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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로그램을 분할하는 인덱스 포인트가 프로그램과 함께 사전 기록된 기록 매체와, 인덱스 포인트가 사전 기록되지 않은 
기록 매체에서 인덱스 서치를 행하는 기록 장치.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비디오 CD의 포맷을 도시하는 테이블도.

제 2 도는 NTSC/PAL의 프레임 크기를 도시하는 도면.

제 3A 도는 규정 프레임으로 정렬된 I-픽쳐, P-픽쳐, B-픽쳐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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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B 도는 P-픽쳐의 생성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제 3C 도는 B-픽쳐의 생성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제 3D 도는 디코더로부터의 출력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제 3E 도는 인코더로의 입력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제 4A 도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제 4B 도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MPEG 데이타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제 5A 도는 CD-DA 디스크 상의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제 5B 도는 비디오 CD 디스크 상의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제 5C 도는 비디오 CD 상의 데이타 트랙의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제 6 도는 비디오 CD의 엔트리 테이블에 기록된 데이타를 도시하는 도면.

제 7A 도는 비디오 CD 의 엔트리 테이블에 기록된 데이타를 도시하는 도면.

제 7B 도는 인덱스 트랙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엔트리 테이블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

제 7C 도는 인덱스 트랙이 존재할 때 엔트리 테이블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

제 8 도는 본 발명의 개요를 도시하는 도면.

제 9 도는 실시예의 블럭도.

제 10 도는 실시예에서 인덱스 서치가 행해질 때 제어동작의 플로우 챠트도.

제 11A 도는 실시예의 인덱스 트랙을 갖는 디스크의 개략도.

제 11B 도는 실시예의 인덱스 서치가 포워드 방향으로 행해질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1C 도는 실시예의 인덱스 서치가 리버스 방향으로 행해질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1D 도는 다음 프로그램이 포워드 방향으로 인덱스 서치로 엑세스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1E 도는 이전 프로그램이 리버스 방향으로 인덱스 서치로 엑세스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1F 도는 포워드 방향으로의 인덱스 서치가 포워드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엑세스간 지시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1G 도는 포워드 방향으로의 인덱스 서치가 리버스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엑세스간 지시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1H 도는 리버스 방향으로의 인데스 서치가 리버스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엑세스간 지시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2A 도는 인덱스 트랙이 존재치 않을 때 디스크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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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B 도는 인덱스 서치가 포워트 방향으로 실행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2C 도는 인덱스 서치가 리버스 방향으로 실행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2D 도는 포워드 방향으로의 인덱스 서치가 실행되는 경우 다음 프로그램이 엑세스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2E 도는 리버스 방향으로의 인덱스 서치가 실행되는 경우 이전 프로그램이 엑세스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2F 도는 포워드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엑세스간 포워드 방향으로의 인덱스 서치가 지시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2G 도는 리버스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엑세스간 포워드 방향으로의 인덱스 서치가 지시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2H 도는 리버스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억세스간 리버스 방향으로의 인덱스 서치가 지시될 때 디스크의 개략도.

제 13A 도는 실시예의 인덱스 포인트의 계산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제 13B 도는 실시예의 인덱스 포인트의 또다른 계산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제 14 도는 고정 인덱스 포인트가 실시예에 제공된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 : 디스플레이부 30 : 디스크 트레이

33 : 스핀들 모터 34 : 광학 헤드

38 : 디코더부 39 : CD-ROM 디코더

40 : MPEG 오디오 디코더 41 : 오디오 RAM

42 : MPEG 비디오 디코더 43 : 비디오 RAM

50 : OSD 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배경

발명 분야

본 발명은 소위 디지탈 오디오 콤팩트 디스크, 비디오 CD등의 CD-DA와 같은 디스크형 기록 매체에 사용하기 적합한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관련기술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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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DA, 비디오 CD 등과 같은 각종 판독 전용 메모리형 디스크 매체(재생전용으로 사용되는)가 보급되고 있다. CD-
DA는 유저가 음악 등의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를 기록한 다음, 고음질의 음악을 즐기도록 기록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
도록 설계된다. 또한, CD-DA의 파생물로서 정지화상 데이타가 서브 코드 데이타에 기록되는 CD-G(소위 CD 그래픽)
가 알려져 있다.

또한 CD-ROM의 포맷에 의거하고, 비디오 데이타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가 기록되는 비디오 CD가 개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은 각종 디스크에서, 오디오 정보나 비디오 정보는 프로그램 단위(즉,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정보의 기록
부)로 기록된다. 예를 들면, 10곡을 가진 CD-DA의 경우, 각각의 곡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10개의 프로그램이 CD-
DA 상에 기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비디오 CD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CD가 10장을 가지는 
경우, 각장은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따라서 10장이 비디오 CD에 기록된다.

또한, 디스크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분할하길 원하면, 디스크에 인덱스 정보를 부가할 수 있다. CD-DA와 관련하여, 모
든 프로그램에 인덱스 정보가 부가되므로써, 유저의 인덱스 엑세스 동작을 통해 어느 프로그램 번호의 인덱스 번호로부
터 재생이 행해질 수 있다. CD-DA에서 프로그램이 분할된 개개의 파트의 인덱스 정보 번호가 기록되나, 분할된 인덱
스 포인트의 어드레스 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

인덱스 엑세스가 지시되면, 재생되는 프로그램의 포인트를 가변하는 어느 인덱스 번호가 있는지를 재생 장치측 에서 체
크되는데, 이는 인덱스 포인트의 헤드를 서치하기 위함이다.

상기 서치 동작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원하는 인덱스 포인트에 신속히 엑세스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비디오 CD의 경우, 유저는 비디오 정보가 영화등이기 때문에 긴 재생시간을 필요로 하면 인덱스 정보를 부가하므로써 
원하는 장(chapter)의 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할 수 있다. 이 동작이 가능하려면, " 엔트리 어드레스" 라 불리우는 어
드레스 포인트가 각 장에 기록된 다음, 원하는 장의 인덱스 번호로부터 재생 동작을 실행하도록 인덱스 정보로 사용된
다.

인덱스 정보는 디스크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전 설정됨에 따라, 인덱스 정보를 갖지 않는 대부분의 디스크가 실제
로 시판되고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인덱스 정보가 디스크에 사전 설정되어 있으면, 유저는 프로그램의 중간부분에서도 그가 원하는 프로
그램의 재생을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디스크에 인덱스 정보가 사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저는 프로그램
의 중간 부분으로부터 원하는 프로그램의 재생을 시작하도록 큐(cue)/리뷰(review)(신속 재생 동작) 키 등을 작동하
므로써 화상 프레임을 앞당겨야 한다. 신속한 재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유저는 원하는 프레임이 출현할 때까지 동작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야만 한다. 이는 사용성과 시각 인지도에 있어 바람직하는 못한 동작이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구현되었으며, 본 발명의 목적을 인덱스 정보를 가지지 않는 정보가 정상 인덱스 
엑세스와 동일하게 동작되게 하므로써,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얻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복수 프로그램과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기록 매체
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 관리 정보와 프로그램을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하는 재생기와, 재생기로 재생되는 관리 정보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추가 분할한 인덱스 정보가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는지를 검출하는 검출기와, 원하는 프로그램 상
의 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를 지시하는 인덱스 엑세스 오퍼레이터와, 인덱스 엑세스 오퍼레이터가 지시받는 인덱스 엑
세스 타겟으로 기능하는 프로그램에 인덱스 정보가 존재하는지 검출기로부터의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인덱스 엑세
스 타겟으로 기능하는 프로그램에 인덱스 정보가 없으면 소정 계산을 통해 인덱스 포인트를 설정하는 계산기와,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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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하도록 제어하는 제어기를 포함한다.
    

이후,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후, 비디오/오디오의 재생이 비디오 CD, CD-DA, 및 CD-G로 실행되는 재생장치에 대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다음의 
순서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비디오 CD 의 데이타 포맷

2. 비디오 CD 의 트랙구조

3. 비디오 CD 의 디스크의 정렬

4. 비디오 CD 의 데이타 트랙

5. 재생 장치의 개요

6. 재생 장치의 회로 블럭

7. 인덱스 서치동작

[1. 비디오 CD 의 데이타 포맷]

    
비디오 CD 포맷에서, 고효율의 코팅 기법의 표준인 MPEG1 시스템(Moving Picture Expert Group Phasel)이 CD-
ROM에 적용되어 60분 이상 계속되는 동화상과 오디오의 재생이 가능하다. 비디오 CD 는 음악, 영화, 가라오케 등의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며, 교육 소프트웨어,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등으로서 사용가능하다. 비디오 CD 
에서, 동화상의 데이타와 관련하여, 동화상의 데이타와 관련하여, 동화상의 데이타는 MPEG 시스템으로 압축되고, 오
디오 데이타와 관련하여, 오디오 데이타는 CD-DA(1.4Mbps)의 약 1/6(224kbps) 까지 압축되는 동안 통상 기록된다. 
또한 재생에 필요한 관리 데이타는 소정 영역에 기록된다.
    

제 1 도는 비디오 CD 의 데이타 포맷(XA 명세)을 도시한다.

    
제 1 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디오와 오디오의 기록 포맷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데이타에는 1.152Mbit/se
c가 할당되고, 오디오 데이타에는 64kbit/sec 내지 384kbit/sec가 할당된다. 전술한 설명에서, 비디오 CD의 오디오 
데이타는 CD-DA의 데이타 전송율(1.4Mbps)의 약 1/6(224kbps)로 설정되나, 제조측은 화상 정보량에 따라서 64k
pbs 내지 384kbps 범위의 값이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 비디오 데이타(동화상)의 픽셀 크기는 NTSC 신호(29.97Hz)
와 필름(23.976Hz)에 대해서는 352 × 240 픽셀로 설정되고, PAL 신호(25Hz)에 대해서는 352 × 288 픽셀로 설
정된다. 즉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설정된다.
    

또한, 정지화상의 픽셀 수는 NTSC 시스템의 경우 표준 레벨에서는 352 × 240 픽셀로, 고미세 레벨에서는 704 × 4
80 픽셀로 설정된다, 한편, 정지화상의 픽셀수는 PAL 시스템의 경우는 표준 레벨에서 352 × 288 픽셀로, 고미세 레
벨에서는 704 × 576 픽셀로 설정된다.

MPEG1 시스템에 의한 비디오 데이트(동화상)의 압축 코딩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압축전 비디오 신호는 NTSC 시
스템에 의거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30 프레임의 비디오 신호는 NTSS 시스템에 따른 1초 동안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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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1 시스템에서, 1 프레임은 총 330 블럭으로 분할된다. 즉 평면 상의 측면방향으로 22 블럭, 세로 방향으로 15 
블럭으로 분할된다. 각 블럭의 데이타는 DCT (이산 코사인 변환)되며, 고역 성분을 0 으로 설정하므로써 재양자화되
므로써, 비트수가 감소케 된다. 블럭 순서는 블럭이 1 프레임의 좌상부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정렬되고, 비트수를 더 줄
이기 위해 런랭쓰 코딩(run length coding)이 행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각 프레임과 관련하여, 시간축의 소정 프레임 전후 프레임은 비디오 정보로서 
서로 상관되며, 정보는 상관을 이용하므로써 더 압축됨에 따라, 상이한 압축도를 가진 세종류의 비디오 데이타가 제공
된다. 이 세종류의 비디오 데이타를 I-픽쳐(인트라 픽쳐), P-픽쳐(예측 픽쳐), 및 B-픽쳐(양방향 예측 픽쳐)라고 한
다.

1초 동안 존재하는 각각의 30 프레임에서, I-픽쳐, P-픽쳐, B-픽쳐는 일반적으로 제 3A도에 도시한 바와 같다. 제 
3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I-픽쳐 I 1 및 I2 가 15 프레임의 간격으로 설치되고, 8개의 P-픽쳐 P 1 내지 P8 과, 20개의 
B 픽쳐 B1 내지 B20 이 제 3A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렬된다. I-픽쳐 에서 다음 I-픽쳐 바로전 프레임까지의 부분을 " 
GOP(Group of Picture)" 라고 한다.

I-픽쳐는 DCT로 코딩된 정상 화상 데이타이다.

P-픽쳐는 제 3B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압축으로 근접의 I-픽쳐나 P-픽쳐를 코딩하므로써 형성된다. 예를 들면, 
P-픽쳐 P는 I-픽쳐 I 1 에 의거하여 형성되고, P-픽쳐 P2 는 P-픽쳐 P1 에 의거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P-픽쳐는 I-픽쳐 보다 더 압축된 데이타이다. I-픽쳐나 P-픽쳐 바로전(기준 데이타로 사용된) 데이타에 어
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는 P-픽쳐가 I-픽쳐나 P-픽쳐 바로전 픽쳐에 의거하여 형성되므로 새롭게 형성된 P-픽쳐
로 전송된다.

B-픽쳐는 제 3C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과거 및 미래의 I-픽쳐나 P-픽쳐에 의거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제 3C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B-픽쳐 B1 및 B2 는 I-픽쳐 I1과 P-픽쳐 P 1 에 의거하여 형성되며, B-픽쳐 B3 와 B4 는 P-픽쳐 
P1 과 P-픽쳐 P2 에 의거하여 형성된다.

B-픽쳐는 세종류의 픽쳐(I, P 및 P픽쳐)에서 대부분 압축되고, 데이타 형성 기준으로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에러는 전
송되지 않는다.

MPEG 알리고즘에 따르면, I-픽쳐의 위치 및 동기화는 제조측에서 자유로이 선택가능하다. 이 선택은 랜덤 엑세스 정
도, 신 커트(scene cut) 등과 같은 상황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랜덤 엑세스 정도가 가중되면, 제 3A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1초 동안 적어도 2개의 I 픽쳐가 필요하다.

30 프레임에 존재하는 P-픽쳐와 B-픽쳐의 빈도도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인코딩 수단들의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설
정된다.

MPEG 시스템의 인코딩 수단은 디코더에서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픽쳐 데이타 열을 제정렬하여 출력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면, 제 3A 도의 경우 표시될 프레임 순서(디코더의 출력 순서)는 제 3A 도의 하측에 도시한 프레임 번호순으로 
설정된다. 이경우, 기준으로서의 P-픽쳐는 디코더가 B-픽쳐를 재구성하도록 B 픽쳐 앞에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인
코더측에서, 제 3D 도에 도시한 프레임 순서는 제 3E 도에 도시한 프레임 순서로 재정렬되고 이에 따라 재정렬된 데이
타열은 픽쳐 데이타열로서 출력된다.

MPEG의 오디오 데이타 포맷은 32Kbit/sec 내지 448Kbit/sec의 광범위한 코딩율 범위를 커버하나, 거의 모든 디스크
의 오디오 데이타의 전송률은 간이 제작 및 고음질을 고려하여 224Kbit/sec로 설정된다. 이경우, 표준 주파수는 CD-
DA와 동일값인 44.1KHz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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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CD에는 비디오 데이타와 오디오 데이타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들 데이타의 각종 재생이 행해지는 관리 데이
타도 기록된다. 즉, CD-DA처럼, TOC(Table of Contents)와 서브 코드가 프로그램수 각 프로그램의 스타트 위치(절
대 시간)를 표시하도록 비디오 CD 상에 기록된다. 또한, 프로그램수가 비디오 CD 데이타 트랙으로서 이용되며, 각종 
관리 정보가 기록된다. 비디오 CD 데이타 트랙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2. 비디오 CD의 트랙 구조]

제 4A 도는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타가 모든 단위 프로그램에 기록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타 구조를 도시한다.

150의 포즈 마진(pose margin)은 CD-DA 같은 프로그램수에 의거하여 서치 동작이 행해진다는 조건에서 프로그램의 
선두에 설치된다. 또한 프론트 마진은 포즈마진에 이어지는 15섹터에 설치되고, 최종 15섹터에는 리어 마진(rear ma
rgin)이 설치되며, 이 섹터들은 빈 데이타 영역으로 설정된다.

프론트 마진과 리어 마진 사이에는 MPEG 데이타 영역이 설정된다. MPEG 데이타 영역에서, 픽쳐 데이타로 기능하는 
섹터 V와 오디오 섹터로 기능하는 섹터 A가 평균적으로 6:1의 비율로 정렬되고, 인터리빙 시스템으로 시분할 다중화되
면서 기록된다.

[3. 비디오 CD의 디스크의 정렬]

CD-DA와 비디오 CD상의 구조가 제 5 도에 도시된다.

CD-DA의 경우, 제 5A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크의 최내부 주변부에는 리드인 영역이 설치되고, 이 영역에 TOC 
데이타가 기록된다. TOC 데이타로서 각 프로그램의 스타트 위치, 기록된 총수, 음악 연주 시간등이 기록된다.

리드인 영역에 이어서, 프로그램 번호 1 내지 n으로 프로그램이 기록되며, 디스크의 최외부 주변 위치에는 리드 아웃 
영역이 설치된다. 44.1KHz의 샘플링 레이트로 매 16비트 양자화된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는 서브 코드 데이타와 함께 
각각의 프로그램에 기록된다.

한편, 비디오 CD의 디스크의 구조가 제 5b 도에 도시된다.

비디오 CD의 경우, CD-DA와 거의 같다. 리드인 영역이 디스크의 최내부 주변측에 설치되고, TOC 데이타는 이 영역
에 기록된다. 리드인 영역에 이어서, 프로그램 번호 1 내지 n으로서 프로그램이 기록되고, 리드 아웃 영역이 디스크의 
최외부 주변측에 설치된다.

그러나, 비디오 CD의 경우, 프로그램 번호 1 은 실제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타를 기록하고, 관리 데이타로서의 비디오 
CD 데이타 프로그램으로 기록된다. 실제 비디오/오디오 데이타는 프로그램 번호 2 내지 n 에 기록된다. 즉 프로그램 2 
내지 n은 제 4B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디오 섹터 V와 오디오 섹터 A로 구성된다.

비디오 CD의 경우, 오디오 데이타만이 기록된 프로그램 영역이 설치된다. 이 경우, 44.1KHz의 샘플링 레이트로 매 1
6비트 양자화되는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가 CD-DA처럼 기록된다.

CD-DA와 비디오 CD에서, 기록 가능한 프로그램 번호는 99이다. 따라서 CD-DA의 99 프로그램과 비디오 CD의 98 
프로그램이 최대로 기록가능하다. 비디오 CD의 프로그램은 연속 동화상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가라오케 영상이 기
록될시, 음악은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영화의 경우, 하나의 장(chapter)은 통상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응한다.

프로그램 번호 1을 이용하는 비디오 CD 데이타 트랙에는 PVD(제 1 볼륨 디스크립터: Primary Volume Descriptor), 
가라오케 기본 정보 영역, 비디오 CD 정보 영역, 세그먼트 플레이 항목 영역, 및 다른 파일(CD-1 응용 프로그램)이 제
공된다.

[4. 비디오 CD 데이타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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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프로그램 번호 1을 이용하여 비디오 CD 상에 기록되는 비디오 CD 데이타 트랙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 5C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PVD 는 디스크 상에 00 분/02 초/16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영
역에 배치된다. 또한, 가라오케 기본 정보 영역은 00 분/ 03 초/00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영역
에 배치된다. 비디오 CD 정보는 00 분/04 초/00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영역에 배치된다.

세그먼트 플레이 항목 영역은 비디오 CD 정보 영역에 기록된 어드레스로 표시된 위치에서 시작하는 영역에 기록되고, 
CD-I 응용 프로그램은 PVD 에 기록된 어드레스로 표시되는 위치에서 시작하는 영역에 배치된다.

볼륨 구조 표준 ID, 시스템 식별자, 볼륨 식별자, 앨범 볼륨 번호, 앨범 세트 시퀀스-번호, 루트 디렉토리 레코드, 앨범 
식별자, 출판사, 작가명등과 같은 기본 사항이 00 분/02 초/ 16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시
작하는 영역에 배치된 PVD(1 차 볼륨 디스크립터)에서 소정 포맷으로 기록된다.

다음에, 비디오 CD 정보는 디스크 상에 00 분/04 초/ 00 프레임의 절대 시간으로부터 기록된다.

비디오 CD 정보로서 제 6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크 정보, 리드트 ID 오프셋 테이블, 및 플레이 시퀀스 디스크립터 
(PSD)가 제공된다.

디스크 정보는 비디오 CD 정보의 선두 위치에 해당하는 00분/04초/00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에서 시작하는 영
역에 배치된다. 리스트 ID 오프셋 테이블은 00분/04초/02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로부터 00분/04초/33 프레임
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까지의 영역에 배치된다. 플레이 시퀀스 디스크립터(PSD)는 00분/04초/34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 에서 시작하는 영역에 배치되고, 그 영역은 최대 00분/07초/64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에 이른다.

00분/04초/00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로부터 배치된 디스크 정보가 비디오 CD 시스템 식별자, 버전 번호, 앨범 
식별자, 앨범의 볼륨 번호, 앨범 세트 시퀀스 번호, 동화상 트랙의 사이즈맵, 상태 플래그(status flag), PSD(플레이 
시퀀스 디스크립터)의 바이트 사이즈, 세그먼트 플레이 아이템 영역의 시작점, 오프셋 멀티플라이어, 세그먼트 플레이 
아이템 내용 테이블에 기록된다.

PSD는 재생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복수 리스트(섹션 리스트, 플레이 리스트, 앤드 리스트)로 구성되고, 각 리스트는 
PSD로서 기록된다. 재생제어는 비디오 CD 를 이용하여 간단한 대화형 재생(interactive reproduction)을 실행하는 
재생 시스템이며, 제 6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00분/04초/34 프레임의 절대 시간 어드레스로부터의 영역에서 PSD 로
서 기록된다,

PSD 의 바이트 사이즈는 PSD가 최대 00분/07초/64 프레임의 절대 시간에 대응하는 위치까지 기록되도록 설정되며, 
그의 바이트 사이즈 정보는 또한 PSD 의 길이가 가변가능하므로 디스크 정보에 기록된다.

또한, 각각의 리스트가 PSD에 기록된 어드레스는 제 6 도에 도시한 리스트 ID 오프셋 테이블에 도시된다.

비디오 CD 의 경우, 최대 1980개의 동화상, 정시화상 또는 사운드의 데이타가 제 5C 도에 도시한 세그먼트 플레이 항
목 영역에서 세그먼트 플레이 항목으로서 기록된다. 각각의 세그먼트 플레이 항목은 재생 제어에 이용된다. 세그먼트 
플레이 항목에 관한 관리 정보는 또한 디스크 정보에 기록된다.

제 6 도에 도시한 비디오 CD 정보에서, 00분/04초/01 프레임의 절대 시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영역에 엔트리 테이블이 
배치되며, 엔트리 테이블에서 오디오/비디오 시퀀스의 소정 포인트의 엔트리가 행해진다. 즉, 각 프로그램의 인덱스 포
인트가 표시된다.

엔트리 파일을 식별하는 ID, 비전 번호, 엔트리 번호 등이 엔트리 테이블에 기록되며, 최대 500 엔트리가 실제 엔트리 
포인트로서 기록된다. 즉 엔트리 번호 0 내지 499 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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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엔트리 ET(x) 는 4 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진다, 제 7A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랙(프로그램) 번호 TRK는 4 
바이중 1 바이트와, 절대 어드레스로 표시된다. 즉 AMIN(분), ASEC(초), 및 AFRM(프레임)이 나머지 3 바이트로 
표시된다.

프로그램이 복수 파트로 분할될 때 각 프로그램 또는 인덱스 포인트의 스타트 위치는 엔트리(ET1 , ET2 , ET3 )로서 표
시된다.

이제, 엔트리 테이블이 제 7B 도에 도시한 디스크 상에 기록된다고 가정한다. 즉, " 01" , " 03', " 04" 는 각 엔트리의 
프로그램 번호 TRK로서 기록되고, 절대 어드레스 AMIN (분), ASEC (초), 및 AFRM (프레임)이 각 엔트리에 대해 
표시된다. 이 경우, 오직 하나의 엔트리가 각 프로그램 번호 2, 3, 4, ... 로 기록되고, 적어도 프로그램의 스타트 위치가 
엔트리로서 기록되므로써, 각 엔트리는 각 프로그램(S2 , SP 3 , SP 4 , ...)의 스타트 위치이다.

제 7B 도에 도시한 엔트리 테이블을 갖는 디스크가 인덱스 포인트가 어느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디스크이다.

한편, 인덱스 포인트가 설정되는 디스크와 관련하여, 인덱스 포인트에 대응하는 엔트리가 프로그램의 스타트 위치에서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기록된다. 예를 들면, 제 7C 도의 엔트리 테이블에서는 프로그램 번호 2(ET 1 , ET2 )에 대응하는 
2개의 엔트리가 있다. 제 1 엔트리 ET 1 은 프로그램 번호 2(SP1 )의 스타트 위치를 표시하며, 다음 엔트리 ET2 는 프로
그램 번호 2가 두부분으로 분할된 위치(IDX21 )를 인덱스 포인트로 표시한다.

또한, 프로그램 번호 3(ET3 내지 ET6 )에 대응하는 4개의 엔트리가 있다. 이 경우, 제 1 엔트리 ET 3 는 프로그램 번호 
3(SP3 )의 스타트 위치를 나타내며, 이어지는 3개의 엔트리(ET4 , ET5 , ET6 )는 프로그램 번호 3이 세부분으로 분할
된 위치(IDX31 , IDX 32 , IDX 33 )를 인덱스 포인트로서 표시한다.

즉, 엔트리 테이블이 각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복수의 엔트리를 포함할 때, 디스크로부터 비디오 CD 데이타 프로그램을 
판독하는 재생 장치는 제 2 엔트리 및 연속 엔트리가 인덱스 위치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한다.

[5. 재생 장치의 개요]

다음은 상기 비디오 CD의 재생 동작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일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실시예의 재생 장치는 5개의 비디오 CD-DA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이들을 선택적으로 재생하며, 재생 장치는 소
위 교환 가능한 비디오 CD 플레이어이다.

재생 장치의 개요가 제 8 도에 도시된다.

참조 부호(1)은 재생 장치의 주본체이며, (2)는 재생 장치(1)의 프론트 패널에 설치된 디스크 장착부를 표시한다. 디
스크 장착부(2)는 5개의 디스크가 장착되는 디스크 장착부 (2)로부터/로 수축가능한 디스크 트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디스크 트레이에는 5개의 디스크가 장착될 수 있다. 디스크 트레이브 5개의 디스크가 수평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재생되길 원하는 디스크는 룰렛 처럼 5개의 디스크를 회전시켜 선택된다.

(3)은 액정 패널 등으로 구성되는 디스플레이부이며, 디스플레이부는 재생장치의 동작상태, 모드, 발췌된 디스크 번호, 
플레이 시간 등을 표시한다. 또한 유저에 의해서 조정될 각종 키들은 포론트 패널 상에 설치되어 있다. (4)는 파워 온
/오프 키를 표시한다.

(5)는 재생키로, 재생치(4)는 재생제어 동작시 선택키 (선택 엔터키)로서 사용된다. (6)은 일시적인 정지키를, (7)은 
정지키를, (8)은 이젝트 키를 나타낸다.

(9)는 디스크 선택키를 나타내며, 5개의 키 " D1" 내지 " D5" 가 디스크 선택키로서 준비되며, 이들 키는 디스크 트레
이 상에 장착된 5개의 디스크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키 " D1" 을 누를 시, 디스크 트레이 상의 제 1 탑재 위치에 탑재
된 디스크는 재생 디바이스의 광학헤드의 위치로 적재되어 재생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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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11)은 음악 선택키를 나타낸다. 특히, (10)은 프로그램 번호 감소방향으로의 헤드 서치키(백워드 헤드 서치
키)를 나타내며, (11)은 프로그램 번호 증가 방향으로의 헤드 서치키(포워드 헤드 서치키)를 나타낸다. 백워드 헤드서
치키(10)는 또한 이전키로서 사용되고, 재생제어 동작의 이전동작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포워드 헤드 서치키(11)는 
또한 다음 키로서 사용되며, 재생제어 동작의 다음 동작을 위해 사용된다.

(12)는 리턴키로서, 재생 제어동작의 리턴 동작을 위해 사용된다. (13)은 +/- 선택키를 나타내며, 재생제어 동작에서 
메뉴 프레임의 선택 동작을 위해 사용된다. 즉 선택 브랜치 번호는 +/- 선택키로 메뉴 프레임에서 선택되고, 선택 브
랜치 번호가 표시될 때 재생키에 의해 선택 동작이 실행되므로써 메뉴 프레임의 선택이 완료된다.

(14)는 디스크 스킵키를 나타내며, (15)는 디스크 교환키를 나타낸다. (16) 내지 (19)는 플레이 모드 선택키를 나타
내는데, (16)은 정상 재생 모드키를 나타낸다. 재생제어 기능이 부가된 디스크에서 재생이 행해지는 경우, 정상 재생 
모드키(6)를 누름으로써 재생제어 동작이 자동적으로 스타트된다.

(17)은 셔플(shuffle) 재생 모드키를 나타내며, (18)은 프로그램 재생모드키를 나타낸다. (19)는 PBC 오프키를 나타
내며, PBC 모드는 PBC 오프키(19)로 전환된다. 즉, 재생제어 기능을 갖는 디스크가 적재될 시 PBC 오프키(19)를 누
를때 PBC 모드에 의거한 메뉴 재생 동작은 정상 연속 재생 동작으로 시프트된다.

(20)과 (21)은 인덱스 서치를 위한 동작키를 나타내는데, (20)은 인덱스 + 서치키(이후, " IDX + 키" 로 언급됨)를 
나타내고, (20)은 인덱스-서치키(이후, " IDX - key" 로 언급됨)를 나타낸다. IDX + 키(21)나 IDX - 키(22)의 조
정을 통해, 유저는 프로그램의 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할 수 있다.

(22)는 적외선 수신기를 표시한다. 적외선의 명령 신호가 원격 명령기(도시 안됨)로부터 전송될 시, 명령 신호는 적외
선 수신기(22)로 수신되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후, 변환된 전기적 신호는 재생 장치의 시스템 제어기로 전송된다.

[6. 재생 장치의 회로 블럭]

제 9 도는 재생 장치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다.

제 9 도에서, (30)은 디스크 트레이를 나타낸다. 디스크 트레이(30)에 5개의 디스크가 탑재되는 디스크 마운트(301 
과 305)가 설치되어 있다. 디스크 트레이(30)는 모터(31)로 회전되며, 원하는 디스크 마운트(301)는 디스크 트레이
(30)의 회전 운동을 통해 광학 헤드(34)에 대응하는 위치로 공급된다. 즉, 디스크 마운트(301) 상에 찹재된 디스크는 
광학 헤드(34)에 대응하는 위치로 적재된다.

적재된 디스크는 스핀들 모터(33)로 회전 구동되도록 고정된다. 그후 디스크는 스핀들 모터(33)에 의해서 회전되면서 
광학 헤드(34)로부터의 레이저빔으로 조사되며, 디스크로부터의 반사광에 의거하여 디스크에서 정보가 판독출력된다.

광학 헤드(34)에는 레이저 출력 수단으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 편광빔 스플리터, 대물렌즈 등을 포함하는 광학계, 및 
반사광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장착되어 있다. 디스크의 반경 방향과 디스크에 접근하고 디스크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동
하는 방향으로 변위가능하도록 쌍축 기구(34b)로 지지된다. (35)는 광학 헤드(34)를 디스크 반경 방향으로 구동하는 
슬레드 기구 (sled mechanism)를 나타낸다.

재생 동작을 통해, 광학 헤드에 의해 디스크로부터 검출된 정보는 RF 증폭기(36)로 공급되며, RF 증폭기(36)는 재생 
RF 신호, 트래킹 에러 신호, 포커스 에러 신호등을 공급된 정보에서 관한 계산을 처리함으로써 추출한다. 추출된 재생 
RF 신호는 EFM(Eight-Fourteen Demodulation) 및 에러정정될 디코더부(38)로 공급된다. 또한, P, Q 채널 서브 
코드 데이타가 취해져 시스템 제어기(53)로 공급된다.

트래킹 에러 신호 및 포커스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37)에 공급되며, 서보회로(37)는 트래킹 에러 신호, 포커스 에러 
신호, 시스템 제어기(53)로부터의 트랙 점프 명령 및 엑세스 명령, 스핀들 모터(33)로부터의 회전 속도 검출 정보 등
에 의거하여 각종의 서보 구동 신호를 발생하고, 쌍축 기구(34b)와 슬레드 기구(35)를 제어하여 포커스 및 트래킹 제
어를 행하므로써, 스핀들 모터(33)가 일정한 리니어속도(CLV)로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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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는 CD-ROM 디코더이다. 제조하의 디스크가 CD-ROM 포맷에 의거할 때, 비디오 CD, CD-ROM 디코더(39)는 
CD-ROM 포맷에 따른 디코딩 처리를 행한다. CDpROM 디코더(39)에 의해서 디코딩된 신호들중 비디오 CD 데이타 
프로그램(프로그램 번호 1)에 기록된 각종 디스크 정보가 시스템 제어기(53)의 RAM(53a)에 들어간다.

또한, CD-ROM 디코더(39)에 의해 디코딩된 오디어 데이타는 MPEG 오디오 디코더(40)에 공급되며, MPEG 오디어 
디코더(40)는 그의 디코딩 동작을 수행하며 오디오 RAM(41)을 이용하여 규정 타이밍으로 디코딩 오디오 신호를 출
력한다.

CD-ROM 디코더(39)로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타는 MPEG 비디오 디코더(42)에 공급되고, MPEG 비디오 디코더(42)
는 그의 디코딩 동작을 수행하며 비디오 RAM(43)을 이용하여 규정 타이밍으로 디코딩 비디오 신호(R, G, B 출력)를 
출력한다.

(44)는 재생될 디스크의 형태에 따라서 스위칭되는 스위칭부를 표시한다. 재생될 디스크가 CD-DA 인 경우, 그의 재
생 신호는 디코더부(38)에서 EFM 변조, CIRC 등과 같은 디코딩 처리되어 디지탈 오디오 신호가 얻어진다.

CD-DA 재생간, 시스템 제어기(53)는 스위칭부(44)을 t1 단자에 연결시킨다. 따라서, 디지탈 오디오 신호는 D/A 변
환기(45)에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된 다음, 연속단에서 증폭 회로와 같은 외부 기기로 출력된다.

재생될 디스크가 비디오 CD인 경우, 오디오 데이타는 MPEG 오디오 디코더(40)로부터 얻어지며, 비디오 CD의 재생 
간, 시스템 제어기(53)는 스위치부(44)를 t 1 단자에 연결시킨다. 따라서 MPEG 오디오 디코더(40)로부터의 디지탈 오
디오 신호는 D/A 변환기(45)에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된 다음, 오디오 출력 단자로부터 연속단의 증폭 회로
와 같은 외부기기로 출력된다.

비디오 CD 의 재생시, RGB 비디오 데이타는 MPEG 비디오 디코더(42)의 출력으로서 얻어지며, RGB 비디오 데이타는 
RGB/NTSC 인코더(48)에서 RGB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RGB 신호는 NTSC 시스템의 합성 비디오 신호로 변환
된 다음 스위치단자(49)의 t2 단자에 공급된다,

비디오 CD의 재생간, 시스템 제어기(53)는 스위치(49)를 t 2 단자에 연결시키므로써, NTSC 시스템의 합성 비디오 신
호는 OSD 처리부(50)를 통해 비디오 출력단자(51)에서 모니터 장치 등으로 공급되므로써 비디오 출력 동작이 실행된
다. 시스템 제어기(53)로부터의 명령에 의거하여 OSD 처리부(50)를 동작시켜 출력 화상에서 원하는 문자 표시가 이
루어진다.

재생될 디스크가 CD-DA 이고, CD-G 인 경우, 정지 화상 데이타는 서브코드의 R 에서 W 채널로 판독 출력된다. 정지 
화상 데이타는 CD-G 디코더(52)에 공급되어 디코딩된 다음, NTSC 시스템의 합성 비디오 신호(정지 화상)로서 출력
된다. CD-DA의 재생간, 스위치부(49)는 t 1 단자에 연결되므로써, CD-G 로부터 재생되는 비디오 신호는 OSD 처리부
(50)를 통해 비디오 출력 단자(51)에 모니터 장치등으로 공급되므로써, 비디오 출력 동작이 수행된다. 이 경우, OSD 
처리부(50)에 의해 출력 비디오에서 원하는 문자 표시가 수행된다.

(54)는 RAM을 표시하며, RAM의 메모리 데이타는 백업 전원(55)에 의해 백업된다. 전원 오프시 데이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RAM(54)에 데이타가 기록된다. RAM이 EEP-ROM으로 대치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다.

(56)은 유저에 의해서 조정되는 동작 입력부를 나타내며, 제 8 도에 도시된 각종의 동작키(5 내지 21)과 적외선 수신
기(22)(와 원격 명령기)는 이 동작 입력부에 대응한다. 디스크에서 재생 동작이 실행될 때, 관리 정보가 디스크 상에 
기록된다. 즉, TOC 및 서브코드 데이타가 판독 출력된 다음, 시스템 제어기 (53)로 공급된다. 시스템 제어기(53)는 관
리 정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부(3) 상에 재생 시간등을 표시한다.

[7. 인덱스 서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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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된 재생 동작에서 인덱스 서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실시예에서, 인덱스 서치 동작이 스타
트될 때, 비디오 디스크 또는 엑세스 타겟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생되는 프로그램의 엔트리 테이블이 체크된다. 엔트리 
테이블에 인덱스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덱스 서치 동작은 설정된 인덱스 포인트에 따라서 실행된다. 인덱스 포
인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 제어기(53)는 소정의 계산 처리를 통해 인덱스 포인트를 설정하여 인덱스 서치 
동작을 수행한다.
    

이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제어기(53)의 인덱스 서치 처리가 제 10 도에 도시한다.

IDX + 키(21) 또는 IDX - 키(22)의 동작시(S100), 시스템 제어기(53)는 어느 프로그램이 현재 재생되거나 엑세스
(S101) 되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다른 경우에는 인덱스 서치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다.

    
키(21) 또는 (22)가 재생 또는 엑세스 동작 중이면 인덱스 포인트가 타겟 프로그램(프로그램이 재생되면 재생 동작하
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엑세스되면 현재엑세스 타겟인 프로그램)으로 설정되는지 판단된다(S102). 이 판단은 RAM
(539)에 기억된 엔트리 테이블의 데이타로 언급되므로써 실행된다. 타겟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의 엔트리가 있다면, 인
덱스 포인트는 설정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엔트리가 있다면, 제 2 및 차순 엔트리가 인덱스 포인트를 지시하며, 따라
서 인덱스 포인트의 설정이 인지된다.
    

어느 인덱스 포인트가 설정되면, 프로세스는 스텝(S108)과 차순 스텝으로 진행한다. 먼저, 인덱스 서치 동작이 (+) 방
향 또는 (-) 방향인지를 판단한다. 즉, IDX + 키(21)가 동작되거나 IDX - 키(22)가 동작되는지 판단한다(S108).

IDX + 키(21)가 동작되면, 현재 재생 포인트에서 또는 현재 엑세스 타겟 포인트에서의 엔트리 번호에 " 1" 이 부가되
고, 부가 결과가 타겟 IDX로서 설정된다. 즉, 현재 엔트리 번호에 이어지는 엔트리 번호(절대 시간 증가 어드레스 방향
으로)가 타겟 IDX로 설정된다(S109).

역으로, IDX + 키(22)가 동작되면 현재 재생 포인트 또는 액세스 타겟 포인트 앞의 엔트리 번호는(절대 시간 감소 방
향으로) 타겟 IDX로 설정된다(S110).

스텝(S111)에서, 어느 타겟 IDX가 존재하는지 엔트리 테이블로부터 판단된다.

어느 타겟 IDX가 엔트리 테이블에 존재하면, 타겟 IDX에 기록된 어드레스(AMIN, ASEC, AFRM)는 인덱스 서치의 타
겟 어드레스 TIDX 로서 설정되고(S112), 스텝(S113)에서, 타겟 어드레스 T IDX 에서의 엑세스 처리가 행해진다.

엔트리 테이블에 타겟 IDX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덱스 서치 동작에 대응하는 인덱스 포인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되어, 인덱스 서치 동작이 취소된다(S115). 특히 인덱스 서치 동작의 취소는 인덱스 서치 동작을 무효화시키고 재생 
동작간 인덱스 서치 동작이 행해질 때 재생 동작을 계속하므로써 실행된다. 엑세스간 인덱스 서치 동작이 실행되는 경
우, 엑세스 타겟까지의 엑세스만이 실행된다. 상기 처리가 정상적인 인덱스 서치 처리이다.

다음에는 인덱스 포인트가 설정 안되었는지가 스텝(S102)에서 판단되면, 프로세스는 스텝(103)과 차순 스텝으로의 
처리로 진행한다.

먼저, 인덱스 서치 동작이 (+) 방향 또는 (-) 방향인지가 판단된다. 즉, IDX + 키(21)가 동작되는지 IDX - 키(22)
가 동작되는지가 판단된다(S103).

IDX + 키(21)가 동작되면, 소정의 어드레스 량 + 는 엑세스 하에서 현재의 재생 포인트나 엑세스 타겟 포인트에 부가
되고, 그 부가 결과는 인덱스 서치의 타겟 어드레스 T IDX 로서 설정된다. 이 경우 어드레스 량(T)는 예약 시간(예, 5 
분) 으로 설정된다. 그후 타겟 어드레스 T IDX 가 다음 프로그램(엑세스 하의 타겟 프로그램의 다음 프로그램)의 스타
트 어드레스를 벗어났는지가 판단된다(F105). 다음 엔트리의 스타트 어드레스는 엔트리 테이블로부터 판단된다. 스타
트 어드레스는 TOC 정보로서 기록됨에 따라 TOC 정보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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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103)에서 IDX - 키(22)가 동작되는지가 판단되면, 소정의 어드레스량(T)가(억세스하에 있다면) 엑세스 타겟 
포인트나 현재의 재생 포인트의 어드레스 Tc 로부터 공제되고, 계산된 결과는 인덱스 서치의 타겟 어드레스 T IDX 로서 
설정된다(S106). 그후, 타겟 어드레스-T IDX 가 현재 프로그램 (타겟 프로그램)의 스타트 어드레스 보다 작은지가 판
단된다(S107).

스텝(S105 또는 S07)에서 " Y" 라고 판단이 내해지면, 프로세스는 스텝(S113)으로 진행하여 타겟 어드레스 T IDX 에
서 엑세스 처리가 실행된다.

스텝(S105 또는 S107)에서 " N" 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타겟 어드레스는 타겟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인덱스 서치 동작이 취소된다. 즉, 인덱스 서치 동작이 재생하에서 실행되면, 그 재생은 차단없이 계
속된다. 한편, 인덱스 서치 동작이 엑세스하에서 실행되면 엑세스 타겟 까지의 엑세스만이 행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은 처리를 통해 실행되는 동작은 제 11A 도 내지 11H 도와 제 12A 도 내지 제 12H 도에 도시된다. 이
들 도면은 인덱스 포인트(IDX31 , IDX 32 )가 프로그램 3에 대해 설정되고 디스크 상의 프로그램 4 에 대해서 인덱스 포
인트는 설정되지 않는 상황을 도시한다,

제 11A 도는 프로그램 번호 3 이 인덱스 서치 동작에서 타겟 프로그램으로서 설정되는 경우의 각종 상황을 도시한다.

제 11A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ET 1 , ET3 및 ET4 가 엔트리 테이블에서 프로그램 번호 3 에 대한 엔트리로서 기록된다. 
즉, 인덱스 포인트(IDX31 , IDX 32 )가 프로그램 번호 3 의 위치에서 설정되는 상태가 고려된다.

제 11B 도는 IDX + 키(21)가 프로그램 번호 3 의 재생 포인트 PB 에서 재생동작이 실행될 때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
한다.

이 경우, 스텝(S109)에서 현재 포인트 PB1 에서 (+) 방향으로 시프트되는 엔트리 ET 3 는 타겟 IDX로서 설정된다. 즉, 
IDX31 로 기능하는 엔트리가 타겟 IDX로서 설정되며, 계속해서, 스텝(S111)에서 인덱스 포인트 IDX 31 로서 기능을 하
는 엔트리 ET3 가 엔트리 테이블 상에 존재함이 확인되면, 프로세스는 제 11B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덱스 엑세스 동
작이 실행된다.

제 11C 도는 IDX - 키(22)가 프로그램 번호 3의 재생 포인트 PB 1 에서 재생동작이 실행될 시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
다.

이 경우, 스텝(S110)에서 현재의 포인트 PB1 으로부터 (-) 방향으로 시프트되는 엔트리 ET 4 는 타겟 IDX로서 설정
된다. 즉, IDX32 의 엔트리는 타겟 IDX로서 설정되며, 연속해서 인덱스 포인트 IDX 32 로서 기능을 하는 엔트리 ET4 가 
엔트리 테이블상에 존재하는지가 스텝(S111)에서 확인되면, 프로세스는 제 11C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텝(S113)
으로 진행하여 인덱스 엑세스 동작을 실행한다,

제 11D 도는 프로그램 번호 3의 재생 포인트 PB 1 에서 재생 동작이 실행될 때 IDX + 키(21)가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
한다. 이 경우, 엔트리 ET 5 는 타겟 IDX로서 설정된다. 그러나, 엔트리 ET 5 는 프로그램 번호 4 상의 엔트리이며, 따라
서 프로그램 번호 3의 인덱스 포인트로서 기능을 하는 엔트리 ET5 는 엔트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IDX + 키(
21)의 동작은 제 11D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취소되고 인덱스 엑세스는 실행되지 않는다.

제 11E 도는 IDX - 키(22)가 프로그램 번호 3의 재생 포인트, PB 3 에서 재생동작이 실행될 시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
한다. 이 경우, 엔트리 ET 4 는 타겟 IDX로서 설정된다. 그러나, 엔트리 ET 1 은 프로그램 번호 3 의 스타트 위치를 표시
하며, 따라서 인덱스 포인트로서 기능을 하는 엔트리 ET1 은 엔트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결과 IDX - 키(22)
의 동작은 제 11E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취소되며, 인덱스 엑세스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프로그램 번호 
3의 스타트 위치 SP3 는 엔트리 테이블 상의 엔트리 ET1 로서 기록되며, 프로그램 스타트 위치 SP3 로의 엑세스는 상기 
상황에서 실행되도록 처리가 설정될 수 있다.

제 11F 도는 프로그램 번호 2의 실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번호 3으로의 엑세스 동작이 실행되고 IDX + 키(21)가 프로
그램 엑세스 동안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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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인덱스 서치의 타겟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번호 3이고,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의 타겟은 프로그램 3의 스타트 
위치 SP3 이다. 인덱스 서치 상의 타겟 IDX는 엔트리 ET 3 이다. 즉 인덱스 포인트 IDX31 과 실선으로 도시한 엑세스 동
작이 실행된다.

제 11G 도는 재생위치 PB4 로부터의 백워드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이 프로그램번호 3에서 실행되고, IDX + 키(21)가 
엑세스 동작간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의 타겟은 프로그램 번호 3의 스타트 위치 SP 3 이다. 그러나, 타겟 IDX는 즉, 인덱스 포
인트 IDX31 를 통해 엔트리 ET3 에 설정되므로써, 실선으로 도시된 엑세스 동작이 실행된다.

제 11H 도는 재생위치 PB4 로부터 백워드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이 프로그램 번호 3에서 실행되고 IDX - 키(22)가 엑
세스 동작간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엑세스의 타겟은 프로그램 번호 3의 스타트 위치이며, 프로
그램 3의 인덱스 포인트는 스타트 위치 SP3 뒤에 존재하므로써, IDX - 키(22)의 동작은 취소되며 제 11 도에 도시한 
프로그램 엑세스만 실행된다.

다음으로, 제 12A 도 내지 12H 도는 프로그램 번호 4가 인덱스 서치 동작에서 타겟 프로그램으로서 설정되는 경우의 
각종 상황을 도시한다.

제 12A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덱스 포인트는 프로그램 번호 4에서 설정되지 않는다.

제 12B 도는 재생 동작이 프로그램 번호 4 에서 재생 포인트 PB 10 에서 실행될 때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 
어드레스 량(시간)에 의해 현재 포인트에서 플러스 위치로 시프트되는 위치가 스텝(S104)에서 타겟 어드레스 T IDX 로
서 설정되며, 타겟 어드레스 TIDX 가 프로그램 번호 5 에 도달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포인트 PB 11 까지의 인덱스 엑세
스 동작이 제 12B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행된다.

제 12C 도는 재생 동작이 프로그램 4 상의 재생 포인트 PB 11 에서 실행될 때 IDX - 키(22)가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
다. 이 경우, 스텝(S106)에서 어드레스 량(시간) 만큼 현재의 포인트 PB 12 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프트된 위치는 
타겟 어드레스 TIDX 로서 설정되며, 스텝(S107)에서 타겟 어드레스 T IDX 가 프로그램 번호 3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
인트 PB13 까지의 인덱스 엑세스 동작은 제 12C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행된다.

제 12D 도는 IDX + 키(21)가 프로그램 번호 4 상의 재생 위치 PB 14 에서 재생동작이 실행될 때, IDX + 키(21)가 동
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 타겟 (PB14 + T)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TIDX 는 프로그램 번호 5에서 어드레스로 된
다. 그러므로 IDX + 키(21)의 동작은 취소되고 인덱스 엑세스가 제 12D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행된다.

제 12E 도는 프로그램 번호 4 상의 재생 포인트 PB 15 에서 재생 동작이 행해질 때 IDX - 키(22)가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PB15 - T)에 대응하는 타겟 어드레스 TIDX 는 프로그램 번호 3에서 어드레스가 된다. 그러므로, I
DX - 키(22)의 동작은 취소되고, 제 12E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덱스 엑세스가 실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프로그램 
스타트 위치 SP4 로의 엑세스가 실행되도록 처리가 설정된다.

제 12F 도는 프로그램 번호 3의 실행간 프로그램 번호 4의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이 실행되고, 프로그램 엑세스의 실행
간 IDX + 키(21)가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엑세스의 타겟은 스타트 위치 SP 4 이며, 인덱스 서
치의 타겟 어드레스 TIDX 는 PB16 로 표현된 (SP4 + T)의 어드레스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실선으로 도시한 엑세스 동
작이 행해진다.

제 12G 도는 프로그램 번호 5의 실행간 프로그램 번호 4로의 엑세스 동작이 실행되고, 프로그램 엑세스의 실행간 IDX 
+ 키(21)가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의 타겟은 스타트 위치 SP 4 이며, (SP4 + T)의 
어드레스는 인덱스 서치 동작에 의해서 타겟 어드레스 TIDX 로서 설정된다. 따라서, 실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포인
트 PB16 로의 엑세스 동작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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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H 도는 프로그램 번호 5의 실행간 프로그램 번호 4 상에서 실행되고,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간 IDX - 키(22)가 
동작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의 타겟은 프로그램 번호 4의 스타트 위치 SP이며, (SP 4 - 
T)의 어드레스는 프로그램 번호 3에 포함되므로, IDX - 키(22)의 동작이 취소되고, 제 12H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엑세스 동작만이 실행된다.

전술한 동작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 따르면, 인덱스 서치는 인덱스 포인트가 설정되지 않는 프로그램 
상에서 실행되므로써, 유저가 선호하는 장면을 서치하는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인덱스 포인트가 설정되는 프로그램 상에서의 정규 인덱스 서치가 동작되므로, 디스크 제조자에 의해서 설정되는 
최적 인덱스 포인트로의 엑세스가 실현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어드레스 량(T)이 인덱스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 포인트를 계산하도록 현재의 어드레스에 가
산되거나 감산되고, 어드레스 량(T)은 고정값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식에 있어서, 어드레스 량(T)을 
설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각종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한 방법으로서, 어드레스 량(T)은 프로그램의 플레이 시간에 따른 변수값으로 설정 가능하다. 예를들면, 어드레스 량(
T)이 프로그램의 플레이 시간의 1/3 로 설정되면, 인덱스 서치 동작은 6분 플레이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2분
의 시간 간격으로 실행되며, 15분 플레이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y에 대해 5분의 시간간격으로 인덱스 서치 동작이 행
해진다.

또한, 고정된 인덱스 포인트가 프로그램으로 설정된다. 예를들면, Z 플레이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의 경우, 플레이 시간 
1/4, 2/4, 3/4 포인트는 인덱스 포인트 IDX 1 내지 IDX3 로서 고정된다. 이 경우, 이들 포인트는 서치 동작을 실행하도록 
엔트리 테이블 상에 설정된 인덱스 포인트와 등가로 취급된다.

다른 인덱스 서치의 엑세스 타겟의 각종 계산 방법이 사용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기록 매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장치에 있어
서,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관리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수단과,

프로그램을 분할하는 인덱스 정보가 상기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는지를 상기 재생 수단에 의해 재생된 관리 정보에 기
초하여 판단하기 위한 판단 수단과,

소망 프로그램에서 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를 지시하기 위한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과,

상기 인덱스 포인트의 엑세스가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에 의해 지시되는 경우,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
하는 프로그램에 임의의 인덱스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상기 판단 수단의 판단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인덱스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정 계산 처리를 통해 인덱스 포인트를 설
정하기 위한 설정 수단과,

상기 설정 인덱스 포인트로의 엑세스 제어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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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정 계산 처리는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엑세스를 지시할 때 재생되는 위치로부터 인덱스 엑세스 타겟
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의 길이의 1/n(n은 2 이상의 정수)을 오프셋하는 처리인 재생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계산 처리는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엑세스를 지시할 때 재생되는 위치로부터 고정 어드레스를 오
프셋하는 처리인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엑세스를 지시할 때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상기 엑세스를 지시할 때 재생되는 프로그램인 재생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엑세스를 지시할 때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상기 엑세스를 지시할 때 엑세스 타겟인 프로그램인 재생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엑세스를 지시할 때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상기 엑세스를 지시할 때 재생되는 프로그램인 재생 장치.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엑세스를 지시할 때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인덱스 
엑세스 지시 수단이 상기 엑세스를 지시할 때 엑세스 타겟인 프로그램인 재생 장치.

청구항 8.

복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 프램들의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기록 매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관리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기와,

상기 재생기로 재생되는 상기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프로그램들을 분할하는 인덱스 정보가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되
는지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와,

소망 프로그램상의 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를 지시하기 위한 인덱스 엑세스 오퍼레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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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덱스 엑세스 오퍼레이터가 지시받는 경우,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에 인덱스 정보가 존재
하는지를 검출기로부터의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인덱스 엑세스 타겟으로 기능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인덱스 정보도 
없는 경우, 소정 계산 처리를 통해 인덱스 포인트를 설정하는 계산기와,

상기 설정된 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하도록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제어기를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9.

복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관리 정보가 기록되는 기록 매체를 분할하는 인덱스 포인트를 엑
세스하는 엑세스 방법에 있어서,

(1) 인덱스 포인트로의 엑세스가 지시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2) 액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에 상기 인덱스 포인트로의 상기 액세스가 상기 단계(1)에서 지시되는 경우, 
상기 프로그램을 분할하는 인덱스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상기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단계와,

(3) 어떤 인덱스 정보도 상기 단계(2)에서 기록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소정 계산에 기초하여 인덱스 포인트
를 설정하는 단계와,

(4) 상기 단계(3)에서 설정된 인덱스 포인트를 엑세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엑세스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정보가 상기 단계(2)에서 기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인덱스 정보에 기초하여 인덱스 포인트에 
엑세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엑세스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인덱스 포인트가 엑세스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 영역 외에 있는 경우, 상기 인덱스 포인트로의 엑세
스를 취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엑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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