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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정보 캐리어, 판독용 장치, 정보 캐리어를 제공하는 장치, 및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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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시스템은 화상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시키기 위해 의도된 화상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 신호가 기록되고, 상기 화상

정보가 비디오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제어 정보뿐만 아니라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디오 정보를 포함

하는 정보 캐리어(1)를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은 섹션(35)으로 세분화되고, 비디오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디스

플레이되는 경우, 섹션들은 새로운 순서(34)로 도시되고, 부분적으로 생략 또는 대체된다. 이를 위해, 제어 정보는 링크 형

상으로 디스플레이될 섹션들의 경로를 나타내는 경로 정보(36)를 포함한다. 경로 정보는 MPEG-2 비디오 정보로 멀티플

렉스화되어 기록될 수 있고, 이때 정방향 및 역방향 점프들을 위한 어드레스들(53, 54, 55, 56, 57, 58, 59)을 포함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신호가 기록되며, 상기 신호가 화상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의도되는 화상 정보를 표시하고, 상기

화상 정보가 적어도 단일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디오 정보 및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양한 버전들(versions)을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캐리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정보 캐리어를 판독하는 장치 및 제공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정보 캐리어를 통해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캐리어, 판독 장치, 및 전송 방

법은 미국 특허 제 4,930,158호에 개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공지된 정보 캐리어 상에, 비디오

프로그램이 기록되고, 비디오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재생하기 위해 정보 캐리어는 표준 플레이백(playback) 시스템에서 판

독될 수 있다. 공지된 시스템 상에서 플레이백되는 경우, 비디오 프로그램은 또한 선택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반면, 비디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들은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이 목적을 위하여, 비디오 신호는 예컨대 볼 수 없는 비디오 라인 상에

저장된 디지탈 코드들을 통하여, 분류 코드들을 반복적으로 포함한다. 회복된 분류 코드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분류 코

드와 비교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생이 중단되거나, 허용된 분류 코드가 검출될 때까지 출력 신호가 차단된다. 이것은

예컨대 어린이가 포르노그래픽이나 폭력 장면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배경기술

공지된 정보 캐리어가 갖는 문제점은 비디오 신호의 분류 부분들이 발생할 때, 선택적인 재생 동안 화상 재생이 중단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중단은 허용된 분류 코드가 다시 비디오 신호에서 검출될 때까지 연속된다. 이들 중단으로 인해 선택적

재생 중 비디오 시청이 곤란하게 되고, 더욱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중단이 연속될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본 발명은 기록 매체 상에서 시분할 멀티플렉스된 압축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그러한 데이터

를 재생하는 방법과, 그러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 및 그러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기록

매체는 마그네틱 테이프들이 또는 디스크들, 마그네토 광학 디스크, 광학 디스크들, 반도체 메모리 등을 포함한 다수의 상

이한 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영화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등의 비디오 작품들의 제작시에, 특정 작품의 서로 다른 버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임의의 비디오 이미지들과 사운드트랙의 부분들을 공유하지만, 작품의 각 버전은 다른 이미지들과 오디

오 세그머트들을 포함하거나 배재함으로써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의 임의 장면들이 전체적으로 잘릴 수 있

거나, 특정 장면의 다수의 서로 다른 포토그래프된 버전들로부터 선택이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버전들은 경영적 관심사

들을 만족시키거나 정치적 또는 문화적 표준들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작품의 다수 버전들이 만들어지는 경

우, 각 작품은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며, 각각은 특히,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전송, 또는 국내 소비자 기록/재생 장치들에

의한 기록/재생을 위해, 극장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채택된다.

또한, 최초로 시장에 개봉된 작품의 버전은 변화된 환경들이나 작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후에 변경 및 재개봉될 수 있다. 예

컨대, 감독은 원래 개봉된 버전과 다른 "감독의 커트 편집"을 제작하기 위해 작품을 재편집 할 수 있다. 또한, "완전판", "특

별판" 등이 특정 작품과 관련하여 제작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있어서는 작품의 내용에 따라 등급 비디오 작품들(rating video works)의 국제적인 관행이 있어서, 예컨

대 어떤 자료는 어떠한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비디오 작품들이 성인 시청자

만 시청하도록 지정되고, 반면 미성년자는 그러한 작품들의 시청 및 구매가 금지된다. 미국의 경우, 등급 시스템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필름 제작자들, 배급자들 및 판매자에 의해 채택된 자발적인 시스템이 있다. 이 자발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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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영화들은 다음의 5개의 카테고리들로 분류된다. G - 일반적인 시청자들, 모든 연령층에 허용됨; PG - 부모의 보

호 하에 제공됨, 일부 자료는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PG-13 - 부모의 상당한 주의요, 일부 자료는 13세 이하

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할 수 있음. R - 제한됨, 17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나 성인보호자와 동반해야함; NC-17 - 17세 이

하의 어린이는 허용되지 않음. 임의의 비디오 작품에 접근하는 이 시스템에 따라, 영화관에서 디스플레이되었는지 또는 사

전 기록된 비디오 매체를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는지는 소비자들의 임의 카테고리들로 제한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전

체 비디오 작품을 등급화하는 실행을 등급 구성부들과 전체적으로 반대로 하는데 있다.

사전기록된 매체 상에서 이용가능한 비디오 작품들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등급 시스템의 적합도(compliance)는 비디오 작

품을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서 등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증가된다. 비디오 작품은 그 등급의 표시에 따라 코드

화되는데, 예를 들면 성인 오락을 나타내는 플래그는 사전기록된 매체에 기입되고, 상기 코딩은 재생 시스템에 의해 검출

된다. 시청자가 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되는 경우, 비디오 작품의 재생이 금지된다.

유럽 디지탈 텔레비전 시스템에서는, "부모의 보호요 등급" 기능이 이용가능하다. 프로그램의 장면이 특정 등급을 받는 경

우에, 등급 식별 코드가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위치된다. "등급" 모드에서, 수신기는 또한 부모 보호요 등급에 맞는 프로그

램만을 수신/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특히, 수신기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등급 식별 코드를 검출하여, 그 등급이

부모 보호요 등급에 맞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재생을 중지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시청이 금지될 수 있다.

상술한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비디오 프로그램 등급에 따른 시청자 적합도가 장면마다 달성될 수 있다. 등급 코드는 재생

시스템에 의한 검출을 위하여 특정 장면 전에 삽입될 수 있다. 만약, 등급 코드가 이전에 설정된 등급과 일치하지 않는다

면, 등급화된 장면은 재생될 수 없고, "노이즈" 또는 다른 비디오 이미지 또는 장면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원 비디오 프

로그램의 정상적인 재생은 일단 등급화 장면이 폐쇄되면 재개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디스플레이를 방해하는 단점이 있다. 만약, 등급화된 장면의 길이를 시청자가 알 수

없다면, "노이즈" 또는 다른 일시적인 이미지가 원 프로그램의 디스플레이가 재개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시청된다. 마찬가

지로, 프로그램이 사전기록된 매체로부터 재생되는 경우, 고속 검색 등의 특수한 재생 동작이 등급 식별 코드의 검출시에

재생 장치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임의의 실행들에 있어, 이러한 시스템은 등급화된 장면을 시청하도록 재생해야하는 단

점이 있다.

일본 특허 출원 공개번호 제6-335602호는 사전기록된 매체로부터 비디오 작품을 재생하기 위한 2가지 기술들을 개시한

다. 하나의 재생 동작에서는, 비디오 작품의 규제되지 않은 부분들만이 재생된다. 또 다른 재생 동작에서는, 비디오 작품의

규제된 부분이 재생된다. 상기 참조문헌은 비디오 작품의 장면들과 연관하여 등급 식별 코드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예를 들면 비디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중단없이 선택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비디오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측면에 따르면, 서두에서 정의된 타입의 정보 캐리어는 제어 정보가 링크 형상으로 재생되는 비디오 정보

섹션의 하나 이상의 버전들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경로 정보가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섹션들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는 예컨대 경로 정보가 링크된 섹션들의 경로를 나타내서, 일단 섹션

의 종점에 도달하면 다음 섹션이 신속히 찾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택적 버전의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섹션들은 각 버전에 대해 다르게 선택될 수 있어서, 다양한 버전들이 동일한 비디오 프로

그램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비디오 프로그램의 기본 버전이 선택적 플레이백을 위해

배치되지 않는 장치 상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는 비디오 프로그

램의 비디오 정보가 2개의 부분으로 세분화되고, 제 1 부분은 기본 버전의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고, 제 2 부분은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며, 버전은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섹션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부가적

인 비디오 정보는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선택적 기본 버전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 버전에서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의 섹

션을 포함하여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택적 버전을 생성하고, 반면에 기본 버전은 또한 경로를 따라 상호연결된 섹션을 재생

하기 위해 배치되지 않은 플레이어 상에서 플레이백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예를 들면 더 폭력적인 장면이 비디오 프로그

램의 스토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장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안으로, 비디오 프로그램의 더 긴 버전

이 예를 들면 감독의 커트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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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섹션들이 어드레스 가능하고, 경로 정보가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섹션

들의 어드레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플레이백 장치가 섹션이 종료된 후 가능한 신속한 방법으로 목적

지를 검색할 수 있고, 예컨대 광학 디스크용 플레이백 장치의 판독 헤드는 다음 섹션의 어드레스로 점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경로 정보가 플레이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사용

자가 선택 후 버전의 정확한 플레이시간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택적 플레이백 동안, 이 정확한 플레이시간은 원래의

플레이시간과는 다를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경로 정보가 트랙들로의 세분화를 나타내는 트랙 정보를 포함하고, 반면 트

랙들은 각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독립적으로 번호 매겨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각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위로 1부터 번호화된 트랙들을 갖는 논리적 트랙 배열을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순차적 형태로의 번호화는 각

버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위치검출가능한 정보 캐리어 영역에 각 버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경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임의의 원하는 버전의 경로 정보가 간단한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롭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경로 정보가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되고, 플레이백

이 이전의 화상 정보의 사용없이 엔트리 포인트로부터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점프가 비디오 프로그램의 엔트

리 포인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와, 화상 디스플레이가 엔트리 포인트로부터 시작되는 경우에 관련 경로 정보가 바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정보 캐리어가 어드레스 가능한 섹터로 세분화되고,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

한 경로 정보가 각 엔트리 포인트에 관한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점프가 시행되고, 판독 시

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점프 거리를 엔트리 포인트로부터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비디오 프로그램이 트랙으로 세분화되고,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경로 정

보가 각 버전에서 다음 트랙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다음 트랙이 플레

이백 중 바로 점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경로 정보가 미리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 정보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역방향 플레이백 중 이전 섹션 또는 트랙이 간단히 뒤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는,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경로 정보가 각 버전의 시작 시부터의 플레이시간

을 표시하는 시간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계속적인 진행 시간 표시가 플레이백되는 특정 버전

의 시작 시부터 이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따르면, 서두에서 정의된 타입의 정보 캐리어를 판독하는 장치는 화상 정보를 회복하는 제1 수단과,

제어 정보에 응답하여 비디오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 정보는 링크 형상으로 재

생되는 비디오 정보 섹션 중 하나 이상의 버전들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경로 정보는 연속적으로 재생되

는 섹션의 나타내고, 상기 장치는 경로 정보를 회복하기 위한 제2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경로 정보에 응답하

여 비디오 프로그램 섹션을 연속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비디오 프로그램

의 선택적 버전이 경로 정보에 의해 표시된 순서로 일련의 섹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중단없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디스

플레된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실시예는, 경로 정보가 플레이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장치가 경로 정보에 응답하여 플레이시간을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선택된 버전의 실제 플레이시간을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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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다른 실시예는, 각각의 버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경로 정보가 정보 캐리어의 위치검출가능한 영

역에 기록되고, 제2 수단이 상기 영역을 위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임의의 가능한 버전이 공

지되며, 그 영역이 검출되고 경로 정보가 회복된 후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롭다. 결국, 장치는 특정 버전을

위해 필요한 비디오 정보를 시기적절히 판독할 수 있다. 또한 버전의 특정 부분에 대해 직접 스킵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치의 다른 실시예는, 경로 정보가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되고, 반면 플레이백이 이전의 화상 정

보를 사용한이 없이 엔트리 포인트로부터 가능하고, 제2 수단이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경로 정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

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른 아이템으로 점프한 후, 상기 아이템에 관한 경로 정보를 바로

이용가능한다는 점에서 이롭다. 결국, 모든 경로 정보를 보유하기 위한 플레이 장치 내의 큰 메모리가 여분(redundant)으

로 된다.

장치의 다른 실시예는,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경로 정보가 미리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 정보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

고, 제어 수단이 상기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역방향으로 화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택적 버전이 또한 중단없이 실질적으로 역방향으로 디스플레이된다는 점에서 이롭다.

장치의 다른 실시예는,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경로 정보가 각 경로의 시작으로부터 플레이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코드 정

보를 포함하고, 장치가 시간 코드 정보에 응답하여 플레이시간을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것은 사용자가 버전의 플레이 시작 시부터 계속해서 진행 시간 표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에 따르면, 서두에 정의된 타입의 정보 캐리어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는 화상 정보를 코딩하는 수단과,

정보 캐리어 상의 정보 신호를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제어 정보가 링크 형상으로 도시된 비디오 정보 섹션의 하나 이

상의 버전들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경로 정보는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섹션을 나타내고, 장치는 경

로 정보를 발생시키는 수단 및 상기 경로 정보를 화상 정보에 부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 측면에 따르면, 화상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정보 캐리어를 통하여 화상 스크린 상에 디스

플레이되도록 의도된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상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디오 정

보 및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양한 버전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정보는 링크 형상으로

도시된 비디오 정보 섹션의 하나 이상의 버전들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경로 정보는 연속적으로 디스플레

이되는 섹션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은 정보 전달을 통해 전송될 수 있

고, 반면에 필요한 전송 및 저장 용량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롭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디오 작품의 다른 버전을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각 버전이 작품의 하나

이상의 부분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우선 순위들(preferences)에 일치하는 재생하기 위한 버전을 작품의 다수의 기록된

버전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작품에 할당된 등급에 따라 작품의 다른 버전들을 재생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5 측면에 따르면,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제공

된다. 상기 방법은 프로그램의 버전들 중 적어도 2개에 관해서 등급 정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버전들 중

하나의 선택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된 버전을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6 측면에 따르면, 정보 캐리어 상의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을 기록하고, 상기 각 버전이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을 생성하도록 프로그램 섹션들을 인코

딩하는 단계,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 버전 정보를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

션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 및 어드레스 정보 및 버전 정보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을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7 측면에 따르면,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를 재생하고, 상기 버전들이 다

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다수의 버전 정보와 다수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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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섹션을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 하나의 버전에 대응하는 버전 정보 및 상기 버전 정보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정보를 제1 프로그램 섹션에서 검출하는 단계, 및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정보 캐리어로부

터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8 측면에 따르면,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를 재생하고, 상기 버전이 다수

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하나의 버전에 대응하는 버전 정보와 상기 버전 정보에 대

응하는 어드레스 정보를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 및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프로그램 섹션을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5, 제6, 제7 측면 각각에 대응하는 장치들은 또한 본 발명의 측면이다.

본 발명의 상기 측면 및 다른 측면들은 이후에 설명되는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명백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목적들과

특징들 및 장점들은 도면을 참조하여 예시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이하에 기술함으로써 명백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화상 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도 2는 정보 캐리어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비디오 프로그램과 경로의 다수의 섹션들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경로뿐만 아니라 비디오 프로그램 및 부가 비디오 정보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경로 정보를 갖는 비디오 프로그램부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path_descriptor를 도시한 도면.

도 6A는 path_descriptor 신택스를 도시한 도면.

도 6B는 path_descriptor를 도시한 도면.

도 6C는 time_code_descriptor()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TOC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정보 캐리어를 판독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정보 캐리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정보 캐리어 상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포멧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ISO 9660에 따른 데이터 포멧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목록의 디스크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도 12A는 disc_track 영역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목록의 프로그램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도 13A는 program_track을 도시한 도면.

도 13B는 path_table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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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프로그램의 다른 버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5A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도시한 도면.

도 15B는 PES 패킷을 도시한 도면.

도 16A, 16B, 16C, 16D는 PES 패킷을 도시한 도면.

도 17은 멀티플렉스화 비트스트림을 도시한 도면.

도 18은 엔트리 포인트를 포함한 멀티플렉스와 비트스트림을 도시한 도면.

도 19는 데이터 기록 장치.

도 20은 멀티플렉싱 유닛을 도시한 도면.

도 21은 데이터 재생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2A 및 도 22B는 PSM 패킷을 도시한 도면.

도 23A는 완료된 액세스 유닛을 도시한 도면.

도 23B는 완료되지 않은 액세스 유닛을 도시한 도면.

도 24A 및 도 24B는 비디오 데이터의 다른 배열을 도시한 도면.

도 25는 다수의 데이터 순서를 포함하는 비트스트림을 도시한 도면.

도 26A, 도 26B, 도 26C는 재생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27A, 도 27B, 도 27C는 다수의 섹션들 내의 엔트리 포인트를 도시한 도면.

실시예

전술한 소자에 대응하는 도면내의 소자는 같은 참조 부호를 붙인다.

도 1은 정보 캐리어(1)를 통해 화상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시한다. 화상 정보는 정보 신호를 통해 전송된다.

화상 정보는 비디오 정보뿐만 아니라 예컨대 사운드와 자막 및 제어 정보 등의 화상에 관한 임의의 정보이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비디오 정보는 비디오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장치(2)는 입력(4)을 통해 공급된

코드 화상 정보를 정보 캐리어에 제공하고, 코드 화상 신호를 갖는 정보 신호를 변조한 후, 기록 캐리어(1)상의 변조된 정

보 신호를 기록한다. 판독 장치(3)는 정보 캐리어(1)를 판독하고, 정보 신호를 복조 및 디코드하며, 출력(5)상의 사용자를

위한 화상 정보를 재생한다. 예킨대, 레이저 디스크나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 등의 마그네틱 테이프나 광학 디스크는 정보

캐리어로서 사용된다. 정보 신호는 또한 비디오 서버 등의 중앙 저장 수단의 정보 캐리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

게 전송되고, 이 경우 사용자의 명령은 비디오 서버에 전송된다. 정보 신호는 적어도 예컨대 PAL이나 NTSC 표준에 따른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또는 MPEG-1이나 MPEG-2에 따른 디지탈적으로 코드화 및 압축화 된 비디오 신호 등의 비디오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 신호는 또한 정보 심볼에 의해 코드화된 제어 정보를 의미한다.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경우에, 심

볼은 예컨대 공지된 문자 방송 시스템 같은 수평 및 수직 블랭킹중 디지탈 신호의 포맷으로 공동 전송된다. MPEG-2 같은

완전한 디지탈 화상 신호의 경우에, 사용자 데이터의 분리 데이터 스트림은 디지탈 스트림을 예컨대 2048 바이트의 패킷

으로 세분화하고, 상기 패킷에 정보의 형태를 나타내는 헤더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전송된다. MPEG-2에 관하여, 화상 정

보의 코딩은 어떻게 코드화된 비디오 데이터가 예컨대 프로그램 스트림을 위한 대표적인 오디오 및 자막인 다른 코드화 데

이터로 멀티플렉스 되는가를 설명하는 국제 ITU/ISO 13818-2 표준과 ITU/ISO 13818-1 표준(1994년 11월 1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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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JTC1/SC29/WG11에 제안되어 있다)에 개재되어 있다. MPEG-2에 설명되지 않은 형태의 정보는 임의의 포맷으

로 "전용 패킷들"에 포함된다. 상술한 포맷의 부가적인 헤더를 갖는 MPEG-2 패킷은 "전용 스트림 1" 아니면 "전용 스트림

2"로 구분된다.

도 2는 CD나 레이저 디스크 등의 정보 캐리어(1)를 광학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디스크 형상을 도시한다. 화상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기 위한 화상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 신호는 나선형이나 동심형 트랙(21)에 기록된다. 화상 정보와 정보 신호

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기록 및 판독 CD의 설명은「Bouwhuis et al., ISBN 0-85274-785-3」에 의해 '광학 디스

크 시스템의 원리"라는 명칭으로 나타난다. 트랙은 어드레스할 수 있는 섹터(22)로 세분화된다. 정보 캐리어는 하나 이상

의 비디오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목록(24)의 테이블(TOC)을 포함할 수 있다. TOC(24)는 정보 캐리어 상

의 고정된 위치에 배치된다. 정보 캐리어에는 또한 정보 저장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특수한 정보의 저장을 위한 디렉

토리 테이블에 배치된다. 상기 예는 파일(23)내의 정보 저장부가 디렉토리 테이블을 통해 실행되는 ISO 9660 표준에 설명

된다. 상기 디렉토리 테이블은 정보 저장을 위한 영역의 시작부의 고정된 위치에 자료 어드레스를 통해 위치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프로그램과 다수의 섹션 경로들을 도시한다. 비디오 프로그램은 막대(30)를 통해 도식적으

로 도시된다. 비디오 프로그램은 기본 경로(31)를 따라 중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선택적인 버전을 하는 원본에서 플레

이된다. 선택적 재생을 위해, 비디오 프로그램은 각 버전마다 섹션(35)으로 세분화된다. 원 버전은 기본 경로(31)에 의해

도시되고, 전체 비디오 프로그램은 단일 섹션(A)으로 나타난다. 기본 경로(31)를 따라 재생이 실행되는 경우, 비디오 정보

는 기록되는 순서대로 도시된다. 경로(32)를 따라 선택적인 버전을 재생시 디스플레이되는 라인 섹션(35)과 중단없이 라

인 섹션(36)으로 점프하는 것을 도식적으로 도시한다.

제1 버전에서, 전체 비디오 프로그램은 섹션 B, C, E로 세분화되고, 섹션 B는 시작부이고, C는 짧은 중간 섹션이고, 섹션

E는 종료부이다. 경로 정보는 중단 없는 라인 섹션(36)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B에서 C, C에서 E로 연결 정보(linking

information)를 나타낸다. 섹션 B가 재생되면, 정보 캐리어의 판독은 다음 섹션 C의 시작부에서 연속되고, 반면 중간 영역

은 점프에 의해 커버된다. 따라서, 비디오 프로그램 B-C-E의 제1 버전이 일어나고, 원래 것의 어떤 부분들이 스킵된다. 더

긴 중간 섹션을 갖는 제2 버전에서는 비디오 자료에 의해 둘러싸인 섹션 C를 포함한 섹션(D)이 제공된다. 이 때, 제2 버전

은 제1 버전보다 더 적은 비디오 자료가 스킵되는 섹션 B, D, E로 구성된다. 제2 경로에 대한 경로 정보는 섹션 B, D, E의

시작과 종료, E가 최종 섹션인 정보 뿐만 아니라 B에서 D, D에서 E로의 연결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방법에서는

경로 정보가 섹션 B후에 분리되는 옵션을 제공하고, 상기 옵션은 선택된 버전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보 캐리어(1)의 다른 실시예에서, 각 경로는 예컨대 비디오 프로그램이 섹션 F, G, H, I로 세분화되는 다른 버전(33)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비디오 프로그램의 각 버전의 시작으로부터 종료까지 표시된다. 특수한 경로를 따라 루트가 연결

정보에 의해 F, H, G, I로 표시되며, 섹션 H는 섹션 G 이전에 보여지나, 기록 순서에서 H는 G 다음이다. 그러나, 연결 정보

는 기록 순서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전체적으로 랜덤한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최종 섹션 I와, 이에 따른 재생부, 원 비디오

프로그램보다 빠른 종료부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경로 정보는 더 이상의 비디오 정보가 더 이상 재생될 필요가 없

음을 미리 표시한다. 또한, 예컨대 시작 섹션과 중간 섹션 또는 종료 섹션의 각 섹션에 대한 형태 지시를 기록한다.

도 4는 2개의 부분으로 즉, 기본 비디오 정보(30)와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40)로 세분화된 비디오 프로그램을 도시한다.

따라서,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40)는 원래의 비디오 프로그램(30)에 부가하여 기록된다. 원래의 버전은 기본 경로(31)와

섹션(A)으로써 표시된다. 이 기본 버전은 또한 경로 정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간단한 장치 상에서 재생될 수 있

다. 섹션들 K와 L은 원래의 비디오 프로그램에 나타나고, 섹션들 X와 Y는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40)에 나타난다.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택적 버전은 섹션들 K, X, L, Y의 순차로 형성된 부분(41)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로는 부가적

인 비디오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섹션을 포함한다. 이것은 예컨대, 해피 엔딩 또는 감독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확장된 버

전, "감독의 커트" 등의 비디오 프로그램의 대안적인 버전으로 발전한다. 또한, 특정 국가, 지연, 습관,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해 수정된 버전들을 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연결 정보는 섹션의 종료가 디스플레이될 때 직접 점프할 수 있어서, 화상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다. 테이프

가 정보 캐리어로서 사용될 때, 다음 섹션의 시점은 "고속 진행"으로 비디오 프로그램의 짧은 중간부만으로 도달하게 된다.

디스크의 경우에 다음 섹션의 초기 어드레스로의 방사 방향으로 짧은 점프가 가능하다. 점프전에 버퍼가 점프중에 디스플

레이되는 비디오 정보에 짧게 로드되면, 계속적인 디스플레이가 실현된다. 상기한 바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다음 섹션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연결 정보의 적절한 실시예에서는 제1 예에서 3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어떠한 이후의 섹션도 각 섹션에 저장될 수 있는 테

이블이 있다. 섹션 B에서는 섹션 C와 D가 연결됨이 나타난다. 분류 코드 등의 선택 파라미터는 각 섹션에 배치되고, 초기

및 최종 어드레스 또한 테이블에 저장된다. 이용가능한 연결형 섹션으로부터 다음 섹션의 선택은 선택 파라미터로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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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다. 연결 정보의 다른 실시예는 일련의 섹션을 갖는 각 경로마다의 테이블이고, 여기서 각 섹션의 초기 및 최종 섹터의

섹터 어드레스가 저장된다. 또한, 섹션의 전체 수, 즉 테이블의 길이가 저장되어, 각 버전의 끝을 알 수 있다. 각 비디오 프

로그램에 있어서, 경로의 수가 기록되거나, 또는 테이블이 소정의 고정된 경로의 수로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에, 테이블은

이용되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는 다수의 섹션들이 0이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비디오 정보는 섹션이 하나 이상의 섹션에

의해 형성되는 동안 분할된다. 이 때, 경로마다의 테이블은 소정의 순서로 특수한 버전을 하는 모든 구간의 어드레스를 포

함한다. 따라서, 구간은 계속해서 기록되어, 각 구간 이후에 점프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기 테이블에서 섹션 경계는

점프로 나타난다.

각 경로 정보는 항상 적어도 비디오 정보의 섹션을 계속해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연결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연결 정보

는 정보 캐리어의 각 섹터의 어드레스를 직접 나타낼 수 있으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섹터의 표시자가 더욱 작은 구간을 갖

기 때문에, 비디오 신호는 그곳에 계속해서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경우에는 표시자의 분리 테이블과 섹션 또는 구간의 어드

레스가 기록된다. 이 때, 상기 테이블은 예컨대 구간 번호, 구간의 초기 및 최종 어드레스를 항상 포함한다.

진행됨에 따라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택적 버전의 플레이시간이 원 비디오 프로그램과 다른 플레이시간을 갖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비디오 자료는 스킵 또는 부가된다.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에 있어서, 플레이시간 정보는 경로 정보에

부가된다. 예컨대, 플레이시간은 소정의 가능한 경로마다 표시된다. 또한, 구간마다 또는 섹션마다의 플레이시간을 포함할

수 있고, 반면 전체 플레이시간은 각 버전에 대한 상기 플레이시간을 더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것은 정보 캐리어로부터 사

용자에 의해 선택된 버전의 플레이시간을 판독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디스크 형상의 정보 캐리어에 있어서는, 파일내의 경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점이 있다.

디렉토리 테이블을 통해 경로에 관한 정보가 위치되고, 신속히 판독할 수 있다. 정보 캐리어가 플레이어에 삽입된 후, 경로

정보는 즉시 이용될 수 있다. 다른 정보 캐리어와 플레이백 장치 상의 경로 정보는 예컨대 테이프의 시작부와 같이 용이하

게 위치검출가능한 영역에 기록된다.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경로 정보는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각 비디오 정보가 캐리어 상에 확산된 후에 기록된다. 따라서, 파일은 일정하게 위치되어 판독될 필요가 없으나,

일단 판독되면 플레이어의 대용량 메모리에 저장된다. 점프 후에, 각 경로 정보는 정보 캐리어로부터 즉시 판독될 수 있다.

또한, 경로 정보가 다중 시간에 기록되는 상기 실시예를 조합할 수 있다. 경로 정보의 조사는 중앙 파일에서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비디오 정보와 멀티플렉스된 경로 정보가 기록된다.

도 5는 경로 정보가 정보 스트림의 특수한 지점 근방에 나타난 비디오 프로그램부를 도시한다. 점프 명령에 대한 절대 어

드레스 뿐만 아니라 상기 지점에 대한 상대 점프 어드레스가 상기 경로 정보에 이용될 수 있다. 상대 점프 어드레스의 장점

은 플레이어내의 서보 수단이 점프되는 거리를 고려하는데 있다. 선택 버전에 대한 경로는 참조부호 34이다. 이 때, 비디오

신호는 MPEG-2 등을 디지탈적으로 코드화한다. 상기 코딩을 위해서, 항상 다수의 비디오 프레임들이 정방향이나 역방향

계산(P-프레임)에 따라 코드화되거나, 독립적으로 부호화된 프레임(I-프레임)의 경우에는 양방향(B-프레임)으로 코드화

된다. 이 때, 재생은 I-프레임으로부터만 시작되고, B나 P-프레임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는다. I-프레임은 내부 코드화 화

상을 포함하고, 반면 P-프레임은 화상의 예측 인코딩을 포함하고, B-프레임은 화상의 양 방향 예측 인코딩을 포함한다. I-

프레임은 단독으로 또는 다수의 B-프레임들 및/또는 P-프레임들을 따라 한 그룹의 화상(GOP)으로 인정될 수 있다.

비디오 신호는 적어도 단일 I-프레임 각각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상기 구간(52)의 시점은 엔트리 포인트(51)로

표시된다. 엔트리 포인트(51) 후에, 비디오 신호는 우선 I-프레임을 포함한다. 엔트리 포인트(51)의 상기 공간은 변화할 수

있고, 플레이시간의 초마다 약 2개의 엔트리 포인트가 일반적인 숫자이다. 점프의 경우에, 엔트리 포인트(51)의 섹터 어드

레스는 항상 종점 어드레스에 따라 취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에서는, 또한 경로 정보가 엔트리 포인

트 근방에 기록된다. 또한, 엔트리 포인트의 설명은 일본 특허 출원 Hei-4-277956호에 개재되어 있다.

도 5에서, 경로 정보는 엔트리 포인트(51) 바로 다음 구간(52)내의 제어 정보의 패킷으로 기록된다. 경로 정보의 패킷은 제

어 정보로서, 예컨대 통상 MPEG-2에서의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 스트림 맵(PSM)으로 표시된다. 또한, 도 1을 참조하여

언급된 ISO 13818-1 표준을 참고한다. ISO 13818-1은 또한 프로그램 스트림 디렉토리(PSD)를 규정하고, PSM과 PSD

를 포함한 섹터는 엔트리 섹터로 불리운다.

엔트리 포인트는 GOP의 제1 I-프레임이 존재하는 패킷의 바로 앞에 제공된 엔트리 패킷에 의해 정의된다. 엔트리 패킷은

식별 플래그와 3개의 인접 엔트리 포인트에 관한 위치 정보와 연관될 수 있다. 상기 위치 정보는 엔트리 포인트로부터 인

접 엔트리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엔트리 포인트는식별 코드를 정규 데이터 패킷에 단순히 부가함으

로써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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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엔트리 포인트에서 인접 엔트리 포인트로 점핑함으로써, I-프레임은 "고속 서치"형 재생 동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효율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스트림 맵은 디스크립터(descriptor)내의 정보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들은 비디오, 오디오 또는

자막 스트림 같은 전체적인 멀티플렉스화 정보 시스템내의 다른 정보 스트림 뿐만 아니라 예컨대 경로를 설명하는 정보 구

조이다. 실시간 코드와 트랙 및 섹션은 각 경로마다 주어진다. 시간 코드는 프로그램이나 트랙의 시작으로 인해 경과한 시

간의 기간을 나타낸다. 트랙은 전체 프로그램의 사용자에 대한 세분화를 표시하고, 트랙 번호는 도 5에서 T4, T5, T6, T7

으로 표시된다. 경로에서는 T6에서 화살표(60)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점프가 트랙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6은 경로의 path_descriptor의 예를 도시한다. 디스크립터는 디스크립터의 형태를 표시하는 descryptor_tag와

descryptor_length로 시작한다. path_number는 디스크립터내의 경로 데이터가 의도하는 바를 표시한다. 현행 트랙의 시

점으로부터의 시간 코드 pX_track_tc와 현행 경로의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코드 pX_path_tc는 각각 통상 MPEG-2에서의

방법으로 제안 시간 스탬프(PTS)에 의해 표시된다. 시스템 시간은 또한 비디오 신호에 포함되어, 정보의 여러가지 형태간

에 적절한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점프 후 시스템 시간의 불연속이 있을 수 있어서, 상기 시스템 시간은 경과

한 플레이시간을 표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track_number는 각 경로의 트랙 번호를 표시한다.

path_descriptor() 영역의 더 완전한 정의는 도 6A에 예시된다. path descriptor() 영역은 여러가지 경로에 대한 영역을

정의하고, 경로 번호, 트랙 번호, 섹터 번호, 섹터 오프셋, 트랙 코드, 경로 시간 코드를 설명한다. 또한, 트랙 번호, 트랙 시

간 코드, 경로 시간 코드에 대한 영역은 모든 경로에 대한 공통 정의를 위하여 time_code_descriptor 같은 다른 영역에 정

의된다.

경로 번호(path_number)는 디스크립터를 식별하는 경로 번호를 제공하는 3비트 값이 바람직하다. 트랙 번호(track_

number)는 프로그램 시작 위치와 관련해 부호화된 현재 트랙 번호를 나타내는 16비트 값이 바람직하다. 구간의 트랙 번호

는 하나 이상의 경로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경로를 통해 증가될 수도 있다. 절대 트랙 번호는 상대 트랙 번호와 D_TOC

영역의 program_linkage 영역에 저장된 트랙 번호 오프셋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섹터 번호(pX_sector_to_read)는 특수한 경로에 대한 프로그램의 종료 전에 남아 있는 섹터의 번호를 나타내는 부호화되

지 않은 정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섹터 번호(pX_sectors_to_read)가 제로이면, 이때 섹터는 상기 특수한 경로 부분이 아

니다.

섹터 번호(pX_sectors_from_start)는 현재 섹션의 시작 위치로부터 특수한 경로에서의 섹터의 수를 나타내는 부호화되지

않은 정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pX_sectors_from_start가 제로 값을 갖는다면, 이때 섹터는 섹션의 제1 섹터이다. 특

히,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 섹션은 하나 이상의 섹터로 구성된다.

오프셋(pX_offset_next_section)은 현재 섹션의 엔트리 섹터와 다음 섹션의 시작 위치에서의 엔트리 섹터간의 특수한 경

로에서의 섹터의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pX_offset_next_section이 제로라면, 이때 특수한 경로에 따른

마지막 섹션이 도달된다.

오프셋(pX_offset_previous_section)은 현재 섹션의 엔트리 섹터와 직전의 섹션의 엔트리 섹터간의 특수한 경로에서의

섹터의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pX_offset_previous_section이 제로라면, 이때 특수한 경로에 따른 현재

섹션은 재생될 제1 섹션이다.

pX_sectors_to_read, pX_sectors_from_start, pX_offset_next_section, pX_offset_previous_section이 각각 제로라

면, 이때 특수한 경로는 사용되지 않거나, 엔트리 섹터가 특수한 경로부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프셋(pX_offset_next_track)은 특수한 경로의 현재 섹터로부터 다음 트랙의 시작 위치의 엔트리 섹터까지의 섹터 오프

셋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pX_offset_next_track이 제로라면, 이때 현재 트랙은 특수한 경로의 최종 트랙이다.

오프셋(pX_offset_start_track)은 특수한 경로의 현재 섹터로부터 현재 트랙의 시작 위치의 엔트리 섹터까지의 섹터 오프

셋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pX_offset_start_track이 제로라면, 이때 현재 트랙은 특수한 경로의 제1 트랙이다. 만약, 현

재 엔트리 섹터가 현재 트랙의 판독 섹터라면, 이때 pX_offset_start_track은 이전 트랙의 시작 위치까지의 오프셋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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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픽스(prefix) "pX_track_tc"로 나타낸 트랙 시간 코드는 트랙의 끝단 시점에 관한 시간-분-초의 단위로 상대 시간을

분류한다. 특수한 경로의 트랙 끝단 시점은 시간 0, 분 0, 초 0으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프리픽스 "px_path_tc"로 나타

낸 경로 시간 코드는 경로의 끝단 시점에 관한 시간-분-초의 단위로 상대 시간을 분류한다. 특수한 경로의 끝단 시점은 시

간 0, 분 0, 초 0으로 정의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path_descriptor() 영역은 엔트리 섹터의 PSM에 제공되고, 각 경로마다 시간 코드를 갖는다. path

descriptor()의 예는 도 6B에 도시된다. 각 엔트리 섹터에서 다른 경로에 대한 시간 코드를 저장함으로써, 특수한 경로의

재생시 경과한 정확한 시간은 path_descriptor()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고, 데이터 재생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자에 디

스플레이된다. 정확한 시간 표시는 데이터의 소정의 섹션이 다른 경로와 공통이더라도 각 특수한 경로마다 주어진다. 아날

로그 방식에서, 각 경로마다의 트랙 번호는 엔트리 섹터의 PSM내의 path_descriptor()에 포함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시간 코드는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엔트리 섹터에 계속해서 할당되며, 특수한 엔트리 섹터의 time_

code_descriptor()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식으로 항당된 시간 코드는 장면 표시 정보와 식별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에 있어서, 트랙 번호는 각 엔트리 섹터에 계속해서 할당되고, 예컨대 track_

number_descriptor 영역내의 특수한 엔트리 섹터의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디오 프로그램이 재생될 때는 트릭 모드가 종종 사용된다. 이 때, 비디오 신호는 고속 정방향 또는 역방향 모드에서 디스

플레이될 수 있다. MPEG-2 신호의 경우, 다수의 섹터들이 항상 상기 트릭 모드에서 스킵된다. 또한, 특수한 경로에서 상

기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현재 섹션의 섹터가 섹션의 끝단 전에 동반되는지 pX_sectors_to_read(도 5에서

는 화살표(56))에서 제공되고, 역방향 모드에서는 얼마나 많은 섹터가 섹션에서 진행되는지 pX_sectors_from_start(도 5

의 화살표(55))에서 제공된다. 만약, 구간이 각 경로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컨대 0의 소정의 값으로 표시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경로에 대한 path_decriptor은 또한 생략되나, 선택된 경로에 속하는 비디오 자료의 섹션으로의 직접

적인 점프의 어드레스가 이용될 수 없다.

섹션의 끝단으로부터 일련의 섹션까지의 점프를 의해, 상기 섹션의 거리는 pX_offset_next_section로서 도 5에 화살표

(54)로 표시된다. 경로의 최종 섹션에 관하여, 소정의 값이 예컨대 pX_offset_next_section = 0으로 제공된다. 역 모드의

경우에 이전 섹션까지 점프를 위해, 도 5에서는 화살표(53)인 pX_offset_previous_section의 거리가 제공된다. 이 후, 이

전 섹션에서의 최종 엔트리 포인트는 목적지에 따라 취해진다. 제1 섹션은 사전결정된 값에 의해 표시된다. 물론, 다른 실

시예에서도 제1 및 최종 섹션은 분리 플래그에 의해 표시된다. 또한, 각 경로마다가 아닌 모든 종류의 경로에 대한 조합으

로 디스크립터내의 경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 대한 상기 프로그램은 트랙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코

스의 조사를 신속히 할 수 있고, 만약 원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점프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이를 위하여 동작 기능 "다음"과

"이전"을 종종 확인하거나, 직접 트랙 번호 선택을 한다. 도 5에서, 선택된 경로(34)를 위한 트랙 번호는 T4, T5, T6, T7

으로 붙여진다. 또한, 폭력 장면이나 다른 선택 장면이 프로그램의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트랙의 경계부가 통상 섹션 경

계부와 일치하지 않는다. 소정의 경로(34)에서, 예컨대 섹션 0의 트랙 T7으로 점프하나, 다른 경로에 대해서는 T6에서

T7으로의 변환이 섹션 N과 0간의 영역에 놓일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path_descriptor에서는 pX_offset_next_track에

존재하는 직접 점프 어드레스가 있고, 각 경로에 따른 다음 트랙의 적당한 엔트리 포인트로의 점프가 화살표(59)로 도 5에

표시된 소정의 포인트로부터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의 점프를 위해, 어드레스는 도 5에 화살표(57, 58)

로 도시된 pX_offset_previous_track에 제공된다. 도 5에서, 섹션의 제1 엔트리 포인트에 대한 이전의 트랙으로의 점프는

화살표(57)로 표시된다. 다른 엔트리 포인트에서는 화살표(58)에 도시된 현행 트랙의 시작부에 제공된다. 이 때, 사용자는

현재 트랙의 시작부까지 뒤로 점프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더 뒤에서 점프할 수 있다.

정보 캐리어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6과 마찬가지로 디스크립터가 있고, 오디오나 자막 등의 비디오 프로그램과 관련

된 다른 정보에 대하여 디스크립터는 경로의 어떠한 스트림이 적합한가를 나타낸다. 디스크립터는 예컨대 각 경로에 대한

플래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불량 언어는 동일한 비디오 자료를 통해 더 적합한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이 때, 다른 경로에

는 동일한 비디오 섹션이 포함되나, 분리 오디오 스트림 및/또는 자막 스트림에 있어 플래그는 스트림이 선택된 경로에 대

해서 사용되는 가를 나타낸다. 분리 오디오 또는 자막 스트림은 전체 비디오 프로그램중에 존재한다. 그러나, 분리 오디오

및/또는 자막 스트림은 섹션이 사용되는 동안만 필요하다. 비디오 프로그램의 이외의 기간은 생략될 수 있다. 이 때, 재생

장치는 선택된 경로에 속하는 오디오 및/또는 자막 스트림을 각 별개의 구간마다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다른 실

시예에서, 병렬 비디오 스트림은 각 경로마다 플래그를 갖는 디스크립터의 유사한 배치가 가능하다. 이것은, 예컨대 동일

한 오디오 및 자막을 갖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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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의 목록 테이블 구조를 도식적으로 도시한다. 목록의 디스크 테이블(D_TOC)(70)에서

는 전체 디스크에 유효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원본에 대한 전체 디스크 및 데l이터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상기 목록 테이블은 또한 분류한 데이터를 갖는 테이블(71)을 포함한다. 상기 테이블은 특정 국가에 상기 국가의 언어로

다수의 분류들 또는 등급 레벨 규정을 제공하고, definition_number와 연결한다. 예컨대, 이때 0은 "등급 없음"을 나타내

고, 번호는 등급 레벨에 D_TOC는 또한 정보 캐리어 상의 비디오 프로그램 수의 표시와 라인(75)에 의해 표시된 각 목록의

프로그램 테이블에 관한 표시를 한다. P_TOC는 예컨대 하나 이상의 path_table(74)내의 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상기 경로 정보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용이하게 위치될 수 있다. P_TOC(72)는 또한 rating_

definition 번호가 국가와 경로마다 각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테이블(73)을 포함하고, 번호는 D_TOC(71)에 정의된 정의 번

호에 대응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은 경로와 국가마다 포함되어, 여러가지 가능한 버전이 사용자에 의해 구별

될 수 있다. 상기 방법으로 이름 및 비디오 프로그램의 특수한 버전 등급이 자국의 언어로 제공되도록 재생 장치가 설정된

다. 또한, 플레이어에서 소정의 레벨로부터 시작하는 등급 레벨을 제지함으로써,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특정 등급까지의

비디오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이들은 자국의 표시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 프로그

램의 공급자는 올바른 등급 레벨과 이것을 테이블(73)내의 정보 캐리어에 기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상술한 등급 레벨을 분류하는 방법은 일례에 불과하다. 등급화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는 예컨대 각 경로마다 바로 등급을

할당하는 것이다. 등급 코드의 비중은 미리 설정된다. 구간마다 하나 이상의 분류 코드를 포함할 수 있고, 코드는 전체의

비중 또는 섹스 또는 폭력 등의 각 카타고리마다의 비중을 표시한다. 다음 섹션이 선택될 때, 플레이어상에 사용자 선택 우

선도가 고려될 수 있다.

도 7에서 라인(75)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정보 캐리어 상의 다수의 비디오 프로그램들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

적으로, 정보 캐리어는 예컨대 1로부터 시작하는 (절대)트랙 번호화를 취한 트랙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트랙으로의 세

분화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중에 이루어지면, 사용자에게는 불편한다. 이 때, 제3 프로그램은 예컨대 트랙(29)에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1로부터 시작하는 상대 트랙 번호를 각 비디오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또한 경로마

다 다른 트랙 세분화를 할 수 있다.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에서, D_TOC(70)는 초기 및 최종 어드레스의 리스트, 최종 엔트리 포인트, 플레이시간, 각 트랙의

최종 시스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마다 시작하는 테이블을 포함한다. 또한, 각 트랙에 대하여 트랙 번호와 프로그램

번호를 취함으로써, 각 프로그램내의 트랙 번호의 할당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이 때, 사용자는 특수한 프로그램의 특수

한 트랙으로 직접 점프할 수 있다.

또 다른 옵션은 예컨대 각 프로그램, 제1 트랙 번호, 최종 트랙 번호, 상기 트랙의 어드레스 등의 각 가능한 경로를 포함하

는 D-TOC(70)내의 프로그램 연결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비디오 프로그램의 버전

에서의 트랙의 전체 번호를 사용자가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하나의 비디오 프로그램으로부터 다음 비디오 프로그램

으로 직접 점프시킬 수 있다.

정보 캐리어의 실시예에서, 비디오 프로그램의 제1 트랙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정보 캐리어가 세분화되는 걸대 트랙 번호까

지의 관계는 D_TOC(70)나 P_TOC(72)에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절대 트랙 번호를 얻기 위해 관련 트랙 번호에 부가

되는 오프셋이 상기 목적을 위해 포함된다. 이 때, 상대 번호화 트랙의 트랙 경계부는 절대 트랙의 트랙 경계부와 같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P_TOC(72)는 트랙 정보의 테이블을 포함한다. 각 이용가능한 경로에는 트랙마다의 초기 및 최

종 어드레스, 최종 엔트리 포인트, 플레이시간, 최종 시스템 시간, 트랙 번호가 포함됨으로써, 트랙 번호의 할당은 다시 완

전히 자유롭게 된다. P_TOC(72)는 또한 각 프로그램마다의 트랙의 번호를 포함한다. 트랙 세분화는 다른 비디오 프로그

램의 트랙 세분화와 완전히 독립적이다. 다른 옵션은 특수한 섹션의 각 일련의 구간에 대한 트랙 번호를 갖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트랙 정보는 예컨대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경로 정보에 포함된 비디오 스트림에

삽입된다. 도 6에서, track_number는 각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택된 버전에 유효한 각 경로의 트랙 번호이다. 상기 작용을

통하여 비디오 프로그램의 버전에서 트랙 번호화를 사용자가 간단하게 볼 수 있다. 화살표(57, 58, 59)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다음 및 이전 트랙으로의 점프 어드레스와 현행 트랙의 시작부 비디오 스트림에 제공된다.

도 8은 예컨대 멀티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MMCD)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1)를 판독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다. 상기 장치는 광학적 빔에 의해 트랙(21)을 스캐닝하기 위한 스캐닝 수단(80)을 포함한다. CD의 판독과 유사한 설명이

도 2를 참조하여 언급되는 타이틀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스캐닝된 신호는 수단(81)으로 진행되어 복조 및 에러 정정된다.

그로부터, 상기 신호는 채워진 정도를 표시하는 모니터링 신호(88)가 발생되는 버퍼(82)로 진행한다. 제어 수단(84)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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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캐리어(1)로부터 원하는 섹터들을 판독하도록 스캐닝 수단(80)을 이동시키고 초점을 맞춘다. 모니터링 신호(88)는 필

요에 따라, 버퍼(82)에 대해 충분한 충전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 캐리어로부터 화상 정보를 판독하는 제어 수단(84)으로

진행한다. 결국,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는 점프 중에 가능한한 중단없이 연속된다. 버퍼(82)로부터의 정보 신호는 출력(86)

상의 비디오 신호와 출력(87)상의 오디오 신호의 재생을 위해 디코더(83)로 진행한다. 정보 신호는 또한 경로 정보의 회복

을 위하여 수단(85)으로 진행한다. 수단(85)은 선택될 경로에 관한 정보를 입력(89)을 통해 수신한다. 이것은, 이용가능한

버전들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동으로 선택될 수 있거나, 특정의 허용된 등급 레벨이 코드의 키 입력 후에만 벗

어나게 될 수 있는 플레이어 상에 설정될 수 있다(예컨대, 부모에 의해). 경로 정보는 비디오 프로그램의 재생 전에 판독되

어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경로 정보가 필요한 때마다, 정보 캐리어 상의 파일로부터 직접 판독된다. 선택이 완전히 판독된

후, 연속적인 섹션이 수단(85)에 알려진다. 경로 정보는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계속해서 디스플레

이되는 섹션들을 표시한다. 점프 명령들은 이로부터 유도되어, 제어 수단(84)상에 전달된다. 일단 점프가 완료되면, 또 다

른 화상 정보가 버퍼(82)로부터 판독된다. 점프 중에, 어떠한 새로운 화상 정보도 한동안 버퍼(82)에 도달할 수 없으나, 정

보가 버퍼 내에 여전히 남아 있게되는 결과, 화상 디스플레이는 중단없이 연속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일련의 섹션들

이 경로 정보에 의해 표시되므로 경로을 따라 디스플레이된다.

만약, 버퍼(82)가 점프를 중계하기 위한 비디오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디스플레이될 다음 섹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기간(계산된)을 디스플레이(에컨대, TV 스크린)상에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원한다면, 감소 시간 값,

모래시계(hourglass) 또는 수축 시간 막대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단기간 동안만 대기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섹션이 디스플레이될 때까지 정지 화상으로서 화상 스크린 상에 현재 섹션의 최종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판독 장치의 실시예에서, 비디오 프로그램의 플레이시간은 예컨대 화상 스크린이나 분리 디스플레이 상에 사용자에 의해

나타난다. 이를 위하여, 수단(85)은 정보 캐리어의 재생 정보를 회복하도록 적응되어, 프로그램이나 트랙의 플레이시간이

선택된 경로에 대해 나타난다.

판독 장치의 실시예에서, 엔트리 포인트들을 갖는 화상 신호를 포함한 정보 캐리어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된다. 이 때, 수단(85)은 비디오 스트림으로 멀티플렉스된 제어 정보를 회복하고, 이어서, 상기 제어 정보로부터의경

로 정보를 회복한다. 역 모드에서, 실제 섹션에 선행하는 세그먼트들의 어드레스들은 점프 어드레스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

용된다. 정보 캐리어가 각 시간 코드들을 포함하면, 경로 또는 트랙당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판독 장치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예컨대 아날로그 비디오 디스크 상에 존재하는 버퍼(82)가 없다. 이 경우, 비디오 및 오

디오 신호의 일시적인 중단이 생긴다. 판독 장치는 자체의 디코더(83)를 포함하거나, 또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 내의 디코

더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판독 장치는 화상이 바로 디스플레이되는 화상 스크린을 포함한다.

도 9는 CD 또는 MMCD 같은, 상기 형태의 정보 캐리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다. 우선, 주 정보 캐리어(master

information carrier:97)가 상기 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주 정보 캐리어(97)로부터 모울드들(moulds)과 프레스들

(presses)(도시되지 않음)의 일반적인 공정들에 의해 정보 캐리어들의 다중화가 이루어진다. 화상 정보, 즉 입력(90)을 통

한 타일(tile) 비디오 정보, 오디오 정보, 분리 입력(91)을 통한 또 다른 정보가 화상 인코더 수단(93)에 제공된다. 화상 인

코더 수단(93)은 비디오 정보와 또 다른 정보를 코드화하고, 정보 신호를 발생시킨다. 섹션, 분류 코드들, 선택될 경로에 관

한 정보는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경로 정보를 부호화 화상 정보에 부가하는 경로 정보 발생기 수단(94)에 입력

(92)을 통해 제공된다. 채널 코딩 유닛(95)은 디스크 형상의 캐리어에 종래의 방식으로 정보 신호를 코드화하고, 이것을 기

입 유닛(96)에 전달한다. 기입 유닛(96)은, 예컨대 고강도 레이저 빔에 의해 주 정보 캐리어(97) 상에 코드화 정보 신호를

기입한다. 시스템 제어기(도시되지 않음)의 일반적인 형태는 디스크의 회전 속도 제어와 트랙(21) 위에 기입 유닛의 위치

화를 제공하여 원하는 피트(pit)와 트랙 밀도를 얻을 수 있다. CD 시스템의 추가적인 설명을 위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타이틀을 설명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유사한 장치가 CD 기록용 같은 미리 재생될 수 있는 정보 캐리어 상의 정보 신호를 기록하기에 적

합하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것은 예컨대 VCR 테이프나 광학 테이프를 기입 및 판독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예컨대 홈 비디오의 여러가지 버전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단에 경로 정보를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완성된 기본

프로그램은 미리 기록되고, 경로 정보는 이후에 결정되어, 예컨대 분리 파일에 부가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캐리어 상에 정보의 기록을 위한 적절한 포멧을 예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포멧은 초기 볼

륨 디스크립터 영역(PVD), 목록 기록 영역의 디스크 테이블(D_TOC), 목록 기록 영역의 다중 프로그램 테이블(P_TOC1,

P_TOC2, P_TOC3), 다중 프로그램 정보 기록 영역(PRG1, PRG2, PRG3,...PRGN)을 포함한다. PVD 영역에는 ISO 9660

에 따라 규정된 초기 볼륨 디스크립터가 기록된다. ISO 9660의 실행 예는 도 11에 예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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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TOC 영역에 적합한 신택스(syntex)는 도 12에 예시된다. D_TOC 영역은 정보 캐리어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등급 코드는 D_TOC 영역의 rating_definition() 영역에 저장될 수 있다. rating_definition() 영역은 등급을 정

의하는 국가의 수(num_of_countries), ISO3199에 규정된 2바이트 국가 코드(iso country_code), 등급 정의 번호(num_

of_definition), 등급 형태를 분류하는 번호(rating_type_number), I5O646에 규정된 등급 형태를 분류하기 위한 문자열

(rating _type_string)을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도 12A에 예시된 바와 같이, disk_track() 영역은 트랙의 번호(number_of_track), 프로그램 번호(program_number), 트

랙 번호(track_number), 트랙 초기의 논리적 섹터 어드레스(start_1sa), 트랙의 최종 섹터의 논리적 섹터 어드레스(last_

1sa), 트랙내의 최종 엔트리 섹터의 논리적 섹터 어드레스(start_es_1sa)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P_TOC 영역에 대한 적절한 신택스는 도 13에 예시된다. P_TOC 영역은 특수하게 기록된 PRGx 영역에 정보 캐리어의 내

용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각 프로그램 1, 2,...N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 정보 기록 영역(PRG1, PRG2,

PRG3,...PRGN)에 따라 기록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패킷으로 분할된다. 예를 들면,

path_rating_assignments() 영역, path_rating_assignments() 영역, program_track() 영역, entry_points() 영역, path_

table() 영역은 P_TOC 영역에 포함된다.

path_rating_assignments() 영역에 있어서, 상기 영역은 등급 정의 국가의 수(num_of_countries), ISO3166에 규정된 2

바이트 국가 코드(iso_country_code), ISO646에 규정된 경로명을 분류하기 위한 문자열에 대해 정의된다. 특수한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는 기록된 프로그램의 선택시 선택적 재생을 용이하게 하여 기록된 섹션의 다른 시퀀스를 포함하는 다른 버

전을 형성하기 위해 P_TOC 영역에 저장될 수 있다.

도 13A에 예시된 바와 같이, program_track() 영역은 재생 시퀀스를 정의하는 각 경로에 이용되는 트랙의 총 번호

(number_of_path_track), 트랙 번호(track_number), 트랙 초기의 상대 섹터 어드레스(start_rsa), 트랙의 최종 섹터의

상대 섹터 어드레스(last_rsa), 트랙내의 최종 엔트리 섹터의 상대 섹터 어드레스(start_es_ras)에 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상대 섹터 어드레스("ras")는 프로그램의 시작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시작은 제로의 어드레스로 할

당된다.

도 13B에 예시된 바와 같이, path_table() 영역은 경로 (number_of_section)에서 섹션 번호와 섹션의 제1 엔트리 섹터의

상대 섹터 어드레스 및 섹션의 최종 엔트리 섹터의 상대 섹터 어드레스(last_es_rsa)에 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도 14는 프로그램 정보의 기록된 섹션의 다른 시퀀스를 선택적으로 재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른 버전 형성의 예를 예시

한다. 각 버전은 프로그램의 특수한 버전을 포함하는 기록된 섹션의 시퀀스를 나타내는 특수한 "경로"에 따라 생성된다. 예

시된 경로 0에 따르면, 프로그램 버전은 초기 구간으로부터 최종 구간으로 확정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단일 섹션으로 형

성되고, 초기 엔트리 포인트와 최종 포인트를 포함한다. 설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경로 0, 1, 2, 3이 초기 및 최종 구

간의 공통 쌍을 공유함이 도시된다. 다른 버전중 어떤 구간의 공유는 필요치 않다.

도 14의 경로 1에서, 프로그램 버전은 기록된 데이터의 2개의 섹션으로 형성되고, 각 섹션의 시점은 엔트리 포인트에 의해

나타내고, 각 버전의 종점은 앤드 포인트에 의해 나타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1에 의해 정의된 버전은 경로 0에 포함

된 데이터부가 경로 1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경로 0의 경우와 다르다. 경로 2에서, 프로그램 버전은 기록된 데이터의 3개

의 섹션으로 형성되고, 여기서 각 섹션의 시점은 엔트리 포인트에 의해 나타나고, 각 버전의 종점은 앤드 포인트에 의해 나

타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2에 의해 정의된 버전은 경로 2가 경로 0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부, 특히 경로 2의 제2

섹션을 포함하는 점이 경로 0과 다르다.

경로 3에서, 프로그램 버전은 기록된 데이터의 5개의 섹션으로 형성되고, 여기서 각 섹션의 시점은 엔트리 포인트에 의해

나타나고, 버전의 종점은 앤드 포인트에 의해 나타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3에 의해 정의된 버전은 경로 3이 경로 0

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의 2개의 부분, 특히 경로 3의 제2 및 제4 섹션을 포함하나, 경로 0에 포함된 데이터부를 제외하

는 점이 다르다.

각 섹션의 시점 및 각 섹션의 종점에서 오디오 프레임, I-프레임, P-프레임 또는 B-프레임 등의 완전한 액세스 유닛의 위

치화로 한 섹션으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중단없는 재생을 제공하는 다른 하나의 섹션으

로의 재생 동작중 "점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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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적어도 한 경로, 예컨대 경로 0이 하나의 섹션만으로 구성되고, "점핑"이 자유롭다면, "점핑"을 위해 디자인되지 않은

간단한 재생 시스템으로 재생될 수 있다.

ISO/IEC JTC1/SC29/WG11에 제안된 MPEG 시스템에서,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예컨대 "비디오 패킷과 기본

스트림"으로 불리우는 비디오 패킷 스트림과 예컨대 "오디오 패킷과 기본 스트림"으로 불리우는 오디오 패킷 스트림을 형

성하기 위해 패킷으로 분할된다. 2개의 스트림은 프로그램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시분할 멀티플렉스화된다. 프로그램

스트림의 기본 스트림은 프로그램 맵에 정의된다. 프로그램 스트림은 또한 정보 캐리어상에 저장을 위해 처리된다.

도 15A는 프로그램 스트림의 양호한 실시예를 예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스트림은 시스템 헤더와 적어도 하

나의 PES 패킷을 포함한다. MPEG 표준에 따르면, 프로그램 스트림은 시스템층과 비교층을 포함한다. 팩층과 패킷화 기본

스트림(PES)은 시스템층을 구성한다. 각 멀티플렉스화 비트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팩으로 구성된다. 각 팩은 적어도 하나

의 PES 패킷 또는 프로그램 스트림 맵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팩은 pack_start_code, 시스템 클럭 기준(SCR) 또는 program_mux rate, 다수의 PES 패킷들에 대한 영역을

갖는 헤더를 포함한다. pack_start_code는 32비트 코드 0× 000001B4(16진법)이다.

도 15B는 PES 패킷의 구조를 예시하고, 한편 도 16A, 16B, 16C, 16D는 PES 모두 패킷에 바람직한 신택스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PES 패킷은 PES 패킷 헤더와 이에 따른 패킷 데이터를 포함한다. PES 패킷 헤더는 packet_start_

code_prefix, stream id, PES_packet_length, optical_PES_header에 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optical_PES_header는

PTS(presentation time stamp)와 (DTS)decoding time stamp를 포함한다. packet_start_code_prefix는 24비트 코드

0× 000001이고, stream_id는 연속적인 패킷의 길이를 나타내는 8비트 코드이다. PES_packet_length는 2048 바이트의

최대값까지 변화한다. 패킷 데이터는 비디오 스트림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 또는 오디오 스트림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인 것

이 바람직하다.

이롭게는, 팩과 패킷의 상술한 정의는 랜덤 액세스를 기초한 정보 캐리어의 소정의 섹터로부터 멀티플렉스된 데이터의 재

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 따르면, 엔트리 패킷으로 실행되는 엔트리 포인트는 2개의 패킷 즉 PSD 패킷과 PSM 패킷으로 기술될 수 있

다. PSD 패킷에서, 프로그램 스트림 디렉토리(PSD)는 현재 PES 패킷의 현재 디렉토리 오프셋(이전 디렉토리 오프셋)을

기술한다. PSD는 또한 현재 PES 패킷과 6개의 인접 엔트리 포인트까지 사이의 거리를 포함한다. 신택스와 PSM 패킷의

층은 도 22A와 도 22B에 예시된다. PSM은 MFEG-비디오나 MPEG-오디오가 정의되는 것과 같이 예컨대 PES 데이터 형

태의 프로그램 스트림의 기본 스트림을 정의한다. PSM 패킷에 정의된 descriptor() 영역은 path_descriptor나 program_

descriptor를 갖는 다양한 디스크립터를 포함한다.

ISO11172에 정의된 MPEG 시스템의 또 다른 실행에서, 도 17에 예시된 각 멀티플렉스화 비트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팩과

하나의 ISO_11172_end_code로 구성된다. ISO_11172_end_code는 32비트 코드 0× 000001B9(16진법)인 것이 바람직

하다. 각 팩은 헤더와 하나 이상의 패킷을 포함한다. 헤더는 pack_start_code, 바람직하게는 32비트 코드 0× 000001B4

와 시스템 클럭 기준(SCR)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각 패킷은 packet_start_code_prefix, stream_id, packet_length, 프

리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 디코딩 시간 스탬프(DTS)와 패킷 데이터를 포함한다. packet_start_code_prefix는 24비

트 코드 0× 000001인 것이 바람직하다. stream_id는 패킷의 형태를 나타내고, packet_length(16비트)는 일련의 패킷 길

이를 나타낸다. 상기 배열로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를 멀티플렉스화 시킬 수 있다.

도 18은 엔트리 포인트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화 비트스트림 포맷을 예시한다. 포맷은 팩 헤더, video_packet_header,

비디오 데이터, 엔트리 포인트, video_packet_header 및, I-프레임, audio_packet_heder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로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스트림 디렉토리(PSD)와 프로그램 스트림 맵(PSM)은 엔트리 패킷으

로 실행되는 엔트리 포인트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엔트리 포인트가 I-프레임 직전의 video_packet_header 전에 위치됨

을 알 수 있다.

이곳에 기록된 PSD와 PSM 모두를 갖는 섹터는 "엔트리 섹터"로 불리운다.

상술한 데이타 포맷을 실행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는 도 19에 예시된다. 1900으로 표시된 기록 장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입

력을 수신하고, 상기 오디오 및 비디오 입력을 패킷하고, 패킷을 시분할 멀티플렉스화 하고, 정보 캐리어 상의 멀티플렉스

와 패킷의 스트림을 기록한다. 기록 장치(1900)는 오디오 인코더(1902), 비디오 인코더(1904), 멀티플렉스 유닛(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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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매체(1908), 목록 테이블(TOC) 데이터 발생 회로(1910), 목록 테이블(TOC) 부가 회로(1912), 섹터 헤더 부가 회로

(1914), 에러 정정 코드(ECC) 인코더(1916), 변조 회로(1918), 커팅 머신(1920)을 포함한다. 디스크(1922)와 접속된 것

으로 도시되었으나, 기록 장치(1900)는 예컨대 마그네틱 테이프나 디스크, 마그네토 광학 디스크, 광학 디스크 또는 반도

체 메모리를 포함하는 소정의 정보 캐리어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오디오 인코더(1902)와 비디오 인코더(1904)는, 예컨대 압축 인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의 신호 인코더이다. 멀티플렉

싱 유닛(1906)은 인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멀티플렉스하고, 데이터내의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한다. 멀

티플렉싱 유닛(1906)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20을 통해 후술한다.

저장 매체(1908)는 멀티플렉스화 인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소정의 기존의 데이터 저장 매체를 포함

할 수 있다. 저장 매체(1908)는 마그네틱 디스크, 마그네토 광학 디스크 또는 광학 디스크로부터의 판독 및 기입을 위한 디

스크 장치를 포함한 디지탈 저장 매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TOC 데이터 발생 회로(1910)는 엔트리 포인트 정보의 작용으로 TOC 데이터를 발생한다. TOC 부가 회로(1912)는 TOC

데이터를 멀티플렉스화 데이터에 부가한다. 섹터 헤더 부가 회로(1914)는 데이터를 섹터로 분할하고, 헤더를 각 섹터에 부

가한다. ECC 인코더(1916)는 에러 정정 코드를 데이터에 부가하기 위한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 인코더이다.

변조 회로(1918)는 커팅 머신(1920)에 의해 적절히 사용하여 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기존의 신호 변조기이다. 커팅 머신

(1920)은 정보 캐리어 상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존의 데이터 기록 장치이다.

동작시,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입력을 통해 비디오 인코더(1904)에 공급되고,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입력을 통해 오디오

인코더(1902)에 공급된다. 비디오 인코더(1904)는 인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멀티플렉싱 유닛(1906)에 공급한다. 오디오

인코더(1902)는 인코딩된 오디오 신호를 멀티플렉싱 유닛(1906)에 공급한다. 멀티플렉싱 유닛(1906)은 멀티플렉스화 인

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일시적인 저장을 위한 저장 매체(1908)에 공급한다.

저장 매체(1908)로부터의 멀티플렉스화 인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는 TOC 데이터를 멀티플렉스화 비트스트림에

부가하는 TOC 부가 회로(1912)에 공급된다. TOC 데이터는 예컨대 멀티플렉스화 데이터내의 엔트리 포인트에 관한 섹터

어드레스 등의 엔트리 포인트 정보를 포함하고, TOC 데이터 발생 회로(1910)에 의해 TOC 부가 회로(1912)에 공급된다.

TOC 데이터는 멀티플렉싱 유닛(1906)으로부터 공급된 엔트리 포인트 데이터를 통해 TOC 데이터 발생 회로(1910)에 의

해 발생된다.

TOC 데이터를 조합하는 멀티플렉스화 비트스트림은 비트스트림을 정보 캐리어 섹터내에 저장시키기 위해 적절한 크기로

된 데이터 섹터에 분할하는 섹터 헤더부가 회로(1914)에 공급된다. 비트스트림은 정보 캐리어의 물리적 섹터에 대응하여

저장하기 위해 2048 바이트로 분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16 바이트를 포함하고 상기 섹터의 섹터 번호를

나타내는 섹터 헤더는 데이터의 각 섹터에 부가된다. 팩 또는 팩 헤더는 각 섹터의 시작부에 위치된다.

이 때, 데이터의 섹터는 패리티 코드 등의 에러 정정 코드를 데이터의 섹터에 부가하는 ECC 인코더에 부가된다. 에러 정정

코드가 증가된 데이터의 섹터는 변조를 위한 변조 회로(1918)에 부가되어 변조된 신호를 생성한다. 상기 변조된 신호는 디

스크(1922)상에 기록하기 위해 커팅 머신(1920)에 공급된다.

도 20은 멀티플렉싱 유닛(1906)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플렉싱 유닛(1906)은 비디오 엔트

리 포인트 검출 회로(2002), 코드 버퍼들(2004, 2006), 스위칭 회로(2008), 헤더 부가 회로(2010), 엔트리 포인트 발생

회로(2012), 제어기(2014), 멀티플렉스화 시스템 클럭 발생 회로(2016),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018) 및 등급 부가 회

로(2020)를 포함한다. 또한, 스위치(2024) 및 로컬 디코더(2022)가 도시된다.

비디오 엔트리 포인트 검출 회로(2002)는 비디오 인코더(1904)로부터 공급된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내의 I-프레임의 출

현여부를 검출하고, I-프레임의 각 발생에 응답하여 엔트리 포인트 발생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비디오 인코더(1904)는

제어기에 직접 결합되어, I-프레임이 인코드될 때마다 엔트리 포인트 발생 신호를 발생시키고, 한편 비디오 엔트리 포인트

검출 회로(2002)는 생략한다.

코드 버퍼들(2004, 2006) 및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018)은 기존의 데이터 저장 장치이다. 스위칭 회로(1008)는 기존

의 제어 스위치 장치이다. 제어기(2014)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초로한 장치를 포함한다. 멀티플렉스화 시스템 클럭 발

생 회로(2016)는 시스템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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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부가 회로(2020)는 현재 엔트리 포인트에 대한 경로 디스크립터를 발생한다. 프로그래머는 특수한 경로의 재생 시퀀

스에 조합되어 각 섹션에 대한 등급 부가 회로(2020)를 프로그램하고, 섹션의 경계를 결정한다. 스위치(2024)(도시되지

않음)는 등급 부가 회로(2020)와 선택적으로 결합되고, 로컬 디코더(2022)(도시되지 않음)는 저장 매체(1908) 및 제어기

(2014)와 결합된다. 스위치(2024)와 로컬 디코더(2022)는 적절히 생략될 수 있다.

인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인코더(1904)에 의해 비디오 엔트리 포인트 검출 회로(2002)를 통해 코드 버퍼(2004)에

공급된다. 인코딩된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인코더(1902)에 의해 코드화 버퍼(2006)에 공급된다. 버퍼(2004)의 출력은 스

위칭 회로(2008)의 단자 E1과 결합된다. 버퍼(2006)의 출력은 스위칭 회로(2008)의 단자 E2와 결합된다. 엔트리 포인트

발생 회로의 출력은 스위칭 회로(2008)의 단자 E3와 결합된다. 스위칭 회로(2008)의 출력 단자 F는 헤더 부가 회로

(2010)와 결합된다. 헤더 부가 회로(2010)로부터 특별히 공급된 PSD와 PSM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화 오디오 및 비

디오 데이터 헤더 정보는 저장 매체(1908)에 공급된다.

시스템 클럭 신호에 응답하는 제어기(2014)는 스위칭 회로(2008)를 제어하여, 순차적 및 주기적으로 입력 단자 E1과 결

합되고, 단자 F에 출력한다. 상기 방법에 있어서, 인코딩된 데이터는 버퍼(2004, 2006)로부티 헤더 부가 회로(2010)에 공

급된다. 제어기(2014)는 스위칭 회로(2008)를 제어하여 점프 포인트에서 오디오 프레임, I-프레임, P-프레임 또는 B-프

레임 등의 액세스 유닛을 완료한다. 이것은 도 23A, 도 23B, 도 24A, 도 24B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회로(2010)는 제어기(2014)에 의해 제어되어, 인코딩된 데이터로부터 MPEG형 비트스트림을 발생시킨다 특히, 헤더 부

가 회로는 비디오 패킷 헤더를 버퍼(2004)로부터 공급된 비디오 데이터에 부가 및, 오디오 패킷 헤더를 버퍼(2006)로부터

공급된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하기 위해 제어된다.

제어기(2014)는 엔트리 포인트 발생 신호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여 엔트리 포인트 발생 회로(2012)를 제어함으로써 프

로그램 스트림 디렉토리에 공급하고, 프로그램 스트림 맵을 스위칭 회로(2008)의 E3에 입력한다. 제어기(2014)는 스위칭

회로(2008)를 제어하여 입력 단자 E3와 출력 단자 F의 결합 타이밍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비디오 엔트리 포인트(I-프레

임) 직전에 PSD와 PSM을 삽입한다. 상기 방법에 있어서, PSD와 PSM은 인코딩된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를 멀티플렉싱

하기 위해 헤더 부가 회로에 공급된다.

각 엔트리 포인트의 PSD에서, 각 엔트리 포인트 직전에 인접해 위치한 3개의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는 3개의 prev_

directory_offset 영역에 저장된다. 3개의 특수한 엔트리 포인트 직후에 인접한 3개의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는 또한 3개

의 next_directory_offset 영역내의 PSD에 저장된다. 그러나, 다음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는 상기 포인트가 진행되어야만

결정되기 때문에, 상기 저장부는 상기 일련의 엔트리 포인트가 진행될 때까지 지연된다. 따라서, 제어기(2014)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장치(2018)를 제어하여 각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를 저장한다. 각 PSD내의 엔트리 포인트 위치의 현행 저장부

는 저장 매체(1908)내의 멀티플렉스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의 다음 저장부를 발생시킨다.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는 멀티플렉스되어 저장 매체(1908)내에 저장된 후, 제어기(2014)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내

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액세스하고, 위치 정보를 저장 매체(1908)에 전달한다. 저장 매체(1908)내에 저장된 각 엔트리 포

인트에 대하여 특수한 엔트리 포인트 후의 3개의 엔트리 포인트의 위치와, 특수한 엔트리 포인트 전의 3개의 엔트리 포인

트의 위치가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018)으로부터 특수한 엔트리 포인트와 연관된 저장을 위한 저장 매체(1908)에 공

급된다.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018)은 또한 엔트리 포인트 정보를 TOC 데이터 발생 회로(1910)에 공급한다. 다른 실

시예에서, 특수한 엔트리 포인트 이전의 3개의 엔트리 포인트 위치의 현 저장부는 멀티플렉스화 데이터의 저장부와 동시

에 발생한다.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재생 장치(2100)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다. 데이터 재생 장치(2100)는 트랙 서보 회로

(2102), 픽업(2104), 구동 제어 회로(2106), 변조 회로(2108), 에러 정정 코드(ECC) 회로(2110), 헤더 분리 회로(2112),

스위치(2114), 비디오 디코더(2116), 오디오 디코더(2118), 제어기(2120),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 및 TOC 저장

유닛(2124)을 포함한다.

픽업(2104)은 정보 캐리어로부터 판독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기존의 픽업 장치이다. 픽업(2104)은 광학 디스크상에 기록

된 데이터를 광학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광학 픽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트래킹 서보 회로(2102),

구동 제어 회로(2106), 복조 회로(2108), 에러 정정 코드 회로(2110)는 기존의 장치이다.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 및 TOC 저장 유닛(2124)은 기존의 데이터 저장 장치이다. 스위치(2114)는 기존의 제어

형 스위치 장치이다. 제어기(2120)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초한 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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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시, 제어기(2120)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여 제어 회로(2106)를 구동함으로써 정보 캐리어(1922)상의 판독 섹터를 판

독한다. 구동 제어 회로(2106)는 트래킹 서보 회로(2102)를 통해 픽업(2104)을 구동하여 정보 캐리어(1922)상의 판독 섹

터로부터 데이터의 재생을 시작한다. 픽업(2104)은 정보 캐리어(1922)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고, 상기 재생된 데이터를

복조 회로(2108)에 공급한다. 복조 회로(2108)는 재생된 데이터를 복조하고, 상기 복조된 데이터를 에러 정정을 위한

ECC 회로(2110)에 공급한다.

ECC 회로(2110)는 재생 데이터에서 발견된 에러를 검출 및 정정하고, 상기 에러 정정 데이터를 헤더 분리 회로(2112)에

공급한다. 헤더 분리 회로(2112)는 에러 정정 데이터로부터 TOC 정보를 분리한 후, TOC 정보를 제어기(2120)에 공급한

다. 제어기(2120)는 TOC 저장 유닛(2124)내의 TOC 정보를 저장하고, TOC 정보를디스플레이 유닛(도시되지 않음)에 의

해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제어기(2120)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서 제어 회로(2106)를 구동함으로써 재생 동작을 시작한

다. 구동 제어 회로(2106)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정보 캐리어(1922)상의 위치까지 트래킹 서보 회로(2102)를 통해 픽업

(2104)을 구동한다. 상술한 공정에 따르면, 데이터는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되어 복조 및 에러 정정된다. 에러 정정 데이

터는 헤더 분리 회로(2112)에 공급된다. 데이터가 재생되는 정보 캐리어(1922)상의 현재 위치에 관한 위치 정보는 구동

제어 회로(2106)에 의해 제어기(2120)에 공급된다.

에러 정정 데이터로부터 헤더 분리 회로(2112)는 팩 헤더, 패킷 헤더, 프로그램 디렉토리, 프로그램 스트림 디렉토리

(PSD) 및 프로그램 스트림 맵(PSM)을 분리하고, 상기 헤더 데이터를 제어기(2120)에 공급한다. 남아있는 시분할 멀티플

렉스화 데이터는 스위치(2114)의 입력 단자 G에 공급된다. 스위치(2114)의 출력 단자 H1은 비디오 디코더(2116)의 입력

과 결합되고, 한편 출력 단자 H2는 오디오 디코더(2118)의 입력과 결합된다.

제어기(2120)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내의 헤더 데이터에 포함된 엔트리 포인트 정보를 저장한다. 구동 제어 회

로(2106)에 의해 공급된 현재 위치 정보로부터 포인트의 위치가 결정됨에 따라 각 엔트리 포인트가 함께 저장된다. 서로간

의 엔트리 포인트의 상대 위치가 또한 저장될 수 있다.

제어기(2120)는 스위치(2114)를 제어함으로써, 입력 단자 G를 대응하는 패킷 헤더에 포함된 stream_id에 따라 출력 단자

H1이나 H2와 결합시킨다. 따라서, 시분할 멀티플렉스화 데이터는 비디오 디코더(2116) 또는 오디오 디코더(2118)에 선

택적으로 적절하게 전달된다.

재생 동작시, 제어기는 TOC 저장 유닛(2124)으로부터 D_TOC 영역의 rating_definition() 영역에 저장된 등급 정보를 회

복한다. 제어기(2120)는 특수한 등급 규정을 갖고 등급 정보부에 따라 저장되는 국가 코드에 따른 국가의 리스트를 디스플

레이 유닛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리스트로부터 사용자는 예컨대 데이터가 재생되는 국가 같은 적절한 국

가를 선택한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선택을 제어기(2120)에 전송하는 도시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을 입

력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재생 장치(2100) 또는 상기 재생 장치(2100)를 제어하기 위한 원격 제어 장치 상

에 위치한 동작 버튼을 포함한다.

특수한 국가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을 수신한 후, 제어기(2120)는 디스플레이 유닛을 제어하여 대응하는 rating_type_

number 정보 및 rating_type_string 정보의 목록을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는 재생을 위해 허용되는 rating_type_

number 정보를 나타낸 후, 상기 선택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입력한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선택을 제어

기(2120)에 전송한다. 허용할 수 있는 rating_type_number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을 수신한 후, 제어기(2120)는

TOC 저장 유닛(2124)으로부터의 P_TOC 정보에 포함된 path_rating_assignments() 정보를 회복한다.

국가 코드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rating_type_number 정보의 작용에 따라, 제어기(2120)는 path_rating_assignment

() 정보로부터 재생을 허용할 수 있는 경로의 path_name 정보를 결정한다. 만약, 하나의 경로만이 허용되도록 결정된다

면, 상기 경로에 따른 재생은 제어기(2120)에 의해 시작된다.

만약, 다중 경로가 허용되도록 결정된다면, 제어기(2120)는 디스플레이를 제어하여 rating_type_string 정보와 선택된

rating_type_number 정보에 대응하는 path_name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이 후, 사용자는 재생에 요구되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선택을 입력하는 경로에 대하여 path_name 정보와 대응하는 rating_type_string 정보 중에서 선택을 한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가용자의 선택을 선택된 경로에 따라 비디오 작품의 선택된 버전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장치(2100)를

제어하는 제어기(2120)에 전송한다. 상술한 공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등급을 갖는 버전을 선택하기

위해 비디오 작품의 다수의 버전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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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는, 다중 경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결정된다면, 제어기(2120)는 최소 path_number_information에 대응하는 경

로에 따라 재생을 시작한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불량 정보에 따라 재생을 시작하는 제어기(2120)에 의해 회복된 정보 캐

리어상에 불량 경로가 미리 기록될 수 있다. 상기 불량 경로 정보는 path_rating_assignment 정보에 따라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량 경로는 제어기(2120)에 임의로 미리 저장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재생 장치(2100)는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rating_type_number을 나타내도록 사용자에 의해 설정

되는 스위치 같은 입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제어기(2120)는 입력 장치로부터 사용자의 기초에 액세스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일치하는 등급을 갖는 비디오 작품 버전의 재생을 시작한다. 입력 장치는 재생 장치(2100)에 의해 다음의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선택을 유지한다. 입력 장치는 미성년자에게 액세스할 수 없도록 위치되고, 미성년자가 동작하기에

는 복잡하게 구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비디오 작품의 재생을 방지 또는 적어도 지연하기 위해 로크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rating_definition() 정보 또는 path_rating_assignment() 정보에 기초한 rating_type_string 정보 및

path_name 정보는 제어기(2120)에 의해 제어되는 디스플레이 유닛(도시되지 않음)을 통해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된 비디

오 작품의 모든 버전에 대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정보 캐리어 상에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작품의 모든 버전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생 동작시, 제어기(2120)는 주제어기(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코맨드를 수신하여 등급 모드에 입력시킨다. 등급 모드에

서, 제어기(2120)는 헤더 분리 회로(2112)를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를 모니터한다. 만약, PSM이 검출된다면, 제어기

(2120)는 경로 디스크립터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한다. 만약, 어떠한 경로 디스크립터도 검출되지 않는다면, 정방향 데이

터 재생이 발생한다.

도 23A는 2개의 섹터 사이에 위치된 점프 포인트의 양측 상에서 완료된 액세스 유닛을 예시한다. 도 23B는 2개의 섹터에

위치한 점프 포인트의 양측상의 완료되지 않은 액세스 유닛을 예시한다. 도 24A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디코딩하기 위한 예

측 및 참조(reference)가 디코드될 데이터에 따라 점프 포인트의 동일한 측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한 비디

오 데이터의 배치를 예시한다. 액세스 유닛을 디코딩하기 위해 점프 포인트를 교차하여 예측 또는 참조를 수행하지 않는

비디오 인코더(1904)는 데이터가 도 2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치된다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 24B가 점프 포인트의

한측상의 소정의 데이터에 대한 디코시 점프 포인트의 반대측상에 위치한 데이터에 관한 예측 및 참조를 필요로함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의 배치를 예시한다.

도 25는 다수의 데이터 시퀀스들 즉 경로가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되는 경우 생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포맷을 예시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 매체내의 비트스트림은 정보 캐리어의 2개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 분리된 3개의 섹션

S1, S2, S3에 의해 구성된 경로를 갖는다. 프로그램 버전의 재생으로 섹션 S1, S2, S3의 재생을 순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섹션 S1은 트랙 1과 2상에 기록되고, 섹션 S2는 트랙 2와 3상에 기록되고, 섹션 S3는 트랙 3과 4상에 기록된다.

정방향 재생 동작을 위하여 제어기(2120)는 데이터 재생부를 제어하여 제1 섹션 S1에 기록됨이 예측되는 제1 섹션의 판

독 종점에서 개시하게 된다. 제어기(2120)는 제1 섹션 S1에 기록된 엔트리 포인트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스트림 맵(PSM)

을 검출하고, path_descriptors() 영역으로부터 재생되는 경로와 연관된 path_descriptor()을 검출한다. 제어기(2120)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내의 path_descriptor 정보를 저장한다. 다수의 path_descriptors는 PSM의 각 경로마다

존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화살표(261)로 표시된 pX_sector_to_read, 화살표(262)로 표시된 pX_sector_from_first, 화살표(263)

로 표시된 pX_offset next_section, 화살표(264)로 표시된 pX_offset_previous_section, 화살표(265)로 표시된 pX_

offset_next_track, 화살표 (266)로 표시된 pX_offset_previous_track의 정보는 path_descriptor 정보에 포함되고, 도

26A, 도 26B, 도 26C에 예시된다.

path_descriptor() 정보를 저장한 후, 제어기(2120)는 구동 제어 회로(2106)로부터 현재 재생된 섹터의 섹터 어드레스를

도 26A에서 화살표(261)로 표시된 바와 같이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내에 저장된 섹터 어드레스와 비교한다. 도

26A에서 화살표(261)의 끝으로 도시된 제1 섹션 S1의 종점에 도달하면, 제어기(2120)는 구동 제어 회로(2106)를 제어하

여 다음 섹션의 시작 위치로 액세스한다. 따라서, 재생은 도 26A에서 화살표(263)로 표시된 제2 섹션 S2의 판독 종점으로

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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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섹션 S2의 판독 종점으로부터 재생을 시작한 후, 제어기(2120)는 재생되는 경로와 연관된 path_descriptor 정보를

제2 섹션 S2내에 기록된 엔트리 포인트의 PSM에서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path_descriptor 정보를 저장 유닛(2122)에

저장시킬 수 있다.

path_descriptor 정보를 저장한 후, 제어기(2120)는 구동 제어 회로(2106)에 의해 현재 재생된 섹터의 섹터 어드레스를

도 26B에서 화살표(261)로 표시된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 종점 어드레스와 비교한다. 제2 섹션의 재생

은 도 26B에서 화살표(261)로 표시된 바와 같은 종점까지 계속된다. 제2 섹션 S2의 재생이 끝나면, 제어기(2120)는 구동

제어 회로(2106)를 제어하여 도 28B에서 화살표(263)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섹션의 초기 위치로 액세스한다. 재생을 섹션

S3의 판독 끝에서 연속된다.

섹션 S3의 판독 종점에서 재생을 시작한 후, 제어기(2120)는 재생되는 경로에 대응하는 path_descriptor 정보를 섹션 S3

내에 기록된 엔트리 포인트의 PSM에서 검출하고,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내의 정보를 저장한다.

섹션 S3에서, pX_offset_next_section은 다음 섹션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제로값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기

(2120)는 재생이 종료되기 전에, 도 26C에 화살표(261)로 도시된 바와 같이 섹션 S3의 재생이 섹션의 종점까지 진행하도

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섹션들의 재생이 섹션의 path_descriptor 영역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발생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고속 정방향(FF) 재생 동작의 예는 다음에 설명된다. 고속 정방향 재생이 섹션 S1의 재생중 명령되고, 섹

션 S1내에 기록된 path_descriptor 정보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내에 아직 저장되지 않으면, 제어기(2120)는

섹션 S1내의 임의의 엔트리 포인트의 PSM으로부터 재생되는 경로와 연관된 path_descriptor 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path_descriptor 정보는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다.

제어기(2120)는 장치(2100)를 제어하여 PSD에 저장된 정방향 및 역방향 인접 엔트리 포인트에 관한 위치 정보에 따라 기

록된 엔트리 포인트에 순차적으로 액세스 및, 액세스 엔트리 포인트 직후에 위치한 I-화상을 재생한다. 액세스되는 엔트리

포인트의 섹터 어드레스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 도 26A의 화살표(261)로 표시된 섹터 어드레스와 비

교되고, FF 재생은 섹션 S1의 종점에 도달 또는 초과할 때까지 연속된다.

섹션 S1의 종점에 도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제어기(2120)는 섹션 S2의 판독 종점에서 FF 재생을 연속하기 위하여 구동

제어 회로(2106)를 제어하여 다음 섹션의 초기 위치, 즉 도 26A의 화살표(263)로 표시된 위치로 액세스한다. FF 재생은

상술한 동작에 따라서 섹션 S3의 종점까지 연속된다.

종래의 기술중 하나를 통해 명백한 바와 같이, 상술한 동작은 소정의 수의 섹션을 갖는 프로그램의 FF 재생을 구현하기 위

해 이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고속 역방향(FR) 재생 동작의 예는 이후에 설명한다. 고속 역방향 재생이 섹션 S3의 재생중 명령되고, 섹

션 S3내에 기록된 path_descriptor 정보가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내에 아직 저장되지 않으면, 제어기(2120)는

섹션 S3내의 임의의 엔트리 포인트의 PSM으로부터 재생되는 경로와 연관된 path_descriptor 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path_descriptor 정보는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다.

제어기(2120)는 장치(2100)를 제어하여 PSD에 저장된 정방향 및 역방향 인접 엔트리 포인트에 관한 위치 정보에 따라 기

록된 엔트리 포인트에 순차적으로 액세스 및, 액세스 엔트리 포인트 직후에 위치한 I-화상을 재생한다. 액세스되는 엔트리

포인트의 섹터 어드레스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 도 26C의 화살표(262)로 표시된 섹터 어드레스와 비

교되고, FR 재생은 섹션 S3의 시점에 도달 또는 초과할 때까지 연속된다.

섹션 S3의 시점에 도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제어기(2120)는 구동 제어 회로(2106)를 제어하여 이전 섹션의 최종 엔트리

포인트, 즉 섹션 S2의 최종 엔트리 포인트에서 FR 재생을 연속하기 위하여 도 26C에서 화살표(264)로 표시되는 위치로 액

세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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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2120)는 섹션 S2에서 엔트리 포인트의 PSM으로부터 재생되는 경로와 연관된 path_descriptor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path_descriptor 정보는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다. 이 때, 제어기(2120)는 장치(2100)를 제어하여 기록된 엔트

리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액세스하고, 액세스된 엔트리 포인트의 섹터 어드레스와 도 26B에 의해 화살표(262)로 표시되는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 섹터 어드레스를 비교한다. FR 재생은 섹션 S2의 시점에 도달 또는 초과할 때까

지 연속된다.

섹션 S2의 시점에 도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제어기(2120)는 구동 제어 회로(2106)를 제어하여 이전 섹션의 최종 엔트리

포인트, 즉 섹션 S1의 최종 엔트리 포인트에서 FR 재생을 연속하기 위해 도 26B의 화살표(264)로 표시된 위치까지 액세스

한다. 제어기(2120)는 섹션 S1에서 엔트리 포인트의 PSM으로부터 재생되는 경로와 연관된 path_descriptor 정보를 검출

하고, 상기 path_descriptor 정보는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다.

섹션 S1에서, pX_offset_previous_section은 선행 섹션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제로값을 갖는다. 따라서, 제어기

(2120)는 재생이 종료되기 전에, 섹션 S1의 재생을 도 26A에 화살표(262)로 도시된 바와 같이 섹션의 시점까지 연속시킬

수 있다.

종래의 기술중 하나를 통해 명백한 바와 같이, 상술한 동작은 소정의 수의 섹션을 갖는 프로그램의 FR 재생을 구현하기 위

해 이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트랙 서치 재생 동작의 예는 이후히 설명한다. 정방향 트랙 서치 또는 역방향 트랙 서치 재생이 명령되고,

path_descriptor 정보가 엔트리 포인트 저장 유닛(2122)에 아직 저장되지 않는다면, 제어기(2120)는 전류 포인트에 인접

한 엔트리 포인트의 PSM을 검출하고, 반면 재생되는 경로와 연관된 path_descriptor 정보를 PSM내의 각 경로에 존재하

는 다수의 path_descriptor로부터 검출하고, 상기 path_descriptor 정보는 저장 유닛(2122)에 저장된다.

제어기(2120)는 구동 제어 회로(2106)를 제어하여 도 27의 화살표(276)와 연관된 pX_offset_next_track 정보에 의해 나

타나는 경로 디스크립터 정보내의 위치에 액세스한다. 트랙 직전 및 직후의 트랙의 판독 위치가 트랙의 판독 종점에서 엔

트리 포인트의 path_descriptor내의 pX_offset_previous_track 정보와 pX_offset_next_track 정보로서 기록되기 때문

에, 트랙 직전이나 직후의 판독 종점은 액세스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액세스될 수 있다.

도 27A, 27B, 27C는 각 섹션에 배치된 엔트리 포인트의 예를 예시한다. pX_offset_previous_track 정보에 의해 나타나는

위치는 화살표(276)로 표시되고, pX_offset_next_track 정보에 의해 표시되는 위치는 화살표(275)로 표시된다.

pX_offset_previous_track 정보와 pX_offset_next_track 정보는 모두 엔트리 포인트에서 기록된다. 도 27A, 도 27B, 도

2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pX_offset_previous_track 정보와 pX_offset_next_track 정보는 현재 섹션의 경계 외의 직전

및 직후 트랙의 시점의 위치를 지정하기 때문에, 트랙의 시점은 경로가 다수의 섹션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고 정확

하게 액세스될 수 있다.

유사하게, 시간 코드 서치는 또한 경로 디스크립터 정보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특수한 시간 코드에 대한 서치를 위한

명령에 응답하여, 제어기(2120)는 또한 다른 섹션내의 엔트리 포인트를 액세스하여 FF 재생과 FR 재생과 관련된 상술한

공정에 따라 특수한 시간 코드를 갖는 엔트리 포인트를 위치시킬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시간 코드를 갖는 엔트리 포인트에

대한 서치는 판독 종점의 엔트리 포인트 및/또는 각 섹션의 종점의 시간 코드를 초기에 순차적으로 검출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시간 코드의 상대적인 크기로 인해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른 섹션내의 엔트리 포인트에 액세스하여 제어기

(2120)는 섹션이 목표로한 시간 코드에 놓이는 가를 판단한다.

상술한 동작은 각 엔트리 포인트의 path_descriptor 정보 또는 time_code_descriptor 정보에 기록된 시간 코드 정보 및/

또는 트랙 번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도 21의 재생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더욱 저가의 재생 장치가 제어기(2120)의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

다. 특히, 상기 장치는 재생 또는 특수한 재생 동작중 충분히 path_descriptor 정보를 검출할 수 없다. 상기 재생 장치에서

정방향 및 역방향으로의 재생 및 고속 재생은 프로그램의 재생 전에 목록 테이블(TOC) 정보로부터 경로의 판독점과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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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독 및 저장함으로써 오직 하나의 섹션으로 구성된 특수한 경로에 대해 구현될 수 있다. 만약, 시간 코드 정보 또는 트

랙 번호 정보가 디스플레이될 필요가 없다면, path_descriptor 정보는 재생 동작 중 재생될 필요가 없다. path_descriptor

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제어기(2120)는 저가로 구성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저가의 재생 장치를 생성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재생 순서(path)를 나타내는 정보는 멀티플렉스화 데이터내에 포함된 프로그램 스트림 맵

(PSM)내의 path_descriptor 정보에 위치되어 기록된다. 상기 포맷으로 충분한 메모리를 갖지 않는 재생 장치가 재생 시퀀

스를 제어 및 재생 공정을 편집하기 위해 재생의 특수한 기간중 필요한 정보를 액세스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대안으로는, 데이터 재생 시퀀스(path)를 나타내는 정보는 멀티플렉스화 데이터에 조합되는 대신에 멀티플렉스화 데이터

외부에 집중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각 엔트리 포인트에 대한 path_descriptor 정보는 엔트리 포인트의 섹터 어드레스와

결합 및, 목록 테이블 영역 같은 단일 기록 위치에서 기록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프로그램 섹션의 시작 어드레스 및 최종 엔트리 포인트 어드레스는 각 경로에 따라 배열 및, 목록 테

이블 영역 같은 단일 기록 위치에 기록될 수 있다. 이 때,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는 재생 장치는 멀티플렉스화 데이

터의 재생 전에 어드레스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의 경로의 소정의 섹션으로의 랜덤 액세스를 위해 충분

한 정보를 갖게 된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특수한 경로의 재생 시퀀스는 멀티플렉스화 데이터 자체의 재생 없이 목록 데이

터의 테이블에만 관련된 다른 정보 캐리어에 재배치 및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와 이것의 변형은 본 명세서에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특정 실시예와 변형에 한정되지 않고, 첨부

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변형과 응용이 있을 수 있음은 당분야

에 숙력된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정보 캐리어로서, 상기 신호는 화상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의도된 화상 정보를 나타내고,

상기 화상 정보는 적어도 단일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디오 정보 및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양한 버전들을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정보 캐리어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링크 형상으로 재생될 비디오 정보 섹션들의 하나 이상의 버전들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경로 정보는 연속적으로 재생될 섹션들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디오 정보는 2개의 부분들로 세분화되고, 제 1 부분은 기본 버전의 상기 비디오 정

보를 포함하고, 제2 부분은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기본 버전을 제외한 상기 다양한 버전들 중 하나는 상

기 부가적인 비디오 정보의 적어도 한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들은 어드레스 가능하고, 상기 경로 정보는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섹션들의

어드레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정보는 플레이시간(playtime)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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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정보는 트랙들로의 세분화를 나타내는 트랙 정보를 포함하며, 반면에, 상기 트랙

들은 각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독립적으로 번호 매겨지는(numbered)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각 버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경로 정보는 위치검출가능한 정보 캐리어 영역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경로 정보는 엔트리 포인트들에 인접한 상기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되고, 반면에, 이전의

화상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 엔트리 포인트들로부터 플레이백(playback)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캐리어는 어드레스 가능한 섹터들로 세분화되고,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상기 경로 정보는

상기 각 엔트리 포인트에 관한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은 트랙들로 세분화되고,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상기 경로 정보는 상기 각 버전

에서 다음 트랙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상기 경로 정보는 앞서 디스플레이될 비디오 정보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상기 경로 정보는 상기 각 버전의 시작부터 상기 플레이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코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청구항 12.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정보 캐리어를 판독하는 장치로서, 상기 신호는 화상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의도된 화상 정

보를 나타내고, 상기 화상 정보는 적어도 단일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디오 정보 및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양한 버전들

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화상 정보를 회복시키는 제1 수단(80, 81) 및 상기 제어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제어 수단(84)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 캐리어를 판독

하는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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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정보는 링크 형상으로 재생될 비디오 정보 섹션들의 하나 이상의 버전들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경로 정보는 연속적으로 재생될 섹션들을 나타내고, 상기 장치는 상기 경로 정보를 회복시키는 제2 수단(85)을 포함하

고, 상기 제어 수단(84)은 상기 경로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 섹션들을 연속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판독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정보는 각 경로에 대해 상기 각 버전의 플레이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경로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플레이시간을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판독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각 버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상기 경로 정보는 상기 정보 캐리어의 위치검출가능한

영역에 기록되고, 상기 제2 수단은 상기 영역을 위치검출하기 위해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판독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경로 정보는 엔트리 포인트들에 인접한 상기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되고, 반면에, 이전의

화상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 엔트리 포인트들로부터 플레이백이 가능하며, 상기 제2 수단은 엔트리 포인트들에 인접

한 상기 경로 정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판독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상기 경로 정보는 앞서 디스플레이될 비디오 정보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

고,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역방향으로 상기 화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캐리어 판독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엔트리 포인트에 인접한 상기 경로 정보는 상기 각 버전의 시작부터 상기 플레이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코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수단은 상기 시간 코드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화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판독 장치.

청구항 18.

정보 신호가 기록되는 정보 캐리어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상기 신호는 화상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의도된 화상 정

보를 나타내고, 상기 화상 정보는 적어도 단일 비디오 프로그램의 비디오 정보 및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양한 버전들

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화상 정보를 코딩하는 코딩 수단(93) 및 상기 정보 캐리

어 상에 상기 정보 신호를 기록하는 기록 수단(95)을 포함하는 상기 정보 캐리어를 제공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링크 형상으로 도시될 비디오 정보 섹션들의 하나 이상의 버전들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경로 정보는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섹션들을 나타내고, 상기 장치는 상기 경로 정보를 발생하는 발생기 수단(94) 및

상기 경로 정보를 상기 화상 정보에 부가하는 수단(9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캐리어 제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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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정보 캐리어 상에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을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은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포

함하는 상기 기록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 및

상기 어드레스 정보 및 상기 버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을 상기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하는 단계는,

I-프레임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인트라 코딩(intra-coding)하는 단계, 및

P-프레임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센션들을 예측 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개시 어드레스 정보 및 종료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

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다음 섹션 개시 어드레스 정보 및 이전 섹션 최종 엔트리 포인

트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인접한 엔트리 포인트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시간 코드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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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시간 코드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적어도 하나의 리딩 단(leading end)에

대하여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의 타이밍에 관한 시간 코드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트랙 번호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트랙 번호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적어도 하나의 리딩 단에 대하여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의 트랙 표시에 관한 트랙 번호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8.

제 19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경로 번호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9.

제 19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등급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30.

제 19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버전 식별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

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31.

제 19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사는 상기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경로 디스크립터 정보(path descriptor

information)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3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점프 포인트 직전에 제1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상기 점프 포인트 직후에 제2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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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각 점프 포인트 직전에 제1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각 점프 포인트 직후에 제2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3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점프 포인트의 제1 측상에 제1의 다수의 액세스 유닛들을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다수의 액세스 유닛들 중 하나에 대하여 예측 및 참조(reference) 중 하나를 디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상기 점프 포인트의 제2 측상에 제2의 다수의 액세스 유닛들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

록 방법.

청구항 3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는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단일 프로그램 섹션을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36.

정보 캐리어 상에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을 기록하는 장치로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은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포함

하는 상기 기록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인코드하는 수단,

상기 다수의 인크드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수단,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수단, 및

상기 어드레스 정보 및 상기 버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을 상기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하는 수단은,

I-프레임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인트라 코딩하는 수단과,

P-프레임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센션들을 예측 코딩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개시 어드레스 정보 및 종료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

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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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다음 섹션 개시 어드레스 정보 및 이전 섹션 최종 엔트리 포인

트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인접한 엔트리 포인트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1.

제 36 항에 있어서, 시간 코드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시간 코드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다수의 버전즐 중 적어도 하나의 리딩 단에 대하여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의 타이밍에 관한 시간 코드 정보를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3.

제 36 항에 있어서, 트랙 번호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트랙 번호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적어도 하나의 리딩 단에 대하여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의 트랙 표시에 관한 트랙 번호 정보를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5.

제 36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경로 번호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6.

제 36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등급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션들

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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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버전 식별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그램 섹

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8.

제 36 항에 있어서, 버전 정보를 부가하는 상기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경로 디스크립터 정보를 상기 다수의 인코딩된 프로

그램 섹션들의 각각에 부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수단은,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점프 포인트 직전에 제1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수단, 및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상기 점프 포인트 직후에 제2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50.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수단은,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각 점프 포인트 직전에 제1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수단, 및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각 점프 포인트 직후에 제2 완성된 액세스 유닛을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51.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수단은,

점프 포인트의 제1 측상에 제1의 다수의 액세스 유닛들을 기록하는 수단, 및

상기 제1의 다수의 액세스 유닛들 중 하나에 대하여 예측 및 참조 중 하나를 디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액세스 유닛을 기록

하지 않으면서 상기 점프 포인트의 제2 측상에 제2의 다수의 액세스 유닛들을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52.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는 상기 정보 캐리어 상의 단일 프로그램 섹션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53.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를 재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은 다수의 프로그

램 섹션들을 포함하는 상기 재생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버전 정보 및 다수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제1 프로그램 섹션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상기 하나에 대응하는 버전 정보 및 상기 버전 정보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제1 프로그

램 섹션에는 검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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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상기 하나에 대응하는 제2 비디오 정보 및 상기 제2 버전 정보에 대응하는 제2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제2 프로그램 섹션에서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제3 프로그램 섹션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55.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상기 하나를 나타내는 선택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56.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 정보는 버전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57.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 정보는 등급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58.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 정보는 엔트리 패킷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59.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 정보는 경로 디스크립터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60.

제 54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시에 인식가능한 중단없이 상기 제1 프로그램 섹션 및 상기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사용자에

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61.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하는 단계는 엔트리 포인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엔트리 포인트는 엔트리 섹터인,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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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3.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엔트리 포인트는 엔트리 패킷인, 재상 방법.

청구항 64.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엔트리 포인트는 경로 디스크립터 영역인, 재생 방법.

청구항 65.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정보는 다음 섹션 개시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66.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은 시간 코드 정보를 포함하고, 제1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단계는 제1 시간 코드 정보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단계는 제2 시간 코드 정보

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67.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은 트랙 번호 정보를 포함하고, 제1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단계는 제1 트랙 번호 정보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단계는 제2 트랙 번호 정보

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68.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를 재생하는 장치로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은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포함하는 상기 재생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버전 정보 및 다수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제1 프로그램 섹션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수단,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상기 하나에 대응하는 버전 정보 및 상기 버전 정보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제1 프로그

램 섹션에서 검출하는 수단, 및

상기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69.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상기 하나에 대응하는 제2 버전 정보 및 상기 제2 버전 정보에 대응하는 제2 어

드레스 정보를 상기 제2 프로그램 섹션에서 검출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제3 프로그램 섹션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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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0.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 중 상기 하나를 나타내는 선택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71.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 정보는 등급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72.

제 68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시에 인식가능한 중단없이 상기 제1 프로그램 섹션 및 상기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사용자에

게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73.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하는 수단은 엔트리 포인트를 검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74.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은 시간 코드 정보를 포함하고, 제1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수단은 제1 시간 코드 정보를 재생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수단은 제2 시간 코드 정보

를 재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75.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 각각은 트랙 번호 정보를 포함하고, 제1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수단은 제1 트랙 번호 정보를 재생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제2 프로그램 섹션을 재생하는 상기 수단은 제2 트랙 번호 정보

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76.

정보 캐리어 상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다수의 버전들 중 하나를 재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다수의 버전들은 다수의 프로그

램 섹션들을 포함하는 상기 재생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버전들 중 상기 하나에 대응하는 버전 정보 및 상기 버전 정보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

터 재생하는 단계, 및

상기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프로그램 섹션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77.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하는 단계는 목록 정보의 테이블을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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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다수의 프로그램 섹션들을 상기 정보 캐리어로부터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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