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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언어가 상이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디스크를 준비하고, 재생장치는 임의의 언어로 된 음성, 자막(문자)을 
선택하여 디코드할 수 있도록 하여 디스크 제조 및 재생장치 제조를 세계적으로 획일화 할 수 있게 하여 
코스트 삭감을 도모한다. 디스크(100)에는 언어가 상이한 각종 정보 및 비디오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재
생장치는 재생된 정보 중에서 임의의 언어로 된 정보를 데이터 열 처리부(203), 시스템 제어부(204), 조
작부(205)에 의거하여 선택하고, 각각 선택된 정보를 비디오 처리부(206), 자막 디코더, 오디오 처리부 
(211,213)로 보낸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종 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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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영화, 가라오케, 교육, 학습 등의 정보를 예를 들면 광디스크 등의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또한 
코멘트,  자막,  음성정보  등은  각종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재생시에는  임의의  언어로  된  음성, 
자막(문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종 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에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시청할 경우, 음성을 모국어로 녹음하거나 혹은 모국어로 된 자막을 삽
입한 것이 있다. 또, 텔레비젼 방송시스템에 있어서는 2개 국어 방송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텔레비젼 수상기측에서 희망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2개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언어를 선택할 수는 없다.

기록매체(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등)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청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도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1A) 여기서, 본 발명은 정보원(情報源)인 기록매체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에 의한 정보를 가지도록 
한 다종 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A) 또, 본 발명은 정보원인 기록매체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에 의한 정보를 가지도록 한 경우에, 기
록밀도를 향상시켜 기록매체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는 다종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A) 또, 본 발명은 정보원인 기록매체가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에 의한 정보를 가지도록 한 경우에, 재
생시에 정보원의 취급을 용이하게 한 다종 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A) 또한, 본 발명은 정보원인 기록매체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에 의한 정보를 가지도록 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하여 복수 언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뉴화면 작성용 관리테이블을 가지는 다종 언
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A)  또한, 본 발명은 정보원인 기록매체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에 의한 정보를 가지도록 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하여 기록정보의 내용을 언어와 함께 코멘트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종 언어 대응형 기
록매체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A)  또한, 본 발명은 정보원인 기록매체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에 의한 정보를 가지도록 한 경우에, 
음성, 문자 등의 조합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한 다종 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7A)  또한, 본 발명은 정보원인 기록매체에 기록한 경우에, 어느 정보를 소거(消去) 또는 가산하여 재생
할 수 있도록 한 다종 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개시]

(1B) 본 발명의 디스크에는, 일부 영역에 관리영역, 그외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 형성되며, 상기 관리영역
에는 상기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배열 및 언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상기 데
이터 영역에는 복수의 데이터 유니트가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유니트에는 비디오정보와 이 비
디오정보에 관련한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오디오정보가 오디오 식별 데이터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재생장치는 상기 비디오정보를 디코드함과 아울러 임의의 언어정보를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수단을 가진 
것이다.

(2B) 본 발명은 디스크에는, 상기 복수의 오디오정보는 각각 복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며, 각 프레임은 
데이터 시간길이정보를 포함하는 헤더와 이 헤더에 대응한 데이터로 된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상기 무음
(無音)에 관한 데이터는 기록되지 않고 당해 헤더에 연속하여 다음 헤더가 기록되어 있다.

재생장치는 상기 헤더가 연속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헤더의 시간길이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의거하여 무
음시기를 설정한다.

(3B) 본 발명에서는, 디스크의 일부 영역에 관리영역 그외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 형성되며, 상기 데이터 
영역에는 복수의 데이터 유니트가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유니트에는 복수 프레임분의 비디오정
보와, 이 복수 프레임분의 비디오정보에 대응한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정보를 포함하는 복수 오디오정보
가 오디오 식별 데이터와 함께 포함되며, 판독방향으로 상기 복수의 오디오정보, 상기 비디오정보의 순으
로 배열되며, 상기 관리영역에는 상기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유니트 배열 및 언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
어정보와 함께 상기 복수의 오디오정보의 각각의 데이터 열 식별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재생장치는 상기 오디오정보 및 비디오정보의 순으로 판독하며, 비디오정보가 고속판독에 의하여 간헐적
으로 판독될 경우, 오디오정보에 대해서는 오디오정보를 세선화하여 디코드한다.

(4B) 본 발명의 디스크에는, 일부 영역에 관리영역 그외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 형성되며, 상기 데이터 영
역에는 복수의 데이터 유니트가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유니트에는 비디오정보와, 이 비디오정
보에 관련한 음악정보 및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오디오정보가 오디오 식별 데이
터와 함께 포함되며, 또한 상기 비디오정보에 관련한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가 자막 식별 
데이터와 함께 포함되며, 상기 관리영역에는 상기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배열 및 언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어정보와 함께 상기 복수의 오디오정보의 각각의 오디오 데이터 열 정보 및 상기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의 각각의 자막 데이터 열 정보, 상기 3개 이상의 언어정보의 각각에 대응하는 언어로 된 코멘트
정보의 어드레스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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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장치는 상기 관리영역의 관리 데이터를 판독하여 격납하는 수단을 가지며, 또 이 관리 데이터에 의거
하여 상기 언어의 종류마다의 표시신호를 포함하는 메뉴화면 발생수단을 가진다.

(5B) 본 발명의 디스크에는, 일부 영역에 관리영역 그외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 형성되며, 상기 데이터 영
역에는 복수의 데이터 유니트가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유니트에는 비디오정보와, 이 비디오정
보에 관련한 음악정보 및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오디오정보가 오디오 식별 데이
터와 함께 포함되며, 또한 상기 비디오정보에 관련한 적어도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가 자막 식별 
데이터와 함께 포함되며, 상기 관리영역에는 상기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배열 및 언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어정보와 함께 상기 복수의 오디오정보의 각각의 오디오 데이터 열 정보 및 상기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의 각각의 자막 데이터 열 정보, 또한 상기 복수의 언어에 대응한 코멘트정보의 어드레스가 포함
되어 있다.

재생장치는 상기 비디오정보, 복수의 오디오정보 및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의 데이터 열 제어수
단을 가지며, 상기 데이터 열 제어수단은 상기 관리정보 기억수단에 격납된 상기 언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어정보에 의거하여 언어의 선택 메뉴를 키 표시신호에 대응시켜서 각 언어의 사용자 인식 표시신호로 
상기 비디오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제1메뉴화면 표시수단과, 조작부에서 상기 키 표시신호에 대응하는 
어느 하나의 언어선택정보가 입력된 때에, 상기 선택정보에서 선택된 언어의 코멘트 표시신호를 상기 비
디오 모니터에 표시하는 제2메뉴화면 표시수단을 구비한다.

(6B) 본 발명의 디스크에는, 일부 영역에 관리영역 그외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 형성되며, 상기 데이터 영
역에는 복수의 데이터 유니트가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유니트에는 비디오정보와, 이 비디오정
보에 관련한 음악정보 및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오디오정보가 오디오 식별 데이
터와 함께 포함되며, 또한 상기 비디오정보에 관련한 적어도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가 자막 식별 
데이터와 함께 포함되며, 상기 관리영역에는 상기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배열 및 언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어정보와 함께 상기 복수의 오디오정보의 각각의 오디오 데이터 열 정보 및 상기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의 각각의 자막 데이터 열 정보, 또한 상기 복수의 언어에 대응한 코멘트정보의 어드레스가 포함
되어 있다.

재생장치는 상기 비디오정보, 복수의 오디오정보 및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막정보의 데이터 열 제어수
단을 가지며, 상기 데이터 열 제어수단은 상기 관리정보 기억수단에 격납된 상기 언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어정보에 의거하여 언어의 선택 메뉴를 키 표시신호에 대응시켜서 각 언어의 사용자 인식 표시신호로 
상기 비디오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제1메뉴화면 표시수단과, 조작부에서 상기 키 표시신호에 대응하는 
어느 하나의 언어선택정보가 입력된 때에, 상기 선택정보에서 선택된 언어의 오디오정보와 자막정보를 자
동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을 가진다.

(7B) 본 발명의 디스크에는, 일부 영역에 관리영역 그외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 형성되며, 상기 관리영역
에는 상기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배열을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상기 데이터 유니트가 기
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유니트에는 비디오정보와, 가사정보와 반주정보를 합성한 
제1오디오정보와, 상기 반주정보에 관련하여 상기 가사정보를 위상반전한 반전가사정보에 의한 제2오디오
정보가 포함된다.

재생장치는 상기 가사정보와 상기 위상반전 가사정보를 디코드 가산함으로써 상기 반주정보만을 재생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언어가 상이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디스크를 준비함으로써, 재생장치는 임의의 언어로 
된 음성, 자막(문자)을 선택하여 디코드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 제조 및 재생장치 제조의 세계적인 
획일화가 가능하며, 코스트 삭감에 유효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다종 언어 대응형 재생장치를 나타낸 도면.

제2(a)도 제2(e)도는 각각 본 발명의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예를 나타낸 설명도. 

제3(a)도는 상기 디스크의 정보영역을 나타낸 도면.

제3(b)도는 상기 디스크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 도면.

제4(a)도 제4(c)도는 상기 디스크의 관리영역의 정보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제5(a)도 및 제5(b)도는 상기 재생장치에 의한 메뉴화면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제6도는 상기 디스크의 오디오정보의 포맷의 예를 나타낸 도면.

제7도는 상기 재생장치의 동작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

제8(a)도 및 제8(b)도는 상기 재생장치에 의한 메뉴화면의 다른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제9도는 상기 재생장치의 시스템 제어부 및 데이터 열 처리부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

제10(a)도는 제9도의 시스템 제어부의 테이블정보를 나타낸 도면이고, 제10(b)도는 데이터 열 처리부의 
동작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챠트.

제11(a)도 제11(c)도는 상기 재생장치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외관과 조작예를 나타낸 도면.

제12(a)도 제12(c)도는 상기 재생장치에 의한 메뉴화면의 또다른 표시예에 나타낸 도면.

제13도는 제12도의 메뉴화면의 표시에 대응하는 상기 재생장치의 동작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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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a)도 제14(b)도는 제13도의 플로차트의 또다른 예를 나타낸 플로차트.

제15(a)도 제15(c)도는 제1도의 재생장치에 의한 메뉴화면의 또다른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제16(a)도 제16(c)도는 제1도의 재생장치에 의한 메뉴화면의 또다른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제17도는 제1도의 재생장치의 오디오 처리부를 상세히 나타낸 도면.

제18(a)도는 본 발명에 관한 디스크의 다른 기록정보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제18(b)도는 그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기록매체(예를 들면, 광디스크 : 이하 디스크라 한다)(100)를 기록재생장치(액세스장
치)에 장전한 상태를 나타낸다.

디스크(100)는  턴테이블(101)  위에  놓여지며,  모터(102)에  의하여  회전구동된다.  지금  재생모드라 
한다면, 디스크(100)에 기록된 정보는 픽업수단(103)에 의하여 픽업된 지금 재생모드라 한다. 픽업수단
(103)은 픽업구동부(104)에 의하여 이동제어 및 트래킹 제어된다. 픽업수단(103)의 출력은 변조 및 복조
부(201)에 입력되어 복조된다. 여기서 복조된 복조데이터는 에러정정 데이터 처리부(202)에 입력되어 에
러정정 후, 데이터 열 처리부(203)에 입력된다. 데이터 열 처리부(203)는 비디오정보, 자막 및 문자정보, 
오디오정보를 분리하여 도출한다. 즉, 디스크(100)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디오정보에 대응하여 자막 
및 문자정보, 오디오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막 및 문자정보나 오디오정보로서는 각
종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시스템 제어부(204)의 제어에 따라 선택된다. 시스템 제어부(204)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조작입력이 조작부(205)를 통하여 부여된다.

데이터 열 처리부(203)에서 분리된 비디오정보는 비디오 처리부(206)에 입력되어 표시장치의 방식에 대응
한 디코드처리가 실시된다. 예를 들면 NTSC, PAL, SECAM, 와이드 화면 등으로 변환처리된다. 비디오 처리
부(206)에서 디코드된 비디오신호는 가산기(208)에 입력되며, 여기서 자막 및 문자정보가 가산되고, 이 
가산출력은 출력단자(209)로 도출된다. 또, 데이터 열 처리부(203)에서 선택되어 분리된 오디오정보는 오
디오 처리부(211)에 입력되어 복조되며, 출력단자(212)로 도출된다.

디코드부로서의 오디오 처리부는 오디오 처리부(211)외의 오디오 처리부(213)를 가지며, 다른 언어로 된 
음성을 재생하여 출력단자(214)로 출력할 수도 있다(이 기능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상기 장치는 기록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입력단자(301)에서 기록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입력단자
(302)에서 기록 오디오신호가 입력된다. 이 경우, 비디오 처리부(206)는 비디오 인코더로서 동작하고, 오
디오 처리부(211)는 오디오 인코더로서 동작한다. 데이터 열 처리부(203)는 기록정보의 포맷터로서 동작
하고, 또 에러정정 데이터 처리부(202)는 에러코드 부가부로서 동작한다. 이와 같이 처리된 데이터는 변
조 및 복조부(201)의 변조부에서 변조되고, 픽업부(103)에 기록정보로서 보내진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디스크(100)에는 예를 들면 비디오정보에 대응하여 각종 언어
로 된 언어정보와, 음악정보나 환경음정보를 포함하는 오디오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각종 언어로 된 
자막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정보 중에서 어느 언어로 된 정보를 재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 열 처리부(203), 시스템 제어부(204), 조작부(205)가 데이터 열 제어수단을 구책하고 있다.

다음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디스크, 그 기록포맷 및 이용방법 등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 관한 디스크는, 예를 들어 영화를 기록한 디스크라 한다면, 이 영화에 대응하여 복수의 언어정
보도 기록되어 있다. 또, 이 영화에 대응하여 복수의 언어에 의한 자막정보도 기록되어 있다. 또, 가라오
케를 기록한 디스크라 한다면, 가라오케의 음악 및 배경영상과 이것에 대응한 복수의 언어에 의한 가사정
보가 기록되어 있다.

제2도는 기록매체(이하 디스크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예를 나타낸다. 제2(a)도는 영화가 기록

된 디스크(1)의 예이고, 재생시에 데이터 열( 0)을 선택하면, 영상을 재생함과 동시에 환경음과 음악(B

＆M)이 재생된다. 이 경우에는 음성이 없으므로 데이터 열( 2 7)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 데

이터 열( 2 7)에는 상이한 언어에 의한 음성(D2 D7)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영상과, 

환경음 및 음악과, 임의의 언어에 의한 음성을 시청할 수 있다. 데이터 열( 1)에 있어서 D1+B＆M으로 되
어 있는 것은, 이 데이터 열을 선택하면, 영상, 환경음 및 음악, D1으로 규정된 언어의 음성이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 열( 1)을 선택한 경우, 비디오 디코더에 의해서 영상이, 제 1 음성 디코더에 
의해서 환경음 및 음악, D1으로 규정된 언어의 음성이 재생되고, 또 다른 데이터 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제 2 음성 디코더에 의해서 선택된 언어의 음성이 재생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를 들면 2개 
국어를 동시에 들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의 재생장치는 적어도 2개의 음성 데이터 열을 
재생할 수 있도록 2대의 디코더를 가진다.

제2(b)도는 가라오케를 기록한 디스크의 예이다. 데이터 열( 0)이 선택되면 가라오케(반주)가 재생된다. 

이 재생상태에서 데이터 열( 1 7)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선택되면, 각각 상이한 언어에 의한 음성

이 재생되게 된다. 가라오케의 경우 가사의 내용도 상이한 것이 많다. 이 때에는 자막도 각각의 가사에 
맞추어서 재생되어 표시장치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가 멜로디를 기억한다면, 재생장치에서 음성
을 커트하여 자막만을 임의의 언어로 표시함으로써 노래를 즐길 수 있다.

제2(c)도는 가라오케를 기록한 디스크의 다른 예이다. 데이터 열( 0)이 선택되면 가라오케(반주)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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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열( 1)을 더 선택하여 재생하면 가이드 보컬이 재생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통상의 시청상태에서 가라오케를 즐길 수 있다. 데이터 열( 2)만을 재생하면 멜로디 라인만을 들을 수도 

있다｛데이터 열( 0)의 재생과 조합시켜도 된다｝. 또, 데이터 열( 0)을 재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

터 열( 3)을 재생하면, 스테레오 채널(L)에서는 예를 들면 남성의 음성이 재생되고, 스테레오 채널(R)에

서는 여성의 음성이 재생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데이터 열( 3)의 출력 중에서 어느 하나의 채널출력을 
커트하여 듀엣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제2(b)도와 제2(b)도의 디스크를 따로따로 설명하였으나, 동일한 디스크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격납되어도 된다.

제2(d)도는 가라오케를 기록한 디스크의 또다른 예이다. 데이터 열( 0)을 재생하면 가라오케(반주)와 함

께 음성이 재생된다. 이것과 동시에 데이터 열( 1)이 재생되면, 음성의 솔로가 반전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음으로서는 솔로가 소거된 가라오케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음성으로 가라오케를 

즐길 수 있다. 데이터 열( 0)을 재생하면서 데이터 열( 2)을 재생한 경우는 듀엣의 경우로서 솔로 1

(스테레오 채널 L)과 솔로 2(스테레오 채널 R)를 소거할 수 있다. 데이터 열( 2)의 출력(L,R) 중에서 어
느 일측 채널의 음성을 재생장치측에서 억압하면 타측 채널의 음성을 소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억압된 

일측 채널의 음성은 데이터 열( 0)에 의한 출력음이다.

상기 설명에서 데이터 열( 1)이 재생된 경우, 음성의 솔로가 반전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재생장치측에서 반전회로를 이용하도록 하면 음성의 솔로를 반전하여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제2(e)도는 데이터 열( 0)에 풀(full)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기록된 디스크의 예이다. 데이터 열( 1)에

는 악기 1의 음이 위상반전되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열( 0)과 데이터 열( 1)을 재생하면, 

풀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1(예를 들면 피아노)을 제외한 음이 출력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오케스트라에 
맞추어서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 열에는 단일 악기의 음이 각각 위상반전되
어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열을 재생하면 대응하는 데이터 열의 악기의 음을 소거할 수 있다.

상기 설명에서 데이터 열( 1)이 재생된 경우, 악기 1의 음이 위상반전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으
나, 재생장치측에서 반전회로를 이용하도록 하면, 악기 1의 음이 위상반전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된
다.

제3(a)도는 상기 광디스크(100)의 정보영역을 나타낸다. 광디스크(100)의 내주측에는 관리영역이 있고, 
이 관리영역 외주측에 데이터 영역이 있다. 관리영역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를 관
리하기 위한 관리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데이터 영역에는 서브코드, 서브픽처,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정
보가 기록되어 있다.

우선, 데이터 영역에 어떠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제3(b)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3(b)도는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의 데이터 유니트(BUT 0)의 내용을 확장하여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유니트(DUT 0)에는  선두에  서브코드(SUB-CODE)가  존재하고,  이어서  서브픽처(SUB-PICTURE), 오디오

(AUDIO), 비디오(VIDEO)정보가 연속되어 있다. 서브코드(SUB-CODE)는 데이터 유니트(DUT 0)의 속성 및 
그 데이터 유니트를 위한 제어정보이다. 서브픽처(SUB-PICTURE)는 예를 들면 자막정보(비디오가 영화인 
경우),  문자정보(비디오가  가라오케나  교육비디오  등인  경우)이다.  이  자막정보나  문자정보는 픽처

( 0 7)가 있으며, 각각 언어가 상이하거나 혹은 몇몇개가 상이한 언어이고 나머지는 무(無)신호부로 

되어 있다. 오디오(AUDIO)정보는 각각 상이한 언어로 최대 AUDIO 0에서 AUDIO 7까지의 8개 언어(각

각이 재생된 경우 약 1초분에 상당한다)로 기록되어 있다. 각각의 오디오정보는 프레임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 프레임( 0, 1‥‥‥‥)은 헤더(HEADER)와 데이터(DATA)로 구성되어 있다. 비디오(VIDIO)정

보는 예를 들면 영상의 30프레임 분(재생한 경우 1초가 된다)을 포함한다. 이 비디오(VIDEO)정보는 고능
률 부호화 화상압축기술이 채용되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규격에 의해서는 프레임 수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 오디오정보에 대해서도 고능률 부호화 압축처리가 실시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광디스크에는 복수의 상이한 언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장치 내부에는 음성재
생에 관하여 최저 2개의 디코더가 편성되며, 어느 하나를 조합시킬 수 있다. 또한, 값비싼 기종에는 비디
오 디코더, 음성 디코더, 또는 자막, 문자정보의 디코더의 수는 더 증대되어도 된다.

다음은 관리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정보에 대하여 설명한다. 관리정보는 테이블화되어 있다.

관리테이블로서는 최내주측에 VID(Volume  Identity  field)와, 그 외주에 PIF(Picture  Information Fiel
d)와, 그 외주에 DAT(Data unit Allocation Table)가 있다.

VID는 관리테이블 영역의 선두 바이트부터 기록되며, 256바이트를 사용하여 디스크 전체의 제원정보 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일반 기록용 디스크인가 재생전용 디스크인가 등의 정보이다.

또, 제4(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월드언어코드가 정의되어 있다. 즉, 데이터 영역에 어떤 언어가 기록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같이, 내용코드 0 , 1 ‥‥, 8 에 대하여 언어코드가 대응하도록 

테이블이 구책되어 있다. 이 디스크의 예에서는, 내용코드 0 은 언어외(言語外), 즉 환경음과 음악(B

＆M), 내용코드 1 은 영어, 2 는 일본어, 3 은 불어, 4 는 독어라는 형식으로 각 언어코

드에 내용코드가 대응지어져 있다. VID가 판독되면 내용코드와 언어코드의 대응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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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IF의 테이블상에는 비트 데이터 열이 정의되어 있다. 즉, 디스크상의 데이터 열 번호( 0 7)

에 대하여 내용코드를 대응시키고 있다(제3(b)도). 여기서, 데이터 열 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코드가 결정
되며, 이 내용코드에 대응한 언어코드도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PIF 데이블의 데이터가 판독되면, 재생시스템은 화면상에 데이터 열 번호( 0 7)(키 표시신

호에 의한 표시)에 대응하여 각각의 언어로 나타낸 표시(사용자 인식 표시신호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
다(제5(a)도). 이 표시는 예를 들면 언어코드(제4(a)도)를 변환테이블에 부여하여 각각의 언어코드에 대
응한 표시데이터를 발생시킴으로써 실행된다. 제5(a)도의 예에는 영어와 일본어의 예가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월드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영화를 보면서 흥미 있는 언
어를 공부하고자 할 때는 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예를 들면 제5(a)도와 같이 사용자 인식 언어로 표시된 상태에서 데이터 열 번호( 0 7)

(사용자 인식 키 정보 표시신호) 중에서 어느 키 정보를 조작부를 통하여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사용자가 0를 선택하였다면, 제4(b)도에 나타낸 내용코드 1 이 되며, 이 때는 음

성으로서는 D1(즉, 영어)이 선택되게 된다. 또, 사용자가 2를 선택하였다면, 음성으로서는 D2(일본어)
가 선택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언어선택이 행해지면, 그 언어에 의한 제작자의 코멘트가 표시된다. 이 코멘
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어드레스는 예를 들면 VID의 테이블에 편성되어 있다. 코멘트정보는 사용
자 인식 언어로 표시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제5(b)도에 나타낸 제 2 메뉴화면과 같이 사용자가 제 1 메

뉴화면일 때에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사용자가 제 1 메뉴화면에서 2를 선택하였다면, 코멘
트는 일본어로 실행된다. 코멘트로서는 예를 들면 제작자의 인사말이나 제작일자나 제작의도, 영화인 경
우에는 그 프로그램시간 등이다. 또한, 이 화면이 표시될 때에는 음성이나 자막의 출력모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이 선택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작자의 음성, 
자막 변경용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음성 변경용 버튼을 누르면 커서가 화면상에 나타나고, 
보턴을 누를 때마다 이동하여 「무변환」 혹은 언어란의 「일본어」, 「영어」, 「불어」, 「독어」‥‥ 
라 기재된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소망하는 부분으로 커서가 이동된 상태에서 버튼조작을 멈추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그 부분의 모드가 선택된다. 자막 변경용 버튼을 누른 경우도 같다.

음성선택용, 자막변경용 버튼 모두를 조작하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방치하면 제 1 메뉴화면에서 선택한 
음성에 의한 재생모드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음성출력모드나 자막표시모드는 재생장치측에서 도중
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PIF에는 각 프로그램의 제원정보가 기록된다. 각 프로그램마다 예를 들면 16바이트가 사용된다. 제원
정보로서는  프로그램의  개시시간,  종료시간,  프로그램이  홈비디오,  영화,  음악,  가라오케,  컴퓨터 
그래픽, 대화식(interactive), 게임, 컴퓨터 데이터, 프로그램 등의 어느 하나이거나, 음성 부호화방식의 
식별, 영상 부호화방식의 식별, 픽처속성, 즉 애스팩트 비, PAL, NTSC 등의 방식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화면 수평해상도, 화면 수직해상도 등의 정보가 있다. 또, 개시 포인터가 있으며, 프로그램 개시점의 데
이터 유니트가 보존되어 있는 DAT의 어드레스(데이터 유니트 번호)를 나타내는 포인터 값이 기록되어 있
다.

DAT는 재생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또 그 프로그램의 식별이 판명된 상태에서 데이터 영역의 데
이터를 판독할 경우의 순서를 나타내는 정보를 테이블화하여 기록되어 있다.

DAT의 테이블에는 파라미터로서 디스크상의 존번호(NZON), 섹터번호(NSTC), 트랙번호(NTRC), 프로그램 시
간(PTMB), 링크 포인터(PNTL)가 있다. 존번호, 섹터번호, 트랙번호에 의하여 그 데이터 유니트의 선두 기
록섹터를 알 수 있다. NZON은 데이터 유니트의 선두 기록섹터가 소속하는 존번호이다. 존번호는 기록 내
주에서 반경방향으로 복수 트랙을 단위로 분할되어 붙여지며, 내주측에서 순번으로 0부터 번호가 붙여져 
있다. 1개의 존은 다수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트랙번호가 붙여져 있다. NSTC는 그 트랙내의 섹터
번호를 나타낸다. 섹터번호는 다른 트랙이나 존과 관련하는 일련 번호가 아니라 그 트랙내에서 완결되는 
번호이다. NTRC는 존내의 트랙번호를 나타낸다. 또한, PTMB는 상기 데이터 유니트의 선두 영상 데이터(1
픽처)의 시간적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플래그이고, 내용은 프로그램 개시점에서의 상대 경과시간(초)이다. 
이  시간적  위치정보는  타임  코드  서치가  행해질  때에  이용된다.  또,  이  시간적  위치정보는  프로그램 
시간, 절대시간, 잔여량 표시 등을 할 때에 재생장치측에 편성되어 스타트 기준 데이터로서 이용된다. 
PNTL은 현재의 데이터 유니트 번호와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다음의 데이터 유니트 번호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이다. 단위는 데이터 유니트 번호에 상당하며, 프로그램 종료점 등에서 링크할 곳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비트 "1"(=0×FFFF)로 한다. 링크 포인터로서 유효한 값은 0×0000 0×FFFF이다.

재생할 프로그램이 결정, 즉 데이터 유니트가 결정되면, 시스템 제어부(204)는 픽업구동부(104)를 제어하
여 픽업(103)을 이동시켜 소망하는 프로그램의 픽업을 제어한다.

이어서, 상기한 디스크의 기록방식의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제6도는 오디오정보에 관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디오정보는 제3(b)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개의 데이터 
유니트내에 영상에 대응하여 복수의 언어에 의한 음성 프레임이 규정되어 있다. 제6도에는 1개의 데이터 

유니트내의 오디오정보부를 확장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오디오정보부에는 0 7의 유니트가 할당되

어 있으며, 최대 8개 언어가 기록된다. 또, 영화가 기록된 디스크인 경우에는 제4(b)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데이터 열 번호에 대응하는 각 음성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이것 중에서 1개의 유니트를 

보면(도면의 예에서는 2의 유니트를 확장하여 나타내고 있다), 재생한 경우에 약 1초가 되는 정도의 데
이터 프레임 수가 존재한다. 또한, 이 데이터 프레임은 1개의 프레임을 확장하여 보면, 기본적으로는 헤
더와 데이터가 1쌍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도면의 예를 보면, 헤더, 데이터의 반복 도중에 헤더가 연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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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화살표로 나타낸 부분이다.

상기 연속되는 헤더를 편의상 헤더(H1), 헤더(H2)라 부호를 붙여서 설명한다. 도면의 예에서는 헤더(H1)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헤더(H2)가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헤더(H1)에 대응하는 데이
터가 무음(無音)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생장치는 헤더(H1)를 판독하면, 헤더(H1)에 포함되는 시간
정보(데이터를 재생한 경우의 시간길이를 나타낸다)를 해독하고, 그 시간만큼 무음(데이터 0)을 발생하도
록 구책된다.

이와 같이 무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는 헤더(H1)만을 기록하고 계속되는 데이터로서 굳이 
데이터(0)를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의 설명에서는 제3(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 유니트가 픽업의 판독 방향(도면에서는 상측)에
서 순차 서브코드(SUB-CODE), 서브픽처(SUB-OICTURE), 오디오(AUDIO), 비디오(VIDEO)의 수번으로 기록되
어 있다.

이 순번은 상기 포맷에 한정되지 않지만, 제3(b)도에 나타낸 실시예라면 데이터 처리를 적은 하드웨어로 
효율적으로 할 경우에 유리하다.

이것은 1개의 데이터 유니트내에서 가장 데이터량이 많은 비디오 데이터를 최후부에 배치하여 최후에 판
독하게 된다. 따라서, 디코드할 부영상(副映像)과 음성데이터는 판독시에 판독버퍼에 축적하여 두고, 최
후부에 배치된 비디오 데이터의 판독 디코드가 개시됨과 동시에 부영상, 음성데이터의 디코드를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배열이라면 이와 같은 처리수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판독버퍼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하드웨어의 간소화에 유효하게 된다.

또, 상기한 배열은 고속재생시 에도 유효하다. 오디오(AUDIO)정보가 먼저 판독되어 메모리에 기록된다. 
이어서 비디오(VIDEO)는 간헐적으로 판독되어 디코드된다. 여기서, 모니터에 도출할 경우, 비디오(VIDE
O)의 프레임 세선화 비율에 대응하여 오디오(AUDIO)정보가 세선화되어 디코드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리
를 할 경우, 오디오(AUDIO)정보를 먼저 편성하여 디코드하여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어서 제1도에 나타낸 장치의 내부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재생모드로서 영화를 재생할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7도는 사용자가 디스크(100)를 장치에 장전한 때의 시스템 제어부(204)에 있어서의 시스템 제어 플로차
트이다. 디스크(100)가 장전되면 자동적으로 디스크의 관리 영역의 VID, PIF가 판독되어 시스템 제어부
(204)의 워크 메모리에 테이블로서 격납된다(제4(a)도, 제4(b)도). 이 때, 장전된 디스크가 어떠한 것(영

화, 가라오케)인가가 판단된다(스텝 S1 S3). 이어서 제 1 메뉴화면(제5(a)도)이 표시된다(스텝 S4). 이
어서 사용자가 어떤 월드언어를 선택하였는가를 판정한다(스텝 S5), 사용자의 선택입력이 있으면 제 2 메
뉴화면(제5(b)도)을 나타낸다(스텝 S6).

VID 영역에는 메뉴화면을 재생하기 위한 선두 데이터 어드레스도 격납되어 있다. 사용자가 제 1 메뉴화면
에서 최초의 언어를 선택하면, 다음의 제 2 메뉴화면을 위한 판독 데이터의 어드레스가 그 선택에 대응하
여 결정된다. 제 1 메뉴화면이나 제 2메뉴화면의 데이터는 예를 들면 정지화상으로서 디스크의 데이터 영
역에 격납되어도 되고, VID 영역의 후부에 격납되어도 된다.

제 2 메뉴화면에서는 코멘트가 표시됨과 아울러 음성이나 자막으로서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를 사용
자에게 묻는다. 코멘트는 제 1 메뉴화면에서 선택된 월드언어이다. 여기서, 제5(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는 음성언어, 자막언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스텝 S7). 예를 들면, 자막을 영어로 하고 음성을 
일본어로 할 수 있고, 반대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언어를 조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생음의 데
이터 열이 결정되게 된다.

재생음 및 자막의 데이터 열이 결정되면, 시스템 제어부(204)는 데이터 열 처리부(203)를 제어하여 제
3(b)도에 나타낸 서브코드 중에서 자막출력을 얻기 위한 서브픽처번호를 지정하고, 또 음성출력을 얻기 
위한 오디오번호를 지정하게 된다(스텝 S8). 이후는 재생처리로 이행된다(스텝 S9).

서브픽처 및 오디오지정은 재생 도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정변경조작이 실행된
다. 이것은 자막변경버튼, 음성변경버튼이 조작된다. 그러면, 스텝 S10에서의 인터럽트가 있어 데이터 열 
처리부(203)의 데이터 선택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다.

상술한 설명에서는 영화가 1개의 디스크에 1개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복수
의 영화가 1개의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8(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메뉴화면이 표시된다(이 화면은 제5(a)도에서 설명한 화면과 같은 화면이다). 여기서, 사용자가 언

어를 선택하면 제8(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그램 1 , 프로그램 2 가 표시되며, 동시에 대표

적인 신(SCENE)을 나타내는 정지화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프로그램 선택용 버튼을 

조작하여 프로그램 1  또는 프로그램 2 의 부분에 커서를 이동시킨다. 희망하는 프로그램 위치에

서 프로그램 선택버튼을 일정 시간동안 방치하면 그 프로그램이 선택된다. 이 선택이 결정되면, 선택된 
프로그램의 코멘트가 제5(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된다. 그리고, 이후는 제5(b)도 및 제7도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음성이나 자막의 선택이 행해진다.

제9도는 언어에 대한 선택정보의 히스토리(history)를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예이다. 상기 실시예
에서는 디스크를 삽입할 때마다 사용자가 메뉴화면을 보면서 시청할 월드언어, 음성언어, 자막언어를 선
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치는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의 히스토리를 기억부에 격납하여 둠으로써 사
용자의 선택조작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도 된다.

제9도에는 데이터 열 처리부(203)와 시스템 제어부(204)의 기본적인 내부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버스(400)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1), 관리데이터 메모리(402), 메뉴화면 메모리(403), 히스토리 데이터 
메모리(404),  입출력버퍼(405)가  접속되어  있다.  입출력버퍼(405)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1)와 조작부

22-7

1019950702680



(205)와의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또, 데이터 버스(400)에는 픽업구동부(104)로 제어데이
터를 보내기 위한 출력버퍼(406)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입력버퍼(407)를 통하여 디스크가 장치에 장전
된 때에 발생하는 디스크 검출정보도 편성할 수 있다. 데이터 버스(400)는 버퍼(500)를 통하여 데이터 열 
처리부(203)의  마이크로프로세서(501)에도  접속되어  있다.  데이터  열  처리부(203)는  자막정보 디코더
(502), 비디오 출력버퍼(503), 자막정보 출력버퍼(504), 오디오 출력버퍼(505,506)를 가진다.

디스크가 장전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스크의 관리데이터가 판독되어 관리데이터 메모리(402)에 
격납된다. 또, 제 1 메뉴화면용 데이터도 판독되어 데이터 열 번호에 대응하여 붙여진다. 메뉴화면은 예
를 들면 제5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표시된다. 메뉴화면 데이터는 메뉴화면 메모리(403)에서 판독되어 비
디오 출력버퍼(503)를 통하여 비디오 처리부(206)로 보내진다. 여기서, 사용자는 메뉴화면을 보면서 언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정보는 입출력버퍼(405)를 통하여 판독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401)에 의하여 해
독된다. 일본어가 선택된 경우에는 제5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어에 대응하는 제 2 메뉴화면용 데이
터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어드레스가 관리데이터 메모리(402)의 테이블 내용에서 판정된다. 그리고, 제 
2 메뉴화면(코멘트를 포함한다)을 판독하도록 출력버퍼(406)를 통하여 픽업구동부(104)가 제어된다. 제 2 
메뉴화면의 데이터가 판독되면 메모리(403)에 격납되며, 이 데이터가 비디오 출력버퍼(503)를 통하여 출
력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제 2 메뉴화면을 보면서 선택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즉, 영화인 경우에는 자막
언어, 음성언어 등을 선택하는 정보이다. 이들 선택정보는 히스토리 데이터 메모리(404)에 테이블화되어 
기억된다. 예를 들면 제 1 메뉴화면에 대한 초기 언어의 선택빈도, 제 2 메뉴화면에 대한 음성언어의 선
택빈도, 자막언어의 선택빈도이다. 이들 빈도정보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10회 내지 20회정도 선택조작한 
후에 이용되게 된다.

제10(a)도는 히스토리 데이터 메모리(404) 내부의 테이블의 예를 나타낸다. 도면의 예에서는, 제 1 메뉴
화면에서는 일본어를 선택한 회수가 많고, 제 2 메뉴화면에서는 음성으로서 영어, 자막으로서 일본어를 
선택한 예가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히스토리 데이터가 축적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401)는, 디스크가 장치에 장전되면 우선 히스토리 데이터 메모리(404)에 소정값 이상의 
빈도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판정한다. 소정값 이상의 빈도데이터가 존재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부
터의 조작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정값 이상의 빈도데이터에 대응하는 선택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열을 결정한다. 즉, 제7도에 나타낸 스텝 S5, 스텝 S7을 점프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언어를 변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도의 스텝 S10의 변경조작을 하면 된다.

제10(b)도는 제7도의 처리루틴의 다른 예를 나타낸다. 즉, 관리정보를 판독한 후에는 스텝 S11로 이행하
여 히스토리 데이터가 판독된다. 이어서, 초기 언어의 선택정보에 소정값 이상이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판
정되고(스텝 S12), 소정값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도의 스텝 S4로 이행하고, 소정값 이상이 
존재하면 대응하는 언어모드로 설정된다(스텝 S14). 이어서, 음성언어의 선택정보에 소정값 이상이 존재
하는가 아닌가가 판정되고(스텝 S14), 소정값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음성언어모드로 설정하
고, 이어서 자막언어의 선택정보에 소정값 이상이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소정값 이상이 존재하
면 제7도의 스텝 S8로 이행한다. 이것 이외는 제7도의 스텝 S6으로 이행하여 제 2 메뉴화면의 표시상태가 
된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언어선택을 할 경우, 그 선택을 하기 위한 메뉴화면이 표시되고 또한 그 메뉴화면
의 정보가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리 언어선택을 위한 취급설명서가 디스
크와 함께 혹은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언어선택과 선택상태 표시기능을 재생
장치 그 자체가 소유하여도 된다.

제11도는 재생장치(600)에 액정 등의 표시부(601)가 설치되어 있는 예이다. 602는 선택버튼, 603은 선택
설정버튼이다. 디스크가 장전되면, 제5(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초의 초기언어선택을 위한 표시가 나

타난다. 여기서, 사용자가 선택버튼(602)을 누르면 0 7의 문자가 차레로 변화하기 때문에, 희망하

는 언어에 대응하는 숫자가 나타났을 때에 선택설정버튼(603)을 누름으로써 언어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화면상에는 제5도,  제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멘트가 표시되어도 된다.  선택설정 버튼

(603)이 눌려지면 제11(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월드언어모드가 결정된다. 제11(b)도의 예는 2가 결정
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어서,  음성언어  선택모드가  된다.  이  경우의  조작도  선택버튼(602)을  누르면 

0 7의 문자가 차례로 변화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언어에 대응하는 숫자가 나타났을 때에 선택설정

버튼(603)을 누름으로써 음성언어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c)도는 음성언어로서 0가 결정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후,  상기한  바와  같이  함으로써  자막언어도  설정된다.  그러나,  음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또 자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스버튼(604)을 누른다.

상기 조작용 버튼(602,603,604) 및 표시부는 재생장치(600)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설명하였으
나, 리모트 컨트롤부에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또한, 상기 재생 장치에는 사용자가 언제라도 언어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나, 재생장치의 이면측에 언어고정용 버튼을 형성하여 항상 초기 설정한 언어가 
설정되도록 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언어고정기능을 형성함으로써, 예를 들면 영업을 위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모이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 무익한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가라오케가 기록된 디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재생장치내에서 동작하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라오케가 기록된 디스크가 재생장치에 정전되면, 재생장치는 관리데이터를 판독한다. 따라서 재생장치
는 디스크의 종류를 판별한다.

제12(a)도는 제 1 메뉴화면의 표시예이다. 가라오케의 경우, 예를 들면 3을 선택하여 음악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가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되면, 월드 언어 중에서 일본어가 지정된 것이다. 그러
면, 제 2 메뉴화면(제12(b)도)에서는 곡목선택화면이 된다. 사용자는 이 곡목선택화면을 보면서 희망하는 
제명의 음악을 선택하게 된다. 이후는 제12(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경영상과 가사가 표시되어 연주상
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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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막은 자동적으로 상기 선택된 월드언어와 같은 언어가 된다.

제13도는 가라오케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경우의 재생장치내의 데이터 처리수순을 나타낸다. 디스크가 재

생장치에 삽입되면, 관리정보의 VID 내용에 의하여 디스크의 종별이 결정된다(스텝 S21 S22). 이어서 제 
1 메뉴화면(제12(a)도)이 표시되고, 월드언어가 선택되면(스텝 S23), 이 언어에 대응한 자막언어의 선택
코드가 작성된다. 월드언어의 코드에 대응하는 자막언어의 코드는 테이블화되어 PIF에 격납되어 있다. 스
텝 S24에서는 선택된 월드언어의 코드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자막언어의 코드를 서치하여 일시 기억한다. 
이어서, 스텝 S25에서는 다수의 곡목을 표시한다. 곡목을 위한 데이터는 데이터 영역에 영상으로서 격납
되어 있어도 되고, VID 영역에 격납되어 있어도 된다. 곡목선택은 사용자가 제12(b)도의 메뉴화면을 보면
서 희망하는 곡목의 번호를 키보드를 통하여 입력할 수 있다. 곡목선택이 종료하면, 재생장치는 특정된 
곡목이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로 픽업을 보내어 재생을 스타트한다. 또, 자막정보의 선택은 스텝 S24에
서 디코드된 선택코드에 대응하는 자막언어정보를 재생한다(스텝 S25,S26).

상기 설명에서는 제 2 메뉴화면에서 곡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에서는 다음의 제 2 사
용자가 곡목을 선택하는 것이 늦어지게 된다. 여기서, 상기 가라오케 동작모드일 때에는 인터럽트에 의하
여 곡목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제 2사용자는 곡목과 선택번호의 대응표(디스크를 구입하였
을 때에 붙여져 있다)를 보고 연속하여 예약할 수도 있다.

제14도는 예약루틴의 예를 나타낸다.

스텝 S31에서 예약조작이 있었는가 아닌가의 판정이 인터럽트처리로서 실행된다. 예약조작이 있었던 경우
에는 곡목번호 및 자막언어의 선택정보를 예약정보로서 판독한다. 자막언어의 선택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막언어의 선택은 현재의 제 1 사용자가 선택한 것이 유지된다(스텝 S31,S32). 곡목의 예약번
호 데이터가 입력되면, 장치는 현재의 디스크에 예약된 곡목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판정한다(스텝 S33). 
존재하는 경우에는 리모콘의 표시부 혹은 비디오 화면에 도트배열상에 도트를 추가하고, 예약메모리에 기
억한다(스텝 S34,S45). 따라서, 사용자는 예약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약상황을 나타내는 도트수가 많
은 경우에는 예약을 캔슬할 수 있도록 캔슬키를 형성하여도 된다.

곡목의 예약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모콘의 표시부 혹은 비디오화면에 예를 들면 플래시(flas
h)를 표시하여 곡목이 해당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제14(b)도는 재생장치가 예약기능을 가진 경우에서의 재생장치가 처리하기 위한 제13도의 스텝 S26의 계
속을 나타낸다. 재생이 종료하면, 다음 곡목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예약정보가 격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 플레이에 다음 곡목과 번호를 표시한다. 다음 곡목과 번호의 데이터는 장치내에 준비되어 있는 예
약메모리 내에 격납되어 있다(스텝 S27,S28). 여기서, 워크메모리 내부에 다음의 예약정보가 없는 경우에
는 스텝 S25로 되돌아가서 제 2 메뉴화면의 표시상태가 되어 곡목 리스트가 표시된다. 예약정보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다음  곡목이  표시되고(곡목번호,  제명  등),  스타트  조작이  실행되는 것을  기다린다(스텝 
S29,S30). 스타트 조작이 실행되면, 해당 곡목의 가라오케와 자막이 재생된다(스텝 S30,S31).

제15(a)도 제15(c)도는 연습용 가라오케 디스크(제2(c)도, 제2(d)도, 제2(e)도)가 재생된 경우의 메뉴화
면의  표시예이다.  우선,  제15(a)도에  나타낸  제  1  메뉴화면에는  월드언어의  선택메뉴가  표시된다. 
이어서, 제 2 메뉴화면에는 선택된 월드언어에 의한 곡목과 그 대응번호가 표시된다(제15(b)도). 이 선택
이 종료되면, 제15(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3 메뉴화면이 표시된다. 제 3 메뉴화면은 연습내용에 대
응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통상의 반주를 재생하면서 노래를 부르

고자 하는 경우에는 0 키를 누르고서 설정버튼을 조작하면 된다. 이어서, 가이드 보컬만을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1 키를 누르고서 설정버튼을 조작하면 된다. 가라오케와 멜로디를 듣고자 하는 경우에

는 0와 2 키를 누르고서 설정버튼을 조작하면 된다. 이 디스크를 재생하고 있는 때에도 상술한 예약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제16(a)도와 제16(b)도는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습용 가라오케 디스크가 재생된 경우의 제 3 메뉴화
면의 다른 표시예이다. 곡목선택까지는 제15도의 제 1, 제 2 메뉴화면의 표시예와 같다. 제16(a)도의 경

우에는, 0 키를 누르고서 설정버튼을 누르면, 풀 오케스트라 혹은 콘체르토 등의 모든 악기로 연주되는 

곡이 재생된다. 0와 1 키를 누르고서 설정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면 피아노의 음이 소거된 재생이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데이터 열( 0)과 데이터 열( 1)을 재생하면 풀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1(예를 

들면 피아노)을 제외한 음이 출력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오케스트라에 맞추어서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
다.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 열에는 단일 악기의 음이 각각 위상반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열을 재생하면, 대응하는 데이터 열의 악기음을 소거할 수 있다. 음성디코더가 더 증설되
어 있다면, 1개의 악기 음 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악기음을 소거하여 들을 수 있다. 반대로, 데이터 열

( 1)이나 데이터 열( 2)를 단독으로 재생하면, 그 악기만의 음을 들을 수 있다.

제16(b)도의 경우도 제16(a)도의 경우와 같은 사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열( 0)을 재생하면 반주 및 음성

이 동시에 재생되는데, 이 때 데이터 열( 1)을 재생하면 솔로 음성이 소거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솔로 
연습을 할 수 있다.

제16(c)도의 경우는 데이터 열( 0)에 코러스가 기록되어 있으며, 데이터 열( 1)에 마이너스 테노르, 

데이터 열( 2)에 마이너스 알토, 데이터 열( 3)에 마이너스 베이스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디스크이

다. 이 경우도 사용자는 각 파트를 연습할 경우에 연습할 파트를 소거할 수 있다.

또, 음성디코더가 예를 들어 3대로 증설된 경우에는 데이터 열( 1, 2, 3)을 재생하고서, 각각을 각 

사용자가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연습할 수도 있다.

22-9

1019950702680



제17도는 시스템 제어부(204)와 오디오 처리부(211)와 오디오 처리부(212)의 관계를 나타낸다. 오디오 처
리부(211)의 디코더(701)에서 재생된 L채널과 R채널의 오디오신호는 가산기(702,703)에 입력된다. 그리고 
이 가산기(702,703)의 출력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721,722)에 공급되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어 출
력된다. 오디오 처리부(212)의 디코더(711)에서 재생된 L채널과 R채널의 오디오신호는 스위치(712,713)에 
공급됨과 동시에, 스위치(714,715)를 통하여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723,724)에 공급되어 아날로그신호
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스위치(712,713)의 출력은 가산기(702,703)에 공급된다.

시스템 제어부(204)는 디코더(701,711)에 대하여 좌우 채널을 위한 볼륨제어신호, 음질제어신호 등을 줄 
수 있다. 또, 스위치(712,713)에 대한 절환신호를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16(a)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데이터 열( 0)을 재생하면서 데이터 열( 1)을 재생하여 풀 

밴드의 음에서 피아노의 음을 소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코더 (701)에 데이터 열( 0)의 신호가 입력되

고 디코더(711)에 데이터 열( 1)의 신호가 입력된다. 그리고, 스위치(712,713)가 온(ON)제어되고 스위치

(714,715)가 오프(DFF)제어된다. 그러면, 데이터 열( 1)의 피아노 신호가 데이터 열( 0)의 피아노 신

호에 대하여 위상반전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기(702,703)에 의해서 소거되게 된다. 예를 들면 
제16(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듀엣에 있어서 어느 일측의 파트를 연습할 경우에는, L채널 또는 R채널 중
에서 어느 하나가 합성되어 소거된다. 이 경우도 스위치(714,715)는 오프된다. 또한, 비디오 처리부(20
6)의 출력은 가산기(208)에서 자막화상이 가산되어 비디오 모니터(750)에 표시된다.

제 1 메뉴화면용 월드언어의 기록형태 및 표시형태 또 음성신호의 기록형태 및 선택표시형태는 상기한 실
시예 이외에 각종 형태가 기능하다. 또, 상기한 각종 실시예에서 메뉴화면에 나타내는 피선택정보는 디스
크의 관리영역에 관리데이터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최초에 월드언어를 선택하기 위하여 나타내는 제 1 메뉴화면의 표시예로서 세계지도를 표시하고, 디스크
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에 대응하는 위치에 국기 혹은 마크 또는 번호를 표시하고, 이것을 커서 혹은 키입
력에 의하여 월드언어를 선택하도록 하여도 된다.

제18(a)도는 음성데이터의 데이터 열 중 1개에 영상내용을 해설한 보조음성정보를 기록한 관리정보의 예
이다. 보조음성으로서는 예를 들면 맹인이 영상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음성이다. 제18(a)도는 

어느 디스크의 관리정보의 예로서, 데이터 열( 0)에는 영상에 대응하는 환경음이, 데이터 열( 1)에는 

환경음과 제 1 월드언어(D1)가, 데이터 열( 2, 3)에는 제 2, 제 3 월드언어(D2,D3)가 기록되고, 데이

터 열( 4)에는 보조음성(예를 들면 제 1 월드언어에 의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예를  들어  제  1  사용자가  데이터 열( 1)을  희망하고,  제  2  사용자가  데이터 열( 4)을  희망한 

경우에는, 제18(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사용자는 모니터(750)에서의 음성과 영상으로 영상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제 2 사용자는 보조음성출력 증폭기(761)와 스피커(762)를 통한 보조음성에 의하여 영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제 2 사용자가 D1과는 상이한 자국의 월드언어(D2)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어폰(763)을 통하여 자국어로 듣거나, 영상과 언어(D2)에 의하여 영상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언어가 상이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디스크를 준비함으로써, 재생장치는 임의의 언어로 된 음성, 자막(문자)을 선택하여 디코드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 제조 및 재생장치 제조의 세계적인 획일화가 가능하며, 코스트 삭감에 유효하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상술한 본 발명은 기록매체에 대하여 각종의 이용정보를 격납하고, 이것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디
스크 재생 시스템, 메모리 제어 시스템 등을 가지는 멀티미디어에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리영역 및 데이터영역을 구비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관리영역 및 데이터영역은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상기 관리영역에는 상기 데이터영역에 기록된 정보의 배열을 나타내는 제어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데이터영역에는 복수의 데이터 유니트를 기록하고, 상기 각 데이터 유니트는 대응하는 데이터 유니
트에 관련된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유니트의 서브코드정보와, 판독방향으로 배열된 비디오정보와, 
상기 비디오정보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각각이 상기 비디오정보에 관련된 2개 이상의 서브픽처정보와, 각
각이 상기 비디오정보에 관련된 2개 이상의 오디오정보를 구비하고, 또한 상기 기록매체는, 상기 서브픽
처정보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으로서 다종 언어의 문자 혹은 기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선택 가능한 메뉴항
목, 상기 서브픽처정보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으로서 다종 언어의 문자 혹은 기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선택 
가능한 자막항목, 및 상기 오디오정보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으로서 다종 언어의 음성을 포함하는 사용자 
선택 가능한 음성항목을 더 구비하며, 상기 사용자 선택 가능한 메뉴항목, 사용자 선택 가능한 자막항목 
및 사용자 선택 가능한 음성항목의 상기 언어에 관한 임의의 조합이 상기 매체의 사용자에 의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종 언어 대응형 기록매체.

청구항 2 

서로 관련되는 멀티타입의 정보를 포함한 디스그의 정보기록매체로부터 정보를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디스크의 일부 영역에 관리영역이 형성되고, 디스크의 그외 영역에 데이터영역이 형성되고, 상기 관리영
역에는 상기 데이터영역의 데이터 배열을 나타내는 제어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영역에는 복수의 데
이터 유니트가 기록되며, 상기 각 데이터 유니트가 각 데이터 유니트의 속성 및 그 데이터 유니트의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유니트의 서브코드정보와, 판독방향으로 배열된 비디오정보와, 상기 비디오정보
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각각이 상기 비디오정보에 관련된 2개 이상의 서브픽처정보와, 각각이 상기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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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관련된 2개 이상의 오디오정보로 이루어지는 그룹을 포함하고, 상기 관리영역 또는 상기 데이터영
역이 재생 가능한 제 1 및 제 2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정보항목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사용자 선택 가능 
메뉴정보항목은 상기 제 1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 정보항목에 있어서의 선택에 의존하여 재생되고, 상기 
제 2사용자 선택 가능 메뉴정보항목이, 이 제 2 사용자 선택 가능 메뉴정보항목에 있어서의 선택에 의존
하여 재생 가능한 상기 오디오정보 및/또는 서브픽처정보의 내용에 대한 선택정보를 구비하고, 그리고 상
기 제 1 및 제 2 사용자 선택 가능 메뉴정보항목 중 적어도 1개가 정지화상형식으로 상기 정보기록매체에 
격납된 제 1 및 제 2 사용자 선택 가능 메뉴를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디스크에서 
정보를 판독하여 출력신호를 제공하는 픽업수단과, 상기 픽업수단에서의 출력신호를 복조하여 오디오 데
이터정보, 서브픽처 데이터 정보 및 비디오 데이터정보를 출력하는 복조수단과, 상기 복조수단에서 출력
된 오디오 데이터정보 및 서브픽처 데이터정보를 격납하는 관리정보 기억수단과, 상기 디스크에 포함된 
오디오정보 및 서브픽처정보의 선택을 나타내는 선택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복조수단에서 출력된 서브픽처 
데이터정보 및 적어도 1개의 오디오 데이터정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된 서브픽처 데이터정보 및 오디
오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어수단과, 상기 복조수단에서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정보를 복조하여 
비디오신호를 제공하는  비디오정보 디코드수단과, 상기 데이터 제어수단에서 공급되는 선택된 서브픽처 
데이터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조수단에서 출력된 서브픽처정보의 1개를 복조하여 서브픽처신호를 제공하는 
서브픽처정보 디코드수단과, 상기 데이터 제어수단에서 공급되는 선택된 오디오 데이터정보에 따라서 각
각이 상기 복조수단에서 출력된 오디오정보의 1개를 복조하여 오디오신호를 제공하는 적어도 1개의 오디
오정보 디코드수단과, 상기 비디오정보 디코드수단에서의 비디오신호와 상기 서브픽처정보 디코드수단에
서의 서브픽처신호를 합성하여 비디오 모니터에 공급할 비디오신호를 발생하는 합성수단을 구비하고, 상
기 데이터 제어수단은, 상기 비디오 모니터로 공급될 비디오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사
용자 선택 가능 메뉴정보항목을 나타내는 메뉴화면 표시수단과, 상기 제 1 및 제 2 사용자 선택 가능 메
뉴정보항목에 관한 선택정보를 설정하는 입력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데이터 제어수단은 상기 입력수단에 
의한 상기 선택정보에 따라서 제 2사용자 선택 가능 메뉴정보항목, 상기 서브픽처정보 디코드수단에 공급
되는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정보 및 적어도 1개의 상기 오디오정보 디코드수단에 공급되는 적어도 1개의 
상기 오디오 데이터정보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종 언어 대응형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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