출력 장치(
66)로서 하나로 통합되어도 좋다. 다중화 순서 계산부(64)에 있어서 패킷 작성을 행하며, 패킷 작성 다중화부(65)는 
다중화 스트림의 출력만을 행하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다중화 방법의 처리 단계의 플로우도를 나타낸다.

    
데이터 다중화 처리를 개시하고(단계 71),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각각 버퍼(62 및 63)에 취득한다(단계 
72). 단계 72에 의해 버퍼에 취득된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분할하여 패킷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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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을 계산하여 다중화 순서를 결정한다(단계 73). 픽쳐의 재생 시각과 AAU의 재생 시각을 비
교하고, VOBU의 첫 비디오 프레임과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이 충분히 작아지도록 비디오 패킷과 오
디오 패킷의 다중화 순서를 결정한다. 다중화 타이밍의 결정 방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 8을 이용하여 후술하겠
다.
    

단계 73에 의해 결정된 패킷의 순서에 따라 비디오 패킷, 오디오 패킷을 다중화하고, 다중화 스트림을 출력한다(단계 
74). 필요하면 VOBU의 선두 등을 나타내는 패킷을 작성하여 다중화 스트림에 삽입한다. VOBU 단위로 다중화 스트림
을 버퍼에 출력하고, 버퍼링을 행해도 좋다. 이에 따라, 비디오의 입력 스트림이 GOP 도중에 종료한 경우 등에 VOBU 
경계까지 도달하지 않는 다중화 스트림을 버림에 따라, 항상 VOBU 단위로 완결된 스트림을 출력할 수 있다.

    
단계 75에서는 입력 스트림의 종료를 판정하고, 다중화 스트림을 계속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는 단계 72로 되돌아가고, 
다중화 스트림의 출력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단계 76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또는 오디오의 스트림의 입력이 
종료한 경우 등에 다중화 스트림의 출력을 종료한다. 버퍼링을 행하는 경우에는, 버퍼 내의 VOBU 단위로 완결하지 않
은 데이터의 처리를 행한다. 단계 76에서는 데이터 다중화를 종료한다. 이상의 단계에 의해 데이터 다중화의 처리가 행
해진다.
    

도 8은, 도 7의 단계 73을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비디오 패킷 및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을 계산하고, 패킷을 작
성하는 처리 플로우도를 나타낸다.

단계 73의 동작을 개시하고, 입력 스트림이 비디오 스트림이나 오디오 스트림에 의해 분기한다(단계 81). 입력 스트림
이 비디오 스트림인 경우에는, 단계 82로 진행하며, 오디오 스트림인 경우에는 단계 83으로 진행된다.

    
단계 82에서는,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픽쳐 등의 정보를 검출하고, 각 픽쳐의 재생 시각의 정보를 계산한다.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픽쳐 헤더와 시퀀스 헤더의 위치를 검출하고, 입력 스트림의 해상도나 비트 레
이트 등의 정보를 취득함과 함께, VOBU의 경계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MPEG-2에서의 GOP의 경계에서 VOBU가 분
할되도록 설정한다. 1 GOP마다 시퀀스 헤더가 삽입되는 인코더에서는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시퀀스 헤더를 검출하고, 
시퀀스 헤더의 선두를 VOBU의 경계로 한다. 픽쳐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픽쳐의 재생 순서의 정보 등으로부터, 각 픽쳐
의 재생 시각이 계산된다.
    

단계 83에서는, 오디오 스트림에 대해 AAU 등의 정보를 검출하고, 입력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 등의 정보를 취득하여, 
각 AAU의 재생 시각의 정보를 계산한다. 이어서 단계 85로 진행된다.

    
단계 84에서는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데이터의 분할 위치를 결정한다. 사전에 정해진 비디오 패킷의 사이즈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의 데이터 분할 위치를 결정한다. 픽쳐가 복수의 VOBU에 걸치지 않도록 패킷으로 분할한다. 예를 들면, 
DVD의 규격으로는 비디오 패킷의 사이즈는 MPEG-2 PS의 팩 사이즈가 2048 바이트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GOP의 데이터가 동일한 패킷에 포함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분할한다. 패킷의 사이즈를 일정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GOP의 경계 외에는 일정한 길이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경계 부근에서는 패킷 사이즈에 모자라는 부분을 패딩 데이터로 
매립한다. 이어서 단계 86으로 진행된다.
    

    
단계 85에서는, 오디오 스트림에 대해 데이터의 분할 위치를 결정한다. 사전에 정해진 오디오 패킷의 사이즈로부터 오
디오 스트림의 데이터 분할 위치를 결정한다. AAU가 복수의 VOBU에 걸치지 않도록 패킷으로 분할한다. 예를 들면, 
DVD의 규격으로는 오디오 패킷의 사이즈는 MPEG-2 PS의 팩 사이즈가 2048 바이트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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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AU가 하나의 패킷에 포함되도록 해도 좋고, 하나의 패킷에 복수의 AAU가 포함되도록 해도 좋다. 이어서 단계 8
7로 진행된다.
    

    
단계 86에서는, 단계 84에서 분할 위치의 지정된 각 데이터 블록에 관하여, 가상 비디오 버퍼의 계산을 행하고,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를 계산한다. 가상 비디오 버퍼는 디코더 모델에서의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이다. 디코더 모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다중화 스트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목표로 하는 디코더의 버퍼 사이즈가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DVD의 규격으로는 비디오 버퍼의 사이즈는 232K 바이트로 규정되어 있다. 정해진 비디오의 버퍼 사이즈를 
오버 플로우·언더 플로우하지 않도록 가상 버퍼로서 계산을 행하고, 각 데이터 블록을 버퍼에 입력할 수 있는 다중화 
타이밍의 시간 범위를 산출한다. 가상 버퍼의 동작은, 다중화 타이밍에 따라 데이터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재
생 시각에 따라 픽쳐 단위로 데이터가 출력된다고 하여 계산한다. 입력하는 시각이 빨라지면 오버 플로우할 가능성이 
있고, 느리면 언더 플로우할 가능성이 있다. 각 픽쳐의 재생 시각과 가상 버퍼의 동작으로부터, 각 데이터 블록에 대해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가 결정된다. 다중화 타이밍의 산출 수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이어서 단계 88로 진행된다.
    

    
단계 87에서는, 단계 85에서 분할 위치의 지정된 각 데이터 블록에 관하여, 가상 오디오 버퍼의 계산을 행하고,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를 계산한다. 가상 오디오 버퍼는 디코더 모델에서의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이다. 디코더 모델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다중화 스트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깃으로 하는 디코더의 버퍼 사이즈가 설정되어 있
다. 예를 들면 DVD의 규격으로는 오디오 버퍼의 사이즈는 4K 바이트로 규정되어 있다. 단, 이 값은 종래의 스트림을 
상정한 값이고, 본 발명의 특징을 갖는 스트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큰 값을 사전에 규정해 둔다. 정해진 오디
오의 버퍼 사이즈를 오버 플로우·언더 플로우하지 않도록 가상 버퍼의 계산을 행하고, 각 데이터 블록을 버퍼에 입력
할 수 있는 다중화 타이밍의 시간 범위를 산출한다. 가상 버퍼의 동작은, 다중화 타이밍에 따라 데이터 블록 단위로 데
이터가 입력되고, 재생 시각에 따라 AAU 단위로 데이터가 출력된다고 하여 계산한다. 입력하는 시각이 빨라지면 오버 
플로우할 가능성이 있으며, 느리면 언더 플로우할 가능성이 있다. 각 AAU의 재생 시각과 가상 버퍼의 동작으로부터, 
각 데이터 블록에 대해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가 결정된다. 다중화 타이밍의 산출 수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다음 단
계 88로 진행된다.
    

    
단계 88에서는, 다음에 출력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에 관하여, 이들의 데이터 블록이 포함되는 픽쳐 및 A
AU의 재생 시각과, 단계 86 및 87에서 계산된 다중화 타이밍의 시간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
의 다중화 순서와 최종적인 다중화 타이밍인 SCR을 산출한다. 픽쳐의 재생 시각과 AAU의 재생 시각을 비교하고, VO
BU의 첫 비디오 프레임과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이 충분히 작아지도록 다중화 타이밍을 결정한다. 다
중화 타이밍의 상세한 결정 수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단계 89에서는,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단계 84 및 85에서 정해진 데이터 블록 분할 위치에 따라 분할하여 
데이터 블록으로 하고, 재생 시각 정보인 타임 스탬프나 단계 88에서 정해진 다중화 타이밍의 정보인 SCR 등의 파라미
터 정보를 패킷 헤더에 저장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패킷을 작성한다. 패킷 및 헤더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다. 이상
의 단계에 의해 비디오 스트림, 오디오 스트림의 패킷화가 행해진다.

도 9는 도 8의 단계 86을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비디오 버퍼의 계산을 행하고,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를 계산하는 처리 
플로우도를 나타낸다.

처리 동작을 개시하고(단계 91), 디코더 모델(디코더 모델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에 있어서의 가상 비디오 
버퍼가 데이터로 가득한지의 여부에 따라 분기한다. 가상 비디오 버퍼의 동작은, 다중화 타이밍을 따라 데이터 블록 단
위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재생 시각에 따라 픽쳐 단위로 데이터가 출력된다고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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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스트림에 대하여, 현재까지 패킷화하여 출력한 데이터의 마지막 SCR을 SCRtmp로 한다. 즉, 다음에 패킷 출력 
가능한 타이밍은 SCRtmp이 된다. 다음에 패킷화해야되는 데이터 블록에 관하여, SCRtmp의 시각에서 가상 비디오 버
퍼에 데이터 입력 가능이 아닌 (버퍼가 Full) 경우에는 단계 92로 진행하고, 데이터 입력 가능한 (버퍼가 Full이 아님) 
경우에는 단계 93으로 진행된다.

단계 92에서는 비디오 패킷의 버퍼 입력 타이밍의 하한인 VSCRmin을 결정한다. 즉, 단계 91에서 현재 가상 비디오 버
퍼가 가득하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이어서 버퍼로부터 픽쳐가 출력되는 타이밍을 VSCRmin으로서 설정한다. 이것은 다
음에 가상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픽쳐의 복호의 관리 정보 DTS에 해당한다. MPEG-2에서의 B-Picture에서는 DTS=
PTS이다. 이어서 단계 94로 진행된다.

단계 93에서는, 비디오 패킷의 버퍼 입력 타이밍의 하한인 VSCRmin을 결정한다. 단계 91에서 현재 버퍼가 가득하지 
않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이어서 패킷 출력 가능한 타이밍 SCRtmp를 VSCRmin으로서 설정한다. 이어서 단계 94로 진
행된다.

단계 94에서는, 비디오 패킷의 버퍼 입력 타이밍의 상한인 VSCRmax를 결정한다. 즉, 비디오의 데이터 블록은, 그 데
이터 블록의 픽쳐가 디코더로부터 출력되기 전에 버퍼에 대한 입력을 완료해야한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 블록을 포함
하는 픽쳐의 디코드 시각을 VSCRmax로서 설정한다. 단, 패킷을 버퍼에 입력할 때에 오버헤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만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가 계산된다.

도 10은 도 8의 단계 87을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가상 오디오 버퍼의 계산을 행하고,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를 계산하
는 처리 플로우도를 나타낸다.

    
처리 동작을 개시하고(단계 101), 디코더 모델에서의 가상 오디오 버퍼가 데이터로 가득한지의 여부에 따라 분기한다. 
가상 오디오 버퍼의 동작은 다중화 타이밍에 따라 데이터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며, 재생 시각에 따라 AAU 단위
로 데이터가 출력된다고 하여 계산한다. 입력된 스트림에 대하여, 현재까지 패킷화하여 출력한 데이터의 마지막 SCR을 
SCRtmp로 한다. 즉, 이어서 패킷 출력 가능한 타이밍은 SCRtmp가 된다. 이어서 패킷화해야되는 데이터 블록에 관하
여, SCRtmp의 시각에서 가상 오디오 버퍼에 데이터 입력 가능하지 않은(버퍼가 Full) 경우에는 단계 102로 진행하고, 
데이터 입력 가능한 (버퍼가 Full이 아님) 경우에는 단계 103으로 진행된다.
    

단계 102에서는 오디오 패킷의 버퍼 입력 타이밍의 하한인 ASCRmin을 결정한다. 즉, 단계 101에서 현재 가상 오디오 
버퍼가 가득하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이어서 버퍼로부터 AAU가 출력되는 타이밍을 ASCRmin으로서 설정한다. 이것은 
이어서 가상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AAU의 PTS에 해당한다. 이어서 단계 104로 진행된다.

단계 103에서는 오디오 패킷의 버퍼 입력 타이밍의 하한인 ASCRmin을 결정한다. 즉, 단계 101에서 현재 버퍼가 가득
하지 않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이어서 패킷 출력 가능한 타이밍 SCRtmp를 ASCRmin으로서 설정한다. 이어서 단계 1
04로 진행된다.

    
단계 104에서는 오디오 패킷의 버퍼 입력 타이밍의 상한인 ASCRmax를 결정한다.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은, 상기 데이
터 블록의 AAU가 디코더로부터 출력되기 전에 버퍼에 대한 입력을 완료해야한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
는 AAU의 디코드 시각을 ASCRmax로서 설정한다. 데이터 블록 내에 복수의 AAU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두의 AAU
의 디코드 시각으로 한다. 단, 패킷을 버퍼에 입력할 때에 오버헤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만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가 계산된다.
    

도 11은 도 8의 단계 88을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다중화 타이밍의 결정 처리의 처리 플로우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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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동작을 개시하고, 다음에 출력하는 비디오의 데이터 블록이 VOBU의 선두 데이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단계 1
11), VOBU의 선두 데이터이면, 단계 112로 진행하고, VOBU의 선두 데이터가 아니면, 단계 113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1GOP를 1VOBU로서 다중화하는 경우, 각 GOP의 선두에 시퀀스 헤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 블록을 
작성할 때에 시퀀스 헤더의 선두를 데이터 블록의 선두로 하고, 상기 데이터 블록을 처리할 때에 VOBU의 선두로 판정
한다.
    

단계 112에서는, 비디오의 데이터 블록이 포함되는 픽쳐의 재생 시각과,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이 포함되는 AAU의 재
생 시각을 비교하여 분기한다. 이 때에, 데이터 블록 내에 복수의 AAU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의 선두의 데
이터를 포함하는 AAU에 대하여 판정한다. 오디오의 재생 시각이 빠르면 단계 115로 진행하고, 비디오가 빠르면 단계 
116으로 진행된다.

    
단계 113에서는, 비디오의 데이터 블록과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 각각에 대하여, 상기 VSCRmin, VSCRmax, ASCRm
in, ASCRmax로부터 VSCRmin≤VSCR≤VSCRmax와 ASCRmin≤ASCR≤ASCRmax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VSCR, 
ASCR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VSCR과 ASCR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정 간격이 되도록 정해지고, 1 패킷이 버퍼에 판독
되는 시간 간격을 SCR_TM으로 했을 때, ASCR≤VSCR< ASCR+SCR_TM이 될 때에는 VSCR=ASCR+SCR_TM
이 되도록 조절한다. 또한, 항상 ASCR=ASCRmin, VSCR=VSCRmin으로 하고, ASCR≤VSCR< ASCR+SCR_TM
이 될 때에는 VSCR=ASCR+SCR_TM이 되도록 조절하거나, VSCR≤ASCR< VSCR+SCR_TM이 될 때 ASCR=V
SCR+SCR_TM이 되도록 조절한다. 이어서 단계 114로 진행된다.
    

단계 114에서는, 단계 113에 의해 설정된 비디오의 데이터 블록의 VSCR,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의 ASCR에 대하여 비
교하고, 작은 데이터 블록을 다음 패킷으로서 출력하도록 설정하여, 단계 88을 종료한다.

단계 115에서는 ASCRmin≤ASCR≤ASCRmax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ASCR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ASCR이 일정 
간격이 되도록 정한다. 또는, 항상 ASCR=ASCRmin이 되도록 정한다. 이어서 출력되는 비디오의 데이터 블록이 다음 
VOBU의 선두가 되기 때문에, 전반부의 VOBU에 포함되는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을 출력한다. 이어서 단계 117로 진행
된다.

단계 116에서는 VSCRmin≤VSCR≤VSCRmax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VSCR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VSCR이 일정 
간격이 되도록 정한다. 또는, 항상 VSCR=VSCRmin이 되도록 정한다. 상기 데이터 블록이 VOBU의 선두가 된다. 이어
서 단계 118로 진행된다.

단계 117에서는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을 다음 패킷으로서 출력하도록 설정하고, 단계 88을 종료한다.

단계 118에서는 비디오의 데이터 블록을 다음 패킷으로서 출력하도록 설정하고, 단계 88을 종료한다. 이와 같이 함으
로써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이 결정된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의 일 실시예의 주요부 구성을 나타낸다.

도시된 디코더 모델은 MPEG-2 규격 등에 있어서는 P-STD(Program Stream-System Target Decoder), T-ST
D(Transport Stream-System Target Decoder)로서 정해져 있다. 인코더나 다중화 장치는, 디코더 모델에서의 비
디오 버퍼, 오디오 버퍼 등의 버퍼를 오버 플로우·언더 플로우시키지 않도록 부호화나 다중화를 행한다.

다중화 스트림이 취득된 트랙 버퍼(121)로부터 데이터가 디멀티플렉서(122)에 전송되고, 다중화되어 있던 패킷이 비
디오, 오디오, 그 밖의 데이터로 분리되며, 각각 비디오 버퍼(123), 오디오 버퍼(127) 및 버퍼(1210)로 전송되고, 저
장된다. 각각의 버퍼(123, 127) 및 버퍼(1210)에 대해서는 패킷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버퍼 판독 시각 SCR에 따라 
패킷의 데이터가 전송된다.

 - 14 -



공개특허 특2003-0012761

 
    
비디오 패킷에 대해서는, 비디오 버퍼(123)로부터는 픽쳐 단위로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에 따라 데이터가 비디오 
디코더(124)로 전송된다.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비디오 디코더 버퍼(125)에 저장되고, 디코더(124)에 의해 디코드되
고, 영상 신호가 출력되어 표시된다. MPEG-2 등에서는 I-Picture나 P-Picture에서는 움직임 보상 예측을 위해 픽
쳐의 디코드 시각인 DTS와 표시 시각인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가 다르다. 이 때문에 디코드된 데이터가 리
오더링 버퍼(126)에 저장된다.
    

오디오 패킷에 관해서는, 오디오 버퍼(127)로부터는 AAU 단위로 PTS에 따라 데이터가 오디오 디코더(128)로 전송
된다.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오디오 디코더 버퍼(129)에 저장되고, 디코더(128)에 의해 디코드되고, 음성 신호가 출력
되어 재생된다.

그 밖의 데이터는, 버퍼(1210)로부터 디코더(1211)에 데이터가 전송되고, 일시적으로 디코더 버퍼(1212)에 저장되
며, 데이터가 디코드되어 재생된다. 그 밖의 데이터로서는, 서브 픽쳐 등의 자막 정보나, 간이 영상 정보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디코더의 일반적 구성은, 종래의 디코더와 마찬가지이지만, 본 발명에 의해 작성되는 다중화 스트림을 디코드하는 
디코더는, 오디오 버퍼(127)의 구성이 종래의 디코더가 다르다. 비디오 스트림에 있어서의 VBVdelay의 최대치를 VB
Vdelay_max로 하고, 오디오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Ra_max로 하고, 비디오 스트림의 1 프레임의 재생 시간을 
Frm_TM으로 할 때, 디코더가 갖는 오디오 버퍼(127)의 사이즈 Sab는 수학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학식 3

이 되도록 설계한다. VBVdelay는 MPEG-2 규격 등으로 정해지는, 비디오 스트림에서의 픽쳐의 VBV 버퍼에 대한 지
연 시간을 나타내는 값이다. VBVdelay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수학식 4의 VBVdelay_max값에는 VBVdelay의 최대
치에 시퀀스 헤더 등, 비디오 스트림을 비디오 버퍼에 판독하기 위한 오버헤드 시간을 가해도 좋다.

도 13은 상기 VBVdelay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일례로서 MPEG-2 인코더에 대하여 나타낸다. 비디오 스트림의 인코더(131)는 영상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영상 신
호를 부호화하여 ES를 출력한다. 이 때, 디코더에서의 복호를 보증하기 위해, VBV 버퍼라고 하는 가상적인 버퍼(132)
를 접속한 VBV 버퍼 모델을 생각하고, 상기 비디오 스트림 ES가 VBV 버퍼(132)를 오버 플로우 및 언더 플로우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래프(133)는 VBV 버퍼(132) 점유량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종축은 
VBV 버퍼 용량을, 횡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VBV 버퍼(132)의 사이즈(134)는 MPEG-2 등 각각의 규격에 따라 정해
진다. 어떤 픽쳐의 VBVdelay값(136)은 버퍼로의 입력 개시 시각(135)으로부터 픽쳐가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디코드 
시각(137)까지의 시간 간격이다. VBVdelay는 각 픽쳐에 대하여, 항상 VBV 버퍼가 오버 플로우·언더 플로우하지 않
도록 정해지며, 비디오 스트림에 기록되어 디코더에 전송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화 방법에 따른 다중화 데이터는 비
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의 동기를 취하면서 다중화되기 때문에, 디코더측에서 오디오는 어떤 픽쳐의 VBVdelay값
와 1 프레임의 재생 시간의 합계 시간분의 버퍼링이 필요해진다. 이들의 관계는, 수학식 4에 의해 나타내여진다. 즉, V
BVdelay_max는 스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VBV 버퍼 사이즈의 최대치를 VBVSize_max, 비디오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Rv_max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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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이 되도록 VBV 버퍼 사이즈의 최대치를 VBVSize_max가 결정된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의 동작 설명을 위한 타이밍차트이다. 도면은 다중화 스트림에 대하여, 비디오 프레임, 
오디오 프레임의 재생 시각과 비디오 패킷,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을 동일한 시간 축 상에 열거하여 나타내고 있
다. 비디오 프레임(141과 142)의 경계를 GOP의 경계로 하고, 후속하는 GOP의 첫 비디오 프레임(142)과 재생 개시 
시각이 가장 가까운 오디오 프레임(144)과, 그 직전의 오디오 프레임(143)의 경계를 VOBU의 경계로 한다. 상기 다중
화 스트림을 본 발명의 다중화 방법을 이용하여 패킷화하여 다중화하면, 일정 시각 범위 내에 재생되는 비디오와 오디
오의 데이터가 동일한 VOBU에 다중화된다. 도 14에서는 I-Picture, B-Picture의 재생 순서의 관계로부터 비디오 패
킷(145)이 후속하는 VOBU 첫 비디오 패킷이고, 오디오 패킷(146)이 후속하는 VOBU의 첫 오디오 패킷이다. 위치(1
48)가 VOBU의 경계가 된다.
    

디코더의 오디오 버퍼로서 필요한 사이즈는 VOBU의 선두 패킷의 판독 시각인 TS VOBU(149)로부터 상기 VOBU의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인 TS APTM(1410)까지 포함되는 오디오 데이터의 량이 된다. 여기서, 오디오의 비트 레이트
를 Ra로 하고, TS VOBU와 TS APTM의 차분을 Tm이라고 하면, 오디오의 버퍼 사이즈 Sab는 수학식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학식 5

를 충족시키면 된다. 차분 Tm의 길이는 VOBU마다 다르지만, 이것을 스트림 전체에 있어서 비디오와 오디오의 관계로
서 기술하면, Tm≤VBVdelay_max+Frm_TM이므로, 상기 수학식 5와 같다. 이와 같이 하여 오디오 버퍼를 정하고, 
디코더를 설계함으로써, 본 발명의 데이터 다중화 방법에 따른 다중화 스트림이 재생 가능한 디코더를 얻을 수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MPEG-2 규격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
제는 MPEG-2 규격뿐 아니라, 패킷화나 다중화를 행하는 데이터 부호화 처리 일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본 발명은 
그 밖의 부호화 처리에 대하여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MPEG-4 규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을 이용하여 작성한 패킷화 데이터를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시에,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 시각을 비교하여, 
일정 시각 범위 내에 재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반드시 동일한 VOBU에 다중화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다중화 스트림
을 VOBU 단위로 편집한 후라도, 음이 도중에 끊기지 않고 재생이 가능한 다중화 스트림을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중화 스트림의 고도의 편집을 간단히 할 수 있게 되며, 편집 장치를 간략화시켜, 회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들은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당업자들의해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
라서, 여기에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는 본 명세서에 상술된 설명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넓게 해석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 16 -



공개특허 특2003-0012761

 
청구항 1.

데이터 다중화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각각 제1 및 제2 버퍼에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버퍼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비교하여, 출력되는 다중화 스트림의 생성에 있어서, 
동일한 VOBU(video object unit)에 기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
이 임계치 이하가 되도록 패킷의 순서와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버퍼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오디오 스트림을 상기 파라미터에 따라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
화하고, 패킷을 다중화하여 다중화 스트림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다중화 방법.

청구항 2.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각각의 스트림을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으로서 
다중화한 다중화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에 있어서의 화상의 부호화 단위인 픽쳐의 그룹(GOP; Group of Picture)이 하나 또는 복수개 포함
되는 연속하는 패킷의 유닛(이하, VOBU라고 약기함)에 대하여, 특정한 VOBU에 포함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의 재생 개
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이 임계치 이하가 되도록 다중화한 스트림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가 오디오 액세스 유닛(AAU; Audio Access Unit)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4.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고, 각각의 스트림을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으로서 
다중화한 다중화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 매체에 있어서,

    
다중화 스트림이 패킷 단위로 디코더의 버퍼에 판독되고, 픽쳐 및 AAU 단위로 재생 시각에 따라 출력되는 모델에 있어
서, 패킷의 판독 개시 시각을 Ts로 하고, 판독 종료 시각을 Te로 하고, GOP가 하나 또는 복수개 포함되도록 통합한 V
OBU에 대해 특정한 VOBU의 선두 패킷의 판독 개시 시각 Ts를 Tsv로 하고, 상기 VOBU에 포함되는 비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시각 이후에 가장 가까운 재생 종료 시각을 갖는 AAU 또는 이 시각 이전에 가장 가까
운 재생 종료 시각을 갖는 AAU의 최후부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의 Te를 Tea로 했을 때, Tea≤Tsv가 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다중화한 스트림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5.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복수의 스트림을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으로서 
다중화하여 기록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에 있어서,

 - 17 -



공개특허 특2003-0012761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취득하여 기억하는 제1 버퍼 수단과,

상기 오디오 스트림을 취득하여 기억하는 제2 버퍼 수단과,

상기 제1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및 상기 제2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오디오 스트림을 비교하여, 출력되는 
다중화 스트림에 있어서, 동일한 VOBU에 기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이 임계치 이하가 되도록 패킷의 순서와 파라미터를 결정하여 상기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계산부와,

상기 제1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 스트림 및 상기 제2 버퍼 수단으로부터의 오디오 스트림을 상기 파라미터에 따
라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화하고, 패킷을 다중화하여 다중화 스트림을 출력하는 다중화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가 AAU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7.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복수의 스트림을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고,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으로서 
다중화하여 기록하는 순서를 컴퓨터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버퍼에 취득하는 제1 단계와,

상기 버퍼로부터 추출된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비교하여 출력되는 다중화 스트림에 있어서 동일한 VOBU
에 기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개시 시각의 차분 또는 재생 종료 시각의 차분이 있는 임계치 이하가 되도록 다중
화 타이밍을 결정하는 제2 단계와,

상기 다중화 타이밍을 따라 비디오 패킷 및 오디오 패킷을 다중화하여 다중화 스트림을 출력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가 AAU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비디오 스트림과 상기 오디오 스트림을 판별하여 분기하는 제4 단계와,

상기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픽쳐를 검출하고, 재생 시각을 계산하는 제5 단계와,

 - 18 -



공개특허 특2003-0012761

 
상기 오디오 스트림에 대해 AAU를 검출하고, 재생 시각을 계산하는 제6 단계와,

상기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데이터 분할 위치를 결정하고 데이터 블록을 작성하는 제7 단계와,

상기 오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데이터 분할 위치를 결정하고 데이터 블록을 작성하는 제8 단계와,

상기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가상 비디오 버퍼(virtual video buffer)의 용량을 계산하고, 비디오의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를 산출하는 제9 단계와,

상기 오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가상 오디오 버퍼의 용량을 계산하고, 오디오의 다중화 타이밍의 범위를 산출하는 제10 
단계와,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 시각과 가상 버퍼 용량으로부터, 최종적인 비디오 패킷과 오디오 패킷의 다중화 타이밍을 결정
하는 제11 단계와,

데이터 블록에 헤더를 부가하여 패킷을 작성하고, 다중화 타이밍에 따라 패킷을 출력하는 제12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가 AAU의 재생 지속 시간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11.

디코더에 있어서,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다중화 스트림으로부터 적어도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분리하
는 디멀티플렉서와, 상기 분리된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각각 버퍼링하기 위한 비디오 버퍼 및 오디오 버퍼
를 통해, 비디오를 재생하는 비디오 디코딩부 및 오디오를 재생하는 오디오 디코딩부를 포함하고,

상기 오디오 버퍼의 사이즈(용량)는, 상기 다중화 스트림에 있어서의 비디오 스트림의 VBVdelay(a delay time of a 
picture with respect to a video buffering verifier)값의 최대치와 비디오 스트림의 1 프레임의 재생 시간을 가산한 
것에 오디오 스트림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곱한 값 이상으로 설정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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