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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 재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털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디지털 저장수단과,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
환하고, 상기 변환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화면 데이터를 상기 디지털 저장수
단에 기록하고, 상기 디지털 저장수단에 일정량 이상의 화면 데이터가 기록되면 일정량의 화면 데이터를 독출하고, 독
출된 화면 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과, 상기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자
기 테이프에 기록하고 자기 테이프에 기록된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일반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녹화기를 포함한다. 따라
서,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사용하여 감시영상신호를 정지화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여 장시간 기록할 수 있
으므로 영상 감시 시스템의 코스트를 다운시킬 있고, 재생시 하드 디스크에 일단 저장하였다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
기 때문에 고화질로 고속 검색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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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아날로그 영상 감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의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일반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재생이 가능한 영상 감시 시스템
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3의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 : 감시 카메라 32 : 스위칭수단

34, 44 :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수단 36 : 디지털 기록재생수단

38, 42 ;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 40 : 모니터

46 : 일반 VCR 48, 49 :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50 : 시스템 52 : 경보수단

216 ; 영상압축수단 222 : 영상신장수단

218, 220 : 인터페이스수단 226 : 인덱스 인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재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영상 감시 시
스템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와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사용하여 장시간 영상신호를 기록하고, 기록된 영상을 
고화질,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기록재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상 감시 시스템(VSS : VIDEO SECURITY SYSTEM)은 초기에는 카메라 한 대에 VCR 한 대씩을 연결하여 녹화하
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반 VCR에서는 정지화면을 녹화할 수 없고 동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테이프 당 녹화시간이 
매우 짧아서 장시간 녹화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늘어나는 테이프와 카메라 당 한 대씩 필요한 VCR 때문에,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스위칭시켜 주는 장비를 통하여 화면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순서대로 화면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감시를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4분할 장비(12)가 도입되어 하나의 모니터(16)의 스크린을 
4등분하여 4대의 카메라(10)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테이프의 수량을 줄이기 위하여 타
임 랩스(TIME LAPSE) VCR(14)이 개발되었다. 타임 랩스 VCR(14)은 화면을 일반적인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
로 사진을 찍듯이 녹화하여 테이프의 녹화시간을 늘여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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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감시 시스템은 화면의 전환시간이 더디고 테이프의 반복 사용으로 테이프의 자성물질
의 열화, 테이프 늘어짐 등으로 화질이 떨어지므로 기본 기능인 화면 인지 능력이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임 랩스 VCR은 비디오 테이프에 장시간 저장을 위하여 저속 기록을 위한 메카니즘 및 제어 구성상 장비 가격
이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에 비하여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시스템 코스트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이 소
개되고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은 복수의 카메라(20)로부터 스위칭수단(22)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여 퍼스널 컴퓨터(24) 상에서 화면처리와 화면전환을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모드
의 감시환경을 제공하고 뛰어난 화면 캡쳐기능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시영상을 테이프가 
아닌 퍼스널 컴퓨터(24)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반복 재생하더라도 화질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항상 깨끗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 랜덤검색이 가능하여 고속으로 원하는 장면을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는 아직까지는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여 다운되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백
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저장용량 대비 기록매체의 가격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HDD의 값이 비디오 
테이프에 비하여 값이 고가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감시영상을 디지털적으로 샘
플링하고 샘플링된 감시영상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고 저장된 감시영상 데이터를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
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기록함으로써 비디오 테이프에 장시간 기록이 가능하고 기록된 영상을 고화질, 고속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기록재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하여 장시간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영상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를 구비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의 고장에 대비할 수 있는 영
상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영상 기록재생장치는 디지털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
기 위한 디지털 저장수단과,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디지털 영상
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화면 데이터를 상기 디지털 저장수단에 기록하고, 상기 디지털 저장
수단에 일정량 이상의 화면 데이터가 기록되면 일정량의 화면 데이터를 독출하고, 독출된 화면 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과, 상기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자기 테이프에 기록하고 자기 테이프
에 기록된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디지털 저장수단은 대용량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광디스크 드라이버 또는 반도체 메모리 모듈로 구성할 수 있
다.

    
상기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은 ASIC으로 구성된 원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은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변환수단과, 변환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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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과, 메모리수단에 저장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고, 샘플
링된 화면 데이터를 압축하는 영상압축수단과, 영상압축수단을 통하여 압축된 데이터를 상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제공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정량 이상이면 저장된 압축 데이터를 독출하는 인터페이스수단과, 
인터페이스수단을 통해 독출된 압축 데이터를 신장하는 영상신장수단과, 신장된 데이터에 인덱스 정보를 부가하는 인덱
스 인코더와, 인덱스가 부가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의 기록방법은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제공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
계와, 디지털 영상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는 단계와, 샘플링된 화면 데이터를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와, 디지털 저장수단에 일정량의 화면 데이터가 저장되면 일정량의 화면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와, 독출된 화면 데
이터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에서 비디오 테
이프에 녹화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화면 데이터를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전에 화면 데이터를 압축하고, 디지털 저장수단으로부터 독출한 다
음에 압축된 데이터를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기 전에 독출된 화면 데이터에 인
덱스 정보를 부가하는 것이 재생시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재생방법은 상술한 기록방법으로 기록된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단계와, 재생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디지털 영상신호에 부가된 인덱스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와, 디지털 영상신호를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와, 추출된 인덱스 정보에 의한 독출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디
지털 저장수단에 저장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독출하는 단계와, 독출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화면표시 영상신호로 처리하는 
단계와, 처리된 화면표시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모니터에 디
스플레이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영상 감시 시스템은 복수의 감시용 카메라들과,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와, 모니터와, 하드 디스크 드라이
버와,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제 1 및 제 2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수단들과, 디지털 영
상신호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제 1 및 제 2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들과, 복수의 감시용 카메라들로
부터의 제공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상기 제 1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수단에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수단과, 제 1 및 제 
2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수단을 통하여 제공된 n개의 디지털 영상신호들과 상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로부터 독출된 화
면 데이터를 통합하여 n분할 화면처리하고 처리된 n분할 화면을 상기 제 1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에 제공하고, 상기 
제 1 또는 제 2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수단을 통하여 제공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고 샘플링
된 화면 데이터를 상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저장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저장된 화면 데이터들을 일정량씩 
독출하고, 독출된 일정량의 화면 데이터들을 상기 제 2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에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 기록재생수
단과, 녹화모드에서는 상기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제공된 영상신호를 스위칭하여 상기 디지털 영상 기록재생수단을 통하
여 하드 디스크에 초당 소정수 화면을 샘플링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일정량의 화면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의 비디오 테이프에 장시간 기록하고, 재생모드에서는 상기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재생된 영상신호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시키고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독출하여 상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제
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일반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재생이 가능한 영상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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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을 나타낸다. 영상 감시 시스템은 복수의 감시용 카메라들(30), 스위칭수단(32), 제 1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수
단(34), 디지털 기록재생수단(36), 제 1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38), 모니터(40), 제 2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수단
(42), 제 2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44),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46), 복수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 49), 
시스템 제어수단(50)을 포함한다.
    

도 4는 도 3의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4에서 제 1 아날로그 디지털 변
환수단(34)은 4분할 표시를 위한 4 채널 영상신호들을 디지털 변환하기 위한 4개의 비디오 디코더들(34a)과 녹화를 
위한 영상신호를 디지털 변환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더(34b)를 포함한다. 각 비디오 디코더들은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영상신호는 휘도신호(Y)와 색차신호(U,V)로 분리된다.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36)은 ASIC 원칩으로 구성한다.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36)은 크게 표시영상 처리부(
100), 녹화 및 재생영상 처리부(200), 시스템 인터페이스부(300)로 구분된다.

    
표시영상 처리부(100)는 4분할 표시화면을 만들어 출력하기 위한 것으로, 4개의 디지털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휘도신
호와 색신호를 4:2:2의 비율로 처리하는 CCIR656 포맷으로 디코딩하는 디코더(102), 디코딩된 영상 데이터의 수평 
및 수직 사이즈를 4분할 화면크기로 조정하는 스케일러(104), 입력버퍼(106), SDRAM(402)에 영상 데이터를 기입
하고 독출하기 위한 SDRAM 제어기(108), 출력버퍼(110), 줌처리부(112), OSD 처리부(114), 인코더(116)를 포함
한다. 스케일러(104)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로부터 독출된 영상 데이터가 제공된다.
    

    
녹화 및 재생영상 처리부(200)는 감시 카메라로부터 제공된 영상신호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
터를 독출하여 VCR에 제공하거나, VCR로부터 재생된 영상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재생화면을 처리한다. 
녹화 및 재생영상 처리부(200)는 비디오 디코더(34b)로부터 제공된 영상 데이터를 CCIR656포맷으로 디코딩하기 위
한 디코더(202), 입력버퍼(204), 재생 영상 데이터를 CCIR656 포맷으로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206), 인덱스 정보
를 추출하여 디코딩하기 위한 인덱스 인코더(208), 입력버퍼(210), SDRAM(404)에 영상데이터를 기입하고 독출하
기 위한 SDRAM 제어기(212), 출력버퍼(214), 영상압축수단(216), 하드 디스크 포맷기(218)와 하드 디스크 역포맷
기(220)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부, 영상신장수단(222), 멀티플렉서(224), 인덱스 디코더(226), CCIR656 인코더(22
8)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부(300)는 검출부(302), 마이컴 인터페이스부(50), 동기 발생기(306)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작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16개의 감시 카메라들(30)로부터 캡쳐된 감시영상신호는 스위칭수단(32)를 통하여 제 1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34)
에 제공된다. 스위칭수단(32)은 시스템 제어수단(50)의 스위칭 제어에 의해 원하는 감시 카메라들(30)을 스위칭한다.

디지털 변환된 복수의 CCIR656 포맷의 디지털 영상신호들은 4분할 사이즈로 각각 축소 스케일링되어 입력버퍼(106)
를 통하여 SDRAM(402)에 저장된다. SDRAM에 저장된 4분할 감시 영상 데이터는 출력버퍼(110)를 통하여 독출되
고, ZOOM 및 OSD 처리된 다음에 CCIR656 역포맷되어 제 1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38)에 전달된다. 아날로그 변환
된 4분할 감시 영상신호는 모니터(40)에 인가되어 스크린 상에 4분할 화면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이, 모니터링된 4분할 화면 중에서 녹화 이벤트가 발생되면, 시스템 제어수단(50)은 스위칭수단(32)에 스위칭 
제어명령을 내려보내서 해당 감시 카메라의 영상신호가 비디오 디코더(34b)에 입력되도록 제어한다. 비디오 디코더(
34b)에 입력된 영상신호는 디지털 변환되고 CCIR656 포맷으로 변환되어 입력버퍼(204)를 통해 SDRAM(404)에 실
시간적으로 저장된다.

 - 5 -



등록특허 10-0356007

 
SDRAM 제어기(212)에서는 시스템 제어수단(50)으로부터 제공된 독출 타이밍에 의해 초당 60매의 화면 중 5매의 화
면 데이터만 독출한다. 따라서, 초당 60매의 화면 데이터 중에서 5매의 화면 데이터들만이 샘플링되므로 시간축상으로 
1/12로 압축되게 된다.

출력버퍼(214)를 통하여 독출된 화면 데이터는 영상압축수단(216)에 전송되어 대략 1/10으로 압축된다. 즉, 대략 필
드마다 350k byte의 영상데이터가 평균적으로 35k byte의 영상데이터로 압축된다. 압축된 영상 데이터는 HDD 포맷
으로 포맷팅되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에 저장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는 카메라 번호별, 시간대별, 이벤트별로 분류되어 저장되거나 시간순
서대로 저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장분류는 검색시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는 일정량 단위, 예컨대 파일크기, 시간단위 등으로 독출되어 HDD 역
포맷기(220)를 통해 역포맷되고 영상신장수단(222)을 통해 압축이 해제되어 원래의 영상 데이터로 복원된다.

복원된 영상 데이터는 모니터(38)에 표시를 위해 스케일러(104)에 제공되거나 녹화를 위하여 멀티플렉서(224), 인덱
스 인코더(226), CCIR656 인코더를 거쳐서 제 2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42)로 제공된다. 인덱스 인코더(226)에서
는 비디오 테이프 상에서 영상신호의 위치를 인덱스하기 위한 정보로 수직 블랭킹 구간에 삽입된다.

제 2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42)를 통하여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는 일반 VCR(46)에 제공되어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다. 즉, 녹화된 영상신호는 필드 단위의 정지화면으로 녹화된다. 그러므로, 타임 랩스 VCR에서만 가능한 정지화
면의 녹화를 일반 VCR에서도 가능하게 되므로 타임 랩스 VCR과 비교하여 동일 이상의 장시간 영상정보를 녹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는 일반 VCR(46)에서 재생하면 재생된 영상신호는 제 2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44)
에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되어 CCIR656 디코더(206), 인덱스 디코더(208), 입력버퍼(210)을 거쳐서 SDRAM(4
04)에 기입된다. 기입된 데이터는 선입선출방식으로 독출되어 출력버퍼(214)를 거쳐서 영상압축수단(216), HDD 포
맷기(218)를 거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에 저장된다.

시스템 제어수단(50)으로부터 제공된 검색명령에 응답하여 디코딩된 인덱스를 참조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에 
저장된 대응하는 재생영상 데이터를 독출한다. 독출된 재생영상 데이터는 HDD 역포맷기(220), 영상신장수단(222)을 
거쳐서 스케일러(104)에 제공된다. 스케일러에 제공된 재생영상 데이터는 다른 영상 데이터와 합성되어 모니터(40)에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재생된 영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에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재저장한 다음에 재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불러내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드 디스크 상
에서 고속 검색 및 랜덤 억세스가 가능하고,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변환하여 모니터(40) 상에 표시하므로 화
질이 깨끗하고 선명하다.

시스템 제어수단(50)에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의 고장여부를 체크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의 고장시
에는 경보수단(52)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의 고장을 알린다. 그리고, 시스템 제어수단(50)에
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의 고장시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의 연결통로를 차단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
버(49)를 연결하여 감시 영상의 저장이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시스템 제어수단(50)에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48, 49)의 고장시에는 시간 압축없이 SDRAM(404)에 기입
된 화면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독출하여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46)에 녹화되도록 제어한다. 따라서, 하드 디스크 드
라이버의 고장시에는 감시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에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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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감시영상을 디지털적으로 시간 압축한 다음에 시간 압축된 영상 데이터를 아날
로그 방식으로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함으로써 일반 가정용 VCR을 사용하여 비디오 테이프에 장시간 녹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가정용 VCR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고, 재생시에는 다시 디지털적으로 영상신호
를 처리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선명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하드 디스크에 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벤트, 카메라, 시간대로 영상 데이터를 분류 저장하고 분류 저장된 영
상신호를 비디오테이프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재생시 하드 디스크에 재저장한 다음에 모니터
에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검색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를 구비함으로써 HDD의 고장 대책을 제공하고 HDD의 고장시에는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로 동영상을 녹화함으로써 HDD 고장으로 인한 감시 녹화 중단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디지털 저장수단;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화면 데이터를 상기 디지털 저장수단에 기록하고, 상기 디지털 저장수단에 일정량 이상의 화면 
데이터가 기록되면 일정량의 화면 데이터를 독출하고, 독출된 화면 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기
록/재생 제어수단; 및

상기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자기 테이프에 기록하고 자기 테이프에 기록된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일반 비디오 테
이프 녹화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는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제공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저장수단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기록/재생 제어수단은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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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환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매 화면단위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

상기 메모리수단에 저장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화면 데이터를 압축하는 영상
압축수단;

상기 영상압축수단을 통하여 압축된 데이터를 상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제공하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정량 이상이면 저장된 압축 데이터를 독출하는 인터페이스수단;

상기 인터페이스수단을 통해 독출된 압축 데이터를 신장하는 영상신장수단;

상기 신장된 데이터에 인덱스 정보를 부가하는 인덱스 인코더; 및

상기 인덱스가 부가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수단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제공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를 초당 소정 화면수로 샘플링하는 단계;

샘플링된 화면 데이터를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저장수단에 일정량의 화면 데이터가 저장되면 일정량의 화면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

독출된 화면 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에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 데이터를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전에 화면 데이터를 압축하고, 디지털 저장수단으
로부터 독출한 다음에 압축된 데이터를 신장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기 전에 독출된 화면 데이터에 인덱스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방법.

청구항 9.

정지화면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단계;

상기 재생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실시간적으로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에 부가된 인덱스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를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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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인덱스 정보에 의한 독출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독출하는 단
계;

독출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화면표시 영상신호로 처리하는 단계;

상기 처리된 화면표시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및

변환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
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된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 데이터를 디지털 저장수단에 저장하기 전에 화면 데이터를 압축하고, 디지털 저장수단으
로부터 독출한 다음에 압축된 데이터를 신장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를 
이용한 장시간 영상 기록된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11.

삭제

도면
도면 1

 - 9 -



등록특허 10-0356007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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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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