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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 앵글을 지원하는 데이터 구조로 기록된 정보저장매체및 그 장치

요약

멀티 앵글을 지원하는 데이터 구조로 기록된 정보저장매체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된 정보저장매체는 각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 단위로

서 클립을 포함하며, 각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로서 클립 인포메이션이 클립과 별도의 공간에 기록되며 여기에 다른 앵글

로의 점프를 위한 정보가 기록된다. 소정 앵글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클립은 상기 정보저장매체의 연속된 기록 공간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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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리되어 기록될 수도 있고, 인터리브드 유닛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어져서 서로 다중화 되어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멀티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를 추적하여 재생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클립을 연

속된 공간에 기록할 경우 기록하기 위한 기록 공간 배치가 보다 용이하다.

대표도

도 1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VD의 데이터 구조도,

도 2는 VMG 영역의 데이터 구조도,

도 3은 VTS 영역의 데이터 구조도,

도 4는 하나의 PGC 즉 Entry PGC로만 이루어진 타이틀의 예,

도 5는 복수개의 PGC의 연결로 이루어진 타이틀의 예,

도 6은 PGC의 데이터 구조도,

도 7은 앵글 블록의 구성도,

도 8은 멀티 앵글을 갖지 않는 경우의 기록 단위인 VOB와 Cell의 구조도,

도 9는 2 개의 앵글 데이터가 순서대로 인터리빙되어 기록된 예,

도 10은 동영상 비트 스트림의 상세 계층도

도 11은 NV_PCK 에 기록되어 있는 멀티 앵글을 재생하기 위한 정보 구조도

도 12는 선택된 앵글로 재생하기 위한 점핑을 재생 순서인 셀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참고도,

도 13은 점핑 유닛과 점핑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의 관계도,

도 14는 각 클립이 연속된 공간에 기록된 방식의 구조도,

도 15는 각 클립이 인터리브되어 기록된 방식의 구조도,

도 16은 PlayList, PlayItem, Clip Information, Clip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참고도,

도 17은 동영상 데이터가 끊김 없이 재생되기 위한 점프 동작과 버퍼의 관계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앵글 구조를 갖는 PlayList의 구조 예,

도 19는 점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구조의 제1 실시예,

도 20은 점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구조의 제2 실시예,

도 21은 점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구조의 제3 실시예,

등록특허 10-0636129

- 2 -



도 22는 앵글 블럭을 이루는 PlayItem을 가지고 있는 PlayList 정보의 예,

도 23은 재생 단위인 PlayList를 각 앵글 별로 구성한 예,

도 24는 해당 PlayList가 어떤 앵글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별도로 기록된 정보의 구조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 앵글을 지원하는 데이터 구조로 기록된 정보저장매체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정보저장매체 중 멀티 앵글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 예로는 DVD를 들 수 있다. DVD에는 데이터가 일정한

단위로 나뉘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는 인터리빙 방식으로 멀티 앵글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고, 인터리빙된 블럭을 추

적하면서 재생하기 위한 정보가 동영상 비트스트림 내에 기록되어 있다.

종래의 멀티미디어 재생 장치인 DVD 비디오의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DVD의 데이터 구조를 보여준다.

도 1을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저장매체의 하나인 DVD는 디스크를 VMG 영역과 복수개의 VTS 영역으로 나누고 타이틀

정보 및 타이틀 메뉴에 대한 정보를 VMG 영역에,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복수개의 VTS 영역에 저장한다. 통상, VMG 영역

은 2~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각 VTS 영역은 3~12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VMG 영역의 데이터 구조를 보여준다.

도 2를 참조하면, VMG 영역에는 VMG 영역에 대한 부가 정보(information)를 저장하는 VMGI 영역과 메뉴에 관한 동영

상 정보(video object)를 저장하는 VOBS 영역, 그리고 VMGI 의 백업 영역이 있다. 이들 각각의 구간은 하나의 파일로 존

재하는데 이중 VOBS 영역은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저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VTS 영역에는 재생 단위인 타이틀에 대한 정보와 동영상 정보인 VOBS가 저장되어 있다. 하나의 VTS에는 복수의 타이틀

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도 3은 VTS 영역의 데이터 구조를 보여준다.

도 3을 참조하면, VTS 영역에는 비디오 타이틀 셋 정보 VTSI(Video Title Set Information), 메뉴 화면용 동영상 데이터

인 VOBS, 비디오 타이틀 셋의 동영상 정보인 VOBS, 및 VTSI의 백업 데이터가 기록된다. 메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VOBS의 존재 여부는 선택적이다. 각 VOBS는 다시 기록 단위인 VOB와 CELL로 구분된다. 하나의 VOB는 복수의 CELL

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 다뤄지는 기록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는 CELL이다.

DVD에 있어 재생 단위는 계층화되어 있다. 최상층에는 타이틀이 존재한다. 타이틀은 하나 혹은 복수의 PGC으로 연결되

어 구성된다. 복수개의 PCG 중 처음으로 재생되는 PGC를 Entry PGC라고 한다. 도 4는 하나의 PGC 즉 Entry PGC로만

이루어진 타이틀을 나타낸 것이고, 도 5는 복수개의 PGC의 연결로 이루어진 타이틀을 나타낸 것이다. 도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하나의 PGC의 재생을 끝내고 다음 PGC을 재생할 경우 몇 개의 PGC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경우,

어떤 PGC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DVD에 커맨드(command)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재생의 순서를 제어하는 것을

네비게이션(Navigation)이라 한다. 재생 순서를 결정하는 커맨드는 PGCI에 저장된다.

도 6은 PGC의 데이터 구조를 보여준다.

도 6을 참조하면, PGC은 PGCI이라는 정보 구조로 저장된다. PGCI은 네비게이션 커맨드가 저장된 프리 커맨드(Pre

command), 포스트 커맨드(Post command), 및 복수의 프로그램 정보로 구성된다. 프리 커맨드는 해당 PGC의 재생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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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커맨드이고, 포스트 커맨드는 해당 PGC의 재생 후에 수행되는 커맨드이다. 각 프로그램은 복수의 셀 정보로 구

성된다. 이 셀은 기록단위인 VOB 내의 Cell과 일대일로 연결된다. 각 재생 단위인 셀은 셀의 재생이 끝난 후 실행되는 셀

커맨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PGCI 정보는 재생 단위인 PGC을 계층적으로 기술하고 최하위 재생 단위인 셀을 기록 단

위의 최하위 단위인 셀과 연결시키는 정보 구조를 가진다.

특히, PGC은 재생 단위인 복수 개 셀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이 때 복수개의 셀들이 앵글 블럭을 이룰 수 있다.

도 7은 앵글 블록을 보여준다.

도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셀들이 병렬로 배치되어 이중 하나의 셀을 재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앵글 블럭이

라고 한다. 앵글 블럭을 이루는 셀들은 동일한 재생 시간을 가지며 각 앵글에 대응한다. 재생 단위인 셀이 앵글 블럭을 이

룰 경우 기록단위인 VOB와 기록 단위의 Cell에는 일정 단위인 인터리브드 유닛(Interleaved Unit, ILVU)로 나누어진 각

앵글 데이터가 서로 인터리빙되어 기록된다.

도 8은 멀티 앵글를 갖지 않는 경우의 기록 단위인 VOB와 Cell을 보여준다.

도 8을 참조하면, 각 VOB는 정보저장매체의 연속된 기록 공간인 연속 블럭(contiguous block)에 저장되고 순서대로 기록

된다. 그러나 멀티 앵글의 경우에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앵글에 해당하는 각 VOB 및 그 하위 단위인 셀들이 ILVU

단위로 인터리빙되는 인터리브드 블럭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하나의 앵글 데이터는 연속된 기록 공간에 저장되지 않게 된

다. 각 앵글 데이터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인터리빙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도 9는 2 개의 앵글 데이터가 순서대로 인터리빙되어 기록된 예를 보여준다.

도 9를 참조하면, 각 ILVU은 동일한 재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데이터의 기록 길이는 압축된 결과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앵글을 재생하거나 혹은 앵글을 변경하여 재생하는 경우 모두

ILVU 데이터 단위로 점핑이 필요하다. 가령, 앵글 1의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앵글 1에 해당하는 ILVU 데이터만을

찾아다니며 재생하여야 한다. 재생 중에 앵글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변화된 앵글에 해당하는 특정 위치로 점핑하여야

한다. 이 때의 점핑 위치도 ILVU 단위로 결정된다. 이렇게 해당 앵글 혹은 다른 앵글의 이어진 ILVU 에 대한 위치 정보는

동영상 비트 스트림 내에 기록되어 있다. 도 10 에 표시한 바와 같이 동영상 비트스트림인 VOBS 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데

가장 하위 구조를 보면 NV_PCK, A_PCK, V_PCK, SP_PCK 과 같은 팩(PACK, PCK) 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NV_PCK

은 네비게이션 팩으로 불리며 도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DVD에서 지원하는 최대 개수인 9 개 앵글에 대한 ILVU 데이터

의 위치와 크기 정보인 SML_AGL_Cn_DSTA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현재 재생하고 있는 ILVU 데이터와 연결되는 앵글

n의 ILVU 데이터를 찾기 위한 정보이다. 현재의 ILVU 데이터의 재생이 끝난 다음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앵글로

변경하여 재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LVU 데이터의 위치 정보는 인터리빙되어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의 비트스트림 안에

다중화되어 기록되어 있다.

도 12는 선택된 앵글로 재생하기 위한 점핑을 재생 순서인 셀의 입장에서 보여준다.

도 10을 참조하면, 영상의 끊김이 없이 재생하는 심리스(seamless) 체인지를 위해서는 특정 위치에서 사용자의 앵글 체인

지 명령을 받아도 해당 ILVU 데이터의 재생이 끝난 후 다른 앵글의 그 다음 이어지는 ILVU 데이터로 점프하여 재생한다.

멀티 앵글을 위한 DVD의 오쏘링(authoring)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각각 압축하여 동일한

재생 길이를 가지는 비트스트림 데이터로 만든다. 하나의 비트스트림을 인터리빙하여 구성하고 또한 각각 비트스트림 내

에 다른 앵글을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삽입하여 재생 중에도 앵글 전환이 가능 기록한다.

우선 인터리빙에 대한 정보가 동영상 데이터 스트림 안에 다중화되어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분리해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앵글에 속한 인터리브드 블럭을 추적하여 재생하거나 다른 앵글에 속한 인터리브드 블럭으로 변경하여

추적 재생하는 것은 재생 장치의 중앙 처리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로 처리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재생 중인 인터리브드

블럭과 연결되어 재생될 인터리브드 블럭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를 읽어내는 장치에 전달한다. 또한 압

축 부호화된 동영상 데이터는 동영상 복호화기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동영상 데이터에서 이 위치 정보를 분리해 내어 중앙

처리 장치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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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멀티 앵글 데이터를 일정한 단위로 잘게 쪼갠 다음 인터리빙하여 저장하는 경우, 하나의 앵글을 연속해서 재생

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읽어 내기 위한 재생 위치의 변경이 계속하여

서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광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처럼 위치 변경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비트 레이트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멀티 앵글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 제약을 없애고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기록된

정보저장매체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멀티 앵글 데이터의 연속 재생 및 앵글 변경에 필요한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동영상 데이터에

서 분리하여 기록된 정보저장매체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 앵글 데이터의 연속 재생 및 앵글 변경에 필요한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동영상 데이터

에서 지원하는 랜덤 액세스를 위한 정보와 통합하여 기록된 정보저장매체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멀티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된 정보저장매체에 있어서, 각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

이터가 저장되는 기록 단위로서 클립을 포함하며, 각 클립에는 별도의 공간에 각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

기에 멀티 앵글 데이터의 연속 재생 및 앵글 변경에 필요한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 데이터에서 분리하여 기록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동영상 데이터에서 지원하는 랜덤 액세스를 위한 정보와 통합하여 기록한다. 각 앵글용 클립은 서

로 인터리빙 되어 기록될 수 있고, 혹은 소정 앵글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클립은 상기 정보저장매체의 연속된 기록 공

간에 각각 분리되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각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는 서로 다른 앵글로의 연결 재생을 위한 엑세스 지점으로 복수개의 점프 포인트들을 가지

며,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부가 정보를 더 포함한다.

상기 동영상 데이터는 상기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인 클립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상기 클립 인포메이션에는 상기 점

프 포인트들의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립의 시작 위치로부터 각 점프 포인트까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이며, 이들이 클

립 인포메이션 내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클립 인포메이션에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인 엔트리 포인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엔트리 포인트 정보에 부가되어 해당 엔트리 포인트가 점프 포인트를 겸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복수의 앵글용 데이터의 클립들에 공통적으로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기록하고 상기 공통 점프 포인트

정보는 각 클립의 각 점프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각 앵글 블럭에 포함된 클립 인포메이션은 상기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점프 포인트들은 하나의 앵글용 데이터를 추적하여 재생하거나, 하나의 특정 앵글용 클립 재생 중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점프 포인트에서 재생 위치 변경을 실시할 경우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점프 포인트의 간격과 위치를 정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정보가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되어 있고 복수의 앵글을 위한 정보는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이 하나의 앵글 블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정보가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되어 있고 하나의 플레이 리스트가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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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앵글에 대한 정보로 상기 각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된 플레이 리스트에 특정 앵글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가

더하여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복수의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 단위인 클립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고,

각 클립에는 별도의 공간에 각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멀티 앵글 데이터의 연속 재생 및 앵글 변경에

필요한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동영상 데이터에서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일반적으로 동영상 데이터에서 지원

하는 랜덤 액세스를 위한 정보와 통합하여 기록되어 있고 각 앵글용 클립이 기록 공간에 서로 인터리빙되어 기록되어 있거

나, 혹은 상기 각 앵글용 클립이 연속된 기록 공간에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는 상기 정보저장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재생시 해당 앵글용 데이터를 읽어 내어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즉, 각 앵글용 동영상 데이터는 서로 다른 앵글로의 연결 재생을 위한 복수개의 점프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 점프 포인트들

에 대한 정보가 부가 정보로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고, 재생시 멀티 앵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해당 클립을 찾아내

어 해당 앵글에 속한 데이터를 읽어 내어 재생하다가 앵글 변경 재생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점프 포인트에서 다른 앵글 데이

터용 클립의 해당 점프 포인트에서부터 재생을 하며, 상기 두 점프 포인트는 동일한 재생 시간에 대한 각 클립 내의 위치

정보를 나타낸다.

상기 각 동영상 데이터는 상기 기록 단위인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인 클립 인포메이션을 더하여 가지고 있고, 이 클립 인포

메이션에 상기 점프 포인트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상기 재생 장치는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상기 각 해당 클립들의 클립 인포메이션에서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립의 시작 위치로부터 각 점프 포인트까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이며 이들이 클립

인포메이션 내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상기 재생 장치는 멀티 앵글을 구성하는 클립들의 상기 테이블에서의 정보

기록 위치가 같은 점프 포인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서로 연결된 점프 포인트의

위치를 찾아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클립 인포메이션에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인 엔트리 포인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엔트리 포인트 정보에 부가되어 해당 엔트리 포인트가 점프 포인트를 겸하는 지를 나타내는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재생 장치는 멀티 앵글을 구성하는 클립들의 상기 엔트리 포인트 정보에서 점프 포인트를 겸하는 엔트리 포인트 정보

기록 위치가 같은 점프 포인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서로 연결된 점프 포인트의

위치를 찾아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복수의 앵글용 데이터의 클립들에 공통적으로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상기 공통 점프 포인트

정보는 각 클립의 각 점프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재생 장

치는 멀티 앵글을 구성하는 클립에 공통적인 공통 점프 포인트 정보를 읽어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서로 연결된 점프

포인트의 위치를 찾아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점프 포인트들은 하나의 앵글용 데이터를 추적하여 재생하거나, 하나의 특정 앵글용 클립 재생 중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점프 포인트에서 재생 위치 변경을 실시할 경우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점프 포인트의 간격과 위치를 정해져

있고, 상기 재생 장치는 사용자의 앵글 변경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도 현재 재생 중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점프 포인트까

지 재생을 완료하고 다음 앵글에 연결된 점프 포인트부터 재생을 시작하여,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정보가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되고 상기 플레이 아이템은 상기 클립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지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앵글을 위

한 정보로서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이 하나의 앵글 블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상기 재생 장치는 앵글 블럭

을 이루는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고, 앵글 변경 시 다른 해당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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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정보가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되고 상기 플레이 아이템은 상기 클립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지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플레이

리스트가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되고, 상기 재생 장치는 해당 앵글에 대응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플레이 리스트에는 각 플레이 리스트가 대응하는 앵글에 대한 정보가 더하여 저장되고 상기 재생 장치는 해당 앵글에

대응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랜덤 액세스 기능을 가지는 정보저장매체에 복수의 앵글용 동영상 데이

터를 기록하는 기록 장치에 있어서 각 앵글에 해당하는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 단위인 클립을 기록하고, 각 클립 별도의 공

간에 각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를 기록하고 여기에 멀티 앵글 데이터의 연속 재생 및 앵글 변경에 필요한 점프 포인트에 대

한 정보를 동영상 데이터와 분리하여 기록하고 특히 일반적으로 동영상 데이터에서 지원하는 랜덤 액세스를 위한 정보와

통합하여 기록하고, 각 앵글용 클립은 기록 공간에 서로 인터리빙하여 기록하거나 혹은 각 앵글용 클립을 분리하여 각각

정보저장매체의 연속된 공간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각 앵글용 동영상 데이터에 더하여 서로 다른 앵글로의 연결 재생을 위한 복수개의 점프 포인트들을 만들고 이 점프 포인

트들에 대한 정보를 부가 정보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동영상 데이터에 더하여 상기 기록 단위인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인 클립 인포메이션을 더하여 만들고, 이 클립 인

포메이션에 상기 점프 포인트들의 정보를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립의 시작 위치로부터 각 점프 포인트까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이며 상기 기록

장치는 이들을 클립 인포메이션 내에 테이블 형태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 장치는 상기 클립 인포메이션에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인 엔트리 포인트 정보를 기록하

고,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엔트리 포인트 정보에 부가되어 해당 엔트리 포인트가 점프 포인트를 겸하는

지를 나타내는 정보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 장치는 상기 복수의 앵글용 데이터의 클립들에 공통적으로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공통 점

프 포인트 정보는 각 클립의 각 점프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점프 포인트들은 하나의 앵글용 데이터를 추적하여 재생하거나, 하나의 특정 앵글용 클립 재생 중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점프 포인트에서 재생 위치 변경을 실시할 경우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점프 포인트의 간격과 위치를 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 장치는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

스트 정보를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하고 복수의 앵글을 위한 정보는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이 하나의 앵글 블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정보로 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 장치는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

스트 정보를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하고 하나의 플레이 리스트가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기록 장치는 복수 앵글에 대한 정보로 상기 각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된 플레이 리스트에 특정 앵글을 나타

내는 부가 정보를 더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멀티 앵글 데이터용 동영상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와는 별도의 공간에 각 앵글용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공간에 기록하여 멀티 앵글을 구현한다. 이때 동영상 데이터는 하나의 앵글에 대한 동영상

데이터를 기록 단위인 클립으로 구성하고, 각 클립을 더 작은 인터리브드 블럭으로 나누어 인터리빙하거나, 인터리빙 방식

이 아닌 분리 기록 방식으로 각 앵글 데이터를 기록하여 멀티 앵글을 구현한다. 즉, 각 앵글을 이루는 동영상 데이터와 앵

글 추적을 위한 점프 포인트 정보를 동영상 데이터와는 별도의 공간에 기록한다. 다른 앵글로 변경을 위해서는 각 앵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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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점핑 유닛(JPU)으로 구분하고 점핑 유닛의 시작 어드레스를 점핑 포인트로 지정한 다음 각 앵글 데이터의 점핑 포

인트를 별도의 부가 정보로 기록한다. 이때 앵글 데이터가 인터리브드 블럭으로 나뉘어 다른 앵글 데이터와 인터리빙 될

때는 점핑 유닛이 인터리브드 블럭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의 구성 요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앵글에 대한 압축 부호화된 AV 스트림(클립)

2) 해당 AV 스트림 부호화 속성 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클립 인포메이션 파일

3) 1)과 2)로 이루어진 클립에서 IN_time과 OUT_time 사이의 재생 구간을 기반으로 시간을 지정하고 있는 플레이 아이

템

4)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5) 점핑 포인트들의 위치를 테이블화하여 기록한 점핑 포인트 맵

본 발명에서 멀티 앵글이라 함은 특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동영상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개의 재생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개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한 데이터를 각각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디오 데이터

는 동일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앵글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동일 시간 대역에 재생될 수 있는 동영상

데이터를 멀티 앵글 데이터라 부르고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를 멀티 앵글 컨텐츠라 부른다.

동영상 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하여 압축을 행한 다음 압축된 비트스트림으로서 저장되거나 전송된다. 본 발명에서는 기록

단위로서 클립(Clip), 재생 단위로서 플레이 리스트(PlayList) 및 플레이 아이템(PlayI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Clip은 DVD에서의 기록 단위인 Cell에 해당하고, PlayList 및 PlayItem은 DVD 에서의 재생 단위인 프로그램 및 셀과 동

일한 개념이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저장매체에는 AV 스트림이 Clip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통상의 경우 Clip은 인터리브드 블럭으로

나뉘어 인터리빙 되거나 혹은 각 클립 별로 연속적인 공간에 기록된다. AV 스트림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 압축하여 기록한

다. 기록된 클립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압축된 동영상 데이터의 특성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Clip마다

Clip Information을 기록한다. Clip Information은 각 Clip의 오디오 및 비디오 속성 및 일정한 구간 단위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Entry Point의 위치 정보를 기록한 Entry Point Map 등이 기록되어 있다. 동영상 압축 기술로 많이 쓰이는 MPEG

의 경우 Entry Point는 인트라 영상의 압축을 하는 I 픽처의 위치가 된다. Entry Point Map은 재생 시작 후 어느 정도의 시

간이 경과한 지점을 찾는 시간 탐색에 주로 이용된다.

도 13은 점핑 유닛과 점핑 포인트 및 상기 Entry Point 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즉 하나의 클립이 멀티 앵글 중 하나의 앵글

에 해당하는 동영상 데이터라면 클립은 복수개의 점핑 유닛으로 나뉘어 진다. 각 점핑 유닛의 시작 점은 점핑 포인트가 된

다. 점핑 포인트는 해당 클립의 재생 중 다른 앵글의 동영상에 해당하는 클립으로 점프 아웃하거나 다른 클립을 재생 중 해

당 클립으로 점프 인 해 오는 위치가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점핑 포인트는 Entry Point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Entry Point는 약 0.5초의 시간 간격마다 존재하므로 심리스 재생을 위하여 모든 Entry Point를 점핑 포인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하나의 점프유닛에는 복수개의 Entry Point 가 있을 수 있으며 점프 포인트는 그 중 맨 처음 엔

트리 포인트와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멀티 앵글을 위한 데이터 구조 및 기록 위치에 대해 설명한다.

도 14는 멀티 앵글을 위한 복수개의 클립이 인터리빙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연속된 공간에 기록된 상황을 보여준다.

도 14를 참조하면, 복수개의 클립이 동등한 개수의 점핑 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가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 클립은 각각

연속된 공간에 분리되어 기록되지만 서로 동일한 재생 시간 위치를 나타내는 점핑 포인트로 연결된다. 따라서, 하나의 클

립을 재생하다가 다른 클립을 재생할 경우에는 해당 점핑 유닛의 재생을 마치고 다른 클립의 그 다음 점핑 유닛에 해당하

는 점핑 포인트를 찾아 재생함으로써 연속적인 재생이 가능하다. 도 14에는 앵글 3을 재생하다가 앵글 1을 재생하고 다시

앵글 n을 재생하는 순서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사용자의 앵글 변경에 대한 입력은 점핑 유닛 단위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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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만일 하나의 앵글용 데이터인 클립이 작은 인터리브드 유닛으로 나뉘어 다른 앵글 데이터와 인

터리빙된다면 점프 유닛이 인터리브드 유닛이 되고, 각 인터리브드 유닛의 시작이 점프 포인트이면서 해당 인터리브드 유

닛에 속한 첫번째 엔트리 포인트가 된다. 하나의 인터리브드 유닛에는 복수개의 엔트리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하나의 앵글을 재생할 경우에도 점프 포인트에서 점프가 발생한다. 즉 해당 앵글에 속한 인터리브드 유닛을 찾아서 재생하

여야 한다. 현재의 인터리브드 유닛의 재생을 모두 끝낸 다음 같은 앵글에 속한 그 다음 인터리브드 유닛의 재생을 위해서

는 그 유닛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점프 포인트 정보가 사용된다. 또 앵글 변경시에도 변경된 앵글의 해당 유닛의 위

치를 찾는데 점프 포인트 정보가 사용된다.

도 16은 PlayList, PlayItem, Clip Information, Clip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도 16을 참조하면, PlayList는 재생의 기본 단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저장매체에는 복수의 PlayList가 저장되어 있다.

하나의 PlayList는 복수의 PlayItem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PlayItem은 Clip의 일부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Clip

내에서의 재생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지정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Clip Information을 이용하여 실제 Clip 내의 해

당 부분 위치를 찾아낸다.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정보저장매체는 연속된 공간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 내에 위치를 변경시켜 연속 재생이 가능

하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위치 변경을 점프라고 표현한다. 통상적인 경우 메모리와 같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는 점프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나 광 디스크와 같이 픽업을 움직여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는 점프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동영상 데이터를 읽어내는 속도와 읽어낸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는 속도가 서

로 다른 경우 연속 공간을 읽어서 재생하는 경우에도 독출 속도와 재생 속도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

러한 장치로는 동영상 버퍼가 이용된다. 즉 일정한 크기의 동영상 버퍼를 준비해 두고 일정한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 버퍼

를 채운 다음 재생한다. 이 동영상 버퍼의 오버 플로우나 언더 플로우를 방지하도록 데이터의 읽기 속도를 조절한다. 버퍼

를 사용하면 비록 동영상 데이터가 변동 비트 레이트 (VBR)로 기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끊김이 없는 재생이 가능하다.

점핑 유닛의 크기는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점프 유닛을 재생하고 다른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클

립으로 점프를 하여도 그 점프 시간 동안 동영상 데이터가 끊김 없이 재생 되도록 동영상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재생되

고, 이 버퍼가 언더 플로우가 발생하기 전에 점프 동작이 끝나 다음 앵글의 점프 유닛의 재생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점

프 시간이 필요한 재생 장치의 경우 최악의 점프 시간을 T_JUMP 라고 하고 데이터 읽기 속도를 V_R, 동영상 데이터의 재

생 속도를 V_O 라고 한다면 점프 유닛의 크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점프 유닛 크기 > V_R * V_O * T_JUMP / (V_R - V_O)

또한 버퍼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만큼 커야 한다.

버퍼 사이즈 (B) > V_O * T_JUMP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앵글 구조를 갖는 PlayList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18을 참조하면, 하나의 PlayList를 구성하는 PlayItem은 통상적으로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나, 두 번째 PlayItem에 예

시된 바와 같이, 멀티 앵글을 이루는 경우에는 복수개의 PlayItem이 앵글 블럭을 구성한다. 앵글 블럭이란 재생시 이 블럭

에 속하는 하나의 PlayItem이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앵글 블럭에 속하는 각 PlayItem 간에는 재생 중 앵글 변경에 의

하여 재생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 앵글 블럭을 이루는 PlayItem은 재생 시간이 동일한 것이 통상적이다. 이 때 본 발명에

서는 앵글 블럭을 이루는 PlayItem에 지정된 Clip들이 부가 정보로서 동영상 데이터와는 별도의 공간에 점프 포인트에 대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영상 데이터인 클립은 서로 인터리빙될 수도 있고, 인터리빙되지 않고 각각

연속된 공간에 분리되어 기록될 수도 있다. 인터리빙 되는 경우는 각 클립은 보다 작은 단위인 인터리브드 유닛으로 나뉘

어져 다른 앵글용 클립과 서로 인터리빙된다. 인터리빙되지 않는 경우는 Clip 2, Clip 3, Clip 4는 각각 연속된 공간에 기록

된다. 따라서 이들 Clip들은 앵글 블럭을 이루지 않는 다른 Clip과 차이가 없다.

점프 포인트에 대한 바람직한 데이터 구조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도 19는 점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구조의 제1 실시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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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에 도시된 제1 실시예는 Clip Information에 해당 클립이 앵글용 Clip일 경우에 한하여 종래의 General Information

과 Entry Point Map에 더하여 Jump Point Map 정보를 만들어 기록하는 것이다. 점프 포인트 정보는 동영상 데이터와는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기록하고 또한 동영상 데이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록 단위인 클립에 대한 부가 정

보인 클립 인포메이션 데이터 내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eneral Information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주요 정보로

기록되어 있다.

- version_number: 클립 인포메이션 파일의 버전.

- EPMap_start_address: 클립 인포메이션 파일의 첫 바이트로부터 상대적인 바이트 넘버로 Entry Point Map의 시작 주

소를 가리킴.

- JPMap_start_address: 클립 인포메이션 파일의 첫 바이트로부터 상대적인 바이트 넘버로 Jump Point Map의 시작 주

소를 가리킴. 이 주소의 값이 0인 경우는 앵글용 Clip이 아닌 경우로 Jump Point Map 정보가 없음.

- ClipInfo: 이 클립 인포메이션 파일과 관련된 AV 스트림 파일의 속성을 저장함.

Entry Point Map에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Entry Point의 시간과 위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생 시간은

MPEG에서 규정한 Presentation Time 이고, 위치 정보는 바람직한 실시의 예로서 바이트 수 이거나 섹터 수이거나 동영

상 정보가 MPEG Transport Stream으로 부호화 된 경우 MPEG-TS 패킷 수이다. Jump Point Map에는 해당 Clip이 앵글

용 Clip일 경우 다른 앵글에 해당하는 Clip들과의 가상적인 연결을 위한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바람직

한 실시의 예로서 Jump Point Map의 Jump Manager Information에는 점프 포인트의 개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해당

개수 만큼의 Jump Point Information이 기록되어 있다. 이 Jump Point Information은 해당 클립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해

당 점프 포인트의 위치를 찾기 위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의 예로서 이 위치 정보는 바이트 수 이거나 섹터

수이거나 동영상 정보가 MPEG Transport Stream으로 부호화된 경우 MPEG-TS 패킷 수이다.

도 20은 점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구조의 제2 실시예이다.

도 20에 도시된 제2 실시예는 종래의 EP Map 정보에 점프 포인트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점프 포인트

는 MPEG 등과 같이 시공간 압축을 실시하여 동영상을 부호화 한 경우 랜덤 액세스 포인트인 Entry Point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Entry Point에 대한 정보에 해당 Entry Point가 점프 포인트도 겸하는 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를 삽입함으로써 간단하게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도 21은 점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구조의 제3 실시예이다.

도 21에 도시된 제3 실시예는 앵글 블럭을 이루는 Clip들에 대한 점프 포인트 정보를 모아 별도의 부가 정보 구조를 만드

는 것이다. 즉, Jump Manager Information에 앵글 블럭을 이루는 클립 수와 하나의 클립에 존재하는 점프 포인트 수를 기

록한 다음 순차적으로 각 클립별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이 정보 구조는 손쉽게 각 앵글의 해당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22는 앵글 블럭을 이루는 PlayItem을 가지고 있는 PlayList 정보의 예를 보여준다.

도 22를 참조하면, 통상의 PlayItem 정보에 더하여 각 PlayItem 정보는 앵글 블럭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앵글 블럭 정보

에는 해당 PlayItem이 앵글 블럭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 앵글 블럭을 이루는

PlayItem 정보는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PlayList를 구성하는 PlayItem 중 앵글 블럭을 이루는 복수의 PlayItem 들

은 재생시 그 중 하나의 PlayItem을 기본적으로 재생하게 된다. 재생 중에 앵글 블럭에 속하는 다른 PlayItem으로 변경하

여 재생할 수 있다.

도 23은 재생 단위인 PlayList를 각 앵글 별로 구성한 예를 보여준다.

도 23을 참조하면, PlayList에 속한 PlayItem은 앵글 블럭을 이루지 않는다. 그 대신 각 PlayList가 각각 하나의 앵글에 대

응되어 구성된다. 따라서,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PlayList가 어떤 앵글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기록

된다. 사용자의 앵글 선택이나 앵글 변경에 따라 해당 PlayList가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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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멀티 앵글을 이루는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 단위가 정보저장매체의 인터리빙 되거나 혹은 연속된 공간에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고 각 앵글을 나타내는 동영상 데이터의 연결 위치를 점프 포인트로 하여 동영상 데이터와는 별도의 영역에 부

가 데이터로 관리하고, 해당 기록 단위를 연결하여 재생하는 재생 단위 정보를 멀티 앵글에 대한 정보를 부가하여 구성하

면 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는 다음과 같은 동작으로서 재생을 하면 멀티 앵글에 대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앵글 데이터의 추적 재생을 위한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동영상 데이터와 별도의 공간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동영

상의 재생 시작 전에 이 점프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읽어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동일한 앵글 데이터를

추적하여 재생하거나 사용자의 앵글 변경에 대응하여 재생한다. 각 기록 단위인 클립에는 앵글 블럭을 이루는 다른 앵글용

동영상 데이터로의 연결 정보가 점프 포인트 정보로 부가 되어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 앵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다음

점프 포인트까지 재생한 다음 변경될 동영상 데이터의 해당 점프 포인트 이후의 동영상 정보부터 재생을 하면 된다.

또 각 앵글이 인터리빙 되지 않고 연속된 공간에 기록된 경우는 멀티 앵글용 동영상 데이터라 하더라도 앵글 변경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연속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어 내어 재생이 가능하므로 멀티 앵글이 아닌 동영상 데이터와 차별없이 부

호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리빙의 경우에서처럼 하나의 앵글을 연속 재생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나 부호화 제약이 사

라진다.

재생 단위의 정보 구조로서 멀티 앵글을 표시하는 정보가 플레이 리스트에 속한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이 앵글 블럭을 이루

어 기록되어진 경우(도 21의 경우) 앵글 블럭에 속한 하나의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다가 앵글 변경이 필요한 시 해당 앵

글에 대응하는 클립의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점프 포인트까지의 재생을 끝낸 후 변경할 앵글에 대응하는 클립의 해당

점프 포인트 다음부터 재생을 실시한다. 도 23과 같이 각 앵글별로 독립된 플레이 리스트가 기록된 경우에는 해당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하다가 앵글 변경이 발생 할 때 해당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한다.

본 발명의 대상인 기록 장치의 경우는 상기 설명된 클립 데이터 및 점프 포인트 정보, 재생 단위 정보를 정보저장매체에 기

록하는 장치이다. 바람직한 실시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생 장치의 읽기 속도 V_R 과 점프 시간 T_JUMP 시간, 동영상 데이터의 최고 비트 레이트 V_O 를 고려하여 점프

유닛 크기를 정한다. 이 때의 고려할 식은 상기 설명되었다. 이렇게 정해진 점프 유닛을 재생 시간으로 환산한다. 이제 이

재생시간 보다 크거나 같은 단위로 랜덤 액세스 포인트가 이루어 지도록 각 동영상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이 때 이 단위들

의 경계 위치가 점프 포인트가 된다. 일반적으로 MPEG과 같은 시공간 압축 부호화 방법에서 랜덤 액세스 포인트는 GOP

(Group Of Picture)의 시작 포인트가 되며 따라서 상기 점프 유닛은 복수개의 GOP로 구성될 것이다. 각 동영상마다 동일

한 재생 시간대에 점프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부호화된 동영상 데이터를 상기 점프 유닛을 인터리브드 유닛으로 하여 인터리빙하거나 각 앵글별로 정보저장매체의 연속

된 공간에 기록한다. 이 때, 결정된 점프 포인트들의 위치 정보는 부가 정보로 기록한다. 바람직한 실시의 예로서 각 클립

별로 해당 점프 포인트들의 정보를 클립 인포메이션에 기록할 수 있다.

다음 멀티 앵글을 구성하는 재생 단위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여 기록한다. 이때 각 클립에 대응하는 각 플레이 아이템을 복

수로 구성하여 앵글 블럭으로 구성한 다음 이들을 연결하여 플레이 리스트로 만든다. 또는 각 앵글별로 독립된 플레이 리

스트를 만든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 앵글을 나타내는 동영상 데이터와 점프 포인트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 기록한

다. 동영상 데이터는 인터리빙하거나 혹은 인터리빙하지 않고 연속된 공간에 분리 기록함으로써 손쉬운 기록 공간 배치가

가능하고,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여 멀티 앵글을 나타내는 동영상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읽어들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된 정보저장매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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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록 단위로서 적어도 하나의 클립을 포함하며,

각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는 서로 다른 앵글로의 연결 재생을 위한 엑세스 지점으로 복수개의 점프 포인트들을 가지

며,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부가 정보가 동영상 데이터와 별도의 공간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매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상기 정보저장매체의 연속된 기록 공간에 각각 분리되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상기 점프 포인트간의 사이를 인터리브드 유닛하여, 다른 앵글용 데이터 클립과 인터리빙되어 상기 정보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에는 상기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인 클립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상기 클립 인포메이션에 상기 점프 포인트

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립의 시작 위치로부터 각 점프 포인트까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이며, 이들이 클

립 인포메이션 내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앵글용 데이터의 클립들에 공통적으로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기록하고 상기 공통 점프 포인트

정보는 각 클립의 각 점프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각 앵글 블럭에 포함된 클립 인포메이션은 상기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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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점프 포인트들은 하나의 특정 앵글용 클립 재생 중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점프 포인트에서 재생 위치 변경을

실시할 경우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점프 포인트의 간격과 위치를 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정보가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되어 있고 하나의 플레이 리스트가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매체.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복수 앵글에 대한 정보로 상기 각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된 플레이 리스트에 특정 앵글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가

더하여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2.

복수의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 단위인 클립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고, 각 클립은 서로 다른 앵글로의 연결 재생을 위한

복수개의 점프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가 부가 정보로 클립과는 별도의 공간에 기록된 정보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 및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데이터를 재생시 멀티 앵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해당 클립을 찾아내어 읽어 내어 재생하다가

앵글 변경 재생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점프 포인트에서 다른 앵글 데이터용 클립의 해당 점프 포인트에서부터 재생하는 재생

부를 포함하며,

상기 두 점프 포인트는 동일한 재생 시간에 대한 각 클립내의 위치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연속된 저장 공간에 분리되어 기록되며, 더하여 상기 클립은 해당 동영상 데이터가 멀티 앵글인 경우 각각 하

나의 앵글에 대응하는 동영상 데이터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상기 재생부는 멀티 앵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해당 클립을 찾아내어 연속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어 내어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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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는 복수의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 단위인 클립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고, 상기 클립은 연속된 저장

공간에 분리되어 기록되며, 더하여 상기 클립은 해당 동영상 데이터가 멀티 앵글인 경우 각각 하나의 앵글에 대응하는 동

영상 데이터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상기 재생부는 재생시 멀티 앵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해당 클립을 찾아내어 연속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어 내어 재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클립은 상기 점프 포인트간의 사이가 인터리브드 유닛으로 되고, 다른 앵글용 데이터 클립과 인터리빙되어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되며,

상기 재생부는 재생시 멀티 앵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해당 클립을 찾아내어 해당 앵글에 속한 인터리브드 유닛을 추적하

여 데이터를 읽어 내어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동영상 데이터는 상기 기록 단위인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인 클립 인포메이션을 더하여 가지고 있고, 이 클립 인포

메이션에 상기 점프 포인트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상기 재생부는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상기 각 해당 클립들의 클립 인포메이션에서 찾아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

생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립의 시작 위치로부터 각 점프 포인트까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이며 이들이 클립

인포메이션 내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상기 재생부는 멀티 앵글을 구성하는 클립들의 상기 테이블에서의 정보 기록 위치가 같은 점프 포인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서로 연결된 점프 포인트의 위치를 찾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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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는 상기 복수의 앵글용 데이터의 클립들에 공통적으로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공통 점프 포인트 정보는 각 클립의 각 점프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

고,

상기 재생부는 멀티 앵글을 구성하는 클립에 공통적인 공통 점프 포인트 정보를 읽어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서로 연

결된 점프 포인트의 위치를 찾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0.

제 12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점프 포인트들은 하나의 특정 앵글용 클립 재생 중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점프 포인트에서 재생 위치 변경을

실시할 경우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점프 포인트의 간격과 위치를 정해져 있고,

상기 재생부는 사용자의 앵글 변경 신호가 입력된 경우에도 현재 재생 중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점프 포인트까지 재생을

완료하고 다음 앵글에 연결된 점프 포인트부터 재생을 시작하여,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

생 장치.

청구항 21.

제 12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는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

레이 리스트 정보가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되고 상기 플레이 아이템은 상기 클립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지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앵글을 위한 정보로서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이 하나의 앵글 블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상기 재생부는 앵글 블럭을 이루는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고, 앵글

변경 시 다른 해당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2.

제 12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는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

레이 리스트 정보가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되고 상기 플레이 아이템은 상기 클립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지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플레이 리스트가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되고,

상기 재생부는 해당 앵글에 대응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 리스트에는 각 플레이 리스트가 대응하는 앵글에 대한 정보가 더하여 저장되고,

상기 재생부는 해당 앵글에 대응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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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랜덤 액세스 기능을 가지는 정보저장매체에 멀티 앵글을 위한 동영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부; 및

각 앵글에 해당하는 동영상데이터의 기록 단위인 클립을 기록하고, 각 앵글용 동영상 데이터에 더하여 서로 다른 앵글로의

연결 재생을 위한 복수개의 점프 포인트들을 만들고 이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부가 정보로 상기 클립과 별도의 영

역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클립을 정보저장매체의 연속된 공간에 기록하며, 각 앵글용 동영상 데이터를 인터리빙하지 않고 서로

분리하여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도록 상기 기록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의 상기 점프 포인트간의 사이를 인터리브드 유닛으로 하여, 다른 앵글용 데이터 클립과 인터리빙하여 상기 정보

저장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7.

제 24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동영상 데이터에 더하여 상기 기록 단위인 클립에 대한 부가 정보인 클립 인포메이션을 더하여 만들고, 이 클립 인

포메이션에 상기 점프 포인트들의 정보를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클립의 시작 위치로부터 각 점프 포인트까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이며 이들을 클립

인포메이션 내에 테이블 형태로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제 24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36129

- 16 -



상기 복수의 앵글용 데이터의 클립들에 공통적으로 점프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공통 점프 포인트 정보는

각 클립의 각 점프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 장치.

청구항 31.

제 24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점프 포인트들은 하나의 특정 앵글용 클립 재생 중 다른 앵글로의 변경 재생시 점프 포인트에서 재생 위치 변경을

실시할 경우 연속 재생이 가능하도록 점프 포인트의 간격과 위치를 정하여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32.

제 24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정보를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하고 복수의 앵글을 위한 정보는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이 하나의 앵글 블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정보로 하여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33.

제 24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 하나의 클립에 대응하는 플레이 아이템과 상기 복수의 플레이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플레이 리스트 정보를 재생

단위의 정보로 더하여 기록하고 하나의 플레이 리스트가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

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복수 앵글에 대한 정보로 상기 각 하나의 앵글에 대응되도록 기록된 플레이 리스트에 특정 앵글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를

더하여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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