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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 개의 셀들로 분할된 영상 데이타, 상기 복수 개의 셀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 및 복수 개의 셀의 각각
에 대해 재생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플래그가 광 디스크에 기록된다. 재생 장치에서, 복수 개의 셀들이 
속성 정보에 의해 규정된 재생 순서에 기초하여 재생될 때, 플래그에 의해 재생이 금지되도록 규정된 셀은 재생되지 않
는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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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컨대, 압축된 영상 데이타, 부영상 데이타 및 음성 데이타와 같은 디지탈 데이타가 저장되는 향상된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영상 데이타를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에 저장하는 향상된 영상 데이
타 기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로부터 영상 데이타를 재생하는 향상된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기록되거나 재생된 영상 데이타에 대한 간단한 편집 작업을 쉽게 실행하는 것을 가
능케 한다.
    

    배경기술

당업계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음성 데이타 뿐만 아니라 영상 데이타도 예컨대, 음성 CD(콤팩 디스크)와 같은 
12㎝의 직경을 갖는 광 디스크에 압축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광 디스크의 이러한 유형으로서 예컨대, C
D-ROM(Read Only Memory)은 교육 분야에서 정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게다가, 최근, CD와 같은 직경을 갖는 광 디스크인 DAD-ROM 등이 개발되는데, 이들은 거의 2시간 분량의 영화, 8 종
류의 음성 데이타 항목에 해당하는 주영상 데이타 및 32종류의 캡션을 나타내는 부영상 데이타가 기록될 수 있다. 현재, 
영상 데이타용 국제 표준에 기초한 MPEG(Moving Picture Image Coding Experts Group) 2 압축 시스템 및 음성 
데이타용 AC-3 압축 시스템을 사용하는 DVD 표준이 제안된다.

DVD 표준에 따르면, MPEG 2 는 MPEC 2 시스템 층에 따른 영상 압축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AC-3 시스템 및 MPE
G 시스템은 음성 압축 시스템으로서 지원되고, 그리고 비트 맵 데이타를 실행 길이 압축함에 의해 캡션(caption)으로
서 얻는 부영상 데이타 및 빠른 이송(feeding) 및 빠른 복귀시의 재생과 같은 특별한 재생을 하는 제어 데이타(탐색 팩)
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게다가, DVD 표준에서, ISO(국제 표준화 기구) 9660 및 마이크로 UDF(국제 디스크 포맷)가 지원되어, 데이타는 예
컨대, 개인 컴퓨터 등의 사용에 의해서도 읽을 수 있다.

현재, 전술한 DVD-ROM과 같은 단지 광 디스크의 재생뿐만 아니라 데이타가 프로그램되거나 재기록될 수 있는 DVD
-RAM(Randum Access Memory)와 같은 광 디스크도 개발되고, 데이타를 상기의 광 디스크상에 기록하거나 또는 
광 디스크로부터의 재생하는 장치가 활발하게 개발된다.

DVD-RAM에 기록되거나 이로부터 재생되는 영상 데이타가 DVD 표준에 따라 편집되는 경우, 종래의 DVD-ROM에
서와 같은 감독(authoring) 시스템을 사용한 편집 작업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하게 되고, 감독 시스템을 위한 장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사용자들에게 부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본 발명의 목적은 기록되거나 재생된 영상 데이타에 간단한 편집 작업
을 쉽게 할 수 있는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 영상 데이타 기록 장치 및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는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로 분할된 영상 데이타를 기록하는 제1 영역, 상
기 제1 영역에 기록된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가 기록된 제2 영역 및 복수 개
의 단위 데이타 항목의 각각에 대해 데이타가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1 제어 정보가 기록된 제3 영역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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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타 기록 장치는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으로 분할된 영상 데이타,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
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 및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 각각에 대해 데이타가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1 제어 정보를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는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로 분할된 영상 데이타,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
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 및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각각에 대한 데이타들이 재생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1 제어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재생 수단은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이 속성 정보에 의해 규정된 재생 순서에 기초하여 재생될 때, 제
1 제어 정보에 의해 재생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단위 데이타 항목의 재생을 금지하는 제어 작업을 실행한다.

또한, 상기 재생 수단은 제어 동작을 실행하여,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이 속성 정보에 의해 규정된 재생 순서에 
기초하여 재생될 때, 제1 제어 정보에 의해 재생 금지가 규정된 단위 데이타 항목이 재생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의 구성에 의해,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목록의 각각에 대해 데이타가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제1 제어 정
보가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데이타 부분을 재생하거나 저장할 때에 불필요한 데이타 부분을 건너뛰
면서, 데이타를 재생하는 간단한 편집 작업이 종래의 경우와 같은 감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대한 추가의 목적 및 장점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상세한 설명에 의해 자명해지는 부분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알게 될수도 있다.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본 명세서에서 특히 설명되는 조합 및 장비
에 의해 알게 되거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첨부되는 도면은 본 명세서에 합체되어 그 일부가 되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며, 전술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후술되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기록/재생 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도 2A 내지 도 2H는 광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타의 계층적 구조를 도시한 도표.

도 3A 및 도 3B는 편집 제어 정보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표.

도 4는 셀 재생 정보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표.

도 5a 내지 도 5d는 PGC 정보에 기초한 셀 재생 작업을 도시한 도표.

도 6은 광 디스크의 데이타 기록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

도 7은 광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상기 데이타 재생 작업에서의 셀 재생 처리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

도 9는 간단한 편집을 위한 플래그를 설정하는 편집 모드의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

도 10a 및 도 10b는 타이틀 메뉴 화면 및 각 타이틀에 대한 상세 정보 화면을 도시한 도표.

도 11은 불필요 부분을 삭제하거나 저장하는 작업을 도시한 도표.

도 12는 삭제 부분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 삭제 부분 참조 테이블을 도시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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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삭제 부분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 실행되는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

도 14는 삭제 부분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 실행되는 다른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

도 15는 연속되는 셀들 사이의 경계들이 GOP의 중간 부분에 놓여 있는 경우를 도시한 도표.

도 16은 MPEG 표준에서 GOP 중의 하나에 대한 한 프레임 구조예를 도시한 도표.

도 17은 재생될 셀의 헤드 부분이 GOP의 중간 부분에 놓인 경우 실행되는 재생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

    실시예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도 1은 DVD-RAM과 같은 광 디스크(11)상
에 또는 광 디스크(11)로부터 데이타를 기록/재생하는 기록/재생 장치를 도시한다.

기록/재생 장치는 주로 주MPU(연산 처리부; 12)에 의해 제어된다. 주 MPU(12)는 사용자로부터 작동부(13)를 통하
여 요청을 수신하면, 기록/재생 장치를 제어하고 표시부(14)상에 제어 상태를 표시한다.

광 디스크(11)는 주 MPU(12)의 명령에 따라 구동되는 디스크 드라이버(11)에 의해 제어된다. 디스크 드라이버(15)
는 디스크 모터 및 회전 서보 회로(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미리 설정한 회전 속도로 광 디스크(11)를 회전하고 구
동하는 기능 및 광 헤드 및 서보 회로(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광 디스크(11)에 데이타를 프로그램하거나 광 디스
크(11)로부터 데이타를 읽어 오는 기능을 갖는다.

광 디스크(11)의 기록 작업을 설명한다. 먼저, 주 MPU(12)가 작동부(13)로부터 기록 명령을 수신하면, 주 MPU는 
디스크 드라이버(15)를 통하여 광 디스크(11)로부터 관리 데이타를 읽고 프로그램될 데이타가 있는 영역을 결정한다.

다음, 주 MPU(12)는 결정된 영역의 프로그램 개시 주소를 디스크 드라이버(15)에 설정하여, 기록 작업을 위한 준비
를 완성한다. 또한, 주 MPU(12)는, 기록/재생 장치가 기록 작업 또는 재생 작업을 실행할 때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시
간을 카운팅하는 타이머인 STC(시스템 시간 카운터;16)를 다시 설정한다.

외부 A/V(음성/영상) 입력부(17)로부터 공급되는 영상 신호 및 음성 신호 또는 TV(텔레비젼) 튜너(18)로부터 공급
되는 영상 신호 및 음성 신호는 인코더(19)로 구성되는 A/D(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20)로 공급되고 디지탈 형태로 
변환되어, 다음 영상 인코더(21) 및 음성 인코더(22)로 공급된다. 또한, TV 튜너(18)로부터 얻는 텍스트 방송의 텍스
트 신호 및 폐쇄 캡션 신호가 부영상 인코더(23)로 공급된다.

인코더(21, 22, 23)는 입력 신호들을 압축 처리하여 패킷 형태로 설정하고, 이 패킷을 포매터부(24)로 출력한다. 이 
경우, 각 패킷은 분리되어 형성됨으로써, 패킷이 후에 팩으로 분할될 때, 하나의 팩이 2048 바이트를 갖도록 한다. 또
한, 각각의 인코더(21, 22, 23)는 STC(16)의 카운트 값에 기초하여 각 패킷의 PTS(Time Stamp Presentation) 및 
DTS(Decoding time Stamp)를 결정한다.

포매터부(24)는 입력 패킷 데이타를 팩 형태로 설정하고, 이 팩을 각 GOP(화상 그룹)에 대해 배열 처리하고, 탐색 팩
을 GOP의 헤드 부분에 첨부하고, 그리고 이것을 데이타 처리기(25)로 출력한다. 이 경우, 포매터 부(24)의 처리가 실
행되는 동안 패킷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버퍼 메모리(26)가 사용된다.

데이타 처리기(25)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16개의 팩에 대해 인코더(19)로부터 나오는 데이타 출력을 수집하고, 각 
그룹에 ECC를 첨부하여, 이를 디스크 드라이버(15)로 출력한다.

그런데, 디스크 드라이버(15)가 데이타 기록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지 않았으면, 데이타 처리기(25)는 데이타를 일시 
저장 장치(27)에 유지하고, 디스크 드라이버(15)가 데이타 기록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며, 데이타 기록
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데이타를 디스크 드라이버(15)로 전송하여 광 디스크(11)에 데이타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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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저장부(27)는 고속 접속으로 몇 분간 또는 그 이상 기록 데이타를 유지하므로, 대기억 용량을 갖는 일시 저장부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타 처리기(25)는 탐색 팩에서 빠른 이송 및 빠른 복귀를 하는 데이타 항목들이 저장되는 광 
디스크(11)의 영역에 각 탐색 팩의 주소 데이타를 기록하고, 데이타 기록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광 디스크(11)의 관
리 영역에 필요 정보를 기록하고, 다음 기록 작업을 종료한다.

다음, 광 디스크(11)의 재생 작업을 설명한다. 먼저, 주 MPU(12)가 작동부(13)로부터 재생 명령을 수신하면, 디스크 
드라이버(15) 및 데이타 처리기(25)를 통하여 광 디스크(11)의 관리 영역의 데이타를 읽고, 데이타 재생시에 사용되
는 주소를 결정한다.

이 후, 주 MPU(12)는 결정된 주소 및 판독 명령을 디스크 드라이버(15)로 출력한다. 다음, 디스크 드라이버(15)는 
입력 판독 명령에 기초하여 광 디스크(11)로부터 섹터 데이타를 판독하고 이를 데이타 처리기(25)로 출력한다.

이 경우, 데이타 처리기(25)는 입력 섹터 데이타를 오류 정정 처리하고, 이 데이타를 팩 데이타 형태로 변환한 후, 데이
타를 디코드(28)를 구성하는 분리부(29)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이 분리부(29)는 입력 패킷 데이타를 영상 패킷 데이
타, 음성 패킷 데이타 및 부영상 패킷 데이타로 분리한다.

다음, 영상 패킷 데이타, 음성 패킷 데이타 및 부영상 패킷 데이타가 각각 영상 디코더(30), 음성 디코더(32) 및 부영
상 디코더(32)로 공급된다. 이 경우, 탐색 팩은 분리부(29)의 내장 메모리(29a)에 유지되어, 주 MPU(12)에 의해 처
리되도록 하며, 따라서 주 MPU(12)가 탐색 팩에 항상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분리부(29)에 의해 분리된 패킷 데이타 목록들이 각각 디코더(30, 31, 32)로 전송되면, PTS가 STC(16)상에 로딩(
loading)된다. 이 로딩 처리는 예컨대, 주 MPU(12)가 탐색 팩의 PTS를 STC에 로딩하도록 하거나 영상 디코더(30)
가 영상 데이타의 PTS를 STC에 자동적으로 로딩하도록 함에 의해 실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디코더(30, 31, 32)가 패킷 데이타에 있는 PTS의 값들과 STC(16)의 카운트 값과 비교하면서, 즉 P
TS의 값과 동기되는 동안, 패킷 데이타 재생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 디코더(30) 및 부영상 디코더(32)에서 재생 처리된 영상 데이타 및 부영상 데이타가 영상 처리기(33)로 
공급되어 합성되고, 다음 D/A 변환기(34)에 의해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된다. 또한, 음성 디코더(31)에서 재생 처리된 
음성 데이타도 D/A 변환기(35)에 의해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된다. 다음, D/A 변환기(34, 35)의 출력들은 A/V 출력
부(36)를 통하여 외부로 출력된다.

도 2A 내지 도 2H는 광 디스크(11)에 기록된 데이타의 구조를 도시한다. 즉, 도 2A에 도시된 광 디스크(11)는 도 2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가장자리면(11a)로부터 외부 가장자리 면(11b)까지 리드 인 영역(101), 데이타 영역(10
2) 및 리드 아웃 영역(103)의 순서로 나뉘어진다.

리드 인 영역(101)은 광 굴절 표면이 불규칙한 형태로 형성된 엠보스드(embossed) 데이타 영역, 표면이 평탄한 유리 
표면처럼 형성된 미러 영역및 데이타를 다시 쓸수 있는 재기록 데이타 영역으로 분할된다.

또한, 데이타 영역(102)은 데이타가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고 반복하여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데이타 영역을 포함한다. 
리드 아웃 영역(103)은 데이타가 반복하여 기록될 수 있는 재기록 데이타 영역을 포함한다.

타입, 크기, 기록 밀도, 광 디스크의 기록 시작 및 기록 종료 지점을 나타내는 물리적 섹터 번호와 같은 광 디스크의 전
반에 관한 정보, 기록력, 기록 펄스폭, 삭제력, 재생력 및 기록 삭제시의 선형 속도와 같은 기록/재생/삭제 특성에 관한 
정보 및 제조 번호와 같은 광 디스크의 제조 공정에 관한 정보들이 리드 인 영역(101)의 엠보스드 데이타 영역에 기록
된다.

각 광 디스크에 내재된 디스크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영역, 데이타의 기록 및 삭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트라이얼 기록 영역 및 데이타 영역의 결함 영역에 관한 관리 정보가 기록된 영역이 리드 인 영역(101) 및 리드 아웃 
영역(103)의 재기록 데이타 영역에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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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 영역(102)에, 컴퓨터 데이타를 기록하는 2개의 컴퓨터 영역(104, 105) 및 
음성 및 영상 데이타를 기록하는 음성 및 영상 데이타 영역(106)이 설정되고, 컴퓨터 데이타 및 음성과 영상 데이타가 
데이타 영역에 함께 기록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 데이타 및 음성 및 영상 데이타의 기록 순서 및 기록 정보 크기가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다.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 및 영상 데이타 영역(106)은 볼륨 & 화일 관리자 정보(107), 제어 관리자 정보(10
8), 영상 오브젝트(109), 화상 오브젝트(110), 음성 오브젝트(111) 및 텍스트 & 정보 오브젝트(112)를 포함한다.

볼륨 & 화일 관리자 정보(107)는 음성 및 영상 데이타의 볼륨 또는 화일의 전반에 관한 정보이다. 영상 오브젝트(10
9)는 영상 데이타의 내용에 관한 정보이다. 화상 오브젝트(110)는 정지 또는 슬라이드와 같은 정지 화상 또는 사용자
가 보기를 원하는 영상 데이타의 장면를 검색하거나 편집하기 위한 개략 화상의 정보이다. 음성 오브젝트(111)는 음성 
데이타의 내용의 정보이다. 텍스트 & 정보 오브젝트(112)는 텍스트 방송의 텍스트 신호 또는 다른 정보이다.

제어 관리자 정보(108)는 데이타의 기록, 재생, 편집 및 검색과 같은 여러 가지의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제어 정보이며, 
도 2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관리자 정보(108)는 재생 제어 정보(113), 기록 제어 정보(114), 편집 제어 정보(1
15) 및 개략 화상 관리자 정보(116)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재생 제어 정보(113)는 재생할 때에 필요한 제어 정보이다. 기록 제어 정보(114)는 기록할 때에 필요한 
제어 정보이다. 개략 화상 관리자 정보(116)는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는 영상 데이타의 화면을 검색하거나 편집하는 개
략 화상에 관한 관리 정보이다.

편집 제어 정보(115)는 편집할 때에 필요한 제어 정보이며, PGC 및 셀에 기초하여 재생 순서를 결정하는 도 3A에 도
시된 PGC(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과 같은 데이타 구조를 갖는다. 즉, PGC는 복수 개의 셀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
는 유닛을 지시하여 일련의 재생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며, 셀은 개시 주소 및 종료 주소에 의해 규정된 재생 데이타의 
재생 세그먼트를 지시한다.

PGC 정보 테이블은 PGC 정보 관리 정보(117), PGC 정보의 n 개의 검색 포인터 #1(1181) - #n(118n), 및 더스트 
#1(1191) - #n(119n)에 대한 n 개의 PGC 정보 항목들을 포함한다.

PGC 정보 관리 정보(117)는 PGC의 수를 나타내는 정보(PGC 정보의 수)를 포함한다. PGC 정보에 대한 n 개의 검색 
포인터 #1 (1181) - #n (118n)는 각각 더스트 #1 (1191) - #n (119n)에 관한 PGC 정보 항목의 개시 주소를 가
르킴으로써, 더스트 #1 (1191) - #n (119n)에 관한 PGC 정보 항목에 대한 검색을 단순화한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스트 #1 (1191) - #n (119n)에 관한 PGC 정보 항목의 각각은 PGC 일반 정보(120) 
및 m 셀 재생 정보 항목 #1 (1211) - #m (121m) 을 포함한다.

이 경우, PGC 일반 정보(120)는 PGC 재생 시간 및 셀의 수를 나타내는 정보(셀 재생 정보의 개수)를 포함하며, 그리
고 도 2H에 도시된 바와 같이 PGC 식별 정보(122)를 포함한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 재생 정보 항목 #1 (1211) - #m (121m) 의 각각은 셀 일반 정보(123), 셀 개시 
주소(124), 셀 종료 주소(125) 및 셀 타입(126)을 포함한다.

셀 일반 정보(123)는 셀의 재생 시간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셀 개시 주소(124) 및 셀 종료 주소(125)는 
각각 셀로서 재생되는 세그먼트의 개시 주소 및 종료 주소를 나타낸다. 셀 타입(126)에는, 셀에 대한 재생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정보(플래그)가 기술되는데, 후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

재생 세그먼트 A, B, C, D, E, F는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디스크(11)에 기록되는 데이타의 셀로서 규정된다. 다
음, 연속되는 재생 세그먼트를 규정하는 세 개의 셀 A, B, C가 예컨대,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스트 #1 (1191)의 
PGC 정보에 기술된다면, 셀 A, B, C 의 재생 작업이 이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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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간 재생 세그먼트를 규정하는 세 개의 셀(D, E, F)이 더스트 #2 (1192)의 PGC 
정보에 기술된다면, 셀(D, E, F)의 재생 작업이 이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실행된다. 또한,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재
생 방향과 관계없고 재생이 중복되는 재생 세그먼트를 규정하는 다섯 개의 셀(E, A, D, B, E)이 더스트 #3 (1193)의 
PGC 정보에 기술된다면, 셀(E, A, D, B, E)의 재생 작업이 이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실행된다.

다음, 셀 타입(126)이 설명된다. 셀 타입(126)은 1 바이트(8 비트)로 만들어지는데, 예컨대, '00(h : 16진법 표기)' 
의 경우는 재생할 수 있는 상태 및 삭제 금지(정상), '01(h)'의 경우는 재생 금지 및 삭제 금지 (더스트 박스 시퀀스) 
및 'FF(h)'의 경우는 삭제 가능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셀 단위에 대해 재생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더스트 #1 (1191) - #n (119n)에 대한 PGC 정보 항목의 각각에 포함된 PGC 일반 정보(120)에 있는 PGC 
식별 정보(122)에는, 더스트 #1 (1191) - #n (119n)에 대한 PGC 정보 항목에 의해 규정된 셀에 대한 일련의 연속
되는 재생 처리들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술된다.

즉, PGC 식별 정보(122)는 1 바이트로 만들어지는데, 예컨대, '00(h)' 의 경우는 재생 가능 상태 및 삭제 금지(정상), '
01(h)'의 경우는 삭제 가능 상태 및 '11(h)'의 경우는 재생 금지 및 삭제 금지 (더스트 박스 시퀀스) 를 나타낸다. 따
라서, 각 PGC 단위에 대해 재생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도 3A에 도시된 PGC 정보 테이블에 있는 PGC 정보 관리 정보(117)에는, 불필요한 데이타, 즉 재생 금지 및 삭
제 금지의 상태 또는 셀 타입(126)의 플래그 및 PGC 식별 정보(122)에 의해 삭제 가능 상태로 설정된 데이타가 PGC 
정보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 DUST_DAT 플래그가 포함된다. 플래그 DUST_DAT 플래그는 1 
바이트로 만들어지며, 예컨대 '00(h)'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데이타가 없음을 나타내고, '01(h)'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데이타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셀 타입(126)의 플래그 또는 PGC 식별 정보(122)의 플래그가 과거에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 즉, 편집 이력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나타내는 플래그 DUST_EDIT 플래그가 PGC 정보 관리 정보(117)에 포함된다.

플래그 DUST_EDIT 플래그는 1 바이트로 만들어지며, 예컨대 '00(h)'의 경우에는 편집 이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01
(h)'의 경우에는 편집 이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컨대, 일련의 복수 개의 PGC 가 있는 각 타이틀에 대한 불필
요한 데이타의 존부 또는 편집 이력의 존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PGC 정보 관리 정보(117), PGC 식별 정보(122) 및 셀 타입(126)에 있는 플래그들을 적절히 설정함에 의해, 
종래의 경우에서처럼 감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생 처리시 불필요한 데이타 부분을 건너띄거나 불필요한 데이
타 부분을 저장하는 단순한 편집 작업을 쉽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편집 작업을 실행하고 편집된 데이타를 연결부 없이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데이타의 효율적인 삭제하기 위하여, 데이타를 기록할 때에 셀을 GOP의 단위로 셀들을 먼저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편집 기능에서의 최소 편집 단위는 셀이므로, 예컨대 약 0.5 초의 짧은 고정 길이로 셀 길이를 설정하는 
동안 데이타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편집 범위를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설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 6은 광 디스크(11)에 대한 데이타 기록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기록 명령이 주 MPU(12)에 의해 수신되
어 처리가 시작되면(단계 S1), 주 MPU(12)는 단계 S2에서 관리 데이타를 광 디스크(11)로부터 읽고, 단계 S3에서 
광 디스크(11)의 관리 영역으로 프로그램될 미리 설정된 데이타를 형성하고, 단계 S4에서 기록을 위한 초기화를 실행
한다.

기록을 위한 초기화, 예컨대 인코더(21, 22, 23)의 초기화, STC(16)의 재설정 작업, 프로그램 개시 주소를 디스크 드
라이버(15)로 설정하는 작업 및 예컨대, 더미 팩의 삽입 설정 작업이나 셀 분할 시간 설정 작업과 같은 포매터 부(24)
의 초기화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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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주 MPU(12)는 단계 S5에서 인코더(21, 22, 23)의 각각에 대해 기록 개시 명령을 설정하고 광 디스크(11)에 
데이타 기록 작업을 개시한다. 기록 작업에서, 주 MPU(12)는 단계 S6에서 동작부(13)의 기록 종료 키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록 종료 키가 작동하지 않으면(NO), 단계 S7에서 광 디스크(11)의 잔류 기록 용량을 계산한다.

다음, 주 MPU는 단계 S8에서 잔류 기록 용량이 미리 설정된 양보다 적은지 여부를 결정하고, 단계 S9에서 잔류 기록 
용량이 미리 설정된 양보다 적음(예)이 이 결정되면 경고 처리를 실행하고, 예컨대 표시부(14)에 광 디스크(11)의 잔
류 기록 용량이 적음을 표시한다.

이 후, 주 MPU(12)는 단계 S10에서 광 디스크(11)의 잔류 기록 용량이 다 소모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광 디스크
(11)의 잔류 기록 용량이 다 소모되지 않았으면(아니오) 단계 S6을 실행한다. 또한, 단계 S10에서 광 디스크(11)의 
잔류 기록 용량이 다 소모되었음(예)이 결정되거나, 단계 S6에서 기록 종료 키가 작동되면(예), 단계 S11에서 주 MP
U(12)는 기록 종료 처리를 실행한다.

기록 종료 처리에서, 인코더(21, 22, 23) 및 포매터 부(24)의 초기화 처리 및 PGC 및 가능 용량에 관한 정보 및 단계 
S3에서 형성된 데이타를 광 디스크(11)의 관리 영역에 프로그램하는 처리가 제공된다.

다음, 단계 S12에서 주 MPU(12)는 PGC 정보 관리 정보(117), PGC 식별 정보(122) 및 셀 타입(126)의 모든 플래
그들을 초기값인 '00(h)'로 설정하고, 단계 S13에서 이 처리들을 종료한다.

도 7은 광 디스크(11)에 대한 데이타 재생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단계 S14에서 재생 명령이 주 MPU로부
터 수신되면 처리가 시작되고, 단계 S15에서, 주 MPU(12)는 기록/재생 장치에 적합한 올바른 광 디스크(11)가 그 위
에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올바른 광 디스크(11)가 탑재되지 않았음(아니오)이 결정되면 단계 S16에서 오류 
처리를 실행하고, 단계 S17에서 처리를 종료한다.

단계 S15에서 올바른 광 디스크(11)가 탑재되었음(예)이 결정되면, 단계 S18에서 주 MPU(12)가 광 디스크(11)로
부터 관리 데이타를 읽고, 단계 S19에서 재생될 타이틀 세트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다음, 단계 S20에서 주 MPU(11)
는 광 디스크(11)로부터 영상 타이틀 세트 정보를 읽고, 단계 S21에서 재생될 타이틀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단계 S22에서 주 MPU(12)는 재생될 프로그램 번호 및 셀 번호를 결정한 후, 단계 S23에서 디코더(30, 31, 32)를 초
기화하고, 단계 S24에서 전 처리 명령을 실행하고, 다음 단계 S25에서 후술될 셀 재생 처리를 실행한다. 셀 재생 처리
에서, 단계 S26에서 주 MPU(12)는 셀이 마지막 셀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단계 S27에서 셀 번호를 증가하고, 만약 마
지막 셀이면 단계 S25로 돌아간다.

    
또한, 단계 S26에서 셀이 마지막 셀임(예)이 결정되면, 단계 S28에서 주 MPU(12)는 PGC 정지 처리를 실행하여 설
정된 시간 주기동안 정지 화면을 표시하고, 단계 S29에서 후 처리 명령을 실행하고, 다음, 단계 S30에서 재생 처리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재생 처리가 종료되지 않았으면(아니오) 주 MPU(12)는 단계 S24로 돌아가고, 
만약 재생 처리가 종료되었으면(예) 단계 S31에서 주 MPU(12)는 재생 처리의 종료 시점에서 처리를 실행하고 단계 
S32에서 처리를 종료한다.
    

도 8은 단계 S25의 셀 재생 처리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단계 S33에서 처리가 시작되면, 단계 S34에서 주 
MPU(12)는 셀 재생 처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셀 재생 처리가 시작되지 않았으면(아니오), 단계 S
35에서 주 MPU(12)는 영상 오브젝트 유닛이 연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영상 오브젝트 유닛이 연속되지 않음(아니오)이 결정되거나 단계 S34에서 셀 재생 처리가 시작되었음(예)이 결
정되면, 단계 S36에서 주 MPU(12)는 PGC의 정보에 기초한 재생 개시 주소를 결정하고, 단계 S37에서 데이타 판독 
명령을 디스크 드라이버(15)에 설정한다.

단계 S37 후에 또는 단계 S35에서 영상 오브젝트 유닛이 연속됨(예)으로 결정되면, 단계 S38에서 주 MPU(12)는 탐
색 팩을 페치하고, 단계 S39에서 동기화 정보를 설정하고, 이어서 단계 S40에서 PGC 정보의 패킷 처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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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S41에서 주 MPU(12)는 영상 오브젝트 유닛의 정지 표시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 
영상 오브젝트 유닛이 표시되었으면(예), 단계 S42에서 오브젝트인 영상 오브젝트 유닛의 재생이 종료될 때까지 주 M
PU(12)는 대기하고, 단계 S43에서 영상 오브젝트 유닛에 대해 정지 처리를 실행하여, 재생 키 등이 작동할 때까지 정
지 작업을 계속한다.

단계 S43 후에 또는 단계 S41에서 영상 오브젝트 유닛의 정지 표시가 실행되지 않음(아니오)이 결정되면, 단계 S44에
서 주 MPU(12)는 그것이 셀의 최종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셀의 최종 부분이 아니면, 주 MP
U(12)는 단계 S38로 돌아간다.

만약 그것이 셀의 마지막 부분이면(예), 단계 S45에서 오브젝트인 영상 오브젝트 유닛에 대한 재생이 종료될 때까지 
주 MPU(12)는 대기하고, 단계 S46에서 셀 정지 처리를 실행하여 미리 설정된 시간 주기동안 정지 표시를 실행하고, 
다음, 단계 S47에서 처리를 종료한다.

도 9는 사용자가 PGC 정보 관리 정보(117), PGC 식별 정보(122) 및 셀 타입(126)의 플래그를 설정하는 편집 모드
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편집 모드에서, 먼저, 정상 재생이 실행되고, 사용자는 정지 재생을 실행하거나 각 프레임을 재생함에 의해 불필요한 부
분의 개시 화상을 선택한다. 이 경우, 편집 가능한 최소 범위가 각 셀에 대해 설정된다. 그래서, 기록/재생 장치는 셀의 
제1 정지 화상이 정지 재생 또는 각 프레임에 대한 재생으로 재생된 후 사용자가 화상을 선택하고 선택된 셀의 번호가 
저장되는 모드로 설정된다.

이와 유사하게, 불필요한 부분의 종료 화상이 선택된다. 그런데, 이때 기록/재생 장치는 셀의 마지막 정지 화상이 정지 
재생 또는 각 프레임의 재생을 다시 재생하고 사용자가 화상을 선택한 후 선택된 셀의 번호가 저장되는 모드로 설정된
다.

즉, 단계 S48에서 편집 모드는 광 디스크(11)의 재생 상태로 시작된다. 다음, 단계 S46에서 주 MPU(12)는 셀의 헤
드 부분이 정지 재생의 순간에 재생되는 상태로 먼저 전환되고, 단계 S50에서 사용자에 의한 키 입력이 수신되는 상태
로 설정된다.

이 후, 단계 S51에서 주 MPU(12)는 그것이 정지 재생 모드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
지 재생 모드가 아니면(아니오), 단계 S52에서 그것이 다른 특별한 재생을 포함하는 재생 모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것이 특별한 재생 모드로 설정되었으면(예), 주 MPU(12)는 단계 S50으로 돌아가고, 만약 그것이 특별한 재생 
모드가 아니면(아니오), 단계 S53에서 미결정 불필요 범위 정보(플래그)를 클리어하고, 단계 S54에서 처리를 종료한
다.

단계 S51에서 정지 재생 모드로 설정되었음(예)으로 결정되면, 주 MPU(12)는 단계 S55에서 PGC 식별 정보(122) 
및 셀 타입(126)의 플래그를 재생 금지 상태로 설정하는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작업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아니오), 단계 S50으로 되돌아 간다.

단계 S55에서 작업이 실행되었음(예)이 결정되면, 주 MPU(12)는 단계 S56에서 셀에 대해 동일한 작업이 선행 사이
클에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 동일한 작업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아니오), 단계 S57에서 PGC 식
별 정보(122) 및 셀 타입(126)의 플래그 내용을 불필요한 범위의 시작 셀로 결정하고, 단계 S58에서 정지 재생시에 
셀의 마지막 부분을 재생하는 상태로 전환하고, 다음, 단계 S50으로 돌아간다.

또한, 단계 S56에서 동일 작업이 선행 사이클에서 셀에 대해 실행되었음(예)이 결정되면 단계 S59에서 현재 사이클에
서의 셀 번호가 선행 사이클에서의 셀 번호와 같은지 여부 또는 현재 사이클에서의 셀이 선행 사이클에서의 셀 뒤에 놓
여있느지 여부를 주 MPU(12)가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 결정의 결과가 '아니오'이면 단계 S60에서 현재 사이클의 셀 
및 선행 사이클의 셀에 대한 불필요 범위 정보(플래그)를 클리어하고, 단계 S49로 돌아간다.

 - 9 -



등록특허 10-0324159

 
단계 S59에서 결정의 결과가 '예'이면, 단계 S61에서 주 MPU(12)는 불필요 범위의 최종 셀에 대한 PGC 식별 정보(
122) 및 셀 타입(126)의 플래그 내용을 결정하고, 단계 S62에서 이것을 광 디스크(11)에 기록한다. 이 다음, 주 MP
U(12)는 PGC 정보 관리 정보(117)에 대한 플래그를 형성하고, 단계 S63에서 이것을 광 디스크(11)에 기록하고, 다
음, 단계 S49로 돌아간다.

    
다음, 편집 화상에서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이를 원래 타이틀로 저장하는 작업을 설명한다.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틀 메뉴를 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화면상의 타이틀의 목록을 인식할 수 있다. 이때, 기록/재생 
장치는 PGC 정보 관리 정보(117)의 플래그 DUST_DAT 플래그를 참조하여, 편집후에 생성된 불필요한 데이타가 타
이틀에 남겨져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타이틀에 대한 불필요한 데이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타이틀 메뉴상에 표시한다.
    

만약, 사용자가 타이틀 메뉴에서 특별한 타이틀을 선택하여 '이 타이틀에 대한 상세 정보 개시'를 설정하면, 기록/재생 
장치는 PGC 식별 정보(122) 및 셀 타입(126)의 플래그를 참조하고,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면상에 선택된 타
이틀의 불필요한 부분의 상세 정보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각 타이틀에 대한 상세 정보의 화면을 보고, 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또는 저장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삭제
가 선택되면, 기록/재생 장치는 오브젝트 불필요 범위에 있는 셀 타입(126)의 내용 '01(h)'를 'FF(h)'로 다시 쓰고, 오
브젝트 불필요 범위에 있는 PGC 식별 정보(122)의 내용 '11(h)'를 '01(h)'로 다시 쓰고,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작업
을 완료한다.

만약 저장이 선택되면, 기록/재생 장치는 오브젝트 불필요 범위에 있는 셀 타입(126)의 내용 및 PGC 식별 정보(122)
의 내용을 '00(h)'로 다시 쓰고, 저장 작업을 완료한다. 만약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저장 작업 또는 삭제 작업을 함으로
써 불필요한 부분이 타이틀 메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기록/재생 장치는 PGC 정보 관리 정보(117)의 플래그 D
UST_DAT 플래그를 '00(h)'로 설정하고 그 타이틀이 불필요한 데이타를 포함하지 않은 타이틀로서 처리되도록 한다.

도 11은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저장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타이틀 메뉴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시되고, 처
리가 시작되며(단계 S64), 그리고 단계 S65에서 만약 사용자가 타이틀 메뉴에 있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타이틀을 선
택하면, 단계 66에서 선택된 타이틀의 상세 정보가 개시된다. 상세 정보에서, 불필요한 부분의 목록이 전술한 바와 같
이 개시된다.

다음, 단계 S67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목록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단계 S68에서 삭제 또는 
저장의 속성 변화를 선택한다. 이때, 삭제가 선택되면, 단계 S6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MPU(12)는 삭제될 셀의 데
이타 속성을 삭제 가능 상태로 변화시킨다. 즉, PGC 식별 정보(122) 및 셀 타입(126)의 플래그들을 전술한 바와 같이 
다시 쓴다. 동시에, 삭제 부분의 범위가 기록 가능 영역을 관리를 위한 정보로서 저장된다.

또한, 저장이 선택되면, 단계 S6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MPU(12)는 저장될 셀의 데이타 속성을 재생 가능 상태로 
변화시킨다. 이 후, 단계 S70에서 주 MPU(12)는 PGC 정보 관리 정보(117)의 플래그 DUST_DAT 플래그를 설정하
여 '불필요한 데이타 없음'을 나타낸다.

다음, 삭제된 부분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즉, 주 MPU(12)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틀 메뉴 형성
할 때 타이틀 번호 및 대응하는 불필요 부분의 개시 물리적 주소 및 종료 물리적 주소가 설정되는 삭제 부분 참조 테이
블 및 각 타이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형성한다.

다음,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리가 시작되고(단계 S71), 그리고 단계 S72에서 만약 사용자가 삭제 부분을 선택
하면, 단계 S73에서 주MPU(12)는 삭제 부분이 물리적 주소에서 삭제 부분 참조 테이블의 내용과 연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삭제 부분이 연속되면(예), 주 MPU(12)는 물리적 주소에서 연속되는 테이블 데이타를 갱신하는데, 즉 
존재 데이타에 대한 새로운 범위를 다시 기록한다(단계 S74). 다음, 주 MPU(12)는 처리를 종료한다(단계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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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73에서 삭제 부분이 비연속적임(아니오)이 결정되면, 단계 S76에서 주 MPU(12)는 이때 선택된 범위를 새로운 
데이타로서 테이블에 첨가하고, 처리를 종료한다(단계 S75).

도 14는 삭제 부분이 다시 사용되는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즉, 처리가 시작되면(단계 S77), 단계 S78에서 주 MPU
(12)는 삭제 부분 참조 테이블을 읽고, 단계 S79에서 삭제 부분 참조 테이블의 내용이 기록할 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 삭제 부분 참조 테이블이 사용되지 않으면(아니오), 단계 S81에서 삭제 부분 참조 테이블의 내
용이 갱신되거나 삭제되고, 처리가 종료된다(단계 S80).

상기의 실시예에서, 각 셀이 광 디스크(11)에 데이타를 기록할 때에 GOP 단위로 사전에 분할되는 경우, 즉 GOP가 각 
셀로 완료되는 경우가 설명된다. 그런데, 각 셀은 GOP의 중간 부분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A, B, C, D)은 연속되는 GOP(1-6)에 대해 규정될 수 있어, 셀(A)와 셀(B)의 
경계가 GOP(2)의 중간에 설정되며, 셀(B)와 셀(C)의 경계가 GOP(4)의 중간에 설정되며, 셀(C)와 셀(D)의 경계가 
GOP(5)의 중간에 설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GOP는 0.5초에 해당하는 15개의 화상에 의해 만들어진다. 더욱 상세하
게는, 하나의 화상의 전체 부분을 내부 프레임 코딩 처리함으로써 얻게 된 하나의 내부 프레임(intra-frame) 코드 화
상[ I(Intra) 화상]이 GOP의 헤드 부분에 배열되고, 이 부분에 이어서, 앞서 코드된 선행 프레임으로부터 예상되는 4 
개의 프레임간(inter-frame) 코드 화상 [P(Predictive) 화상] 및 시간의 앞 및 뒤에 놓여진 2개의 프레임으로부터 
예상되는 10 개의 프레임간 코드 화상들 [B(Bidirectionally) 예상 화상] 이 미리 설정된 순서로 배열된다. 따라서, 만
약 GOP의 헤드 부분에 배열된 I 화상이 읽혀 지지 않는, GOP의 하나의 화면은 재생될 수 없다.
    

재생 금지 플래그가 도 15의 셀 B의 셀 타입(126)에 설정되고, 연속되는 재생이 셀(A)로부터 셀(C)로 실행된다고 가
정한다. 이 경우, 기록/재생 장치는 셀 (A)의 재생을 완료한 후에 셀(C)의 헤드 부분에 데이타를 기록하도록 작동한다. 
그런데, 셀(C)의 헤드 부분이 GOP(4)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단지 P화상이나 B화상만을 판독할 수 있으며, GO
P(4)의 하나의 화면은 재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록/재생 장치가 제어됨으로써 GOP의 헤드 부분의 I 화상을 자동적으로 검색하고 재생될 셀의 헤드 부분이 
GOP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 이를 재생하도록 한다.

도 17은 상기의 제어 작업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처리가 시작되면(단계 S82), 단계 S83에서 주 MPU(12)는 광 
디스크(11)의 재생 개시 위치, 즉 전술한 실시예의 셀(C)의 헤드 위치를 검색한다.

다음, 단계 S84에서 주 MPU(12)는 검색된 재생 개시 위치에 해당하는 GOP의 위치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 MPU(1
2)가 전술된 제어 관리자 정보(108)의 정보를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검색 및 결정 처리가 실행된다.

다음, 단계 S85에서 주 MPU(12)는 재생 개시 위치가 GOP의 헤드 위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 
일치가 검출되면(예), 단계 S86에서 검색된 재생 개시 위치로부터 광 디스크(11)의 재생 작업을 시작한 다음, 처리를 
종료한다(단계 S87).

또한, 단계 S85에서 재생 개시 위치가 GOP의 헤드 위치와 일치하지 않으면(아니오), 단계 S88에서 주 MPU(12)는 
검색된 재생 개시 위치를 포함하는 GOP의 헤드 위치를 검색하고, 이어서 단계 S89에서 GOP의 검색된 헤드 위치로부
터 데이타를 판독한다.

이 후, 단계 S90에서 주 MPU(12)는 영상 처리기(33)의 GOP의 헤드 위치의 프레임 정보를 형성하고, 단계 S91에서 
프레임 정보를 표시한 다음, 처리를 종료한다(단계 S87). 따라서, 재생되어야 하는 셀의 헤드 위치가 GOP의 중간에 놓
여 있더라도, 셀은 재생될 수 있다.

 - 11 -



등록특허 10-0324159

 
더 많은 장점이나 변형이 당업계에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더 많은 특징을 가지므로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나 세부 설명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첨부된 청구 범위 및 그 균등물에 의해 한정되는 전체적인 
발명의 기술적 범위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변형이 가해질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해,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목록의 각각에 대해 데이타가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제1 제어 정보가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데이타 부분을 재생하거나 저장할 때에 불필요한 데이타 부분을 건너뛰면서, 
데이타를 재생하는 간단한 편집 작업이 종래의 경우와 같은 감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실행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로 분할된 영상 데이타를 기록하는 제1 영역,

상기 제1 영역에 기록된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가 기록된 제2 영역, 및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의 각각에 대해 데이타가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1 제어 정보가 기록된 제3 
영역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어 정보는

단위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위 데이타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1 정보,

상기 단위 데이타의 재생을 금지하고 그 단위 데이타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2 정보 및

상기 단위 데이타의 삭제 가능을 규정하는 제3 정보

중의 하나인 것인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1 제어 정보에 의해 재생 금지를 규정하는 단위 데이타가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많은 세트로 형성된 
대 데이타 그룹 내에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2 정보가 기록된 제4 영역을 더 구비하는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내에 기록된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중의 미리 설정된 단위 데이타 항목의 수를 
수집함에 의해 각각 형성된 소 데이타 그룹에 대한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가 기록된 제
5 영역 및

재생이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의 각각에 대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3 제어 정보가 기록된 제6 영역

을 더 구비하는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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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제어 정보가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타 그룹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4 정보,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의 재생을 금지하고 그 데이타 그룹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5 정보 및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의 삭제 가능을 규정하는 제6 정보

중의 하나인 것인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제3 제어 정보에 의해 재생 금지를 규정된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이 복수 개의 소 데이타 그룹 세트로 형
성된 대 데이타 그룹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4 제어 정보가 기록된 제7 영역을 더 구비하는 영상 데이타 기록 
매체.

청구항 7.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으로 분할된 영상 데이타,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 및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 각각에 대해 데이타가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1 제어 정보

를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어 정보는

단위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위 데이타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1 정보,

단위 데이타의 재생을 금지하고 그 단위 데이타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2 정보 및

단위 데이타의 삭제 가능을 규정하는 제3 정보

중의 하나인 것인 영상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제1 제어 정보에 의해 재생 금지가 규정된 단위 데이타가 많은 수의 단위 데이타 항목 세트로 형성된 
대 데이타 그룹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2 정보를 기록하는 제2 기록 수단을 더 구비하는 영상 데이타 기록 장
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 중의 미리 설정된 번호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을 수집함에 의해 각각 형
성된 소 데이타 그룹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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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데이타 그룹들 각각에 대해 재생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3 제어 정보

를 기록하는 제 3 기록 수단을 더 구비하는 영상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제어 정보는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타 그룹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4 정보,

소 데이타 그룹의 재생을 금지하고 그 데이타 그룹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5 정보 및

소 데이타 그룹의 삭제 가능을 규정하는 제6 정보

중의 하나인 것인 영상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제3 제어 정보에 의해 재생 금지가 규정된 소 데이타 그룹이 복수 개의 소 데이타 그룹 세트들로 형
성된 대 데이타 그룹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4 제어 정보를 기록하는 제4 기록 수단을 더 구비하는 영상 데
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13.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로 분할된 영상 데이타,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 및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각각에 대한 데이타들이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제1 제어 정보가 기
록된 기록 매체를 재생하는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이 속성 정보에 의해 규정된 재생 순서에 기초하여 재생될 때, 제1 제어 정보에 의해 
재생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단위 데이타 항목의 재생을 금지하는 제어 작업을 실행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는 영
상 데이타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어 정보는

상기 단위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위 데이타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1 정보,

단위 데이타의 재생을 금지하고 그 단위 데이타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2 정보 및

단위 데이타의 삭제 가능을 규정하는 제3 정보

중의 하나인 것인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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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 데이타는 영상 데이타의 압축 코딩 시스템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프레임내 코딩 화상 및 프레임간 코딩 화상
을 포함하는 기준 단위들로 분할되고, 단위 데이타가 적어도 상기 기준 단위중의 하나로 규정되는 것인 영상 데이타 재
생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재생된 단위 데이타의 헤드 위치가 기준 단위에 있는 프레임간 코딩 화상에 대응하면, 상기 재생 수
단은 기준 단위를 포함하는 프레임내 코딩 화상을 자동적으로 검색하고 재생하는 것인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 중의 미리 설정된 수의 단위 데이타 항목을 수집함으로써 각각 
형성된 소 데이타 그룹들의 단위 데이타 항목들의 재생 순서를 규정하는 속성 정보 및

소 데이타 그룹의 각각에 대해 재생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2 제어 정보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고,

상기 재생 수단은 상기 제어 수단에 의해 재생 금지되도록 규정된 소 데이타 그룹의 재생을 금지하는 제어 작업을 실행
하는 것인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제2 제어 정보는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타 그룹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4 정보,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의 재생을 금지하고 그 데이타 그룹의 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제5 정보 및

상기 소 데이타 그룹의 삭제 가능을 규정하는 제6 정보

중의 하나인 것인 영상 데이타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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