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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는 정지화를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와 기록재생방법과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기록 및 

재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복수장의 정지화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이를 관리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와 정지화

가 기록된 후 부가되는 2차 오디오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오디오 그룹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대용량의 

정지화 및 이에 부가되는 2차 오디오 데이터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시는 각각의 정지화 단위로 

표시 및 편집할 수 있으며, 오디오 데이터의 에프터 레코딩에 대응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등록특허  10-0389854

- 2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동영상에서의 각 정보와 동영상 데이터와의 연결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체 정보 구조의 구성 예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정지 영상에서의 각 정보와 정지화 데이터와의 연결 관계를 보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데이터와 이 정지화 그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데이터에 부가된 2차 오디오 데이터와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이

다.

도 7은 셀 정보와 정지화 그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이다.

도 8은 셀 정보, 정지화 그룹 정보와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그룹 정보의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1은 도 9에 도시된 정지화 맵 테이블의 구조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맵을 위한 비디오 맵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비디오 맵과 연결되는 원오디오 맵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의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도 15는 도 14에 도시된 정지화 2차 오디오 일반 정보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6은 도 14에 도시된 정지화 2차 오디오 맵 테이블의 구조이다.

도 17은 도 16에 도시된 정지화 2차 오디오 맵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8은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정지화를 위한 셀 정보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기록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를 기록한 후 2차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재생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재생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재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데이터를 기록재생하는 분야에 관한 것

으로, 특히 정지화 및 이에 부가되는 2차 오디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 및 

기록재생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기록 및 재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 특히, DVD(Digital Versatile Disc) 디스크상에 A/V 데이터를 기록재생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동영상에서의 각 정보와 동영상 데이터의 연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PGC(Program Chain) 정보(11), VOB(Video Object) 정보들로 되어 있는 동영상 정보(12), 실제로 압축된 A/V

데이터가 VOB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 데이터 파일(13)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용어를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를 상, 하편으로 나누어 녹화했다고 하면, 영화 전체는 PGC가 되고, 상편, 하

편은 각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각각의 프로그램을 다시 여러개의 작은 단위인 셀로 분리하여 정의할 수 

있고, 각각의 셀 정보는 일정한 분량의 실제 동영상 데이터 파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VOB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V

OB의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셀은 재생시 억세스의 기본 단위로 이용되며, 프로그램과 PGC는

결국 복수의 셀의 연결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 파일상에 VOBU(Video Object Unit)라는 단위로 세분화되어 기록되어 있으므로

VOB 정보는 이 VOBU 데이터를 위한 정보들(VOBU #1, VOBU #2,...)로 이루어지고, 이 VOB 정보에 의해 동영상 

데이터 파일상의 VOB 데이터를 지정하게 된다. 여기서, VOB 데이터는 디스크 기록재생장치의 랜덤 억세스의 단위로

이용되고, VOBU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비디오의 경우 하나의 GOP(Group of Picture)를 기준

으로 하고, 오디오는 비디오에 해당되는 것을 모아서, 즉, A/V 데이터를 섹터 단위로 다중화하여 VOBU를 구성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 구조는 동화에 대한 것으로, 실제 데이터의 구성 단위는 일정한 시간의 동영상 데이

터인 VOB이고, A/V 신호의 동기나 부호화 방법등이 모두 VOB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지화의 경우는 구성 단

위가 정지화 한 장이므로 정지화 한 장이 하나의 VOB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셀 구조를 하나의 VOB를 지정하도록

하면 정지화 한 장마다 셀이 필요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록되는 정지화가 많아질수록 부가되는 정보가 급격

히 많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록 가능한 디스크에는 소정 횟수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있는 데, 이러한 횟수 제한과 신속한 데이터의 억세스를 위하여 모든 정보 데이터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콘트롤러의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이용하는 데, 상술한 바와 같이 정지화인 경우 정보의 양이 커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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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데이터를 읽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정한 크기의 메모리에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도 없으며, 이에 따

라 대용량의 정지화를 기록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대용량의 정지화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대

용량의 정지화를 복수 개수로 그룹화하여 이를 관리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정지화를 위한 비디오 정보 또는 원오디오가 부가된 정지화를 위한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

보로 되어 있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기록 비트스트림의 기록 순서대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지화 데이터에 부가되는 2차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2차 

오디오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대용량의 정지화를 복수개로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와 재생에 관련된 셀 

정보를 기록하고, 이들 정보에 따라 정지화를 재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지화를 위한 비디오 정보 또는 원오디오가 부가된 정지화를 위한 비디오 정보 및 오디오 

정보로 되어 있는 정지화 그룹 정보와 재생에 관련된 셀 정보를 기록하고, 이들 정보에 따라 정지화 또는 원오디오가 

부가된 정지화를 재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지화 그룹 정보, 에프터 레코딩을 위한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와 재생에 관련된 셀 정보를

기록하고, 이들 정보에 따라 정지화, 정지화와 원오디오 또는 정지화와 2차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대용량의 정지화를 복수개로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 정지화 그룹 정보와

는 별도의 에프터 레코딩을 위한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와 재생에 관련된 셀 정보를 기록하고, 이들 정보에 따라 정지

화, 정지화와 원오디오 또는 정지화와 2차 오디오를 재생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기록 매체는 복수의 정지화 데이터를 갖는 제1 영역, 정지화 데이

터에 부가하는 복수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갖는 제2 영역 및 제1 영역에서의 정지화 데이터와 제2 영역에서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제3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기록 및 재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상에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재

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력되는 복수의 정지화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복수의 정지화를 소정의 최대 개수 이내로 

그룹화 하여 이를 위한 정지화 그룹 정보와 재생에 관련된 재생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 정지화가 기록된 후 원하는 정

지화에 부가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별도의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소정의 최대 개수 이

내로 그룹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와 정지화 그룹 정보에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를

가리키는 정보를 포함시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재생 정보에 따라 재생하고자 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독출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따라 원하는 정지화 위치를 계산해서 계산된 위치의 정지화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 및 독출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부가 오디오 그룹을 가리키는 정보가 존재하면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에 따라 해당 정지화의 부가 오디

오 위치를 계산해서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재생 방법은 복수의 정지화 데이터를 갖는 제1 영역, 정지화 데이터에 해당하는 복수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갖는 제2 영역 및 제1 영역에서의 정지화 데이터와 제2 영역에서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제3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재생 방법에 있어서: 제3 영역에서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제

1 영역에서의 정지화 데이터와 이 정지화 데이터에 부가된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장치는 기록 및 재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상에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재

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정지화 데 이터를 기록 매체상의 제1 영역에, 정지화 데이터에 대응하는 복수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제2 영역에 기록되도록 신호 처리하는 기록 처리기 및 제1 영역에서의 정지화 데이터와 제2 영역에

서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와 재생 순서와 관련된 재생 정보를 발생하여 제3 영역에

기록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콘트롤러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는 제3 영역에서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제1 영역에서의 정지화 데이터와 이 정지화 데이터에 부

가된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되도록 신호 처리하는 재생 처리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를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 및 기록재생방법과 그 장치

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체 정보 구조의 구성 예로서, PGC 정보, 동영상 정보, 정지화 정보로 구성될 수 있는 정보 

데이터는 하나의 정보 파일 또는 정보 영역에 기록될 수 있다.

여기서, PGC 일반 정보에는 PGC 내의 프로그램 수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프로그램 일반 정보에는 프로그램내의 셀 

수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셀 정보는 동영상인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VOB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

고, 정지화인 경우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VOB가 아닌 정지화 VOB 그룹(정지화 그룹이라고 약칭함)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동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도 1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본 발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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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화 정보를 중심 으로 설명한다. 정지화 정보의 정지화 일반 정보에는 정지화 그룹 정보의 개수 등이 들어 있고, 

정지화 2차 오디오 일반 정보에는 정지화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의 개수 등이 들어 있다.

도 3은 정지 영상에서의 각 정보와 정지화 데이터 연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데이터 파일상에 한 장의 VOB 단위

로 기록되어 있는 정지화의 경우는 복수의 정지화 VOB를 묶어서 정지화 그룹으로 관리하고, PGC 정보(21)내의 셀 

정보는 하나의 VOB가 아닌 정지화 그룹 정보(22)를 지정한다. 또한, 정지화에 오디오를 부가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정지화를 기록하는 것에 연속하여 오디오를 기록함으로써 재생시 재생 헤드의 서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

지화와 동시에 기록된 오디오를 원오디오라고 하며, 원오디오는 정지화 그룹에 포함된다. 본 발명에서 정지화라 함은

단순히 비디오 데이터 파트만이 있는 정지화와 원오디오 데이터 파트가 비디오 데이터 파트와 같이 공존하는 정지화

를 모두 나타낸다.

이렇게 정지화를 그룹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상술한 셀 정보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 이외에 정지화 정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정지화 그룹내의 비디오 부호화 속성이나 원오디오 부호화 속성을 같게 하여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로 하여 공통 정보로 저장한다. 각 정지화마다 정지화 데이터 파일에서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하는 데, 그룹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각각의 정지화 시작 위치를 나타내어야 하지만 그룹으로 할 경우에는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에 해

당 정지화 그룹이 파일내에서 기록되는 시작 위치를 저장하고, 각 정지화를 위한 정보로는 각각의 크기(size)만을 기

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정지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량(즉, 바이트수)이 파일 내에서의 위치를 나타

내기 위한 정보량보다 적으므로 전체 정보량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정지화용 파일(23)에 정지화와 원오디오를 기록한 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2

차 오디오를 부가할 수 있다. 이때, 원오디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2차 오디오 데이터용 파일(24) 또는 정지화용 파

일(23)내의 별도의 공간에 2차 오디오만을 모아 기록한다. 2차 오디오를 위한 관리 정보도 정지화와 마찬가지로 그룹

화하여 관리하는 데 그 개념은 동일하다. 즉, 오디오 부호화 등의 속성이 같은 복수의 2차 오디오를 묶어 2차 오디오 

그룹(GAOB)으로 한 다음 공통 정보를 2차 오디오 그룹 일반 정보로 하여 기록하고 각각의 2차 오디오 데이터(AOB)

를 위해서는 각각의 크기 정보만을 기록하면 된다. 2차 오디오 그룹 일반 정보에는 2차 오디오 그룹의 오디오 데이터

가 시작하는 위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특정한 정지화에 부가된 2차 오디오에 대한 연결정보(굵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음)는 정지화 그룹 정보(GVOB #1, GVOB #2,...)내에 존재하게 된다. 즉, 정지화 그룹 정보에 존재하는 2차 오디오

를 지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와 해당 2차 오디오 그룹내의 2차 오디오 식별 정보가 포함되

어 있다.

그룹내의 특정한 정지화의 기록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에 있는 정지화 그룹 데이터의 시작 위

치와 찾고자 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더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2차 오디오의 기록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2차 오디오 그룹 일반 정보에 있는 2차 오디오 그룹 데이터의 시작 위치와 찾고자 하는 2차 오디오 데

이터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더하면 된다.

정지화 그룹의 경우에는 비디오 파트와 원오디오 파트가 하나의 파일 또는 공간에 연속하여 기록되므로 이들 데이터 

크기를 포함한 비디오 정보와 오디오 정보도 실제 비디오 데이터, 원 오디오 데이터가 기록된 비트스트림 순서대로 

기록된다. 2차 오디오 그룹의 경우에는 2차 오디오 데이터만 있으므로 2차 오디오 정보만이 실제 2차 오디오 데이터

가 기록된 비트 스트림 순서대로 기록된다.

따라서, 도 3에서는 원오디오가 부가될 수도 있는 정지화용 파일(23), 정지화에 부가되는 2차 오디오 데이터용 파일(

24), 셀 정보(21)와 정지화 정보(22)를 위한 정보 파일로 존재하지만, 이 2차 오디오 데이터는 2차 오디오 데이터용 

파일(24)에 기록되지 않고 정지화용 파일(23)의 별도의 영역에 기록될 수 있고, 정지화용 파일(23)을 제1 영역, 2차 

오디오 데이터용 파일(24)를 제2 영역, 셀 정보(21)과 정지화 정보(22)를 포함하는 정보 파일을 제3 영역으로 지칭될

수 있으며, 이 영역은 논리적인 영역이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재생장치의 블록도로서, 기록 가능하고 재기록 가능한 디스크를 이용하여 A/V 데이터를 

기록재생하는 장치의 기능은 크게 기록과 재생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시, AV 코덱(110)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A/V 신호를 소정의 압축 체계(scheme)에 의해 압축 부호화하고, 압축된

데이터에 대한 크기 정보를 제공한다. DSP(Digital Signal Processor:120)는 AV 코덱(110)으로부터 공급되는 A/V 

데이터를 받아서 ECC(Error Correction Code) 처리를 위한 부가 데이터를 부가하고, 소정의 변조 체계에 의해 변조 

등을 수행한다. 고주파 증폭기(RF AMP로 표기되어 있음: 130)는 DSP(120)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적 데이터를 광학 

신호로 변환한다. 픽업부(140)는 디스크를 구동시키며, RF AMP(130)로부터의 광학 신호를 디스크에 기록하며, 포커

싱 및 트래킹을 행하기 위한 엑튜에이터를 내장하고 있고 있다. 서보부(150)는 RF AMP(130)와 시스템 콘트롤러(16

0)로부터 서보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안정된 서보를 수행한다.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콘트

롤러(160)는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면서 그룹 단위로 정지화가 디스크상에 기록되도록 제어하고, 기록되는 정지화에 

대하여 별도의 정보도 기록하는 데, 기록되는 정지화 및 원오디오의 기록 순서대로 정지화의 데이터 크기, 원오디오의

데이터 크기, 원오디오의 재생 시간 등의 각 정지화에 대한 정보와 각 정지화 그룹의 위치에 대한 정보 등으로 정지화

그룹 정보를 구성하여 정지화 데이터를 그룹 단위로 관리한다. 또한, 정지화에 2차 오디오를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

되는 2차 오디오를 별도의 파일이나 정지화와 같은 파일의 다른 영역에 기록하고, 기록된 2차 오디오에 대한 데이터

의 크기, 재생 시간등의 정보와 각 2차 오디오 그룹의 위치에 대한 정보 등으로 2차 오디오 그룹 정보를 구성하여 2차

오디오 데이터를 그룹 단위로 관리하고, 각 정지화에 대한 정보에는 부가된 2차 오디오를 가리키는 정보를 포함시킨

다. 이러한 정보들과 함께 재생 순서에 관련된 정보인 셀 정보를 기록하는 데, 셀 정보에는 기록된 정지화 그룹을 가리

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록된 정지화 및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재생시, 픽업부(140)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디스크로부터 광학 신호를 픽업하고, 이 광학 신호로부터 데이터가 

추출된다. RF AMP(130)는 광학 신호를 전 기적 신호로 변환시키고, 서보를 행하기 위한 서보 신호와 변조된 데이터



등록특허  10-0389854

- 5 -

를 추출한다. DSP(120)는 RF AMP(130)로부터 공급되는 변조된 데이터를 변조시 사용한 변조 체계에 대응하여 복

조하고, ECC를 수행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부가 데이터를 제거한다. 서보부(150)는 RF AMP(130)와 시스템 콘트롤

러(160)로부터 서보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안정된 서보를 수행한다. AV 코덱(110)은 DSP(120)로부터 공급

되는 압축된 A/V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A/V 신호를 출력한다. 시스템 콘트롤러(160)는 사용자의 키입력을 처리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면서, 디스크상에 기록되어 있는 셀 정보 및 정지화 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정지화만, 정지화 + 원오디오 또는 정지화 + 2차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하여 시스템 전체를 제어한다.

즉, 특정한 정지화 및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셀 정보로부터 재생할 정지화가 있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얻고, 이 정지화 그룹 정보에서 정지화 데이터의 크기 정보등을 얻고, 원오디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오디오의 데이터 

크기 및 재생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원하는 데이터만을 재생하게 된다. 또한 정지화에 2차 오디오가 부가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정지화 그룹 정보에서 가리키는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에서 2차 오디오의 데이터 크기 및 재생 시간 정보

를 이용하여 원하는 2차 오디오를 재생하게 된다.

여기서, 기록시의 AV 코덱(110), DSP(120), RF 증폭기(130), 픽업부(140)는 기록 처리기로 지칭될 수 있고, 재생시

의 AV 코덱(110), DSP(120), RF 증폭기(130), 픽업부(140)는 재생 처리기로 지칭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데이터와 정지화 그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으로서, 각 정지화 그룹(GVOB로 표

기되어 있음) 정보(201)에는 속성(attributes)이 같은 복수장(예로서 최대 64장)의 정지화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

는 데, 각 정지화 그룹을 구성하는 복수장의 정지화수는 최대 정지화수 이내에서 정해진다. 하나의 정지화 그룹 정보(

202)에는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와 각각의 정지화에 대한 정보로서 이루어지며, 기록되는 비트스트림 순서대로 비디

오 파트 또는 비디오 파트와 오디오 파트로 이루어진 정지화 데이터(203)를 위한 정보이다.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에

는 해당 정지화 그룹의 시작 어드레스가 주어진다.

또한, 각각의 정지화를 위한 정보로서 원오디오가 존재하는 정지화 정보는 비디오 파트를 위한 비디오 파트 정보와 

오디오 파트를 위한 오디오 파트 정보로 이루어진 맵 정보로 존재하고, 이때 하나의 정지화에 대한 비디오 맵과 오디

오 맵은 동일한 식별 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를 가지며, 비디오 파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비디오 파트 

정보만으로 구성된 맵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하나의 VOB에는 한 장의 정지화 데이터가 기록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에 부가된 2차 오디오 데이터와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으로서, 각 

2차 오디오 그룹(Audio Object Group: GAOB로 표기되어 있음) 정보(211)에는 복수의 정지화를 위한 그룹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2차 오디오 데이터를 위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의 2차 오디오 그룹에 대한 2차 오디오 그룹 정

보(212)는 해당하는 2차 오디오 그룹 시작 어드레스가 존재하는 2차 오디오 그룹 일반 정보와 2차 오디오 데이터 순

서에 따른 오디오 맵들 로 구성된다. 각 2차 오디오 맵에는 정지화의 2차 오디오 파트로 이루어진 2차 오디오 데이터(

213)를 위한 정보가 기록되며, 여기에는 2차 오디오 데이터의 크기가 포함된다.

도 7은 재생 순서와 관련된 표시에 관한 논리적인 단위인 셀에 대한 정보(재생 정보라고 지칭될 수 있음), 정지화 그

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으로서, 셀 정보는 정지화 그룹의 식별 정보(GVOB_ID), 해당 정지화 그룹내의 정지화 

재생 시작 식별 정보(START VOB_ID)와 정지화 재생 끝 식별 정보(END_VOB_ID)를 포함하며, 이 셀 정보는 정지화

그룹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재생하기 원하는 정지화 그룹의 일부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차 오디오 데이터는 정지화 데이터와는 별도의 공간에 저장되는 데, 이것은 별도의 파일에 저장될 수도 있고, 

정지화 데이터와 같은 파일내의 별도의 영역에 저장될 수도 있다.

2차 오디오 데이터가 정지화 데이터와는 별도의 파일에 저장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정지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GVOB #1,#2,#3가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2차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GAOB #1,#2,#3가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실제의 정지화 또는 2차 오디오 데이

터를 기록/재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파일 정보를 이용하여 억세스하게 된다.

또한, 2차 오디오 데이터와 정지화 데이터를 함께 하나의 파일로 구성할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GVOB #1,#2,#3, GAOB #1,#2,#3이 모두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으

로는 기록 순서에 따라 각각의 GVOB, GAOB가 혼합되어 예를 들어 GVOB #1, GVOB #2, GAOB #1, GVOB #3, G

AOB #2, GAOB #3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GVOB들을 묶어서 배치하고 GAOB들도 묶어서 배치하여 하나의 파

일을 구성할 수 있다.

도 8은 정지화에 부가되는 오디오가 원오디오 뿐만 아니라 별도 영역에 기록되는 2차 오디오 그룹내의 원하는 2차 오

디오를 지정하기 위하여, 셀 정보, 정지화 그룹 정보,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으로서, 셀 정보는 

정지화 그룹의 식별 정보(GVOB_ID), 해당 정지화 그룹내의 정지화 재생 시작 식별 정보(START VOB_ID)와 정지화 

재생 끝 식별 정보(END VOB_ID)를 포함하며, 정지화 그룹(GVOB #i)에 대한 그룹 정보내의 비디오 파트 정보에는 

정지화에 부가되는 2차 오디오를 지정하기 위한 정보 즉,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GAOB_ID)와 해당 2차 오디오 

그룹내의 2차 오디오(AOB) 식별 정보(AOB_ID)가 기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지화 그룹 GVOB #i 의 정지화 # 2

를 위한 비디오 파트 정보에는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인 GAOB #j와 GAOB #j 내에서 두 번째 오디오 맵이라는 

식별 정보 #2가 존재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그룹 정보의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이 정지화 그룹 정보에는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

와 정지화 맵 테이블로 구성되고, 픽쳐 크기, 영상 부호화 모드와 같은 정지화 속성 정보가 더 포함될 수 있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로서, 이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에는 

정지화용 파일에서 정지화 그룹을 식별하 기 위한 정보로서 GVOB_ID, 정지화용 파일에서 해당 정지화 그룹내의 첫 

번째 정지화 데이터가 시작되는 시작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GVOB_S_ADR, 정지화 그룹내의 정지화의 개수를 나타내

는 GVOB_Ns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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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별 정보 GVOB_ID는 정지화용 파일내에서 정지화 그룹마다 유일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질 수도 있

고, 정지화 그룹 순서대로 #1,#2,...등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 11은 도 9에 도시된 정지화 맵 테이블의 구조의 예로서, n개의 맵으로 구성되는 맵은 두가지 맵이 있는 데, 하나는

비디오 파트를 위한 비디오 맵(VMAP)이고, 다른 하나는 정지화에 존재하는 원오디오 파트를 위한 오디오 맵(AMAP

)이다. 맵의 순서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지화용 파일에서 기록 비트스트림의 데이터 순서와 같다. 따라서, 정지

화가 비디오만 있는 경우는 비디오 맵만 있고, 원오디오가 같이 있는 경우는 비디오 맵과 오디오 맵이 같이 기록되는 

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식별 정보를 사용하는 하나의 맵으로 볼 수 있다.

도 12는 비디오 맵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로서, 해당 맵의 타입을 나타내며, 비디오 파트를 위한 비디오 맵

인 경우 2진수로 '0'인 MAP_TY, 이 비디오 파트를 위한 식별 정보(VOB_ID)를 포함하고, 이 VOB_ID는 바람직한 실

시예로서 1에서 64까지를 나타내고, 또한, VOB_ID는 명시적으로 나타내어질 수도 있고, 기록된 순서대로 #1,#2,#3,.

..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맵에는 비디오 파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V_PART_SZ, 2차 오디오 그룹의 식별 정보이고 이 정지화의 2

차 오디오가 존재하면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의 값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값은 '0'인 GAOB_ID, 이 정

지화의 2차 오디오가 존재하면 2차 오디오 그룹내에서 식별 정보를 나타내며,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값이 '0'인 2차 오

디오 식별 정보(AOB_ID)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VOB_ID와 V_PART_SZ는 정지화 위치 정보로 지칭될 수 있고, GAOB_ID와 AOB_ID는 2차 오디오 연결 정

보로 지칭될 수 있다.

도 13은 오디오 맵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로서, 해당 맵의 타입을 나타내며, 오디오 파트를 위한 오디오 맵

인 경우 2진수로 '1'인 MAP_TY, 오디오의 재생시간을 나타내는 A_PBTM, 오디오 파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A_PART

_SZ 등을 포함한다.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의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이 정지화 2차 오디오 그룹에는 정

지화 2차 오디오 일반 정보와 정지화 2차 오디오 맵 테이블이 포함되고, 정지화 2차 오디오 속성 정보 등이 더 포함될

수 있다.

도 15는 도 14에 도시된 정지화 2차 오디오 그룹 일반 정보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로서, 2차 오디오용 파일

에서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GAOB_ID, 2차 오디오용 파일에서 해당 2차 오디오 그룹내의 첫 번째 2

차 오디오 데이터가 시작되는 시작 어드레스(2차 오디오 그룹의 위치 정보라고 지칭될 수 있음)를 나타내는 GAOB_S

_ADR, 2차 오디오 그룹내에 포함되어 있는 2차 오디오의 개수를 나타내는 GAOB_Ns 등을 포함한다. 이 GAOB_ID는

명시적으로 나타내어질 수도 있고, 기록된 순서대로 암시적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도 16은 2차 오디오 파트를 위한 n개의 2차 오디오 맵으로 구성되는 2차 오디오 맵 테이블의 구조의 예를 보이고 있

다.

도 17은 도 16에 도시된 2차 오디오 맵의 상세 내용의 예를 보인 테이블로서, 2차 오디오 그룹내에서 특정한 2차 오

디오를 위한 식별 정보를 나타내며, 이 값은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1에서 64를 나타낼 수 있는 AOB_ID, 2차 오디오 

재생시간을 나타내는 A_PBTM, 섹터수등으로 2차 오디오 데이터 크기를 나타내는 A_PART_SZ 등을 포함한다. 여기

서, AOB_ID는 명시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그룹내에서의 순서대로 #1,#2,#3,..등으로 암시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

다.

도 18은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재생 정보인 셀 정보의 상세 내용을 보인 테이블로서, 정지화 그룹 식별 정보를 나타

내는 S_GVOB_ID, 해당 정지화 그룹내에서 재생 시작 정지화의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S_VOB_ID와 재생 끝 정지화

의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E_VOB_ID 등을 포함한다.

도 19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기록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로서, 정지화와 원오디오를 기록하는 방법을 도

시하고 있다. 먼저, 정지화만 기록할 것인지 또는 정지화와 동시에 원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할 것인지를 설정한다(S10

1 단계). 정지화 그룹 정보를 생성해서 그룹 식별 정보를 할당하고, 정지화 그룹내 정지화 수를 '0'으로 설정하고, 정

지화용 파일내 정지화 그룹 시작 위치를 기록한다(S102 단계). 사용자로부터 정지화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는 지를

판단해서(S103 단계),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면 정지화용 파일에 정지화를 기록하면서 비디오 맵내에 기록되는 정

지화를 위한 식별 정보를 할당하고 정지화 그룹 정보내 정지화 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비디오 맵내에 정지화 크기 정

보를 기록한다(S104 단계).

사용자 설정이 정지화와 동시에 원오디오를 기록하는 모드인지를 판단해서(S105 단계), 사용자 설정이 정지화와 원

오디오를 기록하는 모드이면 정지화에 대한 오디오 데이터를 정지화용 파일에 해당 정지화에 연속하여 기록하면서 

정지화 그룹 정보 내의 오디오 맵에 오디오 크기 정보를 기록한다(S106 단계).

기록된 정지화 수가 하나의 그룹(예로서 최대 64장)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해서(S107 단계), 하나의 그룹 정보가 구성

되면 다른 정지화 그룹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S102 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정지화 기록 시

작 신호가 입력되는지를 판단하는 S103 단계로 진행한다.

S105 단계에서 사용자 설정이 정지화만 기록하는 모드이면 S106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정지화를 기록하기 위해

서 S107 단계로 진행하고, S103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정지화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기록을 종료할 것

인지를 판단해서(S108 단계), 기록을 종료할 것으로 판단되면 셀 정보를 기록한 후 종료한다(S109 단계). 여기서, 셀 

정보는 초기값으로 모든 정지화 그룹마다 하나씩 생성되어 모든 정지화가 재생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도 20은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를 기록한 후 2차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먼저, 2차 오디오 그

룹 정보를 생성해서,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를 할당하고, 2차 오디오 그룹 정보내 오디오 수를 '0'으로 설정하고, 

2차 오디오 파일내 오디오 그룹 시작 위치 정보를 기록한다(S20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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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2차 오디오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는 지를 판단해서(S202 단계), 2차 오디오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

되면 사용자가 2차 오디오 데이터를 부가하기를 원하는 특정 정지화를 지정하고(S203 단계). 2차 오디오용 파일에 2

차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고, 2차 오디오 그룹 정보의 오디오 맵내의 2차 오디오 식별 정보를 할당하고, 2차 오디오 

그룹 정보내 오디오 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오디오 맵내 2차 오디오 크기 정보를 기록한다(S204 단계). 여기서, 2차 

오디오 데이터를 정지화 데이터와는 별도의 파일에 저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지화 데이터와 같은 파일내

의 별도의 영역에 저장할 수도 있다.

미리 지정된 정지화의 정지화 그룹 식별 정보와 정지화 식별 정보를 독출해서, 이 정지화를 위한 정보 즉, 지정된 정

지화의 비디오 맵에 2차 오디오의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 2차 오디오 식별 정보를 기록한다(S205 단계).

2차 오디오 그룹 정보내 2차 오디오 맵수가 그룹을 구성하는 개수(N)인지를 판단해서(S206 단계), 그룹 정보를 구성

하면 다른 2차 오디오 그룹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S201 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2차 오디오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는 지를 판단하는 S203 단계를 진행한다. S203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2차 오디오 기록 시

작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종료한다.

여기서, 특정 정지화를 지정하는 단계(S203 단계)가 2차 오디오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S20

2 단계)전에 설정될 수도 있다.

도 21은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재생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로서, 정지화와 이에 부가되는 원오디오 데이터

를 재생하는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도 21에 있어서, 먼저, PGC 정보와 셀 정보를 독출해서(S301 단계), 이 셀 정보로부터 재생하고자 하는 정지화 그룹 

식별 정보, 재생 시작 식별 정보, 재생 끝 식별 정보 등을 독출해서 셀이 가리키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독출한다(S302

단계). 독출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 재생 시작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비디오 파트를 위한 비디오 맵(VMAP) 정보를 

얻어서 비디오 파트의 크기 등을 독출하고, 원오디오가 있는 정지화이면 비디오 맵과 오디오 맵 정보를 얻어서 비디오

파트의 크기 및 오디오 크기 정보 등을 독출한다(S303 단계).

독출된 비디오 파트 정보에 따라 원하는 정지화 위치를 계산하게 되고, 계산된 위치의 비디오 데이터를 독출해서 복

호화하여 정지화를 재생한다(S304 단계). 여기서, 원하는 정지화 위치는 정지화 그룹 시작 위치와 찾고자 하는 정지

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면 얻어진다. 정지화를 재생한 경우에는 정지화에 원오디오가 부가되어 있는

지를 판단해서(S305 단계), 정지화에 원오디오가 부가되어 있으면 원오디오 데이터를 독출하고 복호화해서 오디오를

재생한다(S306 단계). 여기서, 원오디오의 독출 위치는 계산된 정지화 위치와 이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 크기를 합하

면 얻어진다. 셀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셀에 속한 정지화를 모두 재생했는 지를 체크한 후 다음 재생할 정지화가 남아

있는 지를 판단해서(S307 단계), 재생할 정지화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를 위한 정보를 독

출하는 S303 단계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한다. 복수의 셀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

여기서, 정지화에 원오디오가 부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305 단계) 가 정지화 그룹 정보를 독출하는 단계(S

302 단계) 직후 수행할 수 있는 데 독출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따라 비디오 파트를 위한 맵에 연속해서 오디오 파트를

위한 맵이 부가되어 있으면 정지화에 원오디오가 부가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정지화 재생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로서, 정지화 또는 원오디오가 부가된 정지화 

또는 2차 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를 재생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도 22에 있어서, 먼저 PGC 정보내의 셀 정보를 독출해서(S401 단계), 재생하고자 하는 셀이 가리키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독출한다(S402 단계).

독출된 정지화 그룹 정보로부터 정지화 그룹의 시작 위치를 독출하고, 원하는 정지화 위치를 계산한다(S403 단계). 

여기서, 원하는 정지화 위치는 정지화 그룹 시작 위치와 찾고자 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면 

얻어진다. 계산된 원하는 정지화 위치 정보에 따라 비디오 데이터를 독출하고 복호화해서 정지화를 재생한다(S404 

단계).

정지화 그룹 정보로부터 2차 오디오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여(S405 단계), 2차 오디오가 없으면, 원오디오가 존재하

는 지를 판단한다(S406 단계). 여기서, 2차 오디오의 존재는 재생하기 원하는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를 위한 맵 정보

에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와 2차 오디오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원오디오의 존재는 재생하기 원

하는 정지화의 맵 테이블에서 오디오 정보(오디오 맵)가 있는 지를 판단해서 알 수 있다.

S406 단계에서 원오디오가 존재하면 원오디오의 독출 위치를 계산한다(S407단계). 여기서, 원오디오의 독출 위치는 

S403 단계에서 계산된 정지화 위치와 이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 크기를 합하면 얻어진다. 계산된 원오디오 위치 정보

로부터 원오디오 데이터를 독출하고 복호화해서 원오디오를 재생한 후(S408 단계), S411 단계로 진행한다.

한편, S405 단계에서 2차 오디오가 존재하면 즉, 이 정지화에 지정된 2차 오디오 그룹 식별 정보와 2차 오디오 식별 

정보를 독출하여 '0'이 아니면 2차 오디오 그룹 정보로부터 2차 오디오 그룹의 시작 위치를 독출해서 원하는 2차 오디

오 위치를 계산한다(S409 단계). 이 원하는 2차 오디오 위치는 2차 오디오 그룹 시작 위치와 이 2차 오디오 그룹내 지

정된 2차 오디오 식별 정보를 가진 2차 오디오 이전에 위치한 2차 오디오들의 크기를 합하면 얻을 수 있다.

계산된 원하는 2차 오디오 위치 정보로부터 2차 오디오 데이터를 독출하고 복호화해서 2차 오디오를 재생한 후(S410

단계), 다음 재생할 정지화가 남아 있는지를 판단해서(S411 단계), 재생할 정지화가 남아 있으면 S403 단계로 진행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한다(S411 단계). 복수의 셀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서, 2차 오디오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S405 단계와 원오디오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S406 단계 대신에 

S402 단계에서 독출된 정지화 그룹 정보로부터 현재 재생될 정지화가 비디오 파트로만 이루어진 정지화인지, 원오디

오가 부가된 정지화인지, 2차 오디오가 부가된 정지화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비디오 파트로만 이루어진 정지화이면 S

403 단계, S404 단계를 수행하고, 원오디오가 부가된 정지화이면 S403 단계, S404 단계, S407 단계, S408단계를 

수행하고, 2차 오디오가 부가된 정지화이면 S403 단계, S404 단계, S409 단계, S410 단계를 수행한 후 S411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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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재생 방법의 다른 예에 따른 흐름도가 더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지화만 재생할 것인지, 정지화와 원오디오를 재생할 것인지 또는 정지화와 2차 오

디오를 재생할 것인지를 설정해서 설정된 모드에 따라 재생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최소한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정지화 및 이에 부가되는 원오디오 뿐만 아니라 2차 오디오 데

이터를 기록하고 재생시는 각각의 정지화 단위로 표시 및 편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2차 오디오를 이용하여 오디

오 데이터의 에프터 레코딩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록되는 비트스트림 순서대로 정지화 정보의 비디오 맵 및/또는 오디오 맵 정보를 구성함으로서 효

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및 재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상에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A/V)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되는 복수의 정지화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b) 상기 복수의 정지화를 그룹화하여 이를 위한 정지화 그룹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

(c) 상기 복수개의 정지화가 기록된 후, 상기 정지화들 중 원하는 정지화에 부가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정지

화와는 별도의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및

(d)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그룹 레벨에서 관리하기 위해,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와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를 가리키는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

함하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정보는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는 각각의 정지화 그룹 데이터가 시작되는 시작 위치 정보와 각각의 정지화 그룹내의 비디오 

파트 개수 정보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일반 정보와 각각의 정지화 그룹 내의 정지화의 위치 정보와 부가 오디오

를 가리키는 정보를 포함하는 각각의 정지화 그룹 내의 정지화를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정지화 그룹내의 상기 정지화의 위치 정보는 각각의 비디오 파 트의 크기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의 위치 정보에는 대응하는 정지화에 부가되는 부가 오디오를 위한 오디오 파트 크기 정보와 재생 시간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오디오를 가리키는 정보는 각각의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식별 정보와 각각의 부가 오디오 그룹내에서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들에 대응하는 원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정지화들 후에 연속해서 더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는 각각의 정지화 그룹 데이터가 시작되는 시작 위치 정보와 각각의 정지화 그룹내의 비디오 

파트 개수 정보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일반 정보와, 각각의 정지화 그룹 내의 정지화의 크기 정보, 원 오디오 데이

터의 크기 정보, 재생 시간 정보 및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가리키는 정보를 포함하는 정지화를 위한 정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에는 부가 오디오 그룹의 데이터가 시작되는 시작 위치 정보와 부가 오디오 그룹내의 부

가 오디오 데이터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 일반 정보와 각 부가 오디오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각

각의 부가 오디오를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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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정지화 데이터용 파일과 별도의 파

일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정지화 데이터용 파일내의 별도의 

영역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e) 상기 재생 정보에 따라 재생하고자 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f)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따라 상기 정지화들 중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제1 

위치의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 및

(g)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들 중 하나를 가리키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에 따라 해당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제2 위치의 부가 오

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서 정지화 그룹들 중 상기 원하

는 정지화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들 중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h) 상기 재생 정보에 따라 재생하고자 하는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를 판독 하는 단계;

(i)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따라 상기 정지화들 중 원하는 정지화 의 제1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제1 

위치의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 및

(j)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따라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의 원오디오의 제2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제2 

위치의 상기 대응하는 원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정지화 그룹들 중 상기

원하는 정비화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상기 원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계산된 정지화의 제1 위치와 상기 계산된 제1 위치에 있는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의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k) 상기 재생 정보를 판독하여 재생을 원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l)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를 체크하여, 상기 정지화가 비디오 파트로만 된 정지화인지, 원오디오 데이터가 부

가된 정지화인지, 또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m) 상기 판단된 결과가 비디오 파트로만 된 정지화인 경우, 상기 정지화들 중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해서,

계산된 제1 위치의 정지화를 재생하는 단계;

(n) 상기 판단된 결과가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인 경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와 부가 오디오 데이

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해서, 상기 계산된 제1 위치 및 제2 위치의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와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 및

(o) 상기 판단된 결과가 원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인 경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와 원오디오 데이터의 

제3 위치를 계산해서, 상기 계산된 제1 위치 및 제3 위치의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와 원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정지화 그룹들 중 상기

원하는 정지화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상기 원오디오 데이터의 제3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계산된 정지화의 제1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부가 오디오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해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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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p) 상기 재생 정보를 판독하여 재생하고자 하는 정지화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및

(q)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지화들 중 상기 원하는 정지화만 재생하거나, 

또는 상기 정지화 데이터와 대응하는 원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거나, 또는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와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와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q) 단계에서는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의 정지화 그룹 시작 위치와 찾고자 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

들의 크기를 합해서 얻어진 정지화를 재생하고, 상기 얻어진 정지화 위치와 찾고자 하는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 크기를

합해서 상기 대응하는 원오디오를 재생하고,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부가 오디오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해서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적어도 하나의 정지화 데이터를 갖는 제1 영역, 상기 정지화들 중 적어도 일부에 부가된 적어도 하나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갖는 제2 영역 및 상기 제1 영역에서의 정지화 데이터와 상기 제2 영역에서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제3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3 영역의 상기 연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정지화들과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들에 부가된 상

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영역의 정보는 상기 정지화들을 그룹 레벨로 관리하기 위해 복수개의 정지화들 그룹화하는 정지화 그룹 정

보와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그룹 레벨로 관리하기 위해 상기 복수개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는 정지화 그룹 각각의 시작 위치 정보와 각각의 정지 화 그룹내의 비디오 파트 개수 정보를 포

함하는 정지화 그룹 일반 정보와 상기 정지화들의 위치 정보와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를 가리키는 연결 정보를 포함하

는 각각의 정지화 그룹 내의 정지화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 그룹 각각의 상기 정지화들에 대한 위치 정보는 비디오 파트 각각의 크기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정지화 그룹 내의 정지화의 위치 정보에는 대응하는 정지화에 부가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위한 오디

오 파트의 크기 정보와 재생 시간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오디오를 가리키는 연결 정보는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식별 정보와 각각의 부가 오디오 그룹내에서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은 상기 정지화들 중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원오디오 데이터 를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

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는 각각의 정지화 그룹이 시작되는 시작 위치 정보와 각각의 정지화 그룹내의 비디오 파트 개

수 정보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일반 정보와 각각의 정지화 그룹의 정지화들의 크기 정보와, 상기 대응하는 원오

디오의 데이터의 크기 정보와 재생 시간 정보 및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를 가리키는 연결 정보를 포함하는 각각

의 정지화를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단계에서는 제1 영역의 정지화와, 상기 제3 영역에서의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제1 영역에서의 정지화 데이

터에 대응하는 원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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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복수개의 정지화와, 상기 복수개의 정지화들을 제1 개수의 그룹들로 나누기 위한 정지화 그룹 정보와, 정지화의 재생

에 관련된 재생 정보와, 상기 정지화들 중 원하는 정지화에 부가되고, 상기 정지화들과 별도의 영역에 저장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와,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제2 개수의 그룹들로 나누기 위한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와, 상기 원하

는 정지화에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정보는 

상기 정지화 그룹 정 보내에 포함되는 기록 매체상의 정지화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재생 정보에 따라서 재생되는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따라서 상기 정지화들 중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제1 위

치에 위치한 상기 정지화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들 중 하나를 나타내는 정보가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부가 오

디오 그룹 정보에 따라서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에 대한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제2 

위치의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서 정지화 그룹 들중 상기 원하

는 정지화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들 중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에

선행하 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상기 정지화들 중 적어도 일부 정지화들 후에 연속하여 기록된 원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들 중 하나를 나타내는 정보가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판

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따라서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에 대한 원 오디오 데이터의 제3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제3 위치의 상기 대응하는 원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정지화 그룹들 중 상기

원하는 정지화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상기 원오디오 데이터의 제3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계산된 정지화의 제1 위치와 상기 계산된 제1 위치에 있는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의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를 체크하여, 상기 정지화가 비디오 파트로만 된 정지화인지, 원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인지, 또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된 결과가 비디오 파트로만 된 정지화인 경우,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해서, 계산된 제1 위치

의 정지화를 재생하는 단계;

상기 판단된 결과가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인 경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와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해서, 상기 계산된 제1 위치 및 제2 위치의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와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

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된 결과가 원오디오 데이터가 부가된 정지화인 경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와 원오디오 데이터의 제3 

위치를 계산해서, 상기 계산된 제1 위치 및 제3 위치의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와 원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제1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정지화 그룹들 중 상기

원하는 정지화를 포함하는 정지화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상기 원오디오 데이터의 제3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계산된 정지화의 제1 위치와 상기 원하는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 크기를 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제2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부가 오디오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해서 얻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지화들 중 상기 원하는 정지화만 재생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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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기 정지화 데이터와 대응하는 원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거나, 또는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와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원하는 정지화 데이터와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를 재생하는 단계는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내의 정지화 그룹 시작 위치와 찾고자 하는 정지화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해서 얻

어진 정지화를 재생하고, 상기 얻어진 정지화 위치와 찾고자 하는 정지화의 비디오 파트 크기를 합해서 상기 대응하는

원오디오를 재생하고,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내에서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시작 위치와 상기 원하는 부가 오디

오에 선행하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합해서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36.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재생되는 정지화 그룹과 상기 정지화들의 재생 순서를 나타내는 셀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셀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및

상기 재생되는 정지화의 판독 및 디코딩후 상기 셀 정보에 따라 상기 정지화들 중 어떤 것이 재생될지 여부를 결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기록 매체상에 정지화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지화를 정지화 그룹으로 나누기위한 정지화 그룹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정지화 그룹들 중 하나의 시작 어드레스를

상기 기록 매체상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정지화들 중 하나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정지화에 대한 식별 정보를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에 할당

하고 저장하며, 상기 정지화의 크기를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에 기록하는 단계와;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부가 오디오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들 중 하나의 시작 어드레스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정지화들 중 대응하는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를 기록하고,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식별 

정보를 상기 부가오디오 그룹 정보에 할당하고 저장하며, 상기 하나의 정지화의 크기를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에 기

록하는 단계와;

상기 해당 정지화의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의 식별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해당 정지화의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내에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식별 정보를 연결 정보로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 그룹들 중 대응하는 정지화 그룹내의 정지화 수를 나타내는 제1 수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해당 정지화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수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 수가 임의의 정지화 그룹의 정지화의 제1 선정된 한도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킹하고, 상기 제1 수가 상기 

제1 선정된 한도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동일한 대응 정지화 그룹내에 다음 정지화에 대해 상기 생성 및 기록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들 중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내에 있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수를 나타내는 제2 수를 초

기화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 터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수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 수가 임의의 정지화 그룹 내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제2 선정된 한도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킹하고, 

상기 제2 수가 상기 제2 선정된 한도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동일한 대응 부가 오디오 그룹내에 다음 부가 오디

오 데이터에 대해 상기 생성 및 기록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해당 정지화를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전에 정지화들의 기록 시작 신호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었는지를 체

킹하고, 정지화들에 대한 상기 기록 시작 신호가 수신된 경우 상기 해당 정지화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정지화들의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록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해당 정지화가 재생가능하도록 상기 정지화 그룹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1 셀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기 전에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시작 신

호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었는지를 체킹하고,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시작 신호가 수신된 경우 상기 대응

하는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록을 종 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도록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셀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방법.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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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가 상기 해당 정지화 및 대응하는 원 오디오 데이터 모두를 기록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해당 정지화 후에 연속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원 오디오 데이터의 크기를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

에 순서대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정지화를 기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 그룹들 중 대응하는 정지화 그룹내의 정지화 수를 나타내는 제1 수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해당 정지화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수를 증가시키 는 단계와;

상기 제1 수가 임의의 정지화 그룹의 정지화의 제1 선정된 한도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킹하고, 상기 제1 수가 상기 

제1 선정된 한도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동일한 대응 정지화 그룹내에 다음 정지화에 대해 상기 생성 및 기록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들 중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내에 있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수를 나타내는 제2 수를 초

기화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수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 수가 임의의 정지화 그룹 내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제2 선정된 한도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킹하고, 

상기 제2 수가 상기 제2 선정된 한도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동일한 대응 부가 오디오 그룹내에 다음 부가 오디

오 데이터에 대해 상기 생성 및 기록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해당 정지화를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전에 정지화들의 기록 시작 신호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었는지를 체

킹하고, 정지화들에 대한 상기 기록 시작 신호가 수신된 경우 상기 해당 정지화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정지화들의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록을 종료할지 여 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해당 정지화가 재생가능하도록 상기 정지화 그룹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1 셀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기 전에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시작 신

호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었는지를 체킹하고,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시작 신호가 수신된 경우 상기 대응

하는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시작 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록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의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도록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셀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방법.

청구항 44.
정지화를 정지화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정지화 그룹 정보, 상기 정지화들 중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며 상기 정지화들

과 별도의 영역에 저장된 부가 오디오 데이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부가 오디오 그룹들로 나누기 위한 부가 오

디오 그룹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 상의 정지화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들 중 하나의 정지화에 대한 셀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판독된 셀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한 정지화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판독된 정지화 그룹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해당 정지화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시작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판독된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데이터를 판독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상기 정지화들 중 적어도 일부에 연속하여 저장된 원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한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 상기 해당 정지화후에 원 오디

오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부가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해당 정지화후에 연속하여 부가되었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원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정지화들을 정지화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정지화 그룹 정보, 상기 정지화 그룹들의 시작 어드레스, 상기 대응 정지화 

그룹내의 정지화들의 크기, 상기 정지화들 중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며 상기 정지화들과는 별도의 영역에 저장된 부가

오디오 데이터,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부가 오디오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 상기 부가 오

디오 그룹들의 시작 어드레스,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내의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들의 크기, 및 상기 정지

화들의 재생을 나타내는 셀정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 상의 정지화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지화들 중 하나의 정지화의 셀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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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응하는 정지화의 정지화 그룹의 시작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정지화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정지화 그룹내에서 상기 해당 정지화 이전의 모든 정지화들의 제1 크기를 결정하고, 상기 정지화 그룹

의 시작 어드레스와, 상기 제1 크기의 총합에 기초하여 상기 해당 정지화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기록 매체 상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의 상기 부가 오디오 글부의 시작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그룹내에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 이전의 모든 부가 오디오 데

이터의 제2 크기를 결정하고, 상기 부가 오디오 그룹의 시작 어드레스와 상기 제2 크기들의 총합에 기초하여 상기 해

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기 부가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상기 정지화들 중 적어도 일부후에 연속하여 저장된 원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부가 오디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해당 정지화후에 상기 

원 오디오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해당 정지화 후에 연속하여 부가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해당 정지화에 대응하는 상

기 원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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