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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방송 신호 송신 장치，방송 신호 수신 장치，방송 신호

송신 방법，및 방송 신호 수신 방법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방송 신호 송신 장치 , 방송 신호 수신 장치 , 및 방송 신호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2] 비디오 신호 처리 속도가 빨라지 면서 초고해 상도 (ultra high definition; UHD)

비디오를 인코딩 /디코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3] UHD 컨텐츠는 기존의 컨텐츠 대비 다양한 측면에서 향상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송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UHD 비디오

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기존 컨텐츠에서 제공하지

못하였던 색감 및 밝기 측면에서 향상된 시청자 경험을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4] 이에 따라 UHD 비디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색상 및 밝기 표현 범위를

확대하여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5] UHD 디스플레 이 기기는 색상 및 밝기 측면의 표현력에서 기존 디스플레 이

기기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6] 그 러나 , 다양한 디스플레 이 기기 환경 하에서 UHD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시청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개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7] 예를 들어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 보급이 진행되는 상황에 서 UHD

컨텐츠가 공급되는 경우 디스플레이 기기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색감 혹은 밝기

제한이 생겨 컨텐츠 감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8] 디스플레이 기기에 적웅적으로 컨텐츠의 색감 및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의 기기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컨텐츠 변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 러나 , 만약 디스플레 이 외부 기기를 통해 UHD 컨텐츠가
공급되는 경우 , 디스플레이의 기기 특성을 제한적으로 전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9] 본 발명의 목적은 , 다양한 디스플레 이 기기 환경 하에서 UHD 컨텐츠를 포함한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처리 방법 및 비디오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

[10]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 UHD 컨텐츠를 포함한 UHD 컨텐츠를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표출할 경우 , 그 디스플레이 기기들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색감 혹은 밝기 표현 제한이 적도록 하는 비디오 처리 방법 및 비디오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11]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스플레이 외부 기기를 통해 UHD 컨텐츠를 포함한

컨텐츠가 공급되는 경우라도 디스플레이의 기기 특성을 전달하여 UHD

컨텐츠를 포함한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처리 방법 및

비디오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12]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여기에 포함되 고 대략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지상파 방송망과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방송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관련된 시그널링 방안을 제안한다.

발명의 효과
[13]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 환경 하에서 UHD

컨텐츠를 포함한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다.

[14]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UHD 컨텐츠를 포함한 UHD 컨텐츠를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표출할 경우, 그 디스플레이 기기들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색감 혹은 밝기 표현 제한이 적도록 할 수 있다.
[15]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외부 기기를 통해 UHD 컨텐츠가

공급되는 경우라도 디스플레이의 기기 특성을 전달하여 UHD 컨텐츠를 포함한

UHD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6] 본 발명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 위해 포함되며 본 출원에 포함되고 그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17]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 콜 스택을 도시한 도면이다.

[18] 도 2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19] 도 3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LLS (Low Level Signaling) 테이블 및 SLT

(Service List Table) 를 도시한 도면이다.

[20] 도 4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OUTE 로 전달되는 USBD 및 S-TSID 를
도시한 도면이다.

[21] 도 5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MT 로 전달되는 USBD 를 도시한

도면이다.

[22] 도 6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링크 레이어(Link Layer)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23] 도 7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LMT (Link Mapping Table) 를 도시한

도면이다.

[24] 도 8는 비디오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해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가



연결된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25] 도 9은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와 연결된 경우

정보를 송수신하는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26] 도 1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27] 도 11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의 일 예로서 위에서 개시한 실시예의 구체적인 필드 값을 예시한 도면이다.
[28] 도 12은 개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ontrol option flag 의 상세한 예를

예시한 도면이다.
[29] 도 13은 기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의

상세한 예를 예시한 도면이다.
[30] 도 14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로서, Display ID의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을 예시한 도면이다.
[31]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기술하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로서, Display

Device Data Block 을 예시한 도면이다.
[32]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또 다른 예를 예시한 도면이다.
[33] 도 17은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정보를 예시한 도면이다.
[34] 도 18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개시한 포스트 프로세 싱 타입 정보의 상세한

예를 개시한 도면이다.
[35] 도 19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개시한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의 상세한 예를 개시한 도면이다.
[36] 도 2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영상의 컬러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예를 개시한다.
[37] 도 2 1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의 실시예들 및 그 동작을

예시한 도면이다.
[38] 도 22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EOTF typ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39] 도 2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CI-P3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0] 도 24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DCI-P3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1] 도 2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DCI-P3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2] 도 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 가능한 Transfer

Function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3] 도 2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 가능한 Transfer



Function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필드값을

나타낸 도면이다 .
[44] 도 2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컨테이너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45] 도 2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소스 디바이스로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46] 도 3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47] 도 3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소스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시그널링 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48] 도 32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49] 도 33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50] 도 3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시그널링 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51] 도 3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52] 도 3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의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53] 도 3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소스

디바이스)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

[54] 도 3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싱크
디바이스)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 태

[55] 본 발명은 차세대 방송 서비스에 대한 방송 신호 송신 및 수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세대 방송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
서비스 , 모바일 방송 서비스 , UHDTV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에 따라 비-MIMO (non-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또는 MIMO 방식을
통해 차세대 방송 서비스에 대한 방송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MIMO 방식은 MISO (Multiple Input Single Output) 방식 , SISO

(Single Input Single Output) 방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정 용도에

요구되는 성능을 달성하면서 수신기 복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피지컬 프로파일 (또는 시스템) 을 제안한다.

[56]

[57]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 콜 스택을 도시한 도면이다 .



[58] 서비스는 복수개의 레이어를 거쳐 수신기로 전달될 수 있다. 먼저

송신측에 서는 서비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송신측의 딜리버리

레이어에서는 서비스 데이터에 전송을 위한 처리를 수행하고 ,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를 방송 신호로 인코딩 하여 방송망 또는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59] 여기서 서비스 데이터들은 ISO BMFF (base media file format) 에 따른 포맷으로

생성될 수 있다. ISO BMFF 미디어 파일은 방송망 /브로드밴드 딜리버리, 미디어

인 술레이션 (media encapsulation) 및/또는 동기화 포맷 (synchronization format)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서비스 데이터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로서 , 리니어 서비스를 이루는 서비스 컴포넌트들, 그에 대한 시그널링

정보 , NRT (Non Real Time) 데이터, 기타 파일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다.

[60] 딜리버리 레이어에 대해 설명한다. 딜리버리 레이어는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전송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데이터는 방송망및 /또는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61] 방송망을 통한 서비스 딜리버리 (broadcast service delivery) 에 있어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62] 첫번째 방법은 MMT (MPEG Media Transport) 에 근거하여, 서비스 데이터들을

MPU (Media Processing Units) 들로 처리하고 , 이를 MMTP (MMT protocol) 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 MMTP 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

데이터에는 , 리니어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컴포넌트들 및/또는 그에 대한 서비스

시그널링 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63] 두번째 방법은 MPEG DASH 에 근거하여, 서비스 데이터들을 DASH

세그먼트들로 처리하고, 이를 ROUTE (Real time Object delivery over

Unidirectional Transport) 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 ROUTE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 데이터에는 , 리니어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컴포넌트들, 그에 대한 서비스 시그널링 정보 및/또는 NRT 데이터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 NRT 데이터 및 파일 등의 논 타임드 (non timed) 데이터는 ROUTE 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64] MMTP 또는 ROUTE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된 데이터는 UDP I I P 레이어를 거쳐

I P 패킷들로 처리될 수 있다. 방송망을 통한 서비스 데이터 전달에 있어서 , SLT

(Service List Table) 역시 UDP / I P 레이어를 거쳐 방송망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

SLT 는 LLS (Low Level Signaling) 테이블에 포함되 어 전달될 수 있는데, SLT,

LLS 테이블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65] I P 패킷들은 링크 레이어에서 링크 레이어 패킷들로 처리될 수 있다. 링크

레이어는 상위 레이어에서 전달되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 링크 레이어
패킷으로 인캡슐 레이션한 후 , 피지컬 레이어에 전달할 수 있다.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66] 하이브 리드 서비스 딜리버리 (hybrid service delivery) 에 있어서는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 엘레멘트가 브로드밴드 패쓰 (path) 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하 이브리드 서비스 딜리버리의 경우 , 브로드 밴드로 전달되는 데이터에는 ,

DASH 포맷의 서비스 컴포넌트들 , 그에 대한 서비스 시그널링 정보 및/또는 NRT

데이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은 HTTP/TCP/IP 를 거쳐 처리되고 ,
브로드밴드 전송을 위한 링크 레이어를 거쳐, 브로드밴드 전송을 위한 피지컬

레이어로 전달될 수 있다.

[67] 피지컬 레이어는 딜리버리 레이어(상위 레이어 및/또는 링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방송망 또는 브로드 밴드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68]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다.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

컴포넌트의 컬렉션일 수 있고, 컴포넌트 는 여러 미디어 타입의 것일 수 있고,

서비스는 연속적이거나 간헐적일 수 있으며, 서비스는 실시간이거나

비실시간일 수 있고, 실시간 서비스는 TV 프로그램의 시퀀스로 구성될 수 있다.

[69] 서비스는 여러 타입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서비스는 앱 기반 인헨스 먼트를

가질 수 있는 리니어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만의 서비스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서비스는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그 재생/구성 등이 제어되는

앱 기반 서비스일 수 있다. 세 번째로 서비스는 ESG (Electronic Service Guide) 를

제공하는 ESG 서비스일 수 있다. 네 번째로 긴급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EA

(Emergency Alert) 서 비스일 수 있다.

[70] 앱 기반 인헨스 먼트가 없는 리니어 서비스가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

서비스 컴포넌트는 (1) 하나 이상의 ROUTE 세션 또는 (2) 하나 이상의 MMTP
세션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71] 앱 기반 인헨스먼트 가 있는 리니어 서비스가 방송망 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

서비스 컴포넌트는 (1) 하나 이상의 ROUTE 세션 및 (2) 0개 이상의 MMTP
세션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앱 기반 인핸스먼트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NRT 데이터 또는 기타 파일 등의 형태로 ROUTE 세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하나의 서비스의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 (스트리밍

미디어 컴포넌트) 들 이 두 프로토콜을 동시에 사용해 전달되 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72] ¾ 기반 서비스가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 서비스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ROUTE 세션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 앱 기반 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비스 데이터는 NRT 데이터 또는 기타 파일 등의 형태로 ROUTE 세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73]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 컴포넌트 또는 일부 NRT 데이터, 파일 등은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하이 브리드 서비스 딜리버리).

[74] 즉 ,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 , 하나의 서비스의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들은

MMT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 , 하나의

서비스의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들은 ROUTE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하나의 서비스의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 및

NRT 데이터(NRT 서비스 컴포넌트) 들은 ROUTE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하나의 서비스의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들은 MMT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되고 , NRT 데이터(NRT 서비스

컴포넌트) 들은 ROUTE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 예들에서 ,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 컴포넌트 또는 일부 NRT 데이터들은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여기서 앱 기반 서비스 내지 앱 기반 인핸스먼트에 관한

데이터들은 NRT 데이터 형태로 , ROUTE 에 따른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거나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NRT 데이터는 로컬리 캐쉬드 데이터(Locally

cashed data) 등으로 불릴 수도 있다.

[75] 각각의 ROUTE 세션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컨텐츠 컴포넌트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하나 이상의 LCT 세션을 포함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딜리버리에서 , LCT 세션은 오디오 , 비디오 , 또는 클로즈드 캡션 스트림과 같은

사용자 서비스의 개별 컴포넌트를 전달할 수 있다. 스트리 밍 미디어는 DASH

세그먼트로 포맷된다.

[76] 각각의 MMTP 세션은 MMT 시그널링 메시지 또는 전체 또는 일부 컨텐츠

컴포넌트를 전달하는 하나 이상의 MMTP 패킷 플로우를 포함한다. MMTP 패킷

플로우는 MMT 시그널링 메시지 또는 MPU 로 포맷된 컴포넌트를 전달할 수

있다.
[77] NRT 사용자 서비스 또는 시스템 메타데이터의 딜리버리를 위해, LCT 세션은

파일 기반의 컨텐츠 아이템을 전달한다. 이들 컨텐츠 파일은 NRT 서비스의
연속적 (타임드) 또는 이산적 (논 타임드) 미디어 컴포넌트, 또는 서비스

시그널링 이나 ESG 프 레그먼트와 같은 메타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다. 서비스

시그널링이나 ESG 프 레그먼트 와 같은 시스템 메타데이터의 딜리버리 또한

MMTP 의 시그널링 메시지 모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78] 수신기 에서는 류너가 주파수 들을 스캐닝하다가, 특정 주파수에서 방송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다. 수신기 는 SLT 를 추출해 이를 처리하는 모듈로 보낼

수 있다. SLT 파서는 SLT 를 파싱하고 데이터를 획득해 채널 맵에 저장할 수

있다. 수신기는 SLT 의 부트스트랩 정보를 획득하고 ROUTE 또는 MMT

클라이 언트에 전달해줄 수 있다. 수신기는 이를 통해 SLS 를 획득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 USBD 등 이 획득될 수 있고, 이는 시그널링 파서에 의해 파싱될

수 있다.
[79]

[80] 도 2 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81] 피지 컬 레이어의 방송 신호 프 레임이 전달하는 브로드캐 스트 스트림은 LLS

(Low Level Signaling) 을 운반할 수 있다. LLS 데이터는 웰 노운(well known) IP

어드레스 /포트 로 전달되는 IP 패킷의 페이로드를 통해서 운반될 수 있다. 이 LLS



는 그 타입에 따라 SLT 를 포함할 수 있다. LLS 데이터는 LLS 테이블의 형태로

포맷될 수 있다. LLS 데이터를 운반하는 매 UDP/IP 패킷의 첫번째 바이트는 LLS

테이블의 시작일 수 있다. 도시된 실시 예와 달리 LLS 데이터를 전달하는 I P

스트림은 , 다른 서비스 데이터들과 함께 같은 PLP 로 전달될 수도 있다.

[82] SLT 는 빠른 채널 스캔을 통하여 수신기 가 서비스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하고, SLS 를 로케이팅 (locating) 하기 위한 액세스 정보를 제공한다 . SLT 는

부트스트램 정보를 포함하 는데, 이 부트스트램 정보는 수신기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SLS (Service Layer Signaling) 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 SLS, 즉

서비스 시그널링 정보가 ROUTE 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 부트스트랩 정보는 SLS

를 운반하는 LCT 채널 내지 그 LCT 채널을 포함하는 ROUTE 세션의

데스티네이션 I P 어드레스 및 데스티네이션 포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SLS 가

MMT 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 부트스트 램 정보는 SLS 를 운반하는 MMTP

세션의 데스티네이션 I P 어드레스 및 데스티네이션 포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83] 도시된 실시 예에서 , SLT 가 기술하는 서비스 # 1 의 SLS 는 ROUTE 를 통해

전달되 고 , SLT 는 해당 SLS 가 전달되는 LCT 채널을 포함하는 ROUTE 세션에

대한 부트스트랩 정보 (sIPl, dIPl, dPortl) 를 포함할 수 있다 . SLT 가 기술하는

서비스 #2 의 SLS 는 MMT 를 통해 전달되 고 , SLT 는 해당 SLS 가 전달되는

MMTP 패킷 플로우를 포함하는 MMTP 세션에 대한 부트스트랩 정보 (sIP2, dIP2,

dPort2) 를 포함할 수 있다 .

[84] SLS 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는 시그널링 정보로서 , 해당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해당

서비스를 유의미하게 재생하기 위한 수신기 캐패빌리티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서비스에 대해 별개의 서비스 시그널링을 가지면 수신기는
브로드 캐스트 스트림 내에서 전달되는 전체 SLS 을 파싱할 필요 없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SLS 를 획득하면 된다.

[85] SLS 가 ROUTE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 SLS 는 SLT 가 지시하는

ROUTE 세션의 특정 (dedicated) LCT 채널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이 LCT 채널은 tsi = 0 로 식별되는 LCT 채널일 수 있다. 이 경우 SLS 는

USBD/USD (User Service Bundle Description I User Service Description), S-TSID

(Service-based Transport Session Instance Description) 및/또는 MPD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를 포함할 수 있다 .

[86] 여기서 USBD 내지 USD 는 SLS 프 래그먼트 중 하나로서 , 서비스의 구체적

기술적 정보들을 기술하는 시그널링 허브로서 역할할 수 있다. USBD 는 서비스

식별 정보 , 디바이스 캐패빌리티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USBD 는 다른 SLS

프 래그먼트 (S-TSID, MPD 등) 에의 레퍼런스 정보 (URI 레퍼런스) 를 포함할 수

있다. 즉 , USBD/USD 는 S-TSID 와 MPD 를 각각 레퍼런싱할 수 있다. 또한 USBD

는 수신기가 전송 모드(방송망/브로드 밴드) 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USBD/USD 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87] S-TSID 는 SLS 프 래그먼트 중 하나로서 ,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운반하는 전송 세션에 대한 전체적인 세션 디스크 립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TSID 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가 전달되는 ROUTE 세션 및/또는 그

ROUTE 세션들의 LCT 채널에 대한 전송 세션 디스크 립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TSID 는 하나의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컴포넌트들의 컴포넌트

획득(acquisition)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TSID 는 , MPD 의 DASH

레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 과 해당 서비스 컴포넌트의 tsi 간의 매핑을

제공할 수 있다. S-TSID 의 컴포넌트 획득 정보는 tsi, 관 련 DASH

레프리젠테이션의 식별자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실시 예에 따라 PLP ID 를
포함하 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컴포넌트 획득 정보를 통해 수신기는 한

서비스의 오디오 /비디오 컴포넌트 들을 수집하고 DASH 미디어 세그먼 트들의

버퍼링, 디코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S-TSID 는 전술한 바와 같이 USBD 에 의해

레퍼런싱될 수 있다. S-TSID 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88] MPD 는 SLS 프 래그먼트 중 하나로서 , 해당 서비스의 DASH 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디스크 립션을 제공할 수 있다 . MPD 는 미디어

세그먼트들에 대한 리소스 식별자 (resource identifier) 를 제공하고, 식별된

리소스들에 대한 미디어 프리젠테이션 내에서의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MPD 는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는 DASH 레프리젠테이션(서비스

컴포넌트) 를 기술하고, 또한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되는 추가적인 DASH

레프리젠테이션을 기술할 수 있다(하이 브리드 딜리버리). MPD 는 전술한 바와

같이 USBD 에 의해 레퍼런싱될 수 있다.

[89] SLS 가 MMT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 SLS 는 SLT 가 지시하는 MMTP

세션의 특정(dedicated) MMTP 패킷 플로우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SLS 를 전달하는 MMTP 패킷들의 packet_id 는 00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SLS 는 USBD/USD 및/또는 MMT Package (MP)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90] 여기서 USBD 는 SLS 프래그 먼트의 하나로서 , ROUTE 에서의 그것과 같이

서비스의 구체적 기술적 정보들을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의 USBD 역시 다른

SLS 프 래그먼트에의 레퍼런스 정보(URI 레퍼런스) 를 포함할 수 있다. MMT 의

USBD 는 MMT 시그널링의 M P 테이블을 레퍼런싱할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MMT 의 USBD 는 S-TSID 및/또는 MPD 에의 레퍼런스 정보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의 S-TSID 는 ROUTE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되는 NRT 데이터를

위함일 수 있다. MMT 프로토콜을 통해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가 전달되는

경우에도 NRT 데이터는 ROUTE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될 수 있기 때문 이다 .

MPD 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딜리버리에 있어서 , 브로드 밴드로 전달되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위함일 수 있다. MMT 의 USBD 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91] M P 테이블은 MPU 컴포넌트들을 위한 MMT 의 시그널링 메시지로서 ,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운반하는 MMTP 세션에 대한 전체적인 세션



디스크 립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M P 테이블은 이 MMTP 세션을 통해

전달되는 에셋(Asset) 에 대한 디스크 립션을 포함할 수 있다 . M P 테이블은 MPU

컴포넌트들을 위한 스트리밍 시그널링 정보로서 , 하나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에셋들의 리스트와 이 컴포넌트들의 로케이션 정보 (컴포넌트 획득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M P 테이블의 구체적인 내용은 MMT 에서 정의된 형태이거나 ,

변형이 이루어진 형태일 수 있다. 여기서 Asset 이란, 멀티미디어 데이터

엔티티로서 , 하나의 유니크 ID 로 연합되고 하나의 멀티미디어 프 리젠테이션을

생성하는데 사용되 는 데이터 엔티티를 의미할 수 있다. Asset 은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컴포넌트에 해당할 수 있다 . M P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컴포넌트 (MPU) 에 접근할 수 있다.

M P 테이블은 전술한 바와 같이 USBD 에 의해 레퍼런싱될 수 있다.

[92] 기타 다른 MMT 시그 널링 메시지가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MMT 시그 널링

메시지들에 의해 MMTP 세션 내지 서비스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이 기술될

수 있다.
[93] ROUTE 세션은 소스 IP 어드 레스, 데스티 네이션 IP 어드 레스, 데스티 네이션

포트 넘버에 의해 식별된다. LCT 세션은 페어런트 ROUTE 세션의 범위 내에서

유 일한 TSI (transport session identifier) 에 의해 식별된다. MMTP 세션은

데스티 네이션 IP 어드 레스 및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에 의해 식별된다 . MMTP

패킷 플로우는 페어런트 MMTP 세션의 범위 내에서 유 일한 packet_id 에 의해

식별된다.
[94] ROUTE 의 경우 S-TSID, USBD/USD, MPD 또는 이 들을 전달하는 LCT 세션을

서비스 시그 널링 채널이라 부를 수도 있다. MMTP 의 경우 , USBD/UD, MMT

시그널링 메시지들 또는 이들을 전달하 는 패킷 플로우를 서비스 시그널링

채널이라 부를 수도 있다.

[95] 도시된 실시 예와는 달리, 하나의 ROUTE 또는 MMTP 세션은 복수개 의 PLP 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즉 , 하나의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PLP 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도시된 것과 달리 실시 예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서로 다른 ROUTE 세션들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또한, 실시 예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서로 다른 MMTP 세션들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실시 예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ROUTE 세션과

MMTP 세션에 나뉘어 전달될 수도 있다. 도시되지 않았으나,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하이 브 리드 딜리버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96]

[97] 도 3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LLS (Low Level Signaling) 테이블 및 SLT

(Service List Table) 를 도시한 도면이다 .

[98] 도시된 LLS 테이블의 일 실시 예(t3010) 은 , LLS_table_id 필드, provider_id 필드,

LLS_table_version 필드 및/또는 LLS_table_id 필드에 따른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99] LLS_table_id 필드는 해당 LLS 테이블의 타입을 식별하고, provider_id 필드는

해당 LLS 테이블에 의해 시그널링되는 서비스들과 관련된 서비스 프로바 이더를
식별할 수 있다. 여기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해당 브로드 캐스트 스트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브로드 캐스터 로서 , provider_id 필드는 해당 브로드 캐스트
스트림을 사용중인 복수의 브로드캐스 터들 중 하나를 식별할 수 있다.
LLS_table_version 필드는 해당 LLS 테이블의 버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00] LLS_table_id 필드의 값에 따라, 해당 LLS 테이블은 전술한 SLT, 컨텐트
어드바이저리 레이팅(Content advisory rating) 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RRT(Rating Region Table), 시스템 타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SystemTime

정보, 긴급 경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CAP (Common Alert Protocol) 메시지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이들 외에 다른 정보가 LLS 테이블에
포함될 수도 있다.

[101] 도시된 SLT 의 일 실시예(t3020) 는, @bsid 속성 , @sltCapabilities 속성 , sltlnetlM
엘레멘트 및/또는 Service 엘레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필드들은 도시된 Use

컬럼의 값에 따라 생략되거나,복수개 존재할 수 있다.
[102] @bsid 속성은 브로드 캐스트 스트림의 식별자일 수 있다. @sltCapabilities

속성은 해당 SLT 가 기술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디코딩하고 유의미하게
재생하는데 요구되는 캐패빌리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ltlnetlM 엘레멘트는
해당 SLT 의 서비스들을 위한 ESG 내지 서비스 시그널링 정보를 브로드 밴드를
통해 얻기 위해 사용되 는 베이스 URL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ltlnetlM
엘레멘트는 @urlType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URL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지시할 수 있다.

[103] Service 엘레멘트는 해당 SLT 가 기술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엘레멘트일 수 있으며 ,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 Service 엘레멘트가 존재할 수
있다. Service 엘레멘트는 @serviceld 속성 , @sltSvcSeqNum 속성 , ©protected
속성 , @maj orChannelNo 속성 , @minorChannelNo 속성 , @serviceCategory 속성 ,
@shortServiceName 속성 , @hidden 속성 , @broadbandAcces sRequired 속성 ,
@svcCapabilities 속성 , Broadcasts vcSignaling 엘레멘트 및/또는 svcInetlM

엘레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104] ©servicel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식별자이 고, @sltSvcSeqNum 속성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SLT 정보의 시퀀스 넘버를 나타낼 수 있다. ©protecte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유의미한 재생을 위해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컴포넌트가
보호 (protected)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 @majorChannelNo 속성과
©minorChannelNo 속성은 각각 해당 서비스의 메이저 채널 넘버와 마이너 채널
넘버를 지시할 수 있다.

[105] @serviceCategory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지시할 수 있다. 서비스의
카테고 리로는 리니어 A/V 서비스, 리니어 오디오 서비스, 앱 기반 서비스, ESG



서비스, EAS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shortServiceName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짧은 이름(Short name)을 제공할 수 있다. ©hidden 속성은 해당
서비스가 테스팅 또는 독점적(proprietary) 사용을 위한 서비스인지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 @broadbandAccessRequire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유의미한
재생을 위하여 브로드밴드 억세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
@svcCapabilities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디코딩과 유의미한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캐패빌리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06] Broadcasts vcSignaling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브로드캐 스트 시그널링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방송망을 통한
시그널링에 대하여,로케이션,프로토콜, 어드레스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107] svdnetUrl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 정보를 브로드 밴드를 통해

액세스하기 위한 URL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ltlnetlM 엘레멘트는 @urlType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 이는 해당 URL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지시할 수 있다.

[108] 전술한 BroadcastSvcSignaling 엘레멘트는 @slsProtocol 속성 ,
@slsMajorProtocolVersion 속성 , @slsMinorProtocolVersion 속성 , @slsPlpId 속성 ,
@slsDestinationIpAddress 속성 , @slsDestinationUdpPort 속성 및/또는
©slsSourcelp Address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109] ©slsProtocol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SLS 를 전달하는데 사용되 는 프로토콜을
지시할 수 있다(ROUTE, MMT 등). @slsMajorProtocolVersion 속성 및
@slsMinorProtocolVersion 속성은 각각 해당 서비스의 SLS 를 전달하는데
사용되 는 프로토콜의 메이저 버전 넘버 및 마이너 버전 넘버를 지시할 수 있다.

[110] ©slsPlpI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SLS 를 전달하는 PLP 를 식별하는 PLP

식별자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이 필드는 생략될 수 있으며 , SLS 가
전달되는 PLP 정보는 후술할 LMT 내의 정보와, SLT 의 부트스트랩 정보를
조합하여 확인될 수도 있다.

[Ill] @slsDestinationIpAddress 속성 , @slsDestinationUdpPort 속성 및
©slsSourcelpAddress 속성은 각각 해당 서비스의 SLS 를 전달하는 전송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UDP 포트 및 소스 IP 어드레스 를
지시할 수 있다. 이들은 SLS 가 전달되는 전송세션(ROUTE 세션 또는 MMTP

세션)을 식별할 수 있다. 이들은 부트스트램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112]
[113] 도 4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OUTE 로 전달되는 USBD 및 S-TSID 를

도시한 도면이다.
[114] 도시된 USBD 의 일 실시예(t4010) 은, bundleDescription 루트 엘레멘트를 가질

수 있다. bundleDescription 루트 엘레멘트는 user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를
가질 수 있다. user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일 수 있다.

[115] user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는 @globalServicelD 속성, @serviceld 속성,
@serviceStatus 속성, @fullMPDUri 속성, @sTSIDUri 속성, name 엘레멘트,
serviceLanguage 엘레멘트, capabilityCode 엘레멘트 및/또는 deliveryMethod

엘레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필드들은 도시된 Use 컬럼의 값에 따라

생략되거나, 복수개 존재할 수 있다.
[116] @globalServicel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globally unique)

식별자로서 , ESG 데이터와 링크되는데 사용될 수
있다 (Service® globalServicelD). ©serviceld 속성은 SLT 의 해당 서비스 엔트리와
대웅되는 레퍼런스로서, SLT 의 서비스 ID 정보와 동일할 수 있다.
©serviceStatus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상태를 지시할 수 있다. 이 필드는 해당
서비스가 액티브인지 인액티브 (inactive) 상태인지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

[117] ©fullMPDUri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MPD 프래그먼트를 레퍼런싱할 수 있다.
MPD 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망 또는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
컴포넌트에 대한 재생 디스크립션을 제공할 수 있다. ©sTSIDUri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S-TSID 프래그 먼트를 레퍼런싱할 수 있다. S-TSID 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운반하는 전송 세션에의 액세스와 관련된 파라미 터들을 제공할

수 있다.
[118] name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는 @lang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이 필드는 name 엘레멘트가 제공하는 이름의
언어를 지시할 수 있다. serviceLanguage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한 (available) 언어들을 지시할 수 있다. 즉, 이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언어들을 나열할 수 있다.

[119] capabilityCode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를 유의미하게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측의 캐패빌리티 또는 캐패빌리티 그룹 정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서비스 아나운 스먼트 (announccement) 에서 제공되는 캐패빌리티 정보
포맷과 호환될 수 있다.

[120] deliveryMethod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방송망 또는 브로드 밴드를 통해
액세스되는 컨텐츠들에 대하여, 전송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deliveryMethod 엘레멘트는 broadcastAppService 엘레멘트 및/또는
unicastAppService 엘레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들은 각각 basePattern

엘레멘트를 하위 엘레멘트로 가질 수 있다.
[121] broadcastAppService 엘레멘트는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 는 DASH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전송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DASH

레프리젠테이션들은 해당 서비스 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모든
피리오드 (Period) 에 걸친 미디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122] 이 엘레멘트의 basePattern 엘레멘트는 수신기가 세그먼트 URL 과 매칭하는데
사용되 는 캐릭터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DASH 클라이 언트가 해당



레프 리젠테이션의 세그먼 트들을 요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매칭된다는 것은

해당 미디어 세그먼 트가 방송망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123] unicastAppService 엘레멘트는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되 는 DASH

레프 리젠테이션에 대한 전송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DASH

레프 리젠테이션들은 해당 서비스 미디어 프 리젠테이션의 모든

피리오드 (Period) 에 걸친 미디어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124] 이 엘레멘트의 basePattern 엘레멘트는 수신기가 세그먼트 URL 과 매칭하는데

사용되 는 캐릭터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DASH 클라이 언트가 해당

레프 리젠테이션의 세그먼 트들을 요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매칭된다는 것은

해당 미디어 세그먼트가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125] 도시된 S-TSID 의 일 실시 예(t4020) 은 , S-TSID 루트 엘레멘트를 가질 수 있다.

S-TSID 루트 엘레멘트는 @serviceld 속성 및/또는 RS 엘레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필드들은 도시된 Use 컬럼의 값에 따라 생략되거나 , 복수개 존재할 수 있다.

[126] ©servicel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식별자로서 , USBD/USD 의 해당 서비스를

레퍼런싱할 수 있다. RS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전달되는 ROUTE 세션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ROUTE 세션의
개수에 따라, 이 엘레멘트는 복수개 존재할 수 있다. R S 엘레멘트는 @bsid 속성 ,

©sIpAddr 속성 , @dIpAddr 속성 , @dport 속성 , @PLPID 속성 및/또는 L S

엘레멘트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27] @bsi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전달되는 브로드 캐스트
스트림의 식별자일 수 있다. 이 필드가 생략된 경우 , 디폴트 브로드 캐스트

스트림은 해당 서비스의 SLS 를 전달하는 PLP 를 포함하는 브로드 캐스트

스트림 일 수 있다. 이 필드의 값은 SLT 의 @bsid 속성과 같은 값일 수 있다.

[128] ©sIpAddr 속성 , @dIpAddr 속성 및 @dport 속성은 각각 해당 ROUTE 세션의

소스 IP 어드 레스 , 데스티네이션 IP 어드 레스 및 데스티네이션 UDP 포트를

나타낼 수 있다. 이 필드들이 생략되는 경우 , 디폴트 값들은 해당 SLS 를

전달하는, 즉 해당 S-TSID 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의 , ROUTE 세션의 소스 IP

어드 레스 , 데스티네이션 IP 어드 레스 및 데스티네이션 UDP 포트값들 일 수 있다.

현재 ROUTE 세션이 아닌,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전달하는 다른

ROUTE 세션에 대해서는 , 본 필드들이 생략되지 않을 수 있다.

[129] @PLPID 속성은 해당 ROUTE 세션의 PLP ID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이 필드가

생략되는 경우 , 디폴트 값은 해당 S-TSID 가 전달되고 있는 현재 PLP 의 PLP ID

값 일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이 필드는 생략되고 , 해당 ROUTE 세션의 PLP ID

정보는 후술할 LMT 내의 정보와, RS 엘레멘트의 IP 어드레스 / UDP 포트

정보들을 조합하여 확인될 수도 있다.

[130] L S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전달되는 LCT 채널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LCT 채널의 개수에 따라, 이 엘레멘트는

복수개 존재할 수 있다. L S 엘레멘트는 @tsi 속성 , @PLPID 속성 , @bw 속성 ,



@startTime 속성, @endTime 속성, SrcFlow 엘레멘트 및/또는 RepairFlow

엘레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131] @tsi 속성은 해당 LCT 채널의 tsi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가 전달되는 LCT 채널들이 식별될 수 있다. @PLPID

속성은 해당 LCT 채널의 PLP ID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이
필드는 생략될 수 있다. @bw 속성은 해당 LCT 채널의 최대 대역폭를 나타낼 수
있다. ©startTime 속성은 해당 LCT 세션의 스타트 타임을 지시하고 , @endTime

속성은 해당 LCT 채널의 엔드 타임을 지시할 수 있다.
[132] SrcFlow 엘레멘트는 ROUTE 의 소스 플로우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ROUTE 의

소스 프로토콜은 딜리버리 오브젝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며, 한 ROUTE 세션
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플로우를 설정(establish) 할 수 있다. 이 소스
플로우들은 관련된 오브젝 트들을 오브젝트 플로우로서 전달할 수 있다.

[133] RepairFlow 엘레멘트는 ROUTE 의 리페어 플로우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소스
프로토콜에 따라 전달되는 딜리버리 오브젝 트들은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데, 리페어 프로토콜은 이러한 FEC

프로텍션을 가능케 하는 FEC 프레임워크 (framework) 를 정의할 수 있다.
[134]

[135] 도 5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MT 로 전달되는 USBD 를 도시한
도면이다.

[136] 도시된 USBD 의 일 실시예는, bundleDescription 루트 엘레멘트를 가질 수 있다.
bundleDescription 루트 엘레멘트는 user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를 가질 수
있다. user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일 수

있다.
[137] user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는 @globalServiceID 속성 , @serviceld 속성，

Name 엘레멘트, serviceLanguage 엘레멘트, content Advisory Rating 엘레멘트,
Channel 엘레멘트, mpuComponent 엘레멘트, routeComponent 엘레멘트,
broadbandComponent 엘레멘트 및/또는 Componentlnfo 엘레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필드들은 도시된 Use 컬럼의 값에 따라 생략되거나, 복수개 존재할 수

있다.
[138] @globalServiceID 속성 , @serviceld 속성 , Name 엘레멘트 및/또는

serviceLanguage 엘레맨트는 전술한 ROUTE 로 전달되는 USBD 의 해당
필드들과 같을 수 있다. contentAdvisoryRathig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컨텐트
어드바이저리(advisory) 레이팅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서비스
아나운 스먼트 (announccement) 에서 제공되는 컨텐트 어드바이 저리 레이팅 정보
포맷과 호환될 수 있다. Channel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들올

포함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39] mpuComponent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MPU 로서 전달되 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디스크립 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는



©mmtPackageld 속성 및/또는 @nextMmtPackageId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mmtPackageld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MPU 로서 전달되 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의 MMT 패키지 (Package) 를 레퍼런싱할 수 있다.
©nextMmtPackageld 속성은 시간상 @mmtPackageId 속성이 레퍼런싱하는 MMT

패키지 다음으로 사용될 MMT 패키지를 레퍼런싱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의

정보들을 통해 M P 테이블이 레퍼런싱될 수 있다.
[140] routeComponent 엘레멘트는 ROUTE 로 전달되 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디스크립 션을 포함할 수 있다.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MMT 프로토콜로 전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NRT 데이터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ROUTE 프로토콜에 따라 전달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는 이러한 NRT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술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41] broadbandComponent 엘레멘트는 브로드 밴드로 전달되 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디스크립 션을 포함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딜리버리에 있어서 , 한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 컴포넌트 또는 기타 파일들은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는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술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는 @fullMPDUri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속성은 브로드 밴드로 전달되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에 대해 기술하는
MPD 를 레퍼런싱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딜리버리 이외에도, 터널 내의
주행 등으로 인해 방송 신호가 약화되는 경우에 있어 , 방송망 -브로드밴드 간의
핸드오프 (handoff) 를 지원하기 위해 본 엘레멘트가 필요할 수 있다. 방송 신호가
약해지는 경우, 브로드 밴드를 통해 서비스 컴포넌트를 획득하다가, 다시 방송
신호가 강해지면 방송망을 통해 서비스 컴포넌트를 획득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142] Componentlnfo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의 개수에 따라, 이 엘레멘트는
복수개 존재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는 각 서비스 컴포넌트의 타입, 롤 (role),

이름, 식별자, 프로텍션 여부 등의 정보들을 기술할 수 있다. 이 엘레멘트의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43] 전술한 Channel 엘레멘트는 @serviceGenre 속성, @serviceIcon 속성 및/또는
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를 더 포함할 수 있다. @serviceGenre 속성은 해당
서비스의 장르를 지시하고, @serviceIcon 속성은 해당 서비스를 대표하는
아이콘 (icon) 의 URL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ServiceDescription 엘레멘트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제공하는데, 이 엘레멘트는 @serviceDescrText

속성 및/또는 @serviceDescrLang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속성들은 각각
해당 서비스 디스크립션의 텍스트 및 그 텍스트에 사용되는 언어를 지시할 수

있다.
[144] 전술한 routeComponent 엘레멘트는 @sTSIDUri 속성,



@sTSIDDestinationlpAddress 속성, @sTSIDDestinationUdpPort 속성,
@sTSIDSourceIpAddress 속성, @sTSIDMajorProtocolVersion 속성 및/또는
@sTSIDMinorProtocolVersion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145] ©sTSIDUri 속성은 S-TSID 프래그 먼트를 레퍼런싱할 수 있다. 이 필드는
전술한 ROUTE 로 전달되는USBD 의 해당 필드와 같을 수 있다. 이 S-TSID 는
ROUTE 로 전달되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액세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S-TSID 는 MMT 프로토콜에 따라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전달되는 상황에 서, ROUTE 프로토콜에 따라 전달되는 NRT 데이터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
[146] @sTSIDDestinationlpAddress 속성, @sTSIDDestinationUdpPort 속성 및

@sTSIDSourcelpAddress 속성은 각각 전술한 S-TSID 를 운반하는 전송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I 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UDP 포트, 소스 I P 어드레스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이 필드들은 전술한 S-TSID 를 운반하는 전송 세션(MMTP 세션 또는
ROUTE 세션)을 식별할 수 있다.

[147] @sTSIDMajorProtocolVersion 속성 및 @sTSIDMinorProtocolVersion 속성은
전술한 S-TSID 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전송 프로토콜의 메이저 버전 넘버 및

마이너 버전 넘버를 지시할 수 있다.
[148] 전술한 Componentlnfo 엘레멘트는 @componentType 속성, @componentRole

속성, @componentProtectedFlag 속성, @componentId 속성 및/또는
@componentName 속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149] ©componentType 속성은 해당 컴포넌트의 타입을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속성은 해당 컴포넌트가 오디오, 비디오, 클로즈 드캡션 컴포넌트 인지를 지시할
수 있다. ©componentRole 속성은 해당 컴포넌트의 롤 (역할)을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속성은 해당 컴포넌트가 오디오 컴포넌트 인 경우 메인 오디오,
뮤직, 코멘터리 등인지를 지시할 수 있다. 해당 컴포넌트가 비디오 컴포넌트인
경우 프라이머리 비디오인지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해당 컴포넌트가 클로즈드

캡션 컴포넌트인 경우 노말 캡션인지 이지리더(easy reader) 타입인지 등을

지시할 수 있다.
[150] @componentProtectedFlag 속성은 해당 서비스 컴포넌트가

프로텍티드되었는지, 예를 들어 암호화 되었는지를 지시할 수 있다.
©componentld 속성은 해당 서비스 컴포넌트의 식별자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속성의 값은 이 서비스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M P 테이블의 asset_id (에셋 ID) 와

같은 값일 수 있다. ©componentName 속성은 해당 서비스 컴포넌트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
[151]

[152] 도 6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링크 레이어(Link Layer)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153] 링크 레이어는 피지컬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사이의 레이어일 수 있다.



송신 측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피지컬 레이어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레이어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t6010). 링크 레이어의 목적은 피지컬 레이어에 의한 처리를 위해 모든 입력
패킷 타입을 하나의 포맷으로 압축(abstracting) 하는 것, 아직 정의되지 않은 입력
패킷 타입에 대한 유연성 (flexibility) 및 추후 확장 가능성 을 보장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링크 레이어는 입력 패킷의 헤더의 불필요한 정보를 압축하는 읍션을
제공함으 로써 , 입력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링크
레이어의 오버헤드 리덕션, 인캡슐 레이션 등의 동작은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 이라 불리고, 해당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생성된 패킷은 링크 레이어
패킷이라 불릴 수 있다. 링크 레이어는 패킷 인캡슐레이션(packet encapsulation),

오버헤드 리덕션(Overhead Reduction) 및/또는 시그널링 전송(Signaling

Transmission)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54] 송신측 기준으로, 링크 레이어(ALP) 는 입력 패킷에 대하여 오버헤드 리덕션

과정을 수행한 후 이들을 링크 레이어 패킷으로 인캡슐 레이션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에 따라 링크 레이어는 오버헤드 리덕션 과정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링크
레이어 패킷으로 인캡슐 레이션할 수도 있다.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의 사용으로
인해 피지컬 레이어 상에서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오버헤드가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 본 발명에 따른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IP 오버헤드 리덕션 및/또는
MPEG-2 TS 오버헤드 리덕션을 제공할 수 있다.

[155] 도시된, IP 패킷이 입력패킷으로 입력되는 경우에 있어서 (t6010), 링크
레이어는 IP 헤더 압축, 어댑테이션 및/또는 인캡슐 레이션 과정을 차례로 수행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일부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먼저 , RoHC 모듈이 IP 패킷
헤더 압축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이고, 어댑테이션 과정을 통해
컨텍스트 정보가 추출되 고 대역 외로 전송될 수 있다. IP 헤더 압축과 어댑테이션
과정을 통칭하예 P 헤더 압축이라 부를 수도 있다. 이 후 인캡슐 레이션 과정을
통해 IP 패킷들이 링크 레이어 패킷들로 인캡슐레이션될 수 있다.

[156] MPEG 2 TS 패킷이 입력패킷으로 입력되는 경우에 있어서 , 링크 레이어는 TS

패킷에 대한 오버헤드 리덕션 및/또는 인캡슐레 이션 과정을 차례로 수행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일부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오버헤드 리덕션에 있어 , 링크
레이어는 싱크 바이트 제거, 널 패킷 삭제 및/또는 공통(common) 헤더 제거
(압축)을 제공할 수 있다. 싱크 바이트 제거를 통해 TS 패킷당 1 바이트의
오버헤드 리덕션이 제공될 수 있다. 수신측에서 재삽입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널

패킷 삭제가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연속된 헤더들 간의 공통되는 정보들이
수신측에서 복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삭제(압축)될 수 있다. 각 오버헤드 리덕션
과정 중 일부는 생략될 수 있다. 이 후 인캡슐 레이션 과정을 통해 TS 패킷들이
링크 레이어 패킷들로 인캡슐레이션될 수 있다. TS 패킷의 인캡슐레 이션에 대한
링크 레이어 패킷 구조는 다른 타입의 패킷들과는 다를 수 있다.

[157] 먼저 IP 헤더 압축(IP Header Compression) 에 대해서 설명한다.



[158] IP 패 킷은 고정된 헤더 포맷을 가지고 있으나, 통신 환경에서 필요한 일부

정보는 브로드 캐스트 환경에서 불필요할 수 있다.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IP

패 킷의 헤더를 압축함 으로써 브로드캐 스트 오버헤드를 줄 이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159] IP 헤더 압축은 헤더 컴프레서 /디 컴프레서 및/또는 어댑테이션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IP 헤더 컴프 레서 (RoHC 컴프 레서 )는 RoHC 방식에 기초하여 각 IP 패 킷
헤더의 크기를 감소시 킬 수 있다. 이 후 어댑테이션 모듈은 컨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각 패깃 스트림으로부터 시그널링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수신기는

해당 패킷 스트림에 관련된 시그널링 정보를 파싱하고 컨텍스트 정보를 그 패킷

스트림 에 붙 일(attach) 수 있다. RoHC 디 컴프 레서는 패킷 헤더를 복구하여

원 래의 IP 패 킷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하 , IP 헤더 압축 이란, 헤더 컴프 레서 에
의한 IP 헤더 압축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IP 헤더 압축과 어댑테이션 모듈에

의한 어댑테이션 과정을 합한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디 컴프레 싱 (decompressing)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

[160] 이하 , 어댑테이션(Adaptation) 에 대해서 설명한다.

[161] 단방향 링크를 통한 전송의 경우 , 수신기가 컨텍스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디 컴프 레서는 완전한 컨텍스트를 수신할 때까지 수신된 패킷 헤더를

복구할 수 없다. 이는 채널 변경 지 연 및 턴 온 딜레이 (tum-on delay) 를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댑테이션 기능을 통해, 컴프레서 /디 컴프레서 간의 컨피규 레이션

파라미 터와 컨텍스 트 정보가 대역 외로 전송될 수 있다. 어댑테이션

펑션(function) 은 컨텍스트 정보 및/또는 컨피규 레이션 파라미 터들을 이용하여

링크 레이어 시그 널링을 생성 (construction) 할 수 있다. 어댑테이션 펑션은

예전(previous) 컨피규 레이션 파라미터 및/또는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피지 컬 프 레임을 통해 주기적으로 링크 레이어 시그 널링을 전송할 수

있다.

[162] 압축된 IP 패 킷들로부터 컨텍스트 정보가 추출되 는데, 어댑테이션 모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163] 모드 # 1 은 압축된 패킷 스트림에 대해 어떠한 동작도 수 행하지 않는 모드로서 ,

어댑테이션 모듈이 버퍼로서 동작하는 모드일 수 있다.

[164] 모드 #2 는 압축된 패킷 스트림 중 , IR 패 킷을 검출하여 컨텍스트 정보 (스 태틱

체인)을 추출하는 모드일 수 있다. 추출후 IR 패 킷은 IR-DYN 패 킷으로 전환되고 ,

IR-DYN 패 킷은 원 래의 IR 패 킷을 대체하여 패킷 스트림 내에서 같은 순서로

전송될 수 있다.

[165] 모드 #3 (16020) 는 압축된 패킷 스트림 중 , IR 및 IR-DYN 패 킷을 검출하고

컨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모드일 수 있다 . IR 패 킷으로부터 스 태틱 체인 및

다 이나믹 체인이, IR-DYN 패 킷으로부터 다 이나믹 체인이 추출될 수 있다.

추출후 IR 및 IR-DYN 패 킷은 일반 압축 패킷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된 패킷은

원 래의 IR 및 IR-DYN 패 킷을 대체하여 패킷 스트림 내에서 같은 순서로 전송될



수 있다.
[166] 각 모드에서 , 컨텍스트 정보가 추출되 고 남은 패킷들은, 압축된 IP 패 킷을 위한

링크 레이어 패킷 구조에 따라 인캡슐 레이션 되어 전송될 수 있다. 컨텍스트

정보들은, 링크 레이어 시그 널링으로서 , 시그널링 정보를 위한 링크 레이어 패킷

구조에 따라 인캡슐 레이션 되어 전송될 수 있다.

[167] 추출된 컨텍스트 정보는 RDT (RoHC-U Description Table) 에 포함되 어 RoHC

패킷 플로우와 별도로 전송될 수 있다. 컨텍스트 정보는 다른 시그널링 정보와

함께 특정(specific) 피지 컬 데이터 경로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특정 피지 컬

데이터 경로란, 실시 예에 따라, 일반적 인 PLP 중 하나를 의미할 수도 있고, LLS

(Low Level Signaling) 이 전달되 는 PLP 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지정된(dedicated)

PLP 일 수도 있고, L 1 시그널링 패쓰 (path) 를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서 RDT 는

컨텍스트 정보 (스 태틱 체인 및/또는 다 이나믹 체인) 및/또는 헤더 컴프 레션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정보 일 수 있다. 실시 예에 따라 RDT 는

컨텍스트 정보가 바뀔 때마다 전송될 수 있다. 또 한 실시 예에 따라 RDT 는 매

피지 컬 프 레임에서 전송될 수 있다. 매 피지 컬 프 레임에서 RDT 를 전송하기

위해서 , 예전(previous) RDT 가 재사용 (re-use) 될 수 있다.

[168] 수신기는 패킷 스트림을 획득하기 앞서 , 최초 PLP 를 선택해 SLT, RDT, LMT

등의 시그널링 정보를 먼저 획득할 수 있다. 수신기는 이 시그널링 정보들이

획득되면 , 이 들을 조합하여 서비스 - IP 정보 - 컨텍스 트 정보 - PLP 간의 매핑을

획득할 수 있다. 즉 , 수신기 는 어떤 서비스가 어느 IP 스트림들로 전송되 는지 ,
어떤 PLP 로 어떤 IP 스트림들 이 전달되는지 등을 알 수 있고, 또 한 PLP 들의

해당 컨텍스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 수신기 는 특정 패깃 스트림을 운반하는

PLP 를 선택하여 디코딩 할 수 있다. 어댑테이션 모듈은 컨텍스트 정보를

파싱하고 이를 압축된 패킷들과 합칠 수 있다. 이를 통해 패킷 스트림이 복구될

수 있고, 이는 RoHC 디컴프레 서로 전달될 수 있다. 이후 디컴프 레션이 시작될 수

있다. 이 때 수신기 는 어댑테이션 모드에 따라, IR 패 킷을 디텍팅하여 최초

수신된 IR 패 킷으로부터 디컴프 레션을 시작하거나(모드 1), IR-DYN 패 킷을

디텍팅하여 최초 수신된 IR-DYN 패 킷으로부터 디컴프 레션을 시작하거나(모드

2), 아무 일반 압축 패킷(compressed packet) 으로부터 디컴프 레션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드 3).

[169] 이하 , 패 킷 인캡슐레 이션에 대해서 설명한다.

[170]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IP 패 킷, TS 패 킷 등의 모든 타입의 인풋 패킷들을

링크 레이어 패킷으로인캡 슐 레이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지 컬 레이어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프로토콜 타입과는 독 립적으로 하나의 패킷 포맷만

처리하면 된다 (여기서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의 일종으로 MPEG-2 TS 패 킷을

고려). 각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 또는 입력 패킷은 제네릭 링크 레이어 패킷의

페이로드로 변형된다.

[171] 패 킷 인캡슐레 이션 과정에서 분할(segmentation) 이 활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이 지나치게 커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은 두 개 이상의 세그먼 트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링크

레이어 패킷 헤더는 송신 측에서 분할을 실행하고 수신 측에서 재결합을

실행하기 위한 필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세그먼 트들은 원래 위치와 같은

순서로 링크 레이어 패킷으로 인캡슐레 이션될 수 있다.

[172] 패 킷 인캡슐레 이션 과정에서 연쇄(concatenation) 또 한 활용될 수 있다. 링크

레이어 패킷의 페이로드가 여러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을 포함할 정도로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이 층분히 작은 경우 , 연쇄가 수행될 수 있다. 링크 레이어

패킷 헤더는 연쇄를 실행하기 위한 필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연쇄의 경우 각

입력 패킷들은 원래의 입력 순서와 같은 순서로 링크 레이어 패킷의 페이로드로

인캡슐레이션될 수 있다.

[173] 링크 레이어 패킷은 헤더와 페이로드를 포함할 수 있고, 헤더는 베이스 헤더,

추가(additional) 헤더 및/또는 읍셔 널 헤더가 포함될 수 있다. 추가 헤더는 연쇄나

분할 등의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추가헤 더에는 상황에 맞춘 필요한

필드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읍셔 널 헤더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각각의 헤더 구조는 기 정의되어 있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 패킷이 TS 패킷인 경우에는 , 다른 패킷들과 는 다른 링크 레이어 헤더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174] 이하 ,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에 대해서 설명한다.

[175]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은 IP 레이어보다 하위 레벨에서 동작할 수 있다.

수신측에 서는 LLS, SLT, SLS 등의 IP 레벨 시그널링보다,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을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은 세션

설정(establishment) 이전에 획득될 수 있다.

[176]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에는 인터널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과 익스터널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이 있을 수 있다. 인터널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 은 링크

레이어에서 생성된 시그널링 정보일 수 있다. 전술한 RDT 나 후술할 LMT 등 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익스터널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은 외부 모듈 또는 외부
프로토콜, 상위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시그널링 정보일 수 있다. 링크 레이어는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을 링크 레이어 패킷으로 인캡슐레이션하여 전달할 수

있다.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을 위한 링크 레이어 패킷 구조 (헤더 구조) 가 정의될

수 있는데, 이 구조에 따라 링크 레이어 시그널링 정보가 인캡슐레 이션될 수

있다.
[177]

[178] 도 7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LMT (Link Mapping Table) 를 도시한

도면이다 .

[179] LMT 는 PLP 로 운반되 는 상위 레이어 세션들의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LMT 는 상위 레이어 세션들을 전달하는 링크 레이어 패킷들을 프로세 싱하기

위한 추가적 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상위 레이어 세션은



멀티캐스트 (multicast) 라고 불릴 수도 있다. LMT 를 통해 특정 PLP 를 통해

어떠한 IP 스트림들, 어떠한 전송 세션들이 전송되 고 있는지 에 대한정보가

획득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전송 세션이 어느 PLP 로 전달되 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180] LMT 는 LLS 를 운반하는 것으로 식별된 어떤 PLP 로도 전달될 수 있다. 여기서

LLS 가 전달되는 PLP 는 피지컬 레이어의 L 1 디테일 시그널링 정보의 LLS
플래그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LLS 플래그는 각각의 PLP 에 대하여, 해당 PLP

로 LLS 가 전달되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 필드일 수 있다. 여기서 L 1
디테일 시그널링 정보는 후술할 PLS2 데이터에 해당할 수 있다.

[181] 즉 , LMT 는 LLS 와 함께, 같은 PLP 로 전달될 수 있다. 각각의 LMT 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PLP 들과 IP 어드레스 /포트간의 매핑을 기술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LLS 는 SLT 를 포함할 수 있는데, LMT 가 기술하는 이 IP
어드레스/포트들은, 해당 LMT 와 같은 PLP 로 전달되는 SLT 가 기술하는,

모든 (any)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any) IP 어드레스 /포트들일 수 있다.

[182] 실시예에 따라 전술한 SLT, SLS 등에서의 PLP 식별자 정보가 활용되어, SLT,

SLS 가 지시하는 특정전송 세션이 어느 PLP 로 전송되고 있는지 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
[183]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전술한 SLT, SLS 등에서의 PLP 식별자 정보는 생략되고,

SLT, SLS 가 지시하는 특정 전송 세션에 대한 PLP 정보는 LMT 내의 정보를
참조함 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신기는 LMT 와 다른 IP 레벨 시그널링

정보들을 조합하여 , 알고자 하는 PLP 를 식별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도

SLT, SLS 등에서의 PLP 정보는 생략되지 않고, SLT, SLS 등에 남아있을 수 있다.
[184]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LMT 는, signaling_type 필드, PLPJD 필드, num_session

필드 및/또는 각각의 세션들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의

LMT 는 하나의 PLP 에 대해서 , 그 PLP 로 전송되 는 IP 스트림들을 기술하고

있지만, 실시예에 따라 LMT 에 PLP 루프가 추가되 어, 복수개 의 PLP 에 대한

정보가 기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LMT 는 , 전술한 바와 같이, 함께 전달되는 SLT

가 기술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IP 어드레스 /포트들에 대한 PLP 들을,
PLP 루프로 기술할 수 있다.

[ 185] signaling_type 필드는 해당 테이블에 의해 전달되는 시그널링 정보의 타입을

지시할 수 있다. LMT 에 대한 signaling_type 필드의 값은 0χ()1로 설정될 수 있다.
signaling_type 필드는 생략될 수 있다. PLPJD 필드는 기술하고자 하는 대상 PLP

를 식별할 수 있다. PLP 루프가 사용되 는 경우, 각각의 PLPJD 필드는 각각의
대상 PLP 를 식별할 수 있다. PLPJD 필드부터 는 PLP 루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하 언급되 는 PLPJD 필드는 PLP 루프 중의 PLP 하나에 대한 식별자이 며, 이하

설명되는 필드들은 그 해당 PLP 에 대한 필드들일 수 있다.

[ 186] num_session 필드는 해당 PLPJD 필드에 의해 식별되는 PLP 로 전달되는 상위

레이어 세션들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다. num_session 필드가 나타내는 개수에



따라, 각각의 세션들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정보에는 src _iP_ add

필드, dst_IP_add 필드, src_UDP_port 필드, dst_UDP_port 필드, SID_flag 필드,

compressed_flag 필드, SID 필드 및/또는 context_id 필드가 있을 수 있다.

[ 187] src_IP_add 필드, dst_IP_add 필드, src_UDP_port 필드 및 dst_UDP_port 필드는

해당 PLPJD 필드에 의해 식별되는 PLP 로 전달되는 상위 레이어 세션들 중 ,

해당 전송 세션에 대한 소스 IP 어드 레스 , 데스티네이션 IP 어드 레스 , 소스 UDP
포트, 데스티 네이션 UDP 포트를 나타낼 수 있다.

[188] SID_flag 필드는 해당 전송 세션을 전달하 는 링크 레이어 패킷이 그 읍셔 널

헤더에 SID 필드를 갖는지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 상위 레이어 세션을 전달하는

링크 레이어 패킷은 그 읍셔 널 헤더에 SID 필드를 가질 수 있고, 그 SID 필드

값은 후술할 LMT 내의 SID 필드와 동일할 수 있다.

[ 189] compressed_flag 필드는 해당 전송 세션을 전달하는 링크 레이어 패킷의

데이터들에 헤더 컴프 레션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본

필드의 값에 따라 후술할 contexUd 필드의 존부가 결정될 수 있다. 헤더

컴프 레션이 적용된 경우(compressed_flag = 1), RDT 가 존재할 수 있고, 그 RDT

의 PLP ID 필드는 본 compressed_flag 필드와 관련된 해당 PLPJD 필드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190] SID 필드는 해당 전송 세션을 전달하는 링크 레이어 패킷들에 대한 SID (sub

stream ID) 를 지시할 수 있다. 이 링크 레이어 패킷들은, 그 읍셔 널 헤더에 본 SID

필드와 같은 값을 가지는 SID 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신기는

링크 레이어 패킷을 전부 파싱할 필요 없이, LMT 의 정보와 링크 레이어 패킷

헤더의 SID 정보를 이용하여, 링크 레이어 패킷들을 필터링할 수 있다.

[191] context_id 필드는 RDT 내의 CID(context id) 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 RDT 의 CID 정보는 해당되는 압축 IP 패킷 스트림 에 대한 컨텍스트 ID 를

나타낼 수 있다. RDT 는 해당 압축 IP 패킷 스트림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본 필드를 통해 RDT 와 LMT 가 연관될 수 있다.

[192] 전술한, 본 발명의 시그널링 정보/테이블의 실시 예들에 있어서 , 각각의 필드,
엘레멘트, 속성들은 생략되거나 다른 필드로 대체될 수 있으며 , 실시 예에 따라

추가적인 필드, 엘레멘트, 속성들 이 추가될 수도 있다.

[193]

[194]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 , 한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 들 이 복수개의 ROUTE

세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 SLT 의 부트스트랩 정보를 통하여 SLS 가

획득될 수 있다. 이 SLS 의 USBD 를 통해 S-TSID 와 MPD 가 레퍼런싱될 수 있다.

S-TSID 는 SLS 가 전달되고 있는 ROUTE 세션 뿐 아니라,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전달되고 있는 다른 ROUTE 세션에 대한 전송 세션 디스크 립션 정보 또한

기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수개의 ROUTE 세션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모두 수집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한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복수개의 MMTP 세션을 통해 전달되 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 하나의 서비스 컴포넌트는 복수개의 서비스에 의해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다.

[195]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ESG 서비스에 대한 부트스트 래핑은 방송망

또는 브로드 밴드에 의해 수 행될 수 있다. 브로드 밴드를 통한 ESG 획득을 통해,

SLT 의 URL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이 URL 로 ESG 정보 등 이 요청될 수 있다.

[196]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한 서비스의 서비스 컴포넌트가 하나는

방송망으로 하나는 브로드 밴드로 전달될 수 있다 (하 이브리 드 ) . S-TSID 는

방송망으로 전달되는 컴포넌트들에 대해 기술해, ROUTE 클라이 언트가 원하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획득케 할 수 있다. 또 한 USBD 는 베이스 패턴 정보를
가지고 있어, 어느 세그먼 트들이 (어느 컴포넌트 들이) 어느 경로로 전달되는지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기 는 이를 이용해 , 브로드밴드 서버로 요청해야될

세그먼트는 무 엇인지 , 방송 스트림에서 찾아야될 세그먼트는 무 엇인지 알 수

있다.
[197]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서 비스에 대한 스케일러블 (scalable) 코딩이

수 행될 수 있다. USBD 는 해당 서비스를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캐패빌리티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서비스가 HD 또는 UHD 로

제공되는 경우 , USBD 의 캐패빌리티 정보는 "HD 또는 UHD" 값을 가질 수 있다.

수신기 는 MPD 를 이용하여 UHD 또는 HD 서비스를 렌더링하기 위하여 어느

컴포넌트가 재생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98]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SLS 를 전달하는 LCT 채널로 전달되는 LCT

패 킷들의 Ό Ι 필드를 통해, 해당 LCT 패 킷들이 어느 SLS 프래그 먼트를

전달하고 있는지 (USBD, S-TSID, MPD 등.. ) 가 식별될 수 있다.

[199]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앱 기반 인핸스먼트 / 앱 기반 서비스에 사용될

앱 컴포넌트들은 NRT 컴포넌트로서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거나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또 한 앱 기반 인핸스먼트에 대한 앱 시그 널링은 SLS 와

함께 전달되는 AST (Application Signaling Table) 에 의해 수 행될 수 있다. 또 한

앱이 수 행할 동작에 대한 시그 널링인 이벤트는 SLS 와 함께 EMT (Event Message

Table) 형태로 전달되 거나 , MPD 내에 시그 널링되거나 , DASH 레프 리젠테이션

내에 box 형태로 인밴드 (in-band) 시그 널링될 수 있다 . AST, EMT 등은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수 집된 ¾ 컴포넌트들과 이러한 시그널링

정보들을 이용해 앱 기반 인핸스먼트 등 이 제공될 수 있다.

[200]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긴급 경보를 위해 CAP 메시지가 전술한 LLS

테이블에 포함되 어 제공될 수 있다. 긴급 경보를 위한 리치 미디어(Rich Media)

컨텐츠 역시 제공될 수 있다. 리치 미디어는 CAP 메시지에 의해 시그 널링될 수

있으며 , 리치 미디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SLT 에 의해 시그 널링되는 EAS

서비스로서 제공될 수 있다.

[201]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MMT 프로토콜에 따라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방송망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NRT



데이터(예를 들어 앱 컴포넌트) 들은 ROUTE 프로토콜에 따라 방송망 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또 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수신기는 SLT 의 부트스트랩 정보를 이용해 SLS 를 전달하는 MMTP

세션에 접근할 수 있다. MMT 에 따른 SLS 의 USBD 는 M P 테이블을

레퍼런싱하여, 수신기가 MMT 프로토콜에 따라 전달되는 MPU 로 포맷된
리니어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획득케 할 수 있다. 또한, USBD 는 S-TSID 를 더

레퍼런싱하여, 수신기 가 ROUTE 프로토콜에 따라 전달되는 NRT 데이터를

획득케 할 수 있다. 또한, USBD 는 MPD 를 더 레퍼런싱하여, 브로드 밴드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한 재생 디스크 립션을 제공할 수 있다 .

[202]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 수신기는 그 컴패니언 디바이스에 스트리 밍

컴포넌트 및/또는 파일 컨텐트 아이템(파일 등 )을 획득할 수 있는 로케이션 URL

정보를, 웹소켓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컴패니언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은 이 URL 로 HTTP GET 등을 통해 요청하여 해당 컴포넌트,

데이터 등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밖에 수신기는 시스 템 타임 정보 , 긴급 경보 정보

등의 정보를 컴패니언 디바이스 측에 전달할 수 있다.

[203]

[204] 도 8은 비디오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해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가

연결된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 이 도면에서 영상의 디코딩과 화질 처리가 가능한

소스 디바이스와 영상의 출 력이 가능한 싱크 디바이스의 정보 교환은 다음과

같다.
[205] 소스 디바이스 (100) 는 방송, 블루레 이(Blu-ray), UV(Ultra Violet), SCSA(Secure

Content Storage Association) 등 의 저장매체, IP (internet protocol) 스트 리밍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영상에 대해 복호화 (decoding) 하는 기기 또는

화질처리를 위한 비디오 프로세 싱 이 가능한 기기를 총칭한다. 예를 들면

셋탑박스, 블루레 이 디스크 (BD) 플 레이어와 같은 저장매체의 플 레이어, 컴퓨터

등 이 이에 해당한다.

[206] 소스 디바이스 (100) 의 비디오 프로세 싱은 WCG(Wide color gamut) 또는

HDR(high dynamic range) 또는 기타 포스트 프로세 싱 (post processing) 등 의

화질을 변화시키는 방식 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디오 프로세 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디스플레 이

정보 , 예를 들면 컬러 개멋(color gamut) 정보 또는 다 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정보 등에 기초하여 해당 비디오 소스가 디스플레 이 기기에서

재생가능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재생에 재생하기 적합한 화질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207] 또 한 소스 디바이스 (100) 의 영상처리 과정을 싱크 디바이스 (200) 에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스 디바이스 (100) 에서 어떤

영상 처리 과정이 사용되 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8] 소스 디바이스 (100) 는 싱크 디바이스 (200) 로부터 디스플 레이 관련 메타 정보



또는 디스플레이 읍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된 정보를 기반으로
소스 디바이스 (100) 는 싱크 디바이스 (200) 에 UHD 비디오 메타데이터와
프로세싱된 비디오의 프로세싱 읍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200) 는 이를 소스 디바이스 (100) 가 제공한 데이터나 정보를 기초로
소스 디바이스 (100) 가 프로세 싱한 비디오를 표출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200) 는 해당 디스플레 이에 맞는 컬러 개멋 정보나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 내에서 소스 디바이스 (100) 가 프로세 싱한 비디오를 표출할 수 있다.

[209]

[210] 도 9는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와 연결된 경우
정보를 송수신하는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21 1] 이 예는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와 HDMI 또는 Display Port 와 같은 유선
인터페이스와 연결될 경우를 나타낸다. 이 예는, Source Device 와 Sink Device 가
유선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을 시 ,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의 HDR(High Dynamic Range) 의 데이터 블록을 통해 Sink Device(200) 에서
Source Device(lOO) 의 HDR 및 WCG 기능을 제어(Activation or Deactivation) 하고,
이를 이용해 Source Device 가 Sink Device 의 변경된 EDID 를 읽어오는 실시예를
예시한다.

[212] Source Device 가 Sink Device 에 유선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면 Source Device 는
해당 유선 인터페이스의 +5V power line 에 high level 전압을 인가하고 Sink

Device 는 이를 통해 Source Device 가 연결됨을 확인한다 (S1).

[213] Sink Device 는 low level 전압으로 유지되고 있는 Hot Plug Detect line 에 high level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Source Device 에 Sink Device 와 연결 완료 및 EDID 와 같은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 (이하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를 읽을 준비가 되었음을 소스
디바이스에 알려준다 (S2).

[214] Source Device 는 , Hot Plug Detect line 이 high level 로 천이됨을 확인하고 Display

Data Channel 을 통해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에 대한 읽기 요청을 Sink Device 에게
하고 (S3), Sink Device 는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를 Display Data Channel 을 통해
Source Device 에 전송한다 (S4).

[215] Sink Device 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Signaling 되거나 흑은 Sink Device 의
기능적 판단에 의해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의 HDR Data Block 의 Control option

flag 에 해당 field 가 변경되면(S5), Sink Device 는 Source Device 에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의 update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Hot Plug Detect line 에 low level 전압을
인가하고 이 전압을 일정시간, 예를 들면 최소 100ms 동안 유지한다 (S6).

[216] 소스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 읽기가 가능해 지면 Sink Device 는
Hot Plug line 에 high level 전압을 인가하고 (S7) Source Device 는 이를 감지하고
Display Data Channel 을 통해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 읽기 요청을 한다 (S8). 그리고
Sink Device 는 Display Data Channel 을 통해 변경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송신한다 (S9).



[217]

[218] 이러한 동작을 기초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의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9]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위에서 설명한 S3 또는 S8의 요청에 대한 웅답으로,
싱크 디바이스는 컬러 개멋(color gamut) 정보 및 밝기 (brightness)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S4 또는 S9에 포함) .

[220] Color gamut 정보는 RGBW 에 해당하는 색 공간인 CIE xy diagram 상의 color

primary 좌표 흑은 BT. 709 또는 BT. 2020 등의 컬러 개멋(color gamut)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DisplaylD 의 color

characteristics data block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밝기 (brightness) 관련 정보는
최대 밝기 또는 최소 밝기 값을 포함할 수 있고, 실시예에서 개시하는 예에
따르면 인터페이스의 DisplaylD, EDID, 또는 EDID extension 정보 등에 정의된
datablock 을 이용하여 전달될 수 있다.

[221] 그러면, 소스 디바이스는 전달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비디오의
색상 또는 밝기 정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만약 소스 디바이스가
색상 또는 밝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디오에서 제공하는 컬러
매핑 (color mapping) 흑은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 (dynamic range mapping) 정보를
기반으로 변환하 거나, 소스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비디오의 색상 또는 밝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222] 소스 디바이스는 이렇게 조정된 최종 영상을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한다. 이 때,

최종 비디오에 대한 컬러 개멋(color gamut) 또는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관련 metadata 를 인터페이스의 InfoFrame 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컬러 개멋(Color

gamut) 정보의 경우 인터페이스의 AVI infoFrame 에서 기존에 정의하고 있는
color gamut 정보(예를 들면 BT. 709, BT. 2020 등) 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 관련 정보는 최대 또는 최소 밝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실시예들에서 기술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InfoFrame 을 정의하거나
AVI InfoFrame 을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223] 소스 디바이스가 최종 영상을 전달할 때 소스 디바이스에서 처리된 video

processing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실시예들에서 기술하는
방법을 통해 InfoFrame 내 post_processing_type 를 이용하여 HDR 정보 또는 WCG

정보와 같은 video processing unit 의 처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영상에 대해 HDR 정보와 관련하여 새로운 EOTF(electro-optical transfer

function) 와 같은 색 변환 함수 정보가 정의되어 사용되 었거나,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색 변환 함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인터페이스 정보의 flag 등을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224] 최종 처리된 영상에 대해 싱크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의 처리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feedback 을 통해 소스 디바이스의 제어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예들에서 기술하는 DisplaylD, EDID, EDID extension 정보



등에 정의된 데이터블록 (datablock) 내의 Control Option Flag를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만약WCG 정보 또는 HDR 정보 등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프로세 싱 (video processing) 에서 처리된 결과가 적절한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WCG 정보 또는 HDR 정보와 관련된 비트를 활성화(on) 시켜 동일한 처리가
계속되 도록 제어할 수 있다.

[225]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WCG 정보 또는 HDR 정보와 관련
비트를 비활성화(off) 시킴으로써 소스 디바이스에서 현재 수행중인 video

processing 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
[226] 싱크 디바이스는 , Control Option Flag 를 통해 전달된 정보가 현재 소스

디바이스에서 처리 중인 video processing 과 다른 경우 Control Option Flag 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video processing 을 변경한다. 변경된 비디오 처리와 관련하여
UHD video metadata 가 변경되는 경우 InfoFrame 내 컬러 특성 (color characteristics)

정보 및 밝기 (brightness) 정보를 변경하며 , 포스트 프로세싱
타입(post_processing_type) 을 변경한 video processing 과정에 맞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리고 S5의 과정이 수행된다.

[227]

[228] 이하에서는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되는 정보를 예시한다.
[229]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가 HDR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싱크 디바이스가 재생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에 적합한 영상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display

밝기 범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 예를 들면 Sink Black Luminance Level, Sink White

Luminance Level, 및 소스 디바이스의 post processing 을 control 할 수 있는 flag

등을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DisplaylD, EDID, 흑은 EDID

extension 의 data block 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한 예를 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0]

[231]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232] 이 도면은 DisplaylD 의 Data Block 을 이용하여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의 예를 나타낸다.

[233] 이 도면은, DisplaylD 의 Data Block 의 offset 필드 , value 필드, 및 그에 대한
description 과 포맷을 예시한다. 예를 들면 DisplaylD 의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0x00, value 필드가 0x14 인 경우, HDR 데이터 블록을 나타낼 수 있다.

[234] 이 도면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offset 필드가 0x03 인 경우 소스 디바이스의 post

processing 을 control 할 수 있는 flag (control option flag) 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value 의 예는 후술한다.

[235] 그리고 , offset 필드가 0x04 또는 0x05 인 경우 싱크 디바이스 자체의 표현
7 능한 밝기 값 (Sink Black Luminance Level, Sink White Luminance Level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36] DisplaylD 의 Data Block 은 추후 offset 필드값에 따라 비디오 처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ffset 필드가 0x03 인 경우 현재의 reserved

필드 등을 이용하여 HDR 관련 post processing 관련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다.
[237] 여기서 offset 필드나 value 필드 값의 임의의 값으로서 변경이 가능하고, control

option flag 의 상세한 예와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 이 정보에 대한 예는
이하에서 개시한다.

[238]

[239]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의 일 예로서 위에서 개시한 실시예의 구체적인 필드 값을 예시한 도면이다.

[240]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로서 DisplaylD 의 Data

Block 의 Control option flag 는 소스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post processing 과정을
control (on/off) 하는 필드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를 이용하여
소스/싱크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향후 제공될 다양한 읍션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HDR, WCG 관련 읍션들을 개시하였다.

[241] 위에서 DisplaylD 의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0x03 인 경우 소스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control option flag 정보임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개시하였다. Value
필드의 비트 위치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의 HDR 프로세 싱을 활성화시키거나,
소스 디바이스의 WCG 프로세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예에서는 하위 2개
비트로 이에 대한 정보를 각각 표현하 였다.

[242] 본 실시예에서 개시된 필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시그널링 되거나 혹은 싱크
디바이스의 기능적 판단에 의해 (싱크 디바이스의 처리 능력이 상위에 있는 경우

등) 제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Reserved bit 를 이용하여 FRQFrame Rate

Control) 와, multi-layer video enhancement 의 기능에 대해 싱크-소 스 디바이스간
정보 교환을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offset 필드나 value 필드 값의 임의의
값으로서 변경이 가능하다

[243]

[244] 도 12는 개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ontrol option flag 의 상세한 예를

예시한 도면이다.
[245] control option flag 를 나타내 는 offset 필드의 value 필드의 하위 2개의 bit 에 각각

소스 디바이스에서 이뤄지는 HDR, WCG 처리에 대한 control 을 하도록 하는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두 개의 flag 에 대한 조합에 의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246] 이 예에서, value 필드가 00000000 인 경우, Source device 에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value 필드가 10000000 인 경우, Source device 의
HDR 처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는데, Source device 에서 HDR 만을 처리하는
option 을 나타낼 수 있다. 다른 예로서, value 필드가 01000000 인 경우, Source
device 의 WCG 처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고 Source device 에서 WCG 만을



처리하는 option 을 나타낼 수 있다.
[247] 다른 예로서, value 필드가 11000000 인 경우, Sink device 에서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source device 가 HDR 및 WCG 에 대해 모두 처리하도록 하는 컨트롤
읍션 정보를 나타내고, 이 값이 초기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248]

[249] 도 13은 기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의
상세한 예를 예시한 도면이다.

[250] 개시한 것처럼 싱크 디바이스는 Display ID의 Data Block 를 이용하여 싱크
디바이스의 dynamic range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하여 싱크 디바이스가

표현할 수 있는 밝기 정보 등을 소스 디바이스에 알려줄 수 있다.
[251] 싱크 디바이스의 dynamic range 에 대한 정보는 sink device 의 display 에서 표현할

수 있는 dynamic range를 표현하기 위한 최대 및 최소 물리적 밝기 값 (nit 혹은
cd/m2 단위)를 지칭한다.

[252] 예를 들어 DisplaylD 의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0x04 또는 0x05 인 경우
이용하여 싱크 디바이스의 dynamic range 정보를 나타낸다.

[253] 이 예에서 DisplaylD 의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0x04 인 경우 하위 8비트보다
높은 8개비트를 이용해 싱크 디바이스의 가장 낮은 레벨의 밝기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254] DisplaylD 의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0x05 인 경우, value 필드의 최하위

1비트는 싱크 디바이스의 가장 낮은 레벨의 밝기정보를 나타내고, value 필드의
나머지 비트로 싱크 디바이스의 가장 높은 레벨의 밝기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255] 여기서 offset 필드나 value 필드 값의 임의의 값으로서 변경이 가능하다
[256] 이 정보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는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sink_black_luminance_level 로 표기 ), 및 최대 밝기 정보
(sink_white_luminaiice— level)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57] 예를 들어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 (sink ᅳblack_luminance_level) 는
display 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밝기를 나타내기 위한 값으로써, 일반적 인 최저
밝기를 고려하여 0 0.05 범위에 대해 0.0001 단위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즉,
display 의 물리적 밝기를 Brightness_black (cd/m2 단위) 라고 할 때, 실제 최소
밝기는 이 최소 밝기 정보 (sink_black_luminance_level) 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출될

수 있다.
[258]

[259] Brightne ss_black = sink_black_luminance_level x 10000

[260] (0<= sink_black_luminance_level <= 500 < 29)

[261]

[262] 예를 들어 reference monitor 의 경우 0.05 cd/m2 를 최소 기준 밝기로 삼으며 ,
10000(10 진수) 을 곱한 값인 500을 전송할 수 있다.

[263]



[264]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 밝기 정보 (sink_white_luminance_level) 는 display 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밝기를 나타내기 위한 값으로써, 일반적 인 최대 밝기를
고려하여 100-10000 범위에 대해 100 단위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즉 , display 의
물리적 밝기를 Brightness_white (cd/m2 단위) 라고 할 때 , 실제 최대 밝기는 이

최대 밝기 정보 (sink_white_luminance_level) 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출될 수 있다.

[265]

[266] Brightne ss_white = sink_white_luminance_level x 100

[267] (1<= sink_white_luminance_level <= 100 < 27)

[268]

[269] 예를 들어 reference monitor 의 경우 100 cd/m2 를 최대 기준 밝기로 삼으며 ,

100(10 진수) 으로 나눈 값의 몫인 1 값을 전송할 수 있다.

[27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 밝기 정보 및/또는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는 디스플레 이의 밝기 범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즉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 밝기 정보 및/또는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는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에서 렌더링하기 위해 요구되는 컨텐츠의 최대 밝기 정보 (Desired

content Max Luminance data) 및/또는 최소 밝기 정보 (Desired content Min

Luminance data) 를 나타낼 수 있다.

[271]

[272]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실시예를 개시한다.
[273]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로서 , Display ID의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을 예시한 도면이다.

[274]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로서 DisplaylD 의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은

모니터의 전체적인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도면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은 영상의 수평 또는 수직 size (offset

필드가 0x03 또는 0x04), 수평 또는 수직 pixel 개수 (offset 필드가 0x05 또는 0x06) ，

monitor 에서 지원 가능한 기능에 대한 flag (offset 필드가 OxOB), transfer

function 에서 사용되는 gamma(offset 필드가 OxOC), display aspect ratio(offset

필드가 OxOD), pixel bit depth (offset 필드가 OxOE)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275]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은 위에서 기술한

Control option flag 정보와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즉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싱크 디바이스는 위에서 개시한 Control option flag 와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를 포함한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정보를

source device 에 전달할 수 있다.

[276] 이 실시예에서 Display Parameters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OxOF인 경우

control option flag 를 나타낼 수 있고, offset 필드가 0x10 또는 0x1 1인 경우 싱크



디바이스 자체의 표현 가능한 밝기 값 (Sink Black Luminance Level, Sink White

Luminance Level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77] offset 필드가 OxOF인 경우 control option flag 에 대한 value 필드와, offset 필드가

0x10 또는 0x1 1인 경우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에 대한 value 필드 및 각

value 필드에 대한 설명은 도 11 내지 도 13 에서 예시한 바와 같다. 여기서 offset

필드나 value 필드 값의 임의의 값으로서 변경이 가능하다

[278]

[279] 본 발명의 실시예는, Transfer Characteristic Gamma 를 통해 HDR 에 적합한

transfer curve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80]

[281] 싱크 디바이스에서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실시예를 개시한다.
[282]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기술하는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로서 , Display

Device Data Block 을 예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Display Device Data

Block 을 이용하여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의 예를

나타낸다.
[283] Display Device Data Block 은 디스플레 이 패널(panel) 자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Display Device Data Block 은 display device 의 종류 (offset

필드가 0x03), display device 의 operating mode(offset 필드가 0x04), pixel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영상 크기 (offset 필드가 0x05 내지 0x08), display aspect ratio(offset

필드가 0x09 내지 OxOA), bit depth (offset 필드가 OxOE), 웅답 속도 (offset 필드가

OxOF)등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이 도면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Display

Device Data Block 과 함께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시한 Control option flag 정보와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를 source device 에 전달할 수 있다.

[284]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Display Device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OxOF 인

경우 control option flag 를 나타낼 수 있고, Display Device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0x10 또는 0x1 1 인 경우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285] Display Device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OxOF 인 경우 value 필드의 예와,

Display Device Data Block 의 offset 필드가 0x10 또는 0x11 인 경우 value 필드의

예는 도 11 내지 도 13 또는 도 14에서 예시한 바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offset

필드나 value 필드 값의 임의의 값으로서 변경이 가능하다.

[286]

[287]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예로서 , 싱크 디바이스는 DisplaylD 의 Vendor-Specific Data Block 을 이용하여

Control option flag 와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Vendor-Specific Data Block 은 싱크 디바이스가 Data Block 에 정의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경우 사용하는 데이터로서 , 이 데이터 블록에 위에서 개시한
Control option flag 와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를 포함하여 전달할 수 있다.



[288]

[289]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또 다른
예로서, 싱크 디바이스는 DisplaylD 의 Product Identification Data Block 을 이용할

수 있다.
[290] DisplaylD 의 Product Identification Data Block 은 display device 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display device 의 serial number, Product ID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싱크 디바이스가 display device 의 제조업체, 제조 연월 , Product ID 등을 통해 각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각 제품에 대웅되는
dynamic range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DisplaylD 의 Product Identification Data Block 이 제품의 식별정보로 dynamic range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Control option flag 는 위에서 개시한 실시예들 중 어느
하나의 예를 통해 전달한다.

[291]

[292]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또 다른
예로서, 싱크 디바이스가 Transfer Characteristics Data Block 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Transfer characteristics

data block 은 디스플레 이의 transfer curve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data block 이다.
Transfer characteristics data block 디스줄레이 시에 임의의 gamma function 을
사용하거 나, piecewise linear curve 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한 Data

block 이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peak luminance 및 최하위 luminance 를 정의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싱크 디바이스는 Transfer characteristics data block 에 앞에
개시한 Control option flag 와 sink device dynamic range 정보를 포함한 dynamic

range 정보를 source device 에 전달할 수 있다.
[293]

[294]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또 다른 예를 예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싱크 디바이스는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EDID

extension 정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295] 싱크 디바이스는 CEA-861 의 VESA 에서 정의한 EDID 외에 CE Sink device 에서

지원 가능한 device 속성 정보를 포함한 CEA EDID extension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이 도면에서 예시한
dynamic range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잇다.

[296] CEA EDID extension 정보의 extension data block 은 Video, Audio, Speaker

Allocation, Vendor-Specific, 및 Video Capability data block 을 포함할 수 있다.
extension data block 은 이 data block 을 각각 식별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Tag

Code를 각 data block 의 첫 번째 byte 의 bits 5-7에 포함한다.
[297]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CEA EDID extension data block 의 첫 번째 byte 의 bits



5-7는 dynamic range 정보를 표시하는 tag code를 포함할 수 있다.
[298] 그리고, 이 도면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CEA EDID extension data block 내에

dynamic range 정보를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 (Low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중 하위 8비트보다 높은 8비트 (higher

8 bits) 정보,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의 LSB 정보 (Low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LSB)) 및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 밝기 정보 (High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total 7 bits)) 로 표현할 수 있다. 비트 할당은 임의적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싱크 디바이스가 CEA 의 EDID

extension 정보를 이용하여 소스 디바이스로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 중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최소 밝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9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 밝기 정보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밝기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소 밝기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300]

[301]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정보를 개시하면 다음과 같다.
[302]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 및 color gamut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컨텐츠의 밝기 및 컬러 gamut 등이 sink device 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소스 디바이스는 컨텐츠의 밝기 및 컬러 gamut 등을
변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고화질 영상을 처리할 경우 source device 는 어떠한
처리가 이뤄졌는지 에 대한 정보 및 영상 처리 이후의 밝기 및 color gamut 에 대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해야 한다. 이는 싱크 디바이스의 포스트
프로세 싱을 제어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실시예를 상세히 개시하면 다음과

같다.
[303]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는 CEA 861에 정의 된 InfoFrame 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초고화질 영상 처리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304]

[305] 도 17은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정보를 예시한 도면이다.

[306] CEA 861에서 소스/싱크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정보로서 정의된 InfoFrame 중
color gamut 정보는 AVI InfoFrame 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소스 디바이스가 초고화질 영상 처리에 대한 정보를 InfoFrame 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한다. 이를 이용해 초고화질 영상의 brightness 정보, 임의의 color

gamut 정보 및 HDR 정보 또는 WCG 정보 등의 영상 처리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도 록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는 수행한
post processing 에 대한 정보와 post processing 이후의 컨텐츠의 밝기 정보, post
processing 이전의 컨텐츠 밝기 정보 및 컬러 표현 범위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307]

[308] post processing 에 대한 정보는 컨텐츠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싱크
디바이스의 요청에 대한 웅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post processing 이후의
컨텐츠의 밝기 정보는 컨텐츠의 최소 밝기 정보 (black_luminance_level) 와
컨텐츠의 최대 밝기 정보 (w hite_luminance_level) 를 포함할 수 있다. post
processing 이전의 컨텐츠 최소 밝기 정보 (orig_black_luminance_level) 와 최대
밝기 정보 (orig_white_luminance_level) 를 포함할 수도 있다. 컨텐츠의 컬러 표현
범위 정보는 Orig_color_gamut 정보로 나타내 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한다.
[309] InfoFrame Type Code는 이 InfoFrame 의 Type 을 나타내 는데, 예를 들어 이 값이

0x07 인 경우 UHD 영상처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UHD 영상처리에 대한 정보는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 링 정보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rmation) 으로 명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이나믹 레인지 마스터링 정보는 컨텐츠의 다이나믹 레인지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310] InfoFrame Version Number 는 이 프레임의 버전 정보를 나타내고 , Length of HDR

InfoFrame 는 HDR InfoFrame 의 길이 정보를 나타낸다.
[311] Data Byte 1의 P3 내 P0 필드는 , post_processing_type_flag 로 source device -

수행하는 post processing 과정을 control (on/off) 하기 위한 필드이다. 여기서는 이
필드를 이용해 HDR 정보 또는 WCG 정보 관련 option 정보를 개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예는 이하에서 후술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 BT. 709로 제작된
컨텐츠를 BT. 2020 으로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경우, 이 필드 및/또는 후술할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를 이용하여 contents color gamut

및/또는 container color gamut 을 구분하여 각각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312] 그리고 , Data Byte 1의 R2 R0 필드는 reserved bits 를 나타내고 , E0 필드는
new_EOTF_flag 를 통해 새로운 색 변환 함수 (EOTF 등)를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낸다. reserved bits 는 추후 HDR 정보에 적합한 새로운 EOTF 가 정의되면
사용할 수 있는 flag 이다.

[313] Data Byte 2는 컨텐츠에 서 표현하는 최소 밝기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black_luminance_level 로 표현하 였다. 이 실시예에서는 최소 밝기
정보의 최고 8비트를 Data Byte 2 필드에 표현하 도록 하였다.

[314] 컨텐츠의 최소 밝기 정보는 일반적 인 최저 밝기를 고려하여 0 0.05 범위에
대해 0.0001 단위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즉, display 의 물리적 밝기를
Brightness_black (cd/m2 단위)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315]

[316] Brightne ss_black = black_luminance_level x 10000



[317] (0<= black_luminance_level <= 500 < 29)

[318]

[319] 예를 들어 reference monitor 의 경우 0.05 cd/m2 를 최소 기준 밝기로 삼으며 ,
10000(10 진수) 을 곱한 값인 500을 밝기 정보로 표현할 수 있다.

[320]

[321] Data Byte 3은, 이 도면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컨텐츠 최소 밝기
정보 (black_luminance_level) 의 최하위 1비트와 컨텐츠 최대 밝기 정보
(white_luminance_level) 7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322] 최대 밝기 정보 (white_luminance_level) 는 컨텐츠에 서 표현하는 최대 밝기를
나타내 기 위한 정보로써 , 일반적 인 최대 밝기를 고려하여 100-10000 범위에
대해 100 단위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즉, display 의 물리적 밝기를
Brightness_white (cd/m2 단위)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323]

[324] Brightne ss_white = white_luminance_level x 100

[325] (1<= white_luminance_level <= 100 < 27)

[326]

[327] 예를 들어 reference monitor 의 경우 100 cd/m2 를 최대 기준 밝기로 삼으며 ,
100(10 진수) 으로 나눈 값의 몫인 1 값을 밝기 정보로 표현할 수 있다.

[328] Data Byte 4는 컨텐츠의 오리지널 최소 밝기 정보
(Orig_black_luminance_level) 의 최상위 8비트를 표현할 수 있고, Data Byte 5는
컨텐츠의 오리지널 최소 밝기 정보 (Orig_black_luminance_level) 의 최하위
1비트와 컨텐츠의 오리지널 최대 밝기 정보 (Orig_white_luminance_level))

7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
[329] 컨텐츠의 오리지널 최소 밝기 정보 (Orig_black_luminance_level) 는 source

device 에서 HDR 처리 이전 컨텐츠의 최소 밝기를 나타낸다. 표현 방법 및 범위는
black_luminance_level 와 동일하고 본 실시예에서 필드의 구현은
post_processing_type 에서 HDR 정보가 on 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만
전송하도록 읍션을 줄 수도 있다.

[330] 유사하게 컨텐츠의 오리지널 최소 밝기 정보 (Orig_white_luminance_level) 는
source device 에서 HDR 처리 이전 컨텐츠의 최대 밝기를 나타낸다. 표현 방법 및
범위는 white_luminance_level 와 동일하고 마찬가지 로 본 실시예에서 필드
구현은 post_processing_type 에서 HDR 정보가 on 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만
전송하도록 읍션을 줄 수도 있다.

[33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컨텐츠의 밝기 범위 (contents dynamic range) 와
구분되는 밝기 범위 (dynamic range) 에 대한 시그널링이 필요한 경우, 상술한
오리지널 최소 밝기 정보 (Orig_black_luminance_level) 및/또는 오리지널 최소
밝기 정보 (Orig_white_luminance_level) 가 사용될 수 있다. 이 때,상술한
컨텐츠의 밝기 범위와 구분되 는 밝기 범위는 image processing 전후의 밝기 범위,



인코딩 시 사용된 밝기 범위 , mastering display 의 밝기 범위 , target display 의 밝기
범위 , container 의 밝기 범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container 의 밝기 범위는
원본 컨텐츠의 밝기 범위 (Dynamic range) 와 컨테이너 (container) 의 밝기 범위가

다른 경우의 container 의 최대/최소 밝기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본
컨텐츠의 밝기 범위 (Dynamic range) 와 컨테이너 (container) 의 밝기 범위가 다른
경우란 LDR (Low Dynamic Range) 로 제작된 컨텐츠를 HDR (High Dynamic

Range) 로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경우, HDR 로 제작된 컨텐츠를 LDR 로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경우, 좁은 밝기 범위를 갖는 컨텐츠를 넓은 밝기 범위를
갖는 container 로 전송하는 경우, 넓은 밝기 밤위를 갖는 컨텐츠를 좁은 밝기
범위를 갖는 container 로 전송하는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container 의
밝기 범위는 content 의 밝기 범위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display 의 밝기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마스터 링 디스플레 이 (mastering display) 는 컨텐츠
및/또는 디스플레이의 밝기 및/또는 컬러 정보에 따라 마스터링 과정이

이루어지는 디스플레 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 mastering display 의 밝기
범위는 display 에서 지원 가능한 밝기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332]

[333] Data Byte 6은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및 S3 ~ SO이 reserved

bits 를 포함할 수 있다.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는 source

device 에서 WCG 처리 이전 컨텐츠의 색 표현 범위를 나타낸다. 표준 색 표현

범위에 대한 상세한 예는 후술한다. 본 실시예에서 필드 구현은
post_processing_type 에서 WCG 가 on 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만 전송하도록

읍션을 줄 수도 있다.
[334]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소스 디바이스에서 별도의 color gamut mapping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중, 원본 컨텐츠의 color gamut 과 컨테이너 (container) 의 color

gamut 이 다른 경우, post_processing_type 의 값을 0000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음)
또는 1111 (Different color gamut) 로 시그널링함으로써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를 사용하여 contents color gamut 및 container color gamut 을

구분하여 각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상술한 원본 컨텐츠의 color gamut 과 컨테이너 (container) 의 color

gamut 이 다른 경우는 BT. 709로 제작된 컨텐츠를 BT. 2020 으로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는, CEA 861-F 의 AVI

Info Frame 내 Data Byte 2 , 3의 colorimetry 정의 (CI, CO)와 extended colorimetry

(EC2, EC1, ECO)을 이용하여 container color gamut 을 표현하고,
Orig_color_gamut 을 이용하여 contents color gamut 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는, CEA 861-F 의 AVI Info Frame 내 Data

Byte 2 , 3의 colorimetry 정의 (CI, CO)와 extended colorimetry (EC2, EC1, ECO)을
이용하여 contents color gamut 을 표현하고, Orig_color_gamut 을 이용하여
container color gamut 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는,



Orig_color_gamut 를 이용하여 contents color gamut 을 표현하고, Red-x, Red-y,

Green-x, Green- y , Blue-x, Blue-y, White-x 및/또는 White-y 를 이용하여 container

color gamut 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는,
Orig_color_gamut 를 이용하여 container color gamut 을 표현하고, Red-x, Red-y,

Green-x, Green- y , Blue-x, Blue-y, White-x 및/또는 White-y 를 이용하여 contents

color gamut 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 container color gamut 은 content color

gamut 과 구분되는 의미로서 display 의 컬러 개멋 (display color gamut) 을 나타낼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Orig_color_gamut, Red-x, Red-y,

Green-x, Green- y , Blue-x, Blue-y, White-x 및/또는 White-y 은 color primaries (예를

들어, 삼원색) 및/또는 화이트 색상의 색도 좌표를 포함할 수 있다.
[33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컨텐츠의 컬러 개멋 (contents color gamut) 과

구분되는 컬러 개멋 (color gamut) 에 대한 시그널링이 필요한 경우, 상술한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가 사용될 수 있다. 이 때,상술한
컨텐츠의 컬러 개멋 (contents color gamut) 과 구분되는 컬러 개멋 (color gamut) 은
image processing 전후의 컬러 개멋, container 의 컬러 개멋, 인코딩 시 사용된 컬러
개멋, mastering display 의 컬러 개멋, target display 의 컬러 개멋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마스터링 디스플레이 (mastering display) 는 컨텐츠 및/또는
디스플레이의 밝기 및/또는 컬러 정보에 따라 마스터링 과정이 이루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나타낼 수 있다. 즉, mastering display 의 컬러 개멋은 display 에서

지원 가능한 color gamut 을 나타낼 수 있다.
[336]

[337] Data Byte 7부터 Data Byte 16은 임의의 컬러 개멋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필드이다. 이 도면에서 임의의 컬러 개멋 정보는 Red-x, Red-y, Green-x, Green-y,

Blue-x, Blue-y, White-x, White-y 로 예시하였다.
[338] 여기서 Red-x 는 색공간 (예를 들어 CIE 1931)의 R 색상의 x 좌표를 0~1 사이의

값을 2진법으로 나타낸 것인데, 본 실시 예는 전체 10 bit 를 사용하며 , Data Byte

9의 상위 8 bit 와 Data Byte 6의 상위 2bit 을 사용할 수 있다.
[339] 유사하게 Red-y 는 색공간 (예를 들어 CIE 1931)의 R 색상의 y 좌표를 0~1

사이의 값에 대해 2진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실시 예는 전체 10 bit 를 사용하여
이 색 정보를 나타내 며 , Data Byte 10의 상위 8 bit 와 Data Byte 6의 하위 2bit 을

사용할 수 있다.
[340] 소스 디바이스는 위에서 개시한 컨텐츠의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에서 적절한 정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Data Byte

7부터 Data Byte 16를 사용하여 컬러 개멋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341]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11에서 개시한 혹은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는 사용하지 않고 Data Byte 7부터 Data Byte 16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사용하여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또는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가 특정한 값을 나타내 는 경우에만



Data Byte 7부터 Data Byte 16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도록 이용할 수도

있다.
[342] Data Byte 17은 E3 필드, E2 필드, E 1 필드, E0 필드 및/또는 Number of

Coefficients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343] E3 내지 E 1 필드는 EOTF_type 으로서 HDR 컨텐츠의 최적 화질을 위해 컨텐츠

제작자가 사용한 EOTF 의 종류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EOTF 표준이 제정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자가 임의로 EOTF 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EOTF . type 값이 나타내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344] E0 필드는 private_EOTF_coeff_flag 를 나타낼 수 있다. 이 필드 값이 1인 경우, 이
필드는 EOTF_type 에 따른 별도의 coefficient 가 사용되 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최대 밝기에 따라 적합한 EOTF coefficient 가 다른 경우와
같이, 동일 함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계수가 사용되는 경우,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이 필드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coefficient 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별도의 파라미 터가 세팅되고
EOTFjype 을 통하여 시그널링될 수 있다. 이 필드 값이 0인 경우, 이 필드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default 파라미터가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파라미 터와 coefficient 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 Ε Ο 필드가 1인 경우, Data Byte 18 내지 18+N 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0인 경우, Data Byte 18 내지 18+N 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345] Number of Coefficients 필드는 상술한 E0 필드가 1을 나타내 는 경우에 사용되 는
coefficient 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다.

[346] Data Byte 18은 EOTF_additional_info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EOTF_additional_info 필드는 EOTF_type 에 따라 추가적 인 정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경우, EOTF_type 에 따른 추가적 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최대 밝기에 따라 적합한 EOTF coefficient 가 다른 경우, 이 필드는 목표로
하는 최대 밝기 (target max brightness)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주어진 EOTF_type 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복수의
EOTF 함수의 계수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최대 밝기에 따라
계수가 달라지 고 다양한 최대 밝기에 따른 계수들을 모두 전달해야 하는 경우,
이 필드는 각 계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들의 개수를 나타내 는 필드를 별도로 지정하고 각 조건에 대하여
EOTF_target_max_brightness, EOTF_Coefficient 1 내지 N을 지정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347] Data Byte 18+1 내지 18+N 은 각각 EOTF_Coefficient 1 내지 N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EOTF_Coefficient 1 내지 N 필드는 E0 필드가 1인 경우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 필드는 임의의 EOTF 함수를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48] 상술한 정보들은 인터페이스 (interface) 상에서 소스에 서 싱크로 전송되 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비디오 내부 (예를 들면, SEI message)

및/또는 스토리지 (storage) 의 별도의 메타데이터 전달 방법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 동일한 정보가 비디오 소스에도 정의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스 디바이스에서 해당 컨텐츠에 대한 추가 메타데이터를 external

server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다.
[34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도면에서 나타낸 InfoFrame 은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으로 명명될 수 있다.
[350]

[351] 도 18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개시한 포스트 프로세 싱 타입 정보의 상세한
예를 개시한 도면이다. 개시한 것처럼 소스 디바이스가 UHD 영상을 싱크
디바이스에 맞게 포스트 프로세싱 한 경우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 및 컬러 개멋

정보를 InfoFrame 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352] InfoFrameData Byte 1의 P3 내지 P0 필드는 , post_processing_type 을 나타내고

HDR 정보 또는 WCG 정보 관련 option 을 나타내는데 포스트 프로세싱 타입은 이
도면에서 예시한 바와 같다.

[353] 예를 들어 post_processing_type 이 0000 인 경우, Source device 에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 고, 0001 인 경우, Source device 가dynamic range

mapping 을 수행했음을 나타낸다.
[354] 예를 들어 post_processing_type 이 0010 인 경우, Source device 가 color gamut

mapping 을 수행했음을 나타내고, post_processing_type 이 0011 인 경우, Sink
device 가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에 맞게 source device 가 처리했음을
나타낸다. 이 값은 초기 값 (initial value) 으로 사용될 수 있다.

[355] post_processing_type ] 0110~1000 은 주후에 multi-layer video enhancement 의
기능에 대해 sink-source 간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1001-1110 은 User

private 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56] 예를 들어 , post_processing_type 이 1111인 경우,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가 contents color gamut 및 container color gamut 을 구분하여
시그널링하는 데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contents

color gamut 과 구분되 는 의미의 color gamut 에 대한 시그널링이 필요한 경우,
post_processing_type 필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는, 컨텐츠의 밝기 범위 (contents dynamic range) 와 구분되는
의미의 밝기 범위 (dynamic range) 에 대한 시그널링이 필요한 경우,

post_processing_type 필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post_processing_type 으로 1110이 할당될 수 있다.

[357]

[358] 도 19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개시한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의 상세한 예를 개시한 도면이다.

[359] 기술한 바와 같이 소스 디바이스가 UHD 영상을 싱크 디바이스에 맞게



프로세 싱한 경우 컨텐츠의 오리지널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를 싱크
디바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

[360] 이 예에서 오리지널 컨텐츠의 컬러 개멋 정보 (Orig_color_gamut) 의 필드가
0000 인 경우 오리지널 컨텐츠의 컬러는 REC. 709을 따른 것을 나타내고, 00()1 인
경우 오리지널 컨텐츠의 컬러는 BT. 2020 NCL 을 따른 것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이 필드가 0010, 0011, 0100, 01이 인 경우 각각 오리지널 컨텐츠의 컬러는 xvYCC

DCI-P3, Adobe RGB 및 BT. 2020 CL에 따라 정의되었음을 나타낸다.
[361]

[362] 도 2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영상의 컬러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예를 개시한다.
[363] 본 발명의 실시예는, AVI InfoFrame version 3의 형식을 확장하여 소스

디바이스가 처리한 영상의 포스트 프로세 싱 타입
정보 (post_processing_type_flag), 색 변환함수 정보 (new_EOTF_flag) 및 영상의

7 ] 정보 (black_luminance_level 또는 white_luminance_level) 를 싱크 디 | 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또는 본 발명의 실시예는 소스/싱크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정의된 새로운 AVI InfoFrame 를 이용하여 소스 디바이스가 처리한
영상의 포스트 프로세싱 타입 정보 (post_processing_type_flag), 색 변환함수
정보 (new_EOTF_flag) 및 영상의 밝기 정보 (black_luminance_level 또는
white_luminance_level) 를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다.

[364] 개시한 AVI InfoFrame 은 Data byte 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에
처리된 영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예에서 Data bytel4 내지 Data byte29 는
도 11 내지 도 13에서 예시한 Data byte 1 내지 Data byte 16정보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365] 따라서 , 본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는 수행한 post processing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와 post processing 이후의 컨텐츠의 밝기 정보, post
processing 이전의 컨텐츠 밝기 정보 및 컬러 표현 범위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366] 본 발명의 실시예는, AVI InfoFrame version 3의 형식을 확장하여

Orig_color_gamut, RGBW index, EOTF_type, private_EOTF_coeff_flag, Number of

Coefficients, EOTF_additional_info 및/또는 EOTF_Coefficient 를 싱크 디바이스에
전달할 수 있고, 소스/싱크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정의된 새로운 AVI

InfoFrame 를 이용하여 상술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367] 이 도면에서 Data Byte 30 내지 Data Byte 31+N 은 도 11 내지 도 13에서 예시한

Data Byte 17 내지 Data Byte 18+N 정보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368]

[369] 도 2 1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의 실시예들 및 그 동작을

예시한 도면이다.
[370] 먼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의 실시예는 소스



디바이스 (100) 와 싱크 디바이스 (200) 를 포함한다.

[371] 소스 디바이스 (100) 는 , 디코더(110), 컬러 개멋 매핑부 (120), 다 이나믹 레인지

매핑부 (130), 포스트 프로세싱부 (140), 메타 데이터 프로세서 (150) 및 읍션

컨트롤러 (160) 를 포함한다.

[372] 소스 디바이스 (100) 의 컬러 개멋 매핑부 (120), 다 이나믹 레인지 매핑부 (130) 및

포스트 프로세 싱부 (140) 는 비디오 처리부로 호칭할 수 있고, 비디오 처리부의

컬러 개멋 매핑부 (120), 다 이나믹 레인지 매핑부 (130) 및 포스트

프로세싱부 (140) 는 비디오 처리 시에 앞의 블록과 상관없이 각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 동작할 수 있다.

[373] 싱크 디바이스 (200) 는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메타 데이터 프로세서 (220)

및 패널 컨트롤러 (230) 를 포함한다. 소스 디바이스가(100) 가 싱크

디바이스 (200) 와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경우 , 도 9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하에서 기술하는 디바이스 간의

정보의 전송과 수신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 및 수신된다.

[374]

[375] 소스 디바이스 (100) 는 인코딩된 UHD 비디오 스트림 을 복호하고, 필요에 따라

복호된 UHD 비디오를 후처리하거나 싱크 디바이스 (200) 의 표출 능력에 맞게

UHD 비디오를 처리하고 처리된 UHD 비디오를 싱크 디바이스에 제공할 수

있다.
[376] 싱크 디바이스 (200) 는 소스 디바이스 (100) 가 디코딩한 UHD 비디오를 수신하여

표출할 수 있는데, 소스 디바이스 (100) 에게 싱크 디바이스 (200) 의 표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스 디바이스 (100) 로부터 싱크 디바이스 (200) 가 표출

가능한 UHD 비디오를 수신하여 표출할 수 있다.

[377] 소스 디바이스 (100) 의 읍션 컨트롤러 (160) 는 싱크 디바이스 (200) 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디오 읍션 신호를 전송하여 디스플 레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디스플 레이 관련 정보는 디스플 레이 컬러 개멋 정보와
디스플 레이 밝기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 (100) 에서 싱크

디바이스 (200) 로 전송하는 비디오 읍션 정보는 도 11 내지 도 14의 예에 따를 수

있다.
[378] 소스 디바이스 (100) 의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150) 는 UHD 비디오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 (100) 로 전송할 수 있고, 싱크 디바이스 (220) 는

디스플 레이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 (100) 로 전송할 수 있다 .

[379] 소스 디바이스 (100) 의 디코더는 인코딩된 UHD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여

복호할 수 있다.

[380] 컬러 개멋 매핑부 (120) 디코딩된 UHD 비디오의 컬러 개멋 정보를 매핑하는 데,

이 경우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디스플레 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 나 UHD 비디오
내 메타데이터에 기반하여 UHD 비디오의 컬러 개멋 정보를 매핑하고 변경할 수

있다.



[381] 또는 다 이나믹 레인지 매핑부 (130) 는 디코딩된 UHD 비디오에 대한 다 이나믹

레인지를 매핑할 수 있는데, 기술한 바와 같이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디스플 레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 나 UHD 비디오 내 메타데이터에 기반하여 UHD 비디오의

다 이나믹 레인지를 매핑하고 변경할 수 있다.

[382] 포스트 프로세싱부 (140) 는 디코딩된 UHD 비디오에 대해 비디오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 행할 수 있으며 , 마찬가지로 디스플 레이 관련 정보에 기반하여

비디오 포스트 프로세 싱을 수 행할 수 있다.

[383] 메타데이터 프로세 서 (150) 는 UHD 비디오의 메타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 (200) 로 전송하고,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디스플 레이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384] 읍션 컨트롤러 (160) 는 싱크 디바이스 (200) 에 비디오 읍션 정보를 전송하고,

싱크 디바이스 (200) 로부터 디스플 레이 읍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100) 에서 소스 디바이스 (200) 로 전송하는 디스플 레이 읍션 정보의

예는 도 10 내지 도 16에 예시한 바와 같다. 한편, 소스 디바이스 (100) 에서 싱크

디바이스 (200) 로 전송하는 비디오 읍션 정보는 도 17 내지 도 20의 예에 따를 수

있다.
[385] 싱크 디바이스 (200) 의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는 소스 디바이스 (100) 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신호를 전송할 수 있고, 사용자 로부터 사용자 컨트롤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다.

[386]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메타데이터 컨트롤러 (220) 는 소스 디바이스 (100) 로부터

UHD 비디오의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디스플 레이 기기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 (100) 로 전송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220) 는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로 비디오 프로세싱 컨트롤

신호를 전송하여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가 컨트롤 신호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387] 패 널 컨트롤러 (230) 는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220) 의 디스플 레이 컨트롤 신호에

따라 디스플 레이 패널을 제어할 수 있다.

[388]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디스플레 이에 적웅적인 비디오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즉 ,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싱크 디바이스 (200) 의 성능에 따라 각각

소스 -싱크 디바이스들 간의 정보교환, 비디오 프로세 싱 , 및 디스플레 이되는

방식 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메타 데이터

정보를 소스 디바이스 (100) 로 전송하고, 소스 디바이스에서 디스플 레이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처리를 한 후 싱크 디바이스 (200) 를 이를 수신하여

비디오를 출 력하는 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389] 먼저 , 싱크 디바이스 (200) 가 하 이엔드 UHD 싱크 디바이스 인 경우에 대한 제 1

실시 예를 개시한다.

[390] 싱크 디바이스 (200) 가 하 이엔드 UHD 싱크 디바이스 인 경우 , 싱크

디바이스 (200) 는 디스플 레이 관련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 (100) 로 전송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는 디스플레이의 컬러 개멋 정보 (또는 RGBW 에

해당하는 color primary 정보)와 디스플레 이 밝기 범위 관련 정보 (예를 들면 peak

luminance 정보, black luminance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220) 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220) 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컨텐츠 처리 및 디스플레이 시에 참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 (100) 에 이 정보를 다시 요청할 수도 있다.

[391] 소스 디바이스 (100) 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 (200) 에 전달할
때 디스플레 이의 색상 및 밝기 관련한 metadata 뿐만 아니라 소스

디바이스 (100) 의 control signal 도 전달할 수 있다.
[392] 소스 디바이스 (100) 의 control signal 는 소스 디바이스 (100) 가 어떠한 종류의

video processing 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소스
디바이스 (100) 의 control signal 는 싱크 디바이스 (200) 의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가 전달하는 디스플레 이할 수 있는 색 범위를 기초로 생성될 수도

있고, 싱크 디바이스 (200) 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없이 디폴트 처리 요청에 따라
생성될 수도 있다.

[393] 소스-싱크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 과정은 두 디바이스가 연결된 시점에서
동작하 지만, 소스-싱크 디바이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방송 또는 스트리밍
컨텐츠가 입력되는 경우, 또는 컨텐츠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특정 scene이

변경되는 시점 등에서 두 디바이스의 정보 교환이 다시 수행될 수 있다.
[394] 싱크 디바이스 (200) 가 하이엔드 UHD 싱크 디바이스인 경우 비디오

프로세싱 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395] 소스 디바이스 (100) 의 포스트 프로세싱부 (140) 는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150) 로부터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디스플레이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디코딩된 UHD 비디오에 후처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컨트롤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만약 소스 디바이스 (100) 는 UHD 비디오의 WCG 정보
또는 HDR 정보와 관련된 영상 처리, 예를 들면 컬러 개멋 매핑 또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을 수행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디스플레이 성능이
비디오의 후처리 후 UHD 비디오를 재생하는데 층분한 경우, 소스

디바이스 (100) 의 읍션 컨트롤러 (160) 는 포스트 프로세싱부 (140) 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디스플레이 컬러 개멋 정보 또는
밝기 정보가 비디오의 WCG 정보 또는 HDR 정보를 변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경우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150) 는 컬러 개멋 매핑부 (120) 또는 다이나믹

레인지 매핑부 (130) 에 디스플레이 관련 메타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396] 소스 디바이스 (100) 의 포스트 프로세싱부 (140) 는 비디오와 함께 전송되는

메타데이터, 예를 들면 WCG SEI message 또는 HDR SEI message를 이용하여

포스트 프로세싱이 수행될 수도 있다. 비디오디코더 (110) 또는 포스트
프로세 싱부 (140) 는 scalable coding 에 따라 enhancement layer 데이터가 전송된



경우라면 enhancement layer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출력되는 비디오의 화질을

높일 수 있다.
[397] 출력 비디오의 화질이 디스플레 이 화질에 맞게 추가 향상이 가능하지 만 싱크

디바이스 (200) 로부터 비디오 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가 없는 경우 소스
디바이스 (100) 는 자체적으로 화질 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98]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150) 는 디코딩되거나 후처리된 비디오의 WCG 정보 또는
HDR 정보를 포함한 UHD video metadata 를 싱크 디바이스 (200) 로 전달한다.
또한, 읍션 컨트롤러 (160) 는 처리된 비디오 프로세싱 정보를 비디오 읍션
정보 (video option signal) 에 담아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로 전송할 수 있다.
비디오 읍션 정보는 도 17 내지 도 20의 예에 따를 수 있다.

[399] 만약 디코더( 110)가 복호화한 영상 자체가 디스플레 이에 적합한 비디오인 경우
비디오의 WCG 정보 또는 HDR 정보에 대해 별도의 처리 없이 재생을 위해 싱크
디바이스 (200) 로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읍션 컨트롤러 (160) 는 비디오에 대해
별도의 처리가 없었음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400] 싱크 디바이스 (200) 는 UHD 비디오를 디스플레 이 기기를 통해 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싱크 디바이스 (200) 는 소스 디바이스 (100) 를 통해 처리된
영상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지만, 소스 디바이스 (100) 가 전달하는 영상이 실제로
디스플레 이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싱크

디바이스 (200) 의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는 소스 디바이스 (100) 에 컨트롤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200) 의 소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210) 는
영상이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control signal 을 소스 디바이스 (100) 의 video

processing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판단하여 해당 비디오 프로세 싱이 오프되 도록

알릴 수 있다. 이런 컨트롤 기능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온/오프 (on/off) 될 수
있다. 싱크 디바이스 (200) 는 소스 디바이스 (100) 가 처리 가능한 혹은 처리하고
있는 video processing option 을 사용자에게 출력하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메뉴 또는 인터페이스 (UI) 를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401] 싱크 디바이스 (200) 는 디스플레이 기기의 밝기 및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 싱크 디바이스 (200) 의 메타데이터 프로세서 (220) 의 정보를
분석한 후 패널 컨트롤러 (230) 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기를 조정하여 컨텐츠에
적합한 재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402]

[403] 다음으로, 싱크 디바이스 (200) 가 기존의 UHD 싱크 디바이스인 경우에 대한 제
2 실시예를 개시한다. 제 1실시예와 동일한 부분에 대한 예는 제 1실시예에
따른다.

[404] 싱크 디바이스 (200) 는 기존의 UHD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 (100) 로 전송한다. 기존의 UHD 싱크 디바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디스플레이 컬러 개멋 정보(흑은 RGBW 에 해당하는 color primary 정보)와
디스플레 이 밝기 관련 정보 (예를 들면 peak luminance 정보, black luminance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소스 디바 이스 (100) 의 메타 데이터 프로세서 (150) 는

기존의 UHD 싱크 디바 이스 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405] 소 스 디바 이스 (100) 의 읍 션 컨트롤러 (160) 는 메타 데이터 프로세서 (150) 에서

획득 한 디스플레 이 관 련 정보를 바탕으로 디코딩된 UHD video 에 대해 후 처리

과정을 거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컨트롤 신호를 출 력한다.

[406] 만 약 디스플 레이의 성능 이 비디오에서 표 현하고자 하는 화질 (색상 및 밝기) 에

못 미치는 경우 비디오에 적절한 처리를 거쳐 디스플레 이에서 표 현 가능한 색상

및 밝기로 변화시 킬 수 있다. 예를 들 어 소스 디바 이스 (100) 의 컬러 개멋

매핑부 (120) 또 는 다 이나믹 레인지 매핑부 (130) 는 UHD 비디오의 컬러 개멋

정보나 다 이나믹 레인지 정보를 디스플 레이 기기에 맞는 정보로 매핑 할 수 있다.

[407] 소 스 디바 이스 (100) 는 비디오 데이터내의 메타 데이터 , 예를 들면 WCG SEI

message, HDR SEI message 등을 기반으로 이를 변환시 킬 수도 있고, 소스

디바 이스 (100) 의 자 체적 기능에 따라 이를 수 행할 수도 있다. 만 약 비디오

데이터의 WCG 정보 또는 HDR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읍션 컨트롤러 (160) 는 이를

비디오 읍션 정보 (video option signal) 에 담아 싱크 디바 이스 (200) 로 전송할 수

있다 비디오 읍션 정보는 도 17 내지 도 20의 예에 따를 수 있다.

[408] 싱크 디바 이스 (200) 의 디스플레 이의 색상 및 밝기 표 현 범위가 비디오 의 색상

및 밝기 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소스 디바 이스 (100) 는 추 가적인 비디오

프로세 싱 없이 비디오를 싱크 디바 이스 (200) 에 전송할 수 있다. 그 리고 , 소스

디바 이스 (100) 의 읍 션 컨트롤러 (160) 는 UHD video 의 metadata 또 는 WCG 정보

또는 HDR 정보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video option signal 을 통 해 싱크

디바 이스 (200) 에 전달할 수 있다.

[409]

[410] 싱크 디바 이스 (200) 의 디스플레 이 기기는 UHD video 를 재생할 수 있다. 싱크

디바 이스 (200) 가 수신 한 UHD video 의 WCG 정보 또는 HDR 정보가 싱크

디바 이스 (200) 의 디스플 레이 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스

디바 이스 컨트롤러 (210) 는 이에 대한 컨트롤 신호를 소스 디바 이스 (100) 로

전달할 수 있다. 사 용자는 사용자 메뉴 또는 인터페 이스 (UI) 를 디스플 레이

기기에 관 련 기능을 조 절할 수도 있다.

[411]

[412] 도 22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EOTF type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이다 .

[413] 본 발 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EOTF type 이 000 이면 이는 reserved 비트 임을

나타낼 수 있고, 0이 이면 이는 EOTF_typel 의 변환 곡선이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고, 010 이면 이는 EOTF_type2 의 변환 곡선이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고,

011-111 이면 이는 user private 임을 나타낼 수 있다.

[414]

[415] 도 2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DCI-P3 컬러 개멋을 시그 널링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 낸 도면 이다 .



[416] 본 발명은 DCI-P3 와 같이 새로운 color gamut 을 정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시예를 제공할 수 있다.

[417]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기존의 AVI InfoFrame (17010) 내의 Data Byte 2에
포함된 C 1 및 CO필드를 이용하여, 컬러 개멋의 확장을 위해 Data Byte 3에
포함된 EC2 내지 EC0 필드가 사용됨 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17020) 그리고, EC2
내지 EC0 필드의 reserved bit 를 이용하여 DCI-P3 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즉, EC2
내지 EC0 가 111이면 DCI-P3 가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다. (17030, 17040)

[418]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는 기존의 AVI InfoFrame (17010) 내의 Data Byte 3에
포함된 EC2 내지 EC0 필드의 reserved bit 를 이용하여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즉, EC2 내지 EC0 가 111이면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17030, 17050) 그리고, 전술한 AVI InfoFrame 내의 Data

Byte 19 또는 전술한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내의 Data Byte 6에
포함된 reserved bit 인 S3 내지 SO 필드를 이용하여 DCI-P3 가 사용됨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17060, 17070) 이 때, 필요에 따라 3 비트 이하 또는
초과되는 비트가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상술한 reserved bit 인 S3 내지 S0

필드를 이용하여 임의의 color gamut 이 사용됨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17070)
[419]

[420] 도 24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DCI-P3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21]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기존의 AVI InfoFrame (18010) 내의 Data Byte 2에
포함된 C 1 및 C0 필드를 이용하여, 컬러 개멋의 확장을 위해 Data Byte 3에
포함된 EC2 내지 EC0 필드가 사용됨 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 (18020) 그리고,
기존의 AVI InfoFrame (18010) 내의 Data Byte 3에 포함된 EC2 내지 EC0 필드의
reserved bit 를 이용하여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즉,
EC2 내지 EC0 가 111이면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18030,
18040)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내의 reserved bit 를 이용하여 DCI-P3 가 사용됨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Data Byte 1에 포함된 reserved bit 가
사용될 수 있다. (18060) 나아가, 상술한 reserved bit 를 이용하여 임의의 color

gamut 이 사용됨 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18050)
[422]

[423] 도 2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DCI-P3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24]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DCI-P3 와 같은 새로운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기
위하여 새로운 InfoFrame 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InfoFrame Type 이 0x08 인
InfoFrame 을 새로 정의하고 새로운 컬러 개멋을 위한 비트를 할당하여 새로운
컬러 개멋이 사용됨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42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는 기존의 AVI InfoFrame 포맷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 Data Byte 14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AVI InfoFrame 내의 Data Byte 2에 포함된 C 1 및 CO필드를 이용하여 ,
컬러 개멋의 확장을 위해 Data Byte 3에 포함된 EC2 내지 EC0 필드가 사용됨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AVI InfoFrame 내의 Data Byte 3에 포함된

EC2 내지 EC0 필드의 reserved bit 를 이용하여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즉, EC2 내지 EC0 가 111이면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하위 호환성 을 고려하는 경우,
기존의 AVI InfoFrame 과 동일한 version number 를 사용하면서 Data Byte 3의 EC2

내지 EC0 필드가 111이면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인식하고 Data Byte

14를 읽어올 수 있다. 반면, 하위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는 AVI InfoFrame 에 새로운 version

number 를 부여하고 Length of AVI InfoFrame 을 14로 설정하여 해당 InfoFrame 이

Data Byte 14까지 정의되어 있음을 시그널링하고, Data Byte 3의 EC2 내지 EC0

필드가 111이면 colorimetry extension 이 있음을 인식하고 해당 colorimetry 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426]

[427] 도 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 가능한 Transfer

Function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28] 이 도면은 DisplaylD 의 Data Block 을 이용하여 소스 디바이스가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의 예를 나타낼 수 있고, 이 도면에서 도시된 offset

필드가 0x00 내지 0x05 인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술하 였다.
[429]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 offset 필드를 할당하여

싱크 디바이스의 Transfer Function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Transfer Function (BT. 1886,

SMPTE ST 2084 등)을 시그널링할 수 있고,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에 대한 상세

정보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430]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 offset 필드가 0x06 이면 이 필드는 Transfer Function

Type flag 를 나타낼 수 있다. Transfer Function Type flag 는 Transfer Function

Type 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각각의 Transfer Function 을
flag 로 지정함으로써 복수의 Transfer Function 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모든 Transfer Function 을 동시에 시그널링할 수 있다. 여기서 , Transfer Function 은
BT. 1886, SMPTE ST 2084, Traditional gamma - SDR Luminance Range, Traditional

gamma - HDR Luminance Rang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Transfer Function 은
EOTF (Electro Optical Transfer Function) 를 포함할 수 있다.

[431] offset 필드가 0x07 내지 OxOA이면 이 필드는 Unspecified TF details 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시그널링을 통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을
지원하는 경우, Transfer Function Type flag = 0x80 (16진수) 또는 10000000 (2진수)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임의의 Transfer Function 도 그
종류가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각 Transfer Function 의 타입을 시그널링하고, 각

타입에 따라 필요한 계수의 개수, bitdepth, 각 타입에 따른 최대/최소 밝기 정보

등의 보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Transfer Function type 은 여러 종류의

Transfer Function 중 하나를 지칭할 수 있고 복수개 의 Transfer Function 을

전달하는 경우, 복수개의 Transfer Function 이 사용됨을 나타내는 비트 (예를
들어, Number of types 필드) 를 따로 할당한 뒤, 이 필드를 이용하여 복수개의

Transfer Function 의 순서를 나타낼 수 있다. Unspecified T F details 가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432] offset 필드가 OxOB 또는 그 이상이면, 이 필드는 Unspecified TF coefficients 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이 필드를 이용하여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에 대한 계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상술한 계수 정보는 Transfer

Function 의 변곡점, 구간, 사용되는 함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3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정보는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정보로 명명될 수 있다.

여기서 , EDID 정보는 싱크 디바이스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나아가, EDID

정보는 싱크 디바이스의 HDR 관한 성능을 나타내 는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HDR Static Metadata Data Block) 를 포함하고, 상기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는

전술한 Transfer Function Type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43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EDID 정보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포함할

수 있다.
[43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 어 전송될 수 있다. 나아가,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블록이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블록임을 식별하는 정보

및/또는 해당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436]

[437] 도 2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가 처리 가능한 Transfer

Function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필드값을
나타낸 도면이다.

[43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offset 이 0x06 인 필드는 Transfer Function Type 을
나타내 기 위해 사용되 고, 0x07 내지 OxOA 필드는 Unspecified T F Details 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OxOB 내지 그 이상의 필드는 Unspecified TF

coefficients 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 Unspecified T F Details 는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을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경우,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에 대한 부가 정보를 나타내 고,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의 종료 (Type of

Unspecified Transfer Function),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에 사용된 겨1수의 개수

(Number of coefficients in Unspecified Transfer Function),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을 복수의 Transfer Function ] 구성하는 경우 각 Transfer Function 의 타입



개수 (Number of types), bitdepth,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 (Low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및/또는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 밝기 정보 (High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를 포함할 수 있다.

[439] offset 필드가 0x06 인 경우, value 값의 상위 1비트는 싱크 디바이스가

Unspecified Transfer Function 을 처리 가능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1 비트는

BT. 1886 에 따른 EOTF 를 처리 가능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1 비트는
SMPTE ST 2084 에 따른 EOTF 를 처리 가능함을 나타낼 수 있다.

[440] offset 필드가 0x07 인 경우, value 값의 상위 4 비트는 Type of Unspecified

Transfer Function 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하위 4 비트는 Number of

coefficients i n Unspecified Transfer Function 을 나타내 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441] offset 필드가 0x08 인 경우, value 값의 상위 2 비트는 Number of types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 2 비트는 bitdepth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442] offset 필드가 0x09 인 경우, value 값은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 (Low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를 나타낼 수 있다.

[443] offset 필드가 OxOA인 경우, value 값의 상위 1 비트는 싱크 디바이스의 최소

밝기 정보 (Low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를 LSB 로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 7 비트는 싱크 디바이스의 최대 밝기 정보 (Highest Brightness level of Sink

device) 를 나타낼 수 있다.

[444] offset 필드가 OxOB 내지 그 이상인 경우, value 값은 임의의 Transfer Function 에

사용되는 계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445]

[446] 도 2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컨테이너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47]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WCG (wide color gamut) 관점에서 넓은 범위의

디스플레이 성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컬러리메트리 (colorimetry) 에
대한 시그널링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 DCI-P3 색 공간이

시그널링될 수 있다.
[44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시스템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컬러리메트리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방송 시스템은 컨테이너 컬러 개멋

(container color gamut) 및 콘텐트 컬러 개멋 (content color gamut) 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44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컨테이너 컬러 개멋은 콘텐츠를 전송, 인코딩

및/또는 분배 (distribution)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컬러 개멋을 나타낸다. 즉 ,

전송, 인코딩 및/또는 분배 시스템의 컬러 개멋을 나타낸다. 컨테이너 컬러
개멋은 코딩된 값들의 이론적인 컬러 바운더리 (color boundary) 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BT.2020 컬러 개멋이 콘텐츠의 전송, 인코딩 및/또는 분배 과정에서

사용된 다면, BT.2020 컬러 개멋이 컨테이너 컬러 개멋에 해당한다.



[45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콘텐트 컬러 개멋은 실제 콘텐츠의 컬러 개멋을
나타낸다. 즉, 콘텐트 컬러 개멋은 콘텐츠를 이미지 처리하는 이미징 시스템

(imaging system) 및/또는 콘텐츠를 마스터 링하는 마스터 링 환경 (mastering

environment) 에서 사용되는 컬러 개멋을 나타낸다. 콘텐트 컬러 개멋은
마스터링된 콘텐트의 실제 컬러 바운더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DCI-P3 컬러
개멋이 이미징 시스템 및/또는 마스터링 환경에서 사용된 다면, DCI-P3 컬러
개멋이 콘텐트 컬러 개멋에 해당한다.

[45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DCI-P3 로 마스터 링된 콘텐트가 BT.2020 에 따른
컨테이너 포맷에 의해 전송될 수 있고, BT.709 로 마스터링된 콘텐트가
BT.2020 에 따른 컨테이너 포맷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45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콘텐트 컬러 개멋은 싱크 디바이스가 어떤 컬러
매핑 프로세스를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콘텐트 컬러 개멋은
컨테이너 컬러 개멋이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컬러 개멋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컬러 개멋이 디스플레이의
컬러 개멋과 일치하는 경우, 컬러 개멋을 변환하지 않고 콘텐츠를 바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컬러 개멋이 디스플레이의 컬러 개멋과 일치

하지 않으면, 컬러 개멋의 변환이 필요하고 컬러 개멋을 적절히 변환하기 위하여
콘텐트 컬러 개멋이 사용될 수 있다. 방송 시스템은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함으로써 더 다양한 색감을 제공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되는 콘텐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45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DCI-P3 콘텐트가 BT.2020 컨테이너 내에

인코딩되고 DCI-P3 디스플레 이에서 재생되는 경우, 싱크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콘텐트의 컬러가 디스플레이의 컬러 바운더리 내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콘텐트의 컬러를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 개멋이 수축되 고 개멋의
수축에 의해 콘텐트의 컬러 왜곡이 발생한다. 하지만,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DCI-P3 디스플레 이는
개멋의 수축 (컬러 개멋 클리핑) 에 의한 컬러 왜곡 없이 (또는 최소한의 컬러
왜곡으로) 콘텐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콘텐트 컬러

개멋이 디스플레이 컬러 개멋과 일치하기 때문에, 최초 제작자의 의도가 유지될
수 있다. 나아가, 시청자는 최초 의도된 컬러감을 갖는 콘텐트를 즐길 수 있다.

[45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컨테이너 컬러 개멋은 AVI (Auxiliary Video

Informaion) InfoFrame 데이터 블록 (data block) 내의 colorimetry 필드 및/또는
extended colorimetry 필드에 의해 시그널링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DCI-P3 는 상기 필드들 내의 reserved 공간에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olorimetry 필드의 값 '' Ι 및 extended colorimetry 필드의 값 '' 111"은 컨테이너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가 AVI InfoFrame 내에서 시그널링됨을 나타내고,
컨테이너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는 container color gamut extenstion 필드를 통해
시그널링 된다. 하지만, 컨테이너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시그널링하기 위하여



extended colorimetry 필드의 값 "111" 을 사용하면, 추후 추가될 컬러리메트리를

위한 남은 공간이 없게 된다.
[45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시스템은 기존의 컬러리메트리

시그널링을 확장하여 컨테이너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 시스템은 AVI InfoFrame 및/또는 Dynamic Range and Mastering (DRM)

InfoFrame 내에 부가적인 확장 필드를 정의하여 컨테이너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현재 컬러리메트리 시그널링의 reserved 공간은 부가적 인
컬러리메트리 확장의 이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방송 시스템은

상술한 바와 같이 확장 필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컬러리메트리의 시그널링

과정을 변경하지 않고 컨테이너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456] 이 도면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컨테이너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 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57]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AVI InfoFrame 은 Y 필드 (Data

Byte 1의 Y2, Yl, Y0), colorimetry 필드 (Data Byte 2의 CI, CO), extended

colorimetry 필드 (Data Byte 3의 EC2, EC1, ECO) 및/또는 container color gamut

extension 필드 (Data Byte 14의 CGE2, CGE1, CGEO) 를 포함한다.
[45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colorimetry 필드의 값 "11" 은 extended

colorimetry 필드가 유효한 값을 가짐을 나타내고, extended colorimetry 필드의 값
"111" 은 container color gamut extension 필드가 유효한 값을 가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 colorimetry 필드의 값이 "11" 을 갖고 extended colorimetry 필드의 값이
"111" 을 갖는 경우, container color gamut extension 필드는 유효한 값을 갖게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container color gamut extension 필드의 값 "000' '은
컨테이너 컬러 개멋이 DCI-P3 임을 나타내고, 나머지 값들은 추후 사용될

컬러리메트리를 나타낼 수 있다.
[45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 Υ 필드는 콘텐츠의 컬러 컴포넌트 샘플 포맷

(color component sample format) 및 크로마 샘줄링 포맷 (chroma sampling

format) 을 나타낸다. colorimetry 필드는 extended colorimetry 필드와 함께
사용되어 콘텐츠의 컬러리메트리 를 나타낸다. 나아가 , Υ 필드, colorimetry 필드
및 extended colorimetry 필드의 조합에 의하여 콘텐츠의 컬러리메트리가

시그널링될 수 있다.
[46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A V I InfoFrame 에 포함된 필드들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컬러 개멋 및 컨테이너 컬러 개멋을 모두 시그널링할 수 있다.

[461]

[462] 도 2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소스 디바이스로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6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시스템은 EDID 의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 (colorimetry data block) 내의 resesrved bit 를 이용하여 DCI-P3 컬러메트리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방송 시스템은 기존 EDID 내의 다른 컬러리메트리
시그널링의 변경 없이 DCI-P3 컬러메트리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46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은 EDID 중에
하나로서 , Tag Code 필드 (Byte 1, bits 5-7), Length 필드 (Byte 1, bits 0-4), Extended

Tag Code 필드 (Byte 2), Colorimetry flag 필드 (Byte 3) 및/또는 reserved 필드 (Byte

4, bits 0-3, MDO, MD1, MD2, MD3) 를 포함한다. Tag Code 필드 및 Extended Tag

Code 필드 는 이 데이터 블록이 디스플레이의 컬러리메트리를 포함하는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임을 식별한다 . Length 필드는 이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다. Colorimetry flag 필드는 디스플레 이의 컬러리메트리를
나타낸다. 즉, Colorimetry flag 필드의 값 1은 해당 컬러리메트리로 인코딩 된
콘텐츠를 싱크 디바이스가 디스플레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reserved 필드는
추후 개멋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6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시스템은 reserved 필드 중 하나인 MD0 을
이용하여 디스플레 이 컬러 개멋이 SMPTE 431-2에 정의된 DCI-P3 컬러 개멋임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MD0 비트의 값 1은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가 DCI-P3 로 인코딩 된 콘텐츠를 디스플레 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0은 싱크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가 DCI-P3 로 인코딩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466]

[467] 도 3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6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는 AVI InfoFrame 및/또는 DRM

InfoFrame 내에 새로운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를 정의함으로써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에게 제공할 수 있다.
[46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싱크 디바이스가 상술한 실시예에 따른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시그널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A V I InfoFrame 에 존재하는
컬러리메트리 시그널링이사용될 수 있다.

[47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싱크 디바이스는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플래그를 소스 디바이스에게 전송할 수 있다.

[471]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RM InfoFrame 은 content

color gamut 필드 (CCG2, CCG1, CCG0) 를 포함한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000" 은 이 필드가 사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000" 은 콘텐트 컬러 개멋이 컨테이너 컬러 개멋과 동일함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ΌΟ 은 콘텐트 컬러 개멋이 DCI-P3 임을 나타낸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다른 값들은 콘텐트 컬러 개멋의 다른 컬러리메트리를 나타낼 수 있다.
[472]

[473] 도 3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소스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7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시스템은 EDID 의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 (HDR static metadata data block) 내의 resesrved bit 를 이용하여 콘텐트
컬러 개멋 리퀘스트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방송 시스템은 기존 EDID 내의 다른
시그널링의 변경 없이 콘텐트 컬러 개멋 리퀘스트를 시그널링할 수 있다.

[47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은 EDID

중에 하나로서 , Tag Code 필드 (Byte 1, bits 5-7), Length 필드 (Byte 1, bits 0-4),

Extended Tag Code 필드 (Byte 2) 및/또는 content color gamut request flag 필드
(Byte 3, bit 7 )를 포함한다. Tag Code 필드 및 Extended Tag Code 필드는 이 데이터
블록이 콘텐트 컬러 개멋 리퀘스트 플래그를 포함하는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임 을 식별한다. Length 필드는 이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다.
content color gamut request flag 필드 (CCGO) 는 싱크 디바이스가 소스
디바이스에게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content color gamut request flag 필드의 값 'Ό"은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시그널링이 필요없음을 나타내 고, content color gamut request flag 필드의 값
' '은 싱크 디바이스가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을 수신하고 content color gamut request flag 필드를 확인한 후, 이
필드의 값이 "1" 이면 싱크 디바이스에게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476]

[477] 도 32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7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는 DRM InfoFrame 내의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_Metadata_Descriptor) 내에 새로운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를 정의함으로써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싱크 디바이스에게

제공할 수 있다.
[479]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RM InfoFrame 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및/또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_Metadata_Descriptor) 를 포함한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DRM InfoFrame 의 Data Byte 3 내지 Data Byte n에

기술된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는 DRM InfoFrame 에
포함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식별한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의 값 0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가 Static

Metadata Type 1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임을 나타낸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의 값 1-7은 reserved 값을 나타낸다.

[480] Static Metadata Type 1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은
display —primaries 필드, white_point 필드, max_display_mastering_luminance 필드,



min_display_mastering_luminance 필드, Maximum Content Light Level 필드,
Maximum Frame-average Light Level 필드 및/또는 content color gamut 필드
(CCG2, CCGl, CCGO)를 포함할 수 있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000" 은 이
필드가 사용되 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000" 은
콘텐트 컬러 개멋이 컨테이너 컬러 개멋과 동일함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ΌΟ 은 콘텐트 컬러 개멋이 DCI-P3 임을 나타낸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다른 값들은 콘텐트 컬러 개멋의 다른 컬러리메트리를 나타낼 수 있다.
display—primaries 필드 및 white_point 필드는 마스터 링 디스플레 이의
컬러리메트리 값들을 나타낸다. max_display_mastering_luminance 필드 및
min_display_mastering_luminance 필드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최대/최소 밝기

값을 나타낸다. Maximum Content Light Level 필드는 콘텐트의 최대 밝기 값을
나타낸다. Maximum Frame-average Light Level 필드는 최대 프레임 평균 밝기

값을 나타낸다.
[481]

[482] 도 33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8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시스템은 새로운 스테틱 메타데이터 타입
(Static Metadata Type) 을 정의하고 새로 정의된 스테틱 메타데이터 타입을 갖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 터 내에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및/또는 콘텐트의

실제 컬러리메트리 값들을 정의할 수 있다.
[484]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RM InfoFrame 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및/또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_Metadata_Descriptor) 를 포함한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DRM InfoFrame 의 Data Byte 3 내지 Data Byte n에

기술된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는 DRM InfoFrame 에
포함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식별한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의 값 0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가 Static

Metadata Type 1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임을 나타낸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의 값 1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가 Static Metadata Type 2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임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Static Metadata Type

2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콘텐트 컬러 개멋 및/또는

콘텐트의 실제 컬러리메트리 값들을 포함한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의 값 2-7은 reserved 값을 나타낸다.

[485] Static Metadata Type 2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은 content

color gamut 필드 (CCG 2 , CCGl, CCGO) 및/또는 콘텐트의 컬러리메트리 값
(Red-x, Red-y, Green-x, Green-y, Blue-x, Blue-y, White-x, White-y) 을 포함할 수



있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Ό00" 은 이 필드가 사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000' '은 콘텐트 컬러 개멋이
컨테이너 컬러 개멋과 동일함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값 'ΌΟ 은 콘텐트
컬러 개멋이 DCI-P3 임을 나타낸다. content color gamut 필드의 다른 값들은
콘텐트 컬러 개멋의 다른 컬러리메트리를 나타낼 수 있다. 상술한 콘텐트의
컬러리메트리 값은 콘텐트 가 표현된 컬러 개멋 상 Red, Green, Blue 및/또는 White

색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486]

[487] 도 3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콘텐트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시그널링 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8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시스템은 DRM InfoFrame 의 Static Metadata

Type 1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내에 포함된 display_primaries

필드 및 white_point 필드를 이용하여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489]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RM InfoFrame 은 content color gamut flag 필드

(CCG_flag),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

(Static_Metadata_Descriptor ID, SMD_ID) 및/또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_Metadata_Descriptor)# 포함한다 . content color gamut flag 필드는 Static

Metadata Type 1에 해당하는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내에 포함된
display_primaries 필드 및 white_point 필드가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정보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식별자 필드의 값이 0이고, content color gamut flag 필드의 값이 1인
경우, 콘텐트 컬러 개멋은 DRM InfoFrame 의 Data Byte 3 내지 18에 기술된
display_primaries 필드 및 white_point 필드에 의하여 시그널링될 수 있다. 즉,
content color gamut flag 필드의 값 1은 display —primaries 필드 및 white_point

필드가 콘텐트의 컬러리메트리 정보를 나타냄 을 나타낸다.
[490]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DRM InfoFrame 내의 display_primaries

필드 및 white_point 필드가 콘텐트 컬러 개멋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됨 을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 모두가 알고 있는 경우, 방송 시스템은 content color

gamut flag 필드없이 display—primaries 필드 및 white—point 필드를 이용하여

콘텐트 컬러 개멋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491]

[492] 도 3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49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의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SL35010) 및/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 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SL35020) 를 포함한다. 이 때 , 상 기 AVI

인포프 레임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 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494]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DCI-P3 컬러

개멋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49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상 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는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이 상기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과

동 일함을 나타내는 정보 및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이 DCI-P3 컬러 개멋임을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한다.

[496]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HDR (High Dynamic Range) 성 능을 나타내 는 HDR 스 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 (HDR Static Metadata Data Block) 을 상 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HDR 스 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497]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 (Static Metadata Descriptor)

및 상 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는 상기 콘 텐트를 마스터링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 레이의 컬러리메트리 정보를 나타내 는 디스플 레이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498]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 및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는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및

상기 콘 텐트의 실제 컬러리메트리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499]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DRM 인포프레 임은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에 포함된 상기 디스플 레이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500]

[501] 도 3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의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

[502]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싱크 디바이스의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인터페이스를 통해 콘 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SL36010) 및/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 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 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SL36020) 를

포함한다. 이 때 , 상 기 AVI 인포프 레임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 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한다.

[503]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DCI-P3 컬러

개멋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504]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상 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는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이 상기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과

동 일함을 나타내는 정보 및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이 DCI-P3 컬러 개멋임을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한다.

[50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싱크



디바이스의 HDR (High Dynamic Range) 성능을 나타내 는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 (HDR Static Metadata Data Block)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506]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 (Static

Metadata Descriptor) 및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는 상기 콘 텐트를

마스터링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 레이의 컬러리메트리 정보를

나타내는 디스플 레이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507]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 및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는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및 상기 콘 텐트의 실제 컬러리메트리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508]

[509] 도 3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소스

디바이스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

[510]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소스 디바이스 ,

L37010) 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 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제 1 전송부 (L37020) 및/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 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제 2 전송부 (L37030) 를

포함한다. 이 때 , 상 기 AVI 인포프 레임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 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한다.

[511]

[512] 도 3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싱크



디바이스)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

[513]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싱크 디바이스 ,

L38010) 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 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제 1 수신부 (L38020) 및/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 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제 2 수신부 (L38030) 를

포함한다. 이 때, 상 기 AVI 인포프 레임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 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한다.
[514]

[515] 모듈 또는 유닛은 메모리 (또는 저장 유닛) 에 저장된 연속된 수행과 정들을

실 행하는 프로세 서들 일 수 있다. 전술한 실시 예에 기술된 각 단계들은

하드웨어/프로세 서들에 의해 수 행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 예에 기술된 각

모듈/블락/유¾ 들은 하드웨어/프로세 서로서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코드로서 실 행될 수 있다. 이 코드는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쓰 여질 수 있고, 따라서 장치(apparatus) 가 제공하는 프로세서 에

의해 읽혀질 수 있다.
[516]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각 도면을 나누어 설명하 였으나, 각 도면에 서술되어

있는 실시 예들을 병합하여 새로운 실시 예를 구현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 통상의 기술자의 필요에 따라, 이전에 설명된 실시 예들을

실 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설계하는 것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517]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및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설명된 실시 예들의 구성과

방법이 한정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실시 예들은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시 예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518] 한편, 본 발명이 제안하는 방법을 네트워 크 디바이스에 구비된 ,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에,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세 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는 프로세 서 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 기 테이프 , 플로피 디스크 ,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 이 있으며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송 등과 같은 캐리어

웨이브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프로세서 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 템에 분산되어, 분산방 식으로



프로세서가읽을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실행될수 있다.
[519] 또한, 이상에서는본 발명의바람직한실시 예에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본 발명은상술한 특정의실시 예에한정되지 아니하며 ,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요지를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자에 의해다양한 변형실시가가능한것은
물론이고, 이러한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기술적 사상이나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돼서는안될것이다.

[520] 그리고, 당해 명세서에서는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모두설명되고 있으며 ,
필요에 따라 양발명의설명은보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521] 본발명의사상이나범위를벗어나지 않고 본발명에서 다양한 변경 및변형 o

가능함은 당업자에게이해된다. 따라서 ,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 및그동등
범위내에서 제공되는본발명의 변경 및변형을포함하는것으로의도된다.

[522] 본명세서에서 장치 및방법 발명이모두 언급되고,장치 및방법 발명 모두의
설명은서로보완하여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실시를위한형태

[523] 다양한 실시예가본발명을실시하기 위한최선의 형태에서 설명되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524] 본발명은 일련의 방송 신호 제공분야에서 이용된다.
[525] 본발명의사상이나범위를벗어나지 않고 본발명에서 다양한 변경 및변형 o

가능함은 당업자에게자명하다. 따라서 ,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 및그동등
범위내에서 제공되는본발명의 변경 및변형을포함하는것으로의도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 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서 ,
상기 AVI 인포프레임은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 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DCI-P3 컬러
개멋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DRM 인포프레임은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는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이 상기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과 동일함을 나타내는 정보 및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이 DCI-P3 컬러 개멋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HDR (High

Dynamic Range) 성능을 나타내 는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



(HDR Static Metadata Data Block)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HDR 스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DRM 인포프 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Static Metadata

Descriptor) 및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상기 콘텐트를 마스터링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리메트리 정보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DRM 인포프 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및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및 상기 콘텐트의 실제 컬러리메트리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
상기 DRM 인포프레임은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에 포함된
상기 디스플레이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 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8]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 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서 ,
상기 AVI 인포프레임은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 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 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싱크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

상 기 컬러리메트리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DCI-P3 컬러

개멋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 임 (Dynamic Range and

Mastering InfoFrame) 을 상 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는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이 상기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과 동 일함을 나타내는 정보 및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이 DCI-P3 컬러 개멋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싱크 디바이스의 HDR (High Dynamic

Range) 성 능을 나타내 는 HDR 스 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 (HDR

Static Metadata Data Block) 을 상 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

상 기 HDR 스 테틱 메타데이터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싱크 디바이스가 상기
콘 텐트의 컬러 개멋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

상 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 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 레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

상 기 DRM 인포프 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 립터 (Static Metadata



Descriptor) 및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상기 콘텐트를 마스터링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터링 디스플레이의 컬러리메트리 정보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
상기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RM 인포프레임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DRM 인포프레임은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 및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틱 메타데이터 디스크립터는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콘텐트 컬러 개멋 필드 및상기 콘텐트의 실제 컬러리메트리 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방법 .

[청구항 14]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제 1전송부;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제 2 전송부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로서 ,
상기 AVI 인포프레임은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상기 콘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

[청구항 15]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트의 비디오 데이터를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제 1수신부;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AVI 인포프레임
(Auxiliary Video Information InfoFrame) 을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제 2 수신부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로서 ,
상기 AVI 인포프레임은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컬러리메트리 필드,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와 함께 상기 콘텐트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 는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 및 상기 콘텐트를 전송하는
컨테이너의 컬러 개멋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확장 컬러리메트리 필드는 상기
컨테이너 컬러 개멋 확장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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