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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전송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 재생 요청시, 고밀도 광 기

록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 스트림의 멀티 경로 최대 수를 검색 확인하는 1단계; 상기 광 기록매체를 재생하여 

독출되는 비멀티 경로의 단위 데이터 스트림을, 상기 확인된 최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그 이상의 수만큼 복사하여 멀

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는 2단계; 및 상기 구성된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연결기기로 전송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고밀도 디브이디(HDVD)의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

된 데이터 스트림 중 사용자가 선택 지정한 임의의 한 데이터 스트림만을 선별 독출하여 연속적(Seamless)으로 전송

하기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이 불필요하게 되고, 또한 하나의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와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전을 연

결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디지털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개별적

으로 선택 시청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고밀도 디브이디, 멀티 앵글, 멀티 스토리, 멀티 경로, 디지털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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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일반적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로부터 독출 전송되는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을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로부터 독출 전송되는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을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와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전간에 연결 접속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31 : 고밀도 디브이디(HDVD) 12,32 : 광픽업(P/U)

13,33 : 아날로그 신호처리부 14,34 : 디지털 신호처리부

15,36 : 인터페이스부 16,37 : 제어부

17,38 : 메모리 35 : 멀티채널 스트림 구성부

100,300 :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 200,400 : 디지털 텔레비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밀도 디브이디(HDVD: High Density Digital Versatile Disc)와 같은 광 기록매체의 특정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멀티 앵글(Multi-Angle) 또는 멀티 스토리(Multi-Story)의 데이터 스트림을 독출하여, IEEE 1394와 같

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접속된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고해상도의 영상 화면을 출력하는 디지털 텔레비전(D-TV)이 급속히 확산 보

급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고선명 디지털 텔레비전(HD-TV)의 상용화가 확실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고밀도 디브이디(HDVD)로부터 데이터를 독출 재생하는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 예를 들어

,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HDVD-Player)는,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해상도의 영상 화면을

출력하는 디지털 텔레비전(D-TV) 또는 고선명 디지털 텔레비전(HD-TV)과 연결 사용될 수 있는 데, 상기 고밀도 디

브이디의 특정 구간에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적어도 2 개 이상의 상이한 데이터 스트림이 다중 기록되는 멀

티 앵글 기록구간, 또는 서로 다른 스토리에 해당하는, 적어도 2 개 이상 상이한 데이터 스트림이 다중 기록되는 멀티 

스토리 기록구간이 포함 기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앵글 또는 스토리의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 재생할 수 있게 되는 데, 이하에

서는 상기 멀티 앵글 및 멀티 스토리를 통칭하여, '멀티 경로(Multi-Path)'라 하고.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 독출하여,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접속된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예를 들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송하는, 일반적인 멀티 경로 데이터 스

트림 전송방법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도 1은 일반적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 예를 들어 고

밀도 디브이디 재생기(100)는, 고밀도 디브이디(11)에 기록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광픽업(12); 상기 광픽업으로

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아날로그 신호처리부(13); 상기 아날로그 신

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재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데이터와,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Navigation) 데이터로 각각 출력하는 디지털 신호처리부(14); 상기 프레젠테

이션 데이터 또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접속된 디지털 텔레비전(

200)으로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15);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구성수단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16); 및 상기 제어부의 동작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17)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편, 상기 인터페이스부(15)에서는, 상기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IEEE 1394의 등시(Isochronous) 채널을 통해 디

지털 텔레비전으로 전송하고,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에 대응되는 커맨드(Command)를 비동기(As

ynchronous) 채널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송 및 수신하게 되는 데,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밀도 디브이

디(11)의 멀티 경로 기록구간(Area B)에 다중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 특히 앰팩 방식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

m: Transport Stream) 중, 사용자가 임의의 한 트랜스포트 스트림, 예를 들어 두 번째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

m B-2)을 선택 지정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15)에서는 상기 멀티 경로 이전의 기록구간(Area A)으로부터 독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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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m A)과,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Area B)에서 선택 독출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

tream B-2), 그리고 상기 멀티 경로 이후의 기록구간(Area C)으로부터 독출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m C)

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5)의 등시 채널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연속(Seamless) 전송되도록 디지털 신호처리부

(S14)를 동작 제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200)에서는, 상기 등시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m A, B

-2, C)을 고화질의 디지털 영상화면으로 출력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100)에서, 고밀도 디브이디의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

스포트 스트림 중 사용자가 선택 지정한 임의의 한 트랜스포트 스트림만을 선별 독출하여 연속적(Seamless)으로 전

송하기 위 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고정도의 동작 수행 및 제어를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이 반드시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하나의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와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전을 연결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디지털 텔레

비전을 시청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개별적으로 선택 시청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별 멀티 채널 선택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고밀도 디브이디와 같은 광 기록매체의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을,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함과 아울러, 이를 수신하는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임의의 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이 선택 화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은, 

재생 요청시,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 스트림의 멀티 경로 최대 수를 검색 확인하는 1단계; 상기 

광 기 록매체를 재생하여 독출되는 비멀티 경로의 단위 데이터 스트림을, 상기 확인된 최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그 

이상의 수만큼 복사하여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는 2단계; 및 상기 구성된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연결기기로 전송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 예를 

들어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300)는, 도 1을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고밀도 디브이디(31)에 기록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광픽업(32); 상기 광픽업으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아날로

그 신호처리부(33); 상기 아날로그 신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재생

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데이터와,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로 각각 출력하는 디지털 신호처리부(34); 상기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출력하는 멀티채널 스트림 구성부(35); 상기 

프레젠테이션 데이터,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

스를 통해 연결 접속된 디지털 텔레비전(200)으로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36);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구성수단들의 동작을 제어함과 아울러, 상기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디지털 텔레비

전에서의 채 널 선택을 제어하거나, 또는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임의의 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

보를 제공하는 제어부(37); 및 상기 제어부의 동작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38)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한편,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디브이디 장치로부터 독출 전송되는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멀티채널 스트림 구성부(35)에 의해 구성되는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L_CH 1,2...n)은, 고밀도 디브이

디(31)의 멀티 경로 기록구간(Area B)에 다중 기록된 다수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m B-1,B-2...B-n)의 수에

대응 구성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상기 멀티채널 스트림 구성부(35)에서는,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

스포트 스트림의 수만큼,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 이전 및 이후의 기록구간(Area A, C)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TP Steam A, C)을 독출 및 복사하여,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으로부터 각각 독출되는 트

랜스포트 스트림과,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 이전 및 이후의 기록구간으로부터 독출 및 복사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각각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L_CH 1,2...n)을 구성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구성하여,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접속

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송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에 대해 동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으로, 먼저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300)의 제어부(37)에서는,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접속된 디지털 텔레비전(400)과의 인터페이스 동작을 수행하여(S10),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400)을 통해 사용자로

부터 요청되는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300)의 재생 요청을 수신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키 입력을 통해 재생 요청을 

직접 수신하게 된다(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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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기 제어부(36)에서는, 재생 요청된 고밀도 디브이디(31)의 기록구간 내에 적어도 2 개 이상의 상이한 데

이터 스트림이 다중 기록되어 있는 멀티 경로 기록구간이 존재하는 지를 검색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S12), 

상기 확인결과, 멀티 경로 기록구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

림의 수를 검색 확인하게 되는 데(S14), 상기와 같은 확인 동작은, 디지털 신호처리부(34)로부터 독출 재생되는 네비

게이션 데이터 중 멀티 앵글 수(Number of Multi-Angle) 정보 또는 멀티 스토리 수(Number of Multi-Story) 정보

를 검색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상기 확인결과, 재생 요청된 고밀도 디브이디의 기록구간 내에 멀티 경로 기록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어부(37)에서는 멀티 채널 스트림 구성부(35)를 동작 제어하여, 디지털 신호처리부(34)로부터 출력되는 프레젠테

이션 데이터 즉,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상기 인터페이스부(36)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트랜스

포트 스트림 전송동작을 수행하게 되고(S13), 상기 확 인결과, 재생 요청된 고밀도 디브이디의 기록구간 내에 멀티 경

로 기록구간이 존재함과 아울러,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수를 검색 확인한 경

우, 상기 제어부(37)에서는,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수에 대응되는 수만큼의 논

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이 구성되도록, 상기 멀티채널 스트림 구성부(35)를 동작 제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멀티채널 스트림 구성부(35)에서는, 디지털 신호처리부(34)로부터 독출 재생되는 멀티 경로 기록구

간 이전 및 이후의 기록구간(Area A, C)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eam A, C)을,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수만큼 복사하여(S15),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으로부

터 각각 독출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m B-1,B-2...B-n)과,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 이전 및 이후의 기록

구간으로부터 독출 및 복사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하나의 연속된 데이터 스트림으로 각각 출력되는 논리적 멀티 채

널 데이터 스트림(L_CH 1,2...n)을 구성하게 된다(S16).

한편, 상기 제어부(37)에서는, 상기와 같이 구성된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

만이, 디지털 텔레비전(400)에서 선택 화면 출력되도록 하기 위한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인터

페이스부(36)를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송함과 아울러(S17), 논리적 멀티 채널 스트림을 전송하게 되는 데(S18

), 상기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정보는, 상기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에서의 

채널 선택을 제어하는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에서의 커맨드로 전송되거나, 또는 상기 멀티 채널 데 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을 통해 사용자가 임의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멀티 채널 가이드 정보로 전

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400)에서는, 고밀도 디브이디(31)의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 이전 및 이후 기록구간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과 연속적으로 포함 구성되어

전송되는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게 되고, 사용자는 상기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300) 또는 디지

털 텔레비전(400)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 지정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반적인 디지털 텔레비전에서는, 3∼4 개의 고화질급(SD: Super Density) 데이터 스트림을, 물리적 한 채널(

19.4 Mbps/ 6 Mhz)을 통해 수신 신호처리할 수 있게 되는 데, 이때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

트 스트림의 수가,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수용 가능한 논리 채널 수 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 상기 멀티 경로 기

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수가 2 개이고,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논리 채널 수가

4 개인 경우에는,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 이전 및 이후의 기록구간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P Stream A, C)

을 2 회 복사하여, 논리적 2 채널의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게 된다.

반면,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수가,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수용 가능한 논

리 채널 수 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수가 5 개이고, 상

기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수용 가능한 논리 채널 수가 4 개인 경우에는, 상기 멀티 경로 기록구간 이전 및 이후의 기록

구간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4개 복사하여, 논리적 4 채널의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의 물리적 채널로 전송하고

, 나머지 하나의 논리 채널의 데이터 스트림은 또 다른 물리적 채널로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300)와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전(400  1 ∼400  n )

이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접속되어 사용되는 경우, 상기 고밀도 디브이디 재생기(300)의

제어부(37)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과, 상기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멀티 채

널 가이드 정보를,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전(400  1 ∼400  n )으로 각각 전송하여, 디지털 텔레비전을 개별적으로 시

청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만을 개별적으로 선택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

밀도 디브이디를 이용한 멀티 유선방송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

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은, 고밀도 디

브이디와 같은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적어도 2 개 이상의 상이한 데이터 스트림을, 

논리적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

는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임의의 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이 선택 화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멀티 경로 기록구간에 다중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 중 사용자가 선택 지정한 임의의 한 데이터 스트림

만을 선별 독출하여 연속적(Seamless)으로 전송하기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이 불필요하게 되고, 또한 하나의 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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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이디 재생기와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전을 연결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디지털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개별적으로 선택 시청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재생 요청시,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 스트림의 멀티 경로 최대 수를 검색 확인하는 1단계;

상기 광 기록매체를 재생하여 독출되는 비멀티 경로의 단위 데이터 스트림을, 상기 확인된 최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그 이상의 수만큼 복사하여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는 2단계; 및

상기 구성된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연결기기로 전송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는, 상기 멀티 채널 중 임의의 한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더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는, 상기 구성된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등시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상기 멀티 채널 중 임의의 한 채널

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비동기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

이터 스 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한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는, 상기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외부 연결기기에서의 채널 

선택을 지정하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경로의 기록구간은, 선택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 출력되어야 하는 적어도 2 개 이상의 상이한 동영상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된 멀티 앵글 기록구간 또는 멀티 스토리 기록구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멀티 경로의 단위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는 각 경로의 단위 데이터 스트림을 모두 독출하여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재생할 멀티 경로의 수가, 결정된 단위 데이터 스트림의 복사 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경로에 대

한 단위 스트림을 더 복사하여, 상기 결정된 수만큼의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확인된 최대 수가, 상기 외부 연결기기가 하나의 물리적 채널에 수용 가능한 논리 채널 수 보다 큰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위 데이터 스트림을 복사할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

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확인된 최대수가 수용 가능한 논리 채널 수 보다 크면, 상기 복사할 수를 논리 채널수 만큼으로 결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확인된 최대수가 수용 가능한 논리 채널 수 보다 작으면, 상기 복사할 수를 상기 확인된 채널수 만

큼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는, 상기 구성된 멀티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접속된 다수의 디지털 텔레비

전으로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 기록매체에서의 멀티 경로 데이터 스트림 전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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