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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수신된 프로그램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기록 매체 상에 항상 기록하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적합한 영상 정보의 기록

장치 및 기록과 재생 방법으로서, 기록된 화면으로부터 원하는 장면이나 프로그램이 용이하게 탐색될 수 있으며 회로 크기

및 제작 비용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 정보의 기록 장치 및 기록과 재생 방법이 제공된다. 특히, 디스플레이 화면 영

역이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81A, 81B, ...)로 분할되고 미리 결정된 시간 단위로 분할된 화면들이 상기 복수의 분할된

작은 화면 영역들(81A, 81B, ...)에 대응하는 인덱스 영상들로서 각각 디스플레이된다. 인덱스 영상들 중 원하는 영상을 지

정되는 경우, 상기 지정된 인덱스 영상에 대응하는 동영상 정보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판독되어 디스플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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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정된 양의 오프셋 시간이 분할적으로 디스플레이된 상기 인덱스 영상들에 주어진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기

록 매체 상에 비디오 신호를 기록하는 경우 장시간 기록 모드가 용이하게 설정되는 비디오 기록 장치 및 재생 장치가 제공

된다. 수신된 비디오 신호는 1개 필드가 고정 길이로 설정되도록 압축되고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다. 장시간 시간 기록 모

드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가 상기 압축 비디오 신호에 부가되고 결과의 비디오 신호가 블록 단위로 기록된다. 상기 모드에

따라 압축비를 변경하여 상기 장시간 기록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상기 모드에 따라 서브샘플링 간격을 변경하여 장시간

기록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동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기록 매체와;

상기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 상기 동영상 정보를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하는 시분할 수단과;

하나의 화면 영역을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로 분할하고 상기 시분할 수단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를 인덱스 영상으로서 상기 복수의 분할된 작은 화면 영역들로 각각 디스플레이 수단에 디스플레이하도

록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과;

상기 복수의 분할된 작은 화면 영역들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인덱스 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인덱스 영상을 지정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시분할 수단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에 미리 결정된 양의 오프셋 시간을 부여

하기 위한 오프셋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인덱스 영상이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지정될 때 상기 지정된 인덱스 영상에 대응하는 영상 정보가 상기 기록 매체로

부터 판독되어 디스플레이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직사각형의 영상 디스플레이 표면을 가지며,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은 상기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을 상기 영상 디스플레이 표면의 주변부에 배열하는, 영상 기

록 재상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은 또한 상기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 각각보다 큰 영역을 갖는 화면 영역을 상기 영상 디스플

레이 표면의 중심부에 배열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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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은 상기 인덱스 영상들 각각을 상기 주변부의 상기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 각각에 디스플레이

하고,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지정된 인덱스 영상에 대응하는 동영상을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고, 상기 판독된 동영

상을 상기 큰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은 상기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을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의 주변부에 시계방향으로 시간-순차

적으로(time-sequentially) 배열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은 또한 상기 인덱스 영상들 각각에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상기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 각각

에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디스크 형태의 기록 매체인,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형태의 기록 매체는 하드 디스크인,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인덱스 영상 결정 입력 수단을 더 가지며,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은, 상기 인덱스 영상 결정 수단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인덱스 영

상들에 대응하는 동영상들을 판독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의해 전체 영상(full-image)을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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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튜너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선택된 텔레비전 방송은 상기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영상 정보 입력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입력된 영상 정보는 상기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2.

영상 기록 재생 장치의 디스플레이 방법에 있어서: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 동영상 정보를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하는 시분할 단계와;

하나의 화면 영역을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로 분할하고 상기 시분할 단계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를 인덱스 영상으로서 상기 복수의 분할된 작은 화면 영역들로 각각 디스플레이 수단에 디스플레이하도

록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와;

상기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인덱스 영상들 중 원하는 영상을 지정하는 지정 단계와;

상기 시분할 단계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에 원하는 양의 오프셋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오프셋 단계와;

상기 인덱스 영상이 상기 지정 단계에 의해 지정될 때, 상기 지정된 인덱스 영상에 대응하는 영상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로

부터 판독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3.

영상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단위의 비디오 신호가 고정 길이를 가지며 그 압축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상기 비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비디

오 압축 수단과;

적어도 제1 기록 시간 모드와 제2 기록 시간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드 설정 입력이 주어지는 설정 입력 수단과;

상기 비디오 압축 수단의 상기 압축비를 상기 설정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모드 설정 입력에 따라 변경하는 압축비 설

정 수단과;

상기 기록 시간 모드에 관한 모드 정보를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을 형성하고 상기 비디오 신호

와 상기 모드 정보를 상기 블록 단위로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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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기록 시간에 관한 기록 시간 정보를 압축된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이 형성되고 적어도 상기 비디오 신호와

상기 기록 시간 정보가 상기 블록 단위로 기록된 기록 매체를 재생하기 위한 영상 기록 재상 장치에 있어서:

상기 블록으로부터 상기 기록 시간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블록이 제1 기록 시간 모드 또는 제2 기록 시간 모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식별 결과를 출력하는 식별 수단과;

상기 식별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상기 비디오 신호를 압축 해제하는 비디오 신호 압축 해제 수단

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5.

영상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단위의 비디오 신호를 원하는 솎아내기 간격(decimating interval)으로 솎아내는 비디오 신호 솎아내기 수단

과;

적어도 제1 기록 시간 모드와 제2 기록 시간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드 설정 입력이 주어지는 설정 입력 수단과;

상기 설정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모드 설정 입력에 따라 상기 솎아내기 간격을 변화시키는 솎아내기 간격 설정 수단

과;

상기 기록 시간 모드에 관한 모드 정보를 상기 솎아내진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을 형성하고 상기 비디오 신

호와 상기 모드 정보를 상기 블록 단위로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6.

기록 시간에 관한 기록 시간 정보를 솎아내진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이 형성되고 상기 비디오 신호와 상기

기록 시간 정보가 상기 블록 단위로 기록된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블록으로부터 상기 기록 시간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블록이 적어도 제1 기록 시간 모드 또는 제2 기록 시간 모드에

대응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식별 결과를 출력하는 식별 수단과;

상기 식별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되는 상기 비디오 신호를 보간하는(interpolating) 비디오 신호 보간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7.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방법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단위의 비디오 신호가 고정 길이를 갖도록 비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압축 단계와;

적어도 제1 기록 시간 모드와 제2 기록 시간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드 설정 입력이 주어지는 설정 입력 단계와;

상기 설정 입력 단계로부터 상기 모드 설정 입력에 따라 상기 비디오 압축 단게의 압축비를 변경하는 압축비 설정 단계와;

상기 기록 시간 모드에 관한 모드 정보를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을 형성하고 적어도 상기 비디

오 신호와 상기 모드 정보를 상기 블록 단위로 상기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는 기록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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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기록 시간에 관한 기록 시간 정보를 압축된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이 형성되고 상기 비디오 신호와 상기 기

록 시간 정보가 상기 블록 단위로 기록된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블록으로부터 상기 기록 시간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블록이 적어도 제1 기록 시간 모드나 제2 기록 시간 모드에 대응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식별 결과를 출력하는 식별 단계와;

상기 식별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되는 상기 비디오 신호를 압축 해제하는 비디오 신호 압축 해제 단

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9.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방법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단위의 비디오 신호를 원하는 솎아내기 간격으로 솎아내는 비디오 신호 솎아내기 단계와;

적어도 제1 기록 시간 모드와 제2 기록 시간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드 설정 입력이 주어지는 설정 입력 단계와;

상기 설정 입력 단계로부터 상기 모드 설정 입력에 따라 상기 솎아내기 간격을 변경하는 솎아내기 간격 설정 단계와;

상기 기록 시간 모드에 관한 모드 정보를 상기 솎아내진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을 형성하고 상기 비디오 신

호와 상기 모드 정보를 상기 블록 단위로 상기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는 기록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0.

기록 시간에 관한 기록 시간 정보를 솎아내진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이 형성되고 적어도 상기 비디오 신호와

상기 기록 시간 정보가 상기 블록 단위로 기록된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시간 정보를 상기 블록으로부터 검출하고, 상기 블록이 적어도 제1 기록 시간 모드 또는 제2 기록 시간 모드에

대응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식별 결과를 출력하는 식별 단계와;

상기 식별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되는 상기 비디오 신호를 보간하는 비디오 신호 보간 단계를 포함하

는, 재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 매체에 프로그램이 항상 기록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용으로 적합한 비디오 기록 장치 및 재생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장시간 기록 모드의 설정과 기록된 화면으로부터 원하는 장면 또는 프로그램의 검색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즐기고 있을 때 전화가 갑자기 울리거나 방문자가 갑자기 찾아오고 사용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놓치는 일이 종종 생긴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놓쳤을 때, 다시 방송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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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다시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짧은 기간에 재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보기 드물다. 대개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은 재방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경우,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놓쳤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다시 시청할 수

없다.

시청할 영화나 드라마의 훌륭한 장면, 중요 인물과의 인터뷰, 스포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장면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

는 동안, 저장하기 원하는 장면이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VTR을 즉각 설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면을 기

록하도록 VTR을 준비 완료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장면이 기록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프로그램이 기록 매체에 항상 기록되도록 하는 텔레비전 수

상기를 제안하였다. 상기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따르면, 전화가 갑자기 울리거나 방문자가 갑자기 찾아왔을지라도, 사용자

는 프로그램을 되돌려 재생할 수 있게 되어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게 된다.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

록할 원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시작될지라도, 텔레비전 수상기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프로그램을 상술한 기록 매체에 항상 기록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내의 기록 매체로서 하드 디

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는, 비디오 신호를 기록하는 기록 매체로서 자기 테이프가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 테이프의 액세스 속도는 느리며, 텔레비전 수상기에 사용되는 기록 매체로서 자기 테이프를 채용

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을 고려할지라도, 대용량의 반도체 메모리는 매우 비싸며, 전원을 껐을 때 저장

된 프로그램이 지워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는 대용량 및 충분히 높은 액세스 속도를 갖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비디오 신호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할 때, 본 출원에 따라 장시간 기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비디오 신호를 테이프에 기록하는 경우에, 테이프의 공급 속도(feeding speed)를 변경함으로써 장시간

기록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시간 기록 모드는 VHS 시스템에서는 3배(triple time) 모드로 불리며 8mm VTR에

서는 LP 모드로 불린다. 그러한 모드에서, 테이프의 공급 속도를 변경함으로써 장시간 기록 모드가 설정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비디오 신호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하는 경우, 장시간 기록 모드는 VHS 시스템의 3배 모드 및 8mm

VTR의 LP 모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디오 신호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기록하는 경우, 장시간 모드는 비디오 신호를 테이프에 기록하는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종래의 VTR에서는, 장시간 기록 모드는 테이프의 공급 속도를 변경함으로써 설정되기 때문에, 재생 화면이 기록 모드의

전환에 의해 교란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드 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에 비디오 신호를 기록할 때 장시간 기록 모드를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는 비디오 기록 장치와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프로그램의 기록 시간이 긴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탐색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면, 비디오 신호를 모션

(motion) JPEG로 압축하고 약 1 기가바이트 용량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기록할 때, 약 60분의 기록 시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의 기록 화면으로부터 원하는 장면을 탐색하고 재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인덱스 영상으로서 구분되는 영상을 임시로 기록하고 미리 결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인덱스 영상을 판독하여 탐색하는 방

법, 장면 변화를 검출하고 장면 변화 때에 검출된 영상을 인덱스 영상으로서 이용하여 탐색하는 방법, 단순히 기록 시간을

미리 결정된 시간으로 분할하고 각 시간대의 대표 영상을 인덱스로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인덱스 영상으로서 구분되는 영상을 임시로 기록하고 미리 결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인덱스 영상을 판독하여 탐색하는 방

법에 따르면, 미리 결정된 인덱스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방법은 기록된 수신 화면의 내용를 탐색하는 경우

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재생된 화면의 장면 변화를 검출하고 장면이 변화되는 경우에 위치를 인덱스로서 이용하는 방법에

따르면, 상관관계(correlation) 검출 회로나 장면 변화를 검출하는 모션 검출 회로가 필요하므로, 회로의 크기가 커지게 되

며 제작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단순히 기록 시간을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하고 각 시간대의 대표 영상을 인덱스로서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상기 영상은 탐색 영상의 위치가 항상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탐색

이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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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된 화면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할 때, 비디오 데이터는 압축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

록 시간을 미리 결정된 시간으로 분할하는 것에 의해 인덱스 영상을 형성하는 것이 곤란하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된 화면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에 기록할 때, 비디오 데이터는 기록 시간을 개선하기 위

해 압축된다. 비디오 데이터 압축 처리 방법으로서, MPEG(동 화상 전문가 그룹) 시스템 및 모션 JPEG(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s Group) 시스템이 공지되어 있다. MPEG 시스템의 압축 효율이 높을지라도, 시간에 기초

한 방향으로 압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변 속도로 데이터를 필드 단위로 탐색하거나 재생하는 것은 곤란하다. 수신된

화면을 하드 디스크에 기록할 때, 모션 JPEG 시스템에 의해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모션 JPEG 시스템에서는, 화면의 압축비가 패턴(pattern) 등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비디오 데이터를 모션 JPEG

에 의해 압축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할 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와 기록 시간간의 대응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록 시간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드레스로부터 간단히 얻을 수 없으며 기록 시간을 미리 결정된 시

간마다 분할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회로 크기와 비용을 늘이지 않고, 원하는 장면이나 프로그램을 기록된 화면으로부터 용이

하게 탐색할 수 있는, 비디오 기록 장치, 비디오 재생 장치, 상기 장치들의 기록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1에 따르면, 동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기록 매체와; 상기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 상기 동영상 정보를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하는 시분할 수단과; 상기 동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하나의 화면 영역을 복수의 작은 화면 영

역들로 분할하고 상기 시분할 수단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를 인덱스 영상으로서 상

기 복수의 분할된 작은 화면 영역으로 각각 디스플레이 수단에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과; 상기

복수의 분할된 작은 화면 영역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인덱스 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인덱스 영상을 지정하는 입력 수단과;

상기 시분할 수단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에 미리 결정된 양의 오프셋 시간을 부여

하기 위한 오프셋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인덱스 영상이 상기 입력 수단에 의해 지정될 때 상기 지정된 인덱스 영상에 대응

하는 영상 정보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되어 디스플레이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청구항 13에 따르면,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 동영상 정보를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하는 시분할 단계와; 하나

의 화면 영역을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로 분할하고 상기 시분할 단계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를 인덱스 영상으로서 상기 복수의 분할된 작은 화면 영역으로 각각 디스플레이 수단에 디스플레이하도록 제

어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와; 상기 복수의 작은 화면 영역들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인덱스 영상들 중 원하는 영상을 지

정하는 지정 단계와; 상기 시분할 단계에 의해 분할된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상기 동영상 정보에 원하는 양의 오프

셋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오프셋 단계와; 상기 인덱스 영상이 상기 지정 단계에 의해 지정될 때, 상기 지정된 인덱스 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 디스플레

이 방법이 제공된다.

개략 탐색키가 눌려질 때, 디스플레이 화면은 복수의 작은 화면으로 분할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된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비디오 데이터의 영상은 각 분할된 화면에 부분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개략 탐색키가 더 눌려질 때, 각 화면

의 시간은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오프셋된다. 따라서 원하는 재생 시작 위치가 상기 인덱스 화면으로부터 용이하게 검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15에 따르면, 미리 결정된 단위의 비디오 신호가 고정 길이를 가지며 그 압축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상기

비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비디오 압축 수단과, 표준 기록 모드와 장시간 기록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드 설정 입력이 주어

지는 입력 수단과, 상기 비디오 압축 수단의 상기 압축비를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모드 설정 입력에 따라 변경하는 압

축비 설정 수단과, 상기 기록 시간 모드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를 상기 압축된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

을 형성하고 상기 비디오 신호와 상기 상태 정보를 기록 매체에 블록 단위로 기록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

생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청구항 16에 따르면, 장시간 기록 모드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를 압축된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

록 단위로 기록 매체로부터 비디오 신호와 상태 정보를 재생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로서, 상기 블록으로부터 상기 상태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기록 모드가 표준 기록 모드인지 장시간 기록 모드인지를 식별하고 표준 기록 모드 및 장시간 기록

모드에 따라 압축비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압축비에 근거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상기 비디오 신호를 압축

해제하는 비디오 신호 압축 해제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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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청구항 17에 따르면, 미리 결정된 단위의 비디오 신호를 미리 결정된 간격으로 솎아내고(decimating) 솎아내기

간격이 변경될 수 있는 솎아내기 수단(decimating means)과, 표준 기록 모드와 장시간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드 설정

입력이 주어지는 입력 수단과,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모드 설정 입력에 따라 상기 솎아내기 간격을 변경하는 솎

아내기 변경 수단과, 상기 기록 시간 모드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들을 형

성하고 상기 비디오 신호와 상기 상태 정보를 블록 단위로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청구항 18에 따르면, 장시간 기록 모드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얻은

블록 단위로 기록 매체로부터 비디오 신호와 상태 정보를 재생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로서, 상기 블록으로부터 상기 상

태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기록 모드가 표준 기록 모드인지기 장시간 기록 모드인지를 식별하고 표준 기록 모드 및 장시간

기록 모드에 따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상기 비디오 신호를 보간하는(interpolating) 비디오 보간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기록 재생 장치가 제공된다.

비디오 신호를 압축하고 기록 매체 상에 기록할 때, 압축비를 변경하여 장시간 기록 모드를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비디

오 신호를 고정 길이의 블록들로 분할하고 기록 모드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헤더를 블록들에 제공함으로써, 기록 및

재생 처리가 통상 기록 모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압축비는 재생시 기록 모드에 따른 압축비로 용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비디오 신호가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될 때, 서브샘플링(subsampling) 간격을 변경함으로써 장시간 기록 모드가 용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비디오 신호를 고정 길이의 블록들로 분할하고 기록 시간 모드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헤더를 블록들

에 제공함으로써, 기록 및 재생 처리가 통상 기록 모드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기록 모드에 따른 보간 처

리가 재생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한 목적과 다른 목적 및 특징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청구범위로부터 분명

해진다.

발명의 구성

이하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술한다. 본 발명은 그 내부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갖춘 텔레비전 수상

기에 적용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갖춘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놓친 장면이나 시청자가 다시 보기를 원하는 장면을

거슬러가며(going back) 볼 수 있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록 또는 재생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에서, 안테나(1)에 의해 수신된 수신 신호는 튜

너 회로(2)에 공급된다. 채널 설정 신호는 시스템 제어기(10)로부터 튜너 회로(2)에 공급된다. 채널 설정 신호에 근거하여

원하는 수신 채널의 신호는 튜너 회로(2)에서 선택되고 이 신호는 중간 주파수 신호로 변환된다.

튜너 회로(2)의 출력은 비디오 중간 주파수 회로(3)에 공급된다. 비디오 중간 주파수 회로(3)에서, 튜너 회로(2)로부터의

중간 주파수 신호가 증폭되고 증폭된 신호는 비디오 검출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NTSC 시스템의 합성 비디오 신호가 유

도된다.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5)의 1개의 입력 단자(5A)에 공급된다. 오디오 신호는 중간 주파수 회로

(3)의 출력에서 예를 들면 4.5MHz의 비트 성분(beat component)으로부터 검출된다. 이 출력은 오디오 복조 회로(12)에

공급된다.

외부 비디오 입력 단자(6)로부터의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5)의 다른 입력 단자(5B)에 공급된다. 선택 신

호가 시스템 제어기(10)로부터 비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5)에 공급된다. 수신된 텔레비전 방송에 기초한 비디오 신호와 외

부 비디오 입력 단자(6)로부터의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5)에 의해 스위칭된다.

비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5)의 출력은 비디오 신호 처리 회로(7)에 공급된다. 비디오 신호 처리 회로(7)에 의해 NTSC 시

스템의 합성 비디오 신호로부터 휘도 신호(Y)와 색도 신호(C)가 분리된다. 또한, 색차 신호(U, V)는 색도 신호(C)로부터

복조되어 성분 비디오 신호(Y, U, V)가 형성된다. 성분 비디오 신호(Y, U, V)는 스위칭 회로(8)의 단자(8A)에 공급되고 비

디오 신호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저장하기 위해 A/D 컨버터(21)에 공급된다. D/A 컨버터(35)의 출력은 하드 디스

크 드라이브(30)로부터 재생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스위칭 회로(8)의 다른 입력 단자(8B)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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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회로(8)는, 수신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외부 비디오 입력 단자(6)로부터의 비디오 신호에 기초한 화면과 하드 디스

크 드라이브(30)로부터의 재생 화면을 스위칭하는데 사용된다. 스위칭 회로(8)는 시스템 제어기(10)에 의해 제어된다. 수

신된 비디오 방송에 기초한 화면이나 외부 비디오 입력 단자(6)로부터의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스위칭 회로

(8)는 단자(8A)측으로 스위칭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로부터의 재생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스위칭 회로(8)

는 단자(8B)측으로 스위칭된다.

스위칭 회로(8)의 출력은 비디오 출력 회로(9)에 공급된다. 비디오 출력 회로(9)는 스위칭 회로(8)로부터 성분 비디오 신

호(Y, U, V)에서 3원색 신호(R, G, B)를 형성하는 매트릭스 회로와, 3원색 신호(R, G, B)를 구동(drive)하고 색 영상 수신

튜브(11)에 공급하는 비디오 증폭 회로를 포함한다. 비디오 출력 회로(9)에서, 스위칭 회로(8)로부터의 성분 비디오 신호

(Y, U, V)는 3원색 신호(R, G, B)로 변환되어 색 영상 수신 튜브(11)에 공급된다.

중간 주파수 회로(3)의 출력에서 예를 들면 4.5MHz의 비트 성분으로부터 검출된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복조 회로(12)에

공급된다.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복조 회로(12)에서 복조된다.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13)의 입력 단자

(13A)에 공급된다.

외부 오디오 입력 단자(14)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13)의 다른 입력 단자(13B)에 공급된다. 수신

된 텔레비전 방송에 기초한 오디오 신호와, 외부 오디오 입력 단자(14)로부터의 오디오 신호 중 하나가 오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13)에 의해 선택된다.

오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13)의 출력은 스위칭 회로(15)의 단자(15A)에 공급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오디오 신

호를 저장하기 위해 A/D 컨버터(25)에 공급한다. D/A 컨버터(38)의 출력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로부터 오디오 신호

를 출력하기 위해 스위칭 회로(15)의 다른 입력 단자(15B)에 공급된다.

스위칭 회로(15)는 수신된 텔레비전 방송이나 외부 오디오 입력 단자(14)로부터의 오디오 신호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30)로부터 재생된 오디오 신호를 스위칭하는데 사용된다. 스위칭 회로(15)는 시스템 제어기(10)에 의해 제어된다. 수신된

텔레비전 방송이나 외부 오디오 입력 단자(14)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경우, 스위칭 회로(15)는 단자(15A)측으

로 스위칭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경우, 스위칭 회로(15)는 단자(15B)측으로 스위

칭된다.

스위칭 회로(15)의 출력은 오디오 증폭기(16)에 공급된다. 스위칭 회로(15)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증폭기(16)에

의해 증폭된다. 이 오디오 신호는 스피커(17)에 공급된다.

비디오 신호 처리 회로(7)로부터의 성분 비디오 신호(Y, U, V)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저장하기 위해 A/D 컨버터

(21)에 공급된다. A/D 컨버터(21)에서, 비디오 신호 처리 회로(7)로부터의 성분 비디오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필드 메모리(22)의 출력은 필드 메모리(22)에 공급된다. A/D 컨버터(21)의 출력은 영상 압축 회로(23)에 공급된다. 영상

압축 회로(23)에서, 성분 비디오 신호가 압축된다. 영상의 압축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면 모션 JPEG가 사용되며 1개 필드

의 코드량이 균등하게 되도록 신호가 압축된다. 영상 압축 회로(23)에 의해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24)를 통

해 버스(29)로 전송된다.

오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13)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저장하기 위해 A/D 컨버터(25)에 공급

된다. A/D 컨버터(25)에서, 오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13)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A/D 컨버터

(25)의 출력은 오디오 압축 회로(26)에 공급된다.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압축 회로(26)에서 압축된다. 예를 들면, 비선형

PCM이 오디오의 압축 시스템으로서 사용된다. 오디오 압축 회로(26)에 의해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28)를

통해 버스(29)에 전송된다.

버퍼 메모리(24)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압축 회로(26)로부터의 오디오 데이터는 고정 길이의 블록들에 합성

(synthesize)된다. 블록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헤더가 각 블록에 제공된다. 이하 기술하는 바와 같이, 기록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 압축 정보로서의 정보, 솎아내기 정보 등이 와이드(wide)/정상(normal), 스테레오(stereo)/모노럴

(monaural), 기록 일자 등의 정보에 부가하여 헤더에 포함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블록들에 합성된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는 CPU(중앙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기록/재생 제어기

(27)의 제어아래 버스(29)를 통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다. 따라서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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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는 기록/재생 제어기(27)의 제어아래 재생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로부터의 재생 데이터는 버스(29)를 통해 버퍼 메모리(31, 36)에 각각 공급된다.

버퍼 메모리(31)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는 영상 압축 해제(decompressing) 회로(32)에 공급된다. 성분 비디오 신호(Y,

U, V)는 예를 들면 모션 JPEG에 의해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영상 압축 해제 회로(32)에 의해 형성된다. 영상 압축

해제 회로(32)의 출력은 멀티스크린과 필드 메모리(34)를 형성하기 위해 영상 처리 회로(33)를 통해 D/A 컨버터(35)에 공

급된다.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D/A 컨버터(35)에 의해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된다. D/A 컨버터(35)의 출력은 스위

칭 회로(8)의 단자(8B)에 공급된다.

버퍼 메모리(36)로부터의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압축 해제 회로(37)에 공급된다. 오디오 압축 해제 회로(37)의 출력은

D/A 컨버터(38)에 공급된다.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D/A 컨버터(38)에 의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된다. D/A 컨버

터(38)의 출력은 스위칭 회로(15)의 단자(15B)에 공급된다.

시스템 제어기(10)는 텔레비전 수상기 전체를 제어한다. 시스템 제어기(10)와 기록/재생 처리 제어기(27)는 양방향 접속

되어 있다.

원격 조정기(52)로부터 감광 장치(photosensing unit)(42)를 통해 시스템 제어기(10)에 입력이 공급된다. 각종 조작은 원

격 조정기(52)의 입력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시스템 제어기(10)의 출력은 디스플레이 발생 회로(44)에 공급된다. 각종 조

작 설정 상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신호는 디스플레이 발생 회로(44)에서 발생된다. 디스플레이 발생 회로(44)의 출력

은 비디오 출력 회로(9)에 공급되고 각종 조작 상태가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다. 타이머(45)는 시스템 제어기(10)에 제공

된다. 타이머(45)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는 원격 조정기(52)를 사용하여 동작될 수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기본적인 설정을 실행하기 위해 각종 키가 원격 조정기(52)에 제공된다. 즉,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원을

턴 온/오프하기 위한 전원 스위치(61), 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채널 키(62), 채널 업/다운 키(63A, 63B), 음량 업/다운 키

(64A, 64B), 입력 소스 전환 스위치(65)가 제공되어 있다.

또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의 기록 및 재생을 제어하기 위해 각종 키로서,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

레비전 수상기를 동작하기 위해 원격 조정기(52)에 배치된 다음의 키들이 있다. 즉, 프로그램 잠시 멈춤(program pause)

키(66), 북 마크(book mark) 기록키(67), 구간 반복(interval repeat)키(68), 취소키(69), 역방향 건너뜀 플레이키

(reverse rotation skip play key, 70), 역방향 고속 되감기(reverse rotation high speed feed key, 71), 2배속키(72), 순

방향 고속 전진 키(forward rotation high speed feed key, 73), 순방향 건너뜀 키(forward rotation skip key, 74), 개략

탐색키(75), 화살표 키(76A, 76B), 결정 키(decide key, 77)가 배치되어 있다. 기록 모드 키(78)도 배치되어 있다.

프로그램 잠시 멈춤 키(66)를 누르면, 수신되는 화면은 이 순간에 정지되고 정지 영상으로서 디스플레이된다. 이 시간 동

안,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수상기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로 기록된다. 프로그램 잠시 멈춤 키(66)를 다시 누르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프로그램은 정지 영상에 대응하는 타이밍에서의 장면으로부터 재생된다.

북 마크 기록키(67)를 누르면, 이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수상기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저장할 수

있다.

반복 플레이 모드는 구간 반복키(68)에 의해 설정된다. 구간 반복키(68)를 처음 누를 때, 반복의 시작 위치가 설정된다. 구

간 반복키(68)를 계속해서 누를 때, 반복의 끝 위치가 설정된다.

취소키(69)는 설정 조작이나 기능을 취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역방향 건너뜀 플레이키(70), 역방향 고속 되감기키(71), 2배속키(72), 순방향 고속 전진키(73), 순방향 건너뜀키(74)는

가변 속도 재생을 실행하기 위한 키이다.

개략 탐색키(75), 화살표키(76A, 76B), 결정키(77)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탐색하기 위한 키이다. 개략 탐색키(75)를 누를

경우,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은 중앙 화면과 복수의 주변 작은 화면으로 분할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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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들 중,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의 화면은 작은 주변 화면들로 디스플레이된다. 복수의 화면들 중 원하는 화면을 선택하

고 재생 시작 위치가 화살표키(76A, 76B)의 조작에 의해 탐색하는 경우, 결정키(77)를 누른다. 결정키(77)를 누르는 경우,

선택된 화면으로부터 재생이 시작된다.

기록 모드키(78)는 표준 기록 모드나 장시간 기록 모드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표준 기록 모드(SP 모드)외에, 기록 시간

이 2배가 되는 LP 모드와 기록 시간이 3배가 되는 EP 모드가 기록 모드키(78)에 의해 설정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략 탐색키(7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원격 조정기(52)에 배치된다. 개략 탐색키

(75)를 사용하여 원하는 재생 시작 위치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정보로부터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다.

즉,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의 기록 시간을 예를 들면 60분으로 설정하면, 개략 탐색키(75)를 누름에 의해 60분의 기록

화면이 예를 들면 매 5분씩 분할되고 매 5분의 화면은 인덱스 영상으로서 디스플레이된다.

즉,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면(80)은 작은 화면들(81A, 81B, 81C,...)로 분할된다. 이제, 스크린(81A)의 화면을 "0분

"의 화면이라고 가정하면, "5분", "10분", "15분", ...의 화면은 스크린(81B, 81C, 81D,...)에 디스플레이된다. 화면들(81A,

81B, 81C,...)의 시간 순서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계방향으로 설정된다. 경과된 시간은 화면들(81B,

81C, 81D,...) 각각에 문자에 의해 디스플레이된다. 선택된 화면의 동영상은 중심의 작은 화면(83)에 디스플레이된다.

원하는 목표 화면이 매 5분마다의 화면들(81A, 81B, 81C,...)로부터 선택된다. 목표 화면의 선택은 원격 조정기의 화살표

키(76A, 76B)를 조작하여 이루어진다. 화면들(81A 내지 81L) 중, 다른 화면 프레임들과 상이한 화면 프레임(82)은 선택

된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같은 시간에, 선택된 목표 화면에 대응하는 동영상은 중심 화면(83)에 디스플레이된다. 경과된

시간은 문자로서 동영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인덱스 영상의 시간대와 함께 현재 재생되는 화면이 관계될 때의 시간대는 화

면 프레임의 색을 일치시켜서 시각적으로 알게 할 수 있다.

개략 탐색키(75)를 다시 누르면,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화면은 1분 단위로 오프셋되고 "1분", "6분", "11분", "16분

", ...의 화면은 스크린(81A, 81B, 81C, 81D, ...)에 디스플레이된다. 개략 탐색키(75)를 다시 누르면, 각 화면은 1분 단위로

더 오프셋된다. "2분", "7분", "12분", "17분"의 화면은 스크린(81A, 81B, 81C, 81D, ...)에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가 동영상의 재생을 시작하기를 원할 때 인덱스 화면들(81A, 81B, 81C, ...)을 보면서 시간대를 탐색한다. 사용자가

동영상의 재생을 시작하기 원하는 시간대를 탐색하는 경우, 결정키(77)를 누른다. 결정키(77)를 누르면,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체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실행되고 동영상의 재생이 선택된 시간의 화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인덱스 영상의 시간대와 함께 현재 재생되는 화면이 관계될 때의 시간대는 화면 프레

임의 색을 일치시켜서 시각적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스크린(81A, 81B, 81C, 81D, ...)에 디스플레이되는 인덱스 화면의 시

간 순서는 실제적인 생활을 고려하여 시계 방향으로 설정된다. 경과된 시간은 인덱스들의 각 스크린(81A, 81B, 81C,

81D, ...)에 문자로서 디스플레이된다. 상세한 재생 경과 시간은 중심 화면(83)의 동영상에 문자로서 디스플레이된다. 따라

서 사용자는 경과 시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략 탐색키(75)를 누르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60분의 기록 화면은 예를 들면 5분 단

위로 분할되고 복수의 스크린(81A, 81B, 81C, 81D, ...)에 디스플레이된다. 개략 탐색키(75)를 또 누르면, 각 화면은 1분

단위로 오프셋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탐색하고자하는 화면의 인덱스로서 사용되는 영상은 인덱스 스크린(81A, 81B,

81C, 81D, ...)의 어디든지 디스플레이된다. 원하는 재생 시작 위치는 그 화면으로부터 탐색될 수 있다.

도 4는 원하는 재생 시작 위치를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저장된 영상 정보를 분할 디스플레이

함에 의해 용이하게 검색하는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에서, 도 3a 내지 도 3c에 도시된 인덱스 화면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개략 탐색키(75)가 눌러졌는지 아

닌지의 여부(단계 ST1)를 점검하여 식별된다. 인덱스 화면이 형성된 경우, 분할 시간(T), 분할 간격(t), 오프셋 시간(n)

(n=0)이 설정된다(단계 ST2).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영상 정보는 시간 T에서 분할 간격 t로 분할된다. 본 발명에서, 1개 필드의 비디오 데

이터는 고정 길이의 필드에 압축되었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내의

어드레스와 기록 시간 간에 대응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영상 정보는 간단한 어드레스

계산 조작으로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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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내의 영상 정보가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되는 경우, 화면이 액세스되고 인덱스 영상이 분할

화면으로부터 형성되고 탐색 화면이 형성되어 디스플레이된다(단계 ST4). 따라서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매 시간의

영상은 인덱스 화면으로서 멀티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 재생을 실행하는 시간대는 그와 같은 멀티스크린 상에서 선택된다(단계 ST5). 인덱스 화면이 갱

신되거나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식별된다(단계 ST6). 인덱스 화면을 갱신하는 경우, 개략 탐색키(75)를 또 누른다.

인덱스 화면을 갱신하는 경우, 분할 오프셋 시간(n)이 설정된다(단계 ST7). 처리 루틴은 단계 ST3으로 복귀된다. 따라서

도 3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프셋 시간(n) 만큼만 앞선 인덱스 화면은 멀티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다.

인덱스 화면이 단계 ST6에서 갱신되지 않은 경우, 동영상 재생 시작을 위해 화면이 멀티스크린 상에서 결정되었는지를 보

기 위해 점검이 이루어진다(단계 ST8). 사용자가 동영상 재생을 실행하기 원하는 화면의 시간대가 설정되는 경우, 결정키

(77)를 누른다. 결정키(77)를 누른 경우와 사용자가 동영상 재생을 원한 시간대가 결정된 경우, 결정된 시간대의 비디오 데

이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로부터 판독되고 동영상은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다(단

계 ST9).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비디오 데이터는 1개의 필드의 데이터가 고정 길이로 설

정되도록 모션 JPEG에 의해 압축된다. 그러므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 영상은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분할되

거나 간단한 어드레스 계산 조작에 의해 오프셋 시간이 얻어진다. 그러한 계산 조작은 예를 들면 시스템 제어기(10)에 의

해 이루어지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는 상기 계산 조작 결과에 기초하여 액세스된다.

즉,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비디오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압축 기록하는 경우, 압

축 처리는 영상 압축 회로(23)에 의해 실행되어 1개 필드의 압축 데이터가 균등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처리는 예를 들

면, 입력 비디오 데이터가 1/4 필드로 서브샘플링되는 방법에 의해 실현되고 동일 필드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압축이 여

러 번 이루어지고 코드량이 추정되고 미리 결정된 코드량을 얻도록 양자화 표가 설정된다.

미리 결정된 코드량을 갖도록 압축된 1개 필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정 길이의 블록들로 분할된

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블록은 1개 필드를 고정 길이로 압축하여 얻어진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

한다. 블록을 확인 위한 미리 결정된 헤더가 각 블록의 헤드(head)에 제공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데이터는 고정 길이의

블록들을 파일로서 사용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각 필드의 영상이 고정 길이의 파일로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되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T)

에서의 인덱스 영상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내의 액세스 어드레스는 기록 시작 시간으로부터의 경과 시간을 필드의

수로 변환하는 간단한 계산 조작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즉, 하드 디스크(HDD)의 논리 어드레스는 하드 디스크의 시작 어

드레스, 경과 시간으로부터 변환된 필드의 수, 블록 고정된 길이의 블록의 섹터 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HDD상의 논리 어드레스)=

(HDD의 시작 어드레스) + (필드의 수) × (블록 고정된 섹터 길이)

필드수의 변환이 1 기록된 필드가 대응하는 실시간의 많은 초(seconds)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계산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1/4 필드의 서브샘플링을 실행하고 재생하는 경우, 1 필드의 영상 데이터는 약 0.15초에 대응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개략 탐색키(75)를 누르는 경우, 60분의 기록 화면이 예를 들

면, 5분 단위로 분할되고 분할된 화면은 5분 단위로 복수의 스크린(81A, 81B, 81C, 81D, ...)에 디스플레이된다. 개략 탐

색키(75)를 또 누르면, 각 화면은 1분마다 오프셋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탐색을 원하는 화면의 인덱스로서의 영상이 인

덱스 스크린(81A, 81B, 81C, 81D, ...)중의 어느 하나에 디스플레이되고 원하는 기록 위치를 상기 화면으로부터 탐색할 수

있다. 1개 필드가 고정 길이로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0)에 기록되기 때문에, 각 시간대의 재생 화

면은 간단한 어드레스 계산 조작에 의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실시예에서, 수신된 화면에 기초한 비디오 데이터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었을지라도,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

를 다른 기록 매체, 예를 들면, 수신된 화면에 기초한 반도체 메모리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47444

- 13 -



이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기술한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기록 모드키(78)는 원격 조정기(52)에 배치되고, 정상 모드, LP 모드, EP 모

드가 설정될 수 있다. LP 모드에서는, 표준 모드의 2배 길이의 기록 시간을 얻을 수 있다. EP 모드에서는, 표준 모드의 3배

길이의 기록 시간을 얻을 수 있다.

LP 모드나 EP 모드의 설정은 예를 들면 비디오 신호의 압축비를 변경함으로써 실행된다.

즉, 영상 압축 회로(23)는 예를 들면, 양자화 표를 변경함으로써 압축비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 모드가 LP 모드

로 설정되는 경우, 압축비는 예를 들면, 표준 모드의 2개 길이의 값으로 설정된다. 기록 모드가 EP 모드로 설정되는 경우,

압축비는 표준 모드의 3배 길이의 값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면, 정상 모드의 경우,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개 필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1개 블록에 배치된다. 헤더는 각 블

록의 헤드에 제공된다. 즉, 필드와 헤더(d1)의 비디오 데이터가 블록 B1에 배치된다. 필드(v2)와 헤더(v2)의 비디오 데이

터는 블록 B2에 배치된다. 필드(v3)와 헤더(d3)는 블록 B3에 배치된다. 비디오 데이터가 도면상의 블록에 배치될지라도,

비디오 데이터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오디오 데이터도 포함할 수 있다.

LP 모드인 경우,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2개 필드의 데이터는 1개 블록에 배치되고 헤더는 각 블록의 헤드에 제공된

다. 즉 필드(v1, v2)와 헤더(d1)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1에 배치된다. 필드(v3, v4)와 헤더(d2)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

록 B2에 배치된다. 필드(v5, v6)와 헤더(d3)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3에 배치된다. LP 모드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는 각

헤더(d1, d2, d3, ...)에 포함되어 있다. 압축비 정보 또한 모드 정보로서 사용될 수 있다.

EP 모드의 경우, 도 6c에 도시한 바와 같이, 3개 필드의 데이터는 1개 블록에 배치되며 각 블록의 헤드에 헤더가 제공된

다. 즉, 필드(v1, v2, v3)와 헤더(d1)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1에 배치된다. 필드(v4, v5, v6)와 헤더(d2)의 비디오 데이

터는 블록 B2에 배치된다. 필드(v7, v8, v9)와 헤더(d3)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3에 배치된다. EP 모드를 나타내는 모

드 정보는 각 헤더(d1, d2, d3, ...)에 포함되어 있다. 압축비 정보도 모드 정보로서 사용될 수 있다.

LP 모드의 경우, 2개 필드의 데이터는 1개 블록에 배치되며, EP 모드의 경우, 3개 필드의 데이터는 상기한 바와 같이 1개

블록에 배치된다. 그러나 LP 모드에서의 압축비는 표준 모드의 2개 길이의 값으로 설정되며, EP 모드에서의 압축비는 표

준 모드의 3배 길이의 값으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각 모드의 블록 크기(LB)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30)로의 데이터의 기록 처리를 유사하게 실행할 수 있다.

재생 중, 모드 정보는 헤더의 정보로부터 유도된다. 모드 정보에 따라 기록 모드가 정상 모드, LP 모드, EP 모드인지를 식

별할 수 있다. 표준 모드인 경우,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준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는 헤더(d1, d2, d3, ...)로부터 얻어

진다. 이 경우, 1개 필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1개 블록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즉,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드

(v1)의 데이터는 블록 B1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2)의 데이터는 블록 B2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3)의 데이터는 블록 B3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LP 모드의 경우,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LP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는 헤더(d1, d2, d3, ...)로부터 유도된다. 이 경우, 2

개 필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1개 블록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즉,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드(v1, v2)의 데이

터는 블록 B1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3, v4)의 데이터는 블록 B2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5,

v6)의 데이터는 블록 B3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EP 모드의 경우,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이 EP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는 헤더(d1, d2, d3, ...)로부터 유도된다. 이 경우, 3

개 필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1개 블록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즉,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드(v1, v2, v3)의 데

이터는 블록 B1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4, v5, v6)의 데이터는 블록 B2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

드(v7, v8, v9)의 데이터는 블록 B3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상기 예에서, 압축비를 변경하여 기록 모드를 장시간 모드로 설정한다. 그러나 장시간 기록은 서브샘플링을 통해서도 실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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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필드 메모리(22)로부터의 판독 동작을 제어함에 의해 서브샘플링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 모드가 LP 모드로

설정되는 경우, 1개 필드의 서브샘플링이 2개 필드에 대해 실행된다. 이를테면, 기록 모드가 EP 모드로 설정되는 경우, 1

개 필드의 서브샘플링은 3개 필드에 대해 실행된다.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를테면, 정상 모드의 경우 1개 필드의 비디오 데이터는 1개 블록에 배치되고 각 필드의 데이

터는 각 블록에 연속으로 배치된다. 필드(v1)와 헤더(d1)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1에 배치된다. 필드(v2)와 헤더(d2)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2에 배치된다. 필드(v3)와 헤더(d3)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3에 배치된다.

LP 모드의 경우,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개 필드의 서브샘플링은 2개 필드에 대해 실행된다. 필드(v1)와 헤더(d1)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1에 배치된다. 필드(v3)와 헤더(d2)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2에 배치된다. 필드(v5)와 헤더(d3)

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3에 배치된다. LP 모드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는 각 헤더(d1, d2, d3, ...)에 포함된다.

EP 모드의 경우,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개 필드의 서브샘플링은 3개 필드에 대해 실행된다. 필드(v1)와 헤더(d1)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1에 배치된다. 필드(v4)와 헤더(d2)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2에 배치된다. 필드(v7)와 헤더(d3)

의 비디오 데이터는 블록 B3에 배치된다. EP 모드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는 각 헤더(d1, d2, d3, ...)에 포함된다.

재생 중, 모드 정보는 헤더의 정보로부터 얻어진다. 모드 정보에 따라 기록 모드가 정상 모드, LP 모드, EP 모드인지가 식

별된다. 표준 모드인 경우,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준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는 헤더(d1, d2, d3, ...)로부터 유도된다.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드(v1)의 데이터는 블록 B1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2)의 데이터는 블록 B2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3)의 데이터는 블록 B3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LP 모드의 경우, 도 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LP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는 헤더(d1, d2, d3, ...)로부터 유도된다. LP 모드의

경우, 도 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드(v1)의 데이터는 블록 B1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1)의 데이터는 2개

의 필드를 거쳐 재생된다. 필드(v3)의 데이터는 블록 B2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필드(v3)의 데이터는 2개의 필드

를 거쳐 재생된다.

EP 모드의 경우, 도 9c에 도시한 바와 같이 EP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는 헤더(d1, d2, d3, ...)로부터 유도된다. 도 9c에 도

시한 바와 같이, 필드(v1)의 데이터는 블록 B1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되며, 필드(v1)의 데이터는 3개의 필드를 거쳐 재

생된다. 필드(v4)의 데이터는 블록 B2의 데이터로부터 압축 해제된다. 필드(v4)의 데이터는 3개의 필드를 거쳐 재생된다.

상기한 예에서, 2배 기록 시간의 LP 모드와 3배 기록 시간의 EP 모드가 기술되었을지라도, 다른 기록 시간도 유사하게 설

정될 수 있다. 또한 기록 시간은 압축비와 서브샘플링의 결합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개략 탐색키를 누르는 경우, 디스플레이 화면은 복수의 작은 화면으로 분할된다.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는 각 분할된 화면에 부분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개략 탐색키를

다시 누르면, 각 화면은 미리 결정된 시간마다 오프셋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탐색하기를 원하는 화면의 인덱스로서의 영

상은 인덱스 화면중 하나에 디스플레이된다. 원하는 기록 위치는 그 화면으로부터 용이하게 탐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비디오 신호가 압축되어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는 경우, 압축비를 변경하여 장시간 기록

모드를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비디오 신호를 고정 길이의 블록들로 분할하고 기록 모드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헤

더를 블록들에 제공함으로써, 정상 기록 모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 및 재생 처리가 실행될 수 있다. 압축비는 재생 중에

기록 모드에 따른 값으로 용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기록 모드가 동작 중에 변화되는 경우에도, 화면의 외란(disturbance)

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디오 신호가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는 경우, 서브샘플링 간격을 변경함으로써 장시간 기록 모드가 용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비디오 신호를 고정 길이의 블록들로 분할하고 기록 모드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헤더를 블록들에 제공함으로써,

정상 기록 모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 및 재생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기록 모드에 따른 보간 처리는 재생 중에 용이하

게 실행될 수 있다. 기록 모드가 동작 중에 변화되는 경우에도, 화면의 외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안에서의 많은 변형 및 이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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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일례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원격 조정기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평면도.

도 3a 내지 도 3c는 인덱스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도 4는 인덱스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략도.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장시간 기록의 일례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략도.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장시간 기록의 일례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략도.

도 8a 내지 도 8c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장시간 기록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략

도.

도 9a 내지 도 9c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장시간 기록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략

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 : 비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 7 : 비디오 신호 처리 회로

9 : 비디오 출력 회로 10 : 시스템 제어기

13 : 오디오 소스 전환 스위치 22, 34 : 필드 메모리

23 : 영상 압축 회로 26 : 오디오 압축 회로

27 : 기록/재생 제어기 32 : 영상 압축 해제 회로

33 : 영상 처리 회로 37 : 오디오 압축 해제 회로

42 : 감광 장치 45 : 타이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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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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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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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등록특허 10-0647444

- 19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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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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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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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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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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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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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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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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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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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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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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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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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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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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