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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VD 오디오 내의 DVD 비디오에 따라 생성된 비디오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디오 및 비디
오 서브 디렉토리가 루트 디렉토리 하에 위치된다. 상기 비디오 서브 디렉토리는 비디오 콘텐츠 및 그 관
리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오디오 서브 디렉토리는 오디오 콘텐츠 및 그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비디오 
관리 정보는 비디오 콘텐츠만을 엑세스할 수 있다. 그러나, 오디오 관리 정보는 오디오 콘텐츠 및 비디오 
콘텐츠 둘 모두를 엑세스할 수 있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복수의 콘텐츠(contents)(다양한 비디오 콘텐츠,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 등)의 객체를 공유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콘텐츠의 객체를 공유하기 위한 관리 데이타를 갖는 정보 매체, 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 관리 데이타를 포함하는 정보를 매체 상에 기록하는 방법 및 관리 데이타를 
기초로 매체로부터 정보를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디오(동영상) 데이타를 고화질 및 고밀도로 기록할 수 있고, 다중 각도(multiangle)의 비디오 데이타, 
부 사진(sub-picture) 데이타, 다중 언어(multilingual) 오디오 데이타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광디스크와 같이, DVD(Digital Versatile Disc) 비디오 디스크가 개발되어 왔고 시판되기 
시작하고 있다.

DVD 비디오 디스크 표준은 압축된 다채널 오디오(AC-3, MPEG 등) 및 압축되지 않은 선형 PCM(매 16 양자
화 비트 당 48 kHz의 샘플링 속도 내지 매 24 양자화 비트 당 96 kHz의 샘플링 속도)을 지원할 수 있다. 
DVD 비디오의 선형 PCM은 종래 음악 CD(매 16 양자화 비트 당 44.1 kHz의 샘플링 속도)에 비해 높은 샘플
링 속도 및 높은 양자화 비트로 고품질의 사운드(sound) 특성을 갖는다. 특히, 매 20 내지 24 양자화 비
트 당 96 kHz의 샘플링 속도를 갖는 선형 PCM은 차세대 디지탈 오디오 디스크(이른바 슈퍼 CD 또는 슈퍼 
오디오 디스크)에 적합하다.

그러나, DVD 비디오의 사양(specification)은 오디오 보다 비디오에 우선권을 두고 있고, 샘플링 주파수 
및 양자화 비트수뿐만 아니라 기록 가능한 채널, 기록 가능한 시간 등의 관점에서 DVD 비디오의 오디오 
사양 보다 우위인 오디오 우선권 사양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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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DVD 오디오 사양은 연구중이다(그러나, DVD 오디오 사양은 아직 종래 
기술이 아님). DVD 오디오 사양은 48 kHz 내지 96 kHz의 샘플링 속도 및 16 내지 24 양자화 비트를 갖는 
선형 PCM뿐만 아니라 192 kHz 샘플링 속도 및 24 양자화 비트를 갖는 선형 PCM까지 지원할 수 있다. 미래
의 DVD 오디오 형태에서, 고도의 사운드 품질 사양이 도입될 수 있다.

DVD 오디오는 통상적으로 타깃(target)으로 디지탈 하이 비젼(High-Vision)까지 포함하는 대용량 기록 가
능한 DVD 비디오의 일부 사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증가된 용량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DVD 오디오는 DVD 비디오의 향상에 따라 가능해질 미래의 기술적, 상업적 및 경제적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예컨대, 미래의 DVD 비디오에서 가능해질 대용량 DVD 디스크가 DVD 오디오에 사용되면, 기록에 사용되는 
샘플링 주파수, 양자화 비트수 등은 기록 시간이 동일하다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시판
될 DVD-RAM(또는 기록 가능한 DVD-RW, 또는 1 회 기록용 DVD-R)을 사용하는 DVD 비디오 레코더의 기술은 
조만간 가능해질 DVD 오디오 레코더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DVD 비디오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시장의 크기가 확장되면, 매체(DVD-ROM 디스크, DVD-RAM/DVD-RW 
디스크, DVD-R 디스크 등), 부분품[디스크 드라이브, 광학 픽업(pickup), 다양한 IC 등], 다양한 제어 프
로그램 등은 표준화되고, 많은 특징 및 고품질 사운드을 갖는 DVD 오디오 제품의 가격 하락은 촉진된다. 
DVD 오디오의 보급으로, DVD 비디오도 DVD 오디오의 향상과 함께 가능해질 미래의 기술적, 상업적 및 경
제적 장점을 취할 수 있다.

비디오(동영상) 또는 오디오(음악 등) 콘텐츠의 재생을 제어하는 관리 방법으로는 그 목적에 따라 생성된 
콘텐츠의 재생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들어 사용자의 요구 변화에 따라, 비
디오 및 음악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음악 내의 비디오와 같이 독립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콘텐츠를 부분
적으로 사용하거나 음악을 위해 생성된 비디오를 비디오만으로 재생시킴으로써 통상적으로 콘텐츠를 사용
하려는 요구는 이러한 콘텐츠의 제조자(콘텐츠 제공자)간에 증가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DVD 오디오 사양은 이러한 콘텐츠 제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DVD 오디오 사양은 통상적으로 비디오 보다 오디오에 우선권을 주지만, DVD 비디오 및 DVD 오디오 둘 모
두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즉, DVD 오디오 사양은 DVD 오디오 콘텐츠만을 수록하는 오디오 
전용 디스크(A 디스크) 및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모두를 수록하는 오디오+비디오 디스크(AV 디스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AV 디스크의 오디오 콘텐츠를 재생할 때, 비디오 콘텐츠도 엑세
스(access)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DVD 오디오 사양에 있어서, DVD 비디오 사양의 서브셋(subset)으로서의 동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정지 화상 데이타, 텍스트(text) 정보 및 메뉴(menu) 데이타(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자유
로이 디자인될 수 있는 시각적 메뉴 데이타)가 고품질 사운드 사양과 함께 오디오 데이타에 추가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VD 오디오의 기록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광디스크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 내에 기록된 데이타의 기록 트랙(track) 및 데이타 기록 영역간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의 DVD 오디오 영역 내에 기록된 정보의 
계층적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도 2에 도시된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의 DVD 오디오 영역 내에 기록된 정보의 
계층적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도 3의 DVD 오디오 영역 내의 프로그램 체인(chain) 정보(ATS_PGCI) 및 도 4의 DVD 비디오 영역 
내의 프로그램 체인 정보(VTS_PGCI) 둘 모두로부터 공통적으로 엑세스되는 비디오 정보(VTS_C#2 등)의 예
를 설명하는 도면.

도 6은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 내의 기록 콘텐츠(AOTT_AOBS)의 데이타 구조의 예를 설명하는 도
면.

도 7은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 내의 기록 콘텐츠(AOTT_AOBS)의 데이타 구조의 또 다른 예를 설명
하는 도면.

도 8은 도 4에 도시된 DVD 비디오 영역 내의 기록 콘텐츠(VTSTT_VOBS)의 데이타 구조의 예를 설명하는 도
면.

도 9는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의 하나의 면 상에 기록된 사용자 엑세스 가능한 DVD 오디오 기록 콘텐츠
의 데이타 구조의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정보(DVD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타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
의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정보(DVD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타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
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2는 도 10에 도시된 디렉토리 구조 내에서 오디오 콘텐츠측의 디렉토리부터 비디오 콘텐츠측의 디렉
토리까지의 엑세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13은 도 10에 도시된 디렉토리 구조 내에서 오디오 콘텐츠측의 디렉토리 내의 파일과 비디오 콘텐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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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렉토리 내의 파일과의 링크(link)를 설명하는 도면.

도 14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볼륨 공간(volume space) 내에서 도 12의 파일 엑세스 프로세스(proces
s)의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5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볼륨 공간 내에서 도 12의 파일 엑세스 프로세스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
는 도면.

도 16은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볼륨 공간 내에서 도 12의 파일 엑세스 프로세스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
는 도면.

도 17은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 내의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의 기록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18은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내에  포함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  관리 테이블
(AMGI_MAT)의 기록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19는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내에  포함된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ATT_SRPT)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0은 도 19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ATT_SRPT) 내에 포함된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ATT_SRP)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1은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내에 포함된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AOTT_SRPT)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도 21에 도시된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AOTT SRPT) 내에 포함된 오디오 전용 탐
색 포인터(AOTT_SRP)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3은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내의 오디오 전용 탐색 포인터(AOTT_SRP)에 의해 엑세
스되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그룹(AOTT_GR) 및 그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내의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
인터(ATT_SRP)에 의해 엑세스되는 오디오 타이틀 그룹(ATT_GR)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도 24는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 내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기록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5는 도 24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_MAT) 내에 포함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ATSI_MAT)의 기록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6은 도 24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 내에 포함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ATS_PGCIT)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7은 도 26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정보(ATS_PGI)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8은 도 26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셀 재생 정보(ATS_C_PBI)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

도 29는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로부터 도 3에 도시된 오디오 영역 또는 도 4에 도시된 비디오 영역에 기
록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의 예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30은 도 29에 도시된 재생 장치의 전방 계기판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1은 판독 레이저 수신면 방향에서 바라본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중층의 광디스크의 평면도.

도 32는 도 31에 도시된 이중층의 광디스크의 부분 절단 단면도.

도 33은 2 개의 기판이 결합된 광디스크(OD)가 단일 정보 기록층을 갖는 도 32의 변형을 도시한 부분 절
단 단면도.

도 34는 2 개의 기판이 결합된 광디스크(OD)가 단일 정보 기록층을 갖는 도 32의 변형을 도시한 부분 절
단 단면도.

도 35는 650 nm의 파장을 갖는 간섭성 빛 및 각각 단일 기판/단일 기록층 구조를 갖는 한 쌍의 기판이 사
용될 때 기판의 두께의 허용 범위(세로축) 내의 변화가 기판 물질의 굴절률(가로축)의 함수로서 결합된 
그래프롤 도시한 도면.

도 36은 650 nm의 파장을 갖는 간섭성 빛 및 각각 단일 기판/단일 기록층 구조를 갖는 한 쌍의 기판이 사
용될 때 기판의 두께의 허용 범위(세로축) 내의 변화가 기판 물질의 굴절률(가로축)의 함수로서 결합된 
그래프롤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전술한 DVD 오디오 사양 내에서 DVD 오디오 정보뿐만 아니라 DVD 비디오 정보의 부
분(즉, 일부 비디오 데이타)도 엑세스할 수 있는 디지탈 정보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디지탈 정보 매체로부터 정보를 재생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디지탈 정보 매체 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은 디지탈 정보 매체로부터 정보를 제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정보 매체 내에는 상이한 목적의 제1 및 제2 콘
텐츠(ATS, VTS)가 복수의 독립적인 영역(DVD 오디오 영역, DVD 비디오 영역) 상에 기록되어 있다. 상기 
제1 및 제2 콘텐츠(ATS, VTS)는 이 콘텐츠의 재생을 관리하기 위한 각각의 제1 및 제2 관리 블록(AMG, 
VMG)를 갖는다. 제1 관리 블록(AMG)은 제1 콘텐츠(ATS) 및 제2 콘텐츠(VTS) 둘 모두로의 엑세스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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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제1 정보(AMGI)를 갖는다.

제1 목적의 매체에 있어서, 제2 관리 블록(VMG)은 제2 콘텐츠(VTS)로의 엑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제2 정보
(VMGI)를 가질 수 있다.

제1 목적의 매체에 있어서, 제1 관리 블록(AMG)은 제2 관리 블록(VMG) 또는 제2 콘텐츠(VTS) 보다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작은 어드레스 번호를 갖는다.

제1 목적의 매체에 있어서, 제1 콘텐츠(ATS#1)는 제2 콘텐츠(VTS)에 엑세스하기 위한 정보[링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의 매체에 있어서, 기록된 정보의 파일은 후속 서브 디렉토리(sub directory) 및 루트(root) 디
렉토리를 포함하는 계층적인 파일 구조로 관리될 수 있다. 즉, 기록된 정보 파일은 제1 콘텐츠(ATS)를 저
장하기 위한 데이타 파일(ATS_01_0.AOB) 및 제1 정보(AMGI)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타 파일(AUDIO_TS.IFO)
을  포함하는  제1  서브  디렉토리(ATS  디렉토리),  제2  콘텐츠(VTS)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타 파일
(VTS_01_1.VOB) 및 제2 정보(VMGI)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타 파일(VIDOE_TS.IFO)을 포함하는 제2 서브 디
렉토리(VTS 디렉토리) 및 제1 서브 디렉토리(ATS 디렉토리) 및 제2 서브 디렉토리(VTS 디렉토리)를 포함
하는 루트 디렉토리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제1 목적의 매체에 있어서, 제1 디렉토리(ATS 디렉토리) 내의 데이타 파일(ATS_01_0.AOB)은 최소한 오디
오 데이타를 포함하지만 비디오 데이타는 포함하지 않는 객체(AOTT)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제2 디렉토
리(VTS 디렉토리) 내의 데이타 파일(VTS_01_1.VOB)는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객체(VTS)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제1 목적의 매체에 있어서, 제1 정보(AMGI)는 오디오 데이타를 포함하지만 비디오 데이타는 포함하지 않
는 객체(AOTT)를 엑세스하기 위한 제1 탐색 정보(ATT_SRP for AOTT) 및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객체
(VTS)를 엑세스하기 위한 제2 탐색 정보(ATT_SRP for AVTT)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의 매체에 있어서, 제2 정보(VMGI)는 단지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객체(VTS)를 엑세스하기 위
한 탐색 정보(ATT_SRP for AVTT)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제1  실시예는 중심부의 리드인(lead-in) 영역
(27), 리드인 영역 둘레의 볼륨 공간(28) 및 리드아웃(lead-out) 영역을 가지고, 상기 볼륨 공간(28)은 
오디오 영역(71) 및 비디오 영역(72)를 포함하고, 오디오 영역(71)은 오디오 관리 정보(AMG) 및 오디오 
콘텐츠(ATS)를 포함하고, 비디오 영역(72)은 비디오 관리 정보(VMG) 및 비디오 콘텐츠(VTS)를 포함한다. 
이 광디스크에 있어서, 오디오 콘텐츠(ATS) 및 비디오 콘텐츠(VTS)는 통상적으로 오디오 관리 정보(AMG)
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타 셀(cell)(VTS_C#2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에 있어서, 비디오 콘텐츠(VTS)는 비디오 관리 정보(VMG)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타 셀
(VTS_C#2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오디오 관리 정보(AMG) 또는 비디오 관리 정보(VMG)에 의해 관리되는 
각 데이타 셀(VTS_C#2 등)은 각각 소정의 크기(2,048 바이트)를 갖는 한 세트의 데이타 팩(pack)으로 형
성된다.

또한,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제2 실시예는 중심부의 리드인 영역(27), 
리드인 영역 둘레의 볼륨 공간(volume space)(28) 및 리드아웃 영역을 가지고, 상기 볼륨 공간(28)은 오
디오 영역(71) 및 비디오 영역(72)를 포함하고, 오디오 영역(71)은 오디오 관리 정보(AMG) 및 오디오 콘
텐츠(ATS)를 포함하고, 비디오 영역(72)은 비디오 관리 정보(VMG) 및 비디오 콘텐츠(VTS)를 포함한다. 이 
광디스크에 있어서, 오디오 콘텐츠(ATS)는 오디오 관리 정보(AMG)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타 셀[오디오 셀, 화상 셀, 사일런트(silent) 셀]을 포함하고, 각 데이타 셀(오디오 셀, 화상 셀, 사
일런트 셀)은 각각 소정의 크기(2,048 바이트)를 갖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타 팩(A_PCK, SPCT_PCK 
등)으로 형성된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의 제3 실시예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데이타 셀(오디오 셀)은 오디오 정보의 팩
(A_PCK)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의 제4 실시예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데이타 셀(사일런트 셀)은 사일런트 정보로 
구성된 오디오 정보의 팩(A_PCK)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의 제5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콘텐츠(ATS)는 이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를 포함할 수 있고, 이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는 오디오 콘텐츠(ATS)를 
형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PG#)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체인(chain) 정보(ATS_PGCIT 내
의 ATS_PGCI)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 체인 정보(ATS_PGCI)는 데이타 셀(오디오 셀, 화상 셀, 
사일런트 셀)의 기록된 위치를 표시하는 정보(도 28의 ATS_C_SA, ATS_C_EA)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의 제6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콘텐츠(ATS)는 오디오 및 비디오 둘 모두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ATT 또는 AVTT) 및 오디오에만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세트(AOTT)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의 제7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관리 정보(AMG)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ATT)를 엑세
스하기 위한 탐색 포인터(pointer)(ATT_SRP)의 정보(도 18의 AMGI_MAT 내의 ATT_SRPT_SA에 의해 위치가 
특정된 도 20의 ATT_SRPT)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의 제8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관리 정보(AMG)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세트(AOTT)를 
엑세스하기 위한 탐색 포인터(AOTT_SRP)의 정보(도 18의 AMGI_MAT 내의 AOTT_SRPT_SA에 의해 특정된 도 
20의 AOTT_SRPT)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목적의  광디스크의 제9  실시예에 있어서,  오디오  콘텐츠(ATS)는  복수의  상이한  샘플링  주파수(48 
kHz, 96 kHz, 192 kHz 등)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예컨대, 192 kHz) 및 복수의 상이한 양자
화 비트수(16 비트, 20 비트, 24 비트)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양자화 비트수(예컨대, 20 비트)에 의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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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탈로 변환된 오디오 데이타(AOTT_AOB) 및 이 오디오 데이타(AOTT_AOB)에 사용되는 소정의 양자화 비트
수(예컨대,  20  비트)  및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예컨대,  192  kHz)를  표시하는  속성  정보(attribute 
information)(도 24의 ATSI 내에 포함된 도 25의 AOTT_AOB_ATR)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해가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장치는 오디오 콘텐츠(ATS) 및 그 재생을 
관리하는 오디오 관리 블록(AMG) 및 비디오 콘텐츠(VTS) 및 그 재생을 관리하는 비디오 관리 블록(VMG)을 
가지며, 오디오 관리 블록(AMG)은 오디오 콘텐츠(ATS) 및 비디오 콘텐츠(VTS)로의 엑세스를 관라하기 위
한 오디오 관리 정보(AMGI)를 포함하는 디지탈 정보 매체[AV 디스크(10)]로부터 오디오 콘텐츠(ATS) 및 
비디오 콘텐츠(VTS)를 재생한다. 이 재생 장치는 디지탈 정보 매체(10)로부터 오디오 관리 정보(AMGI)의 
콘텐츠(도  20의  ATT_SRP)를  추출하기 위한 관리 정보 추출 수단(30,  50  내지  54),  오디오 관리 정보
(AMGI)의 콘텐츠(도 20의 AOTT에 대한 ATT_SRP)를 기초로 오디오 콘텐츠(ATS)의 콘텐츠(도 7의 오디오 셀 
등)를 추출하기 위한 오디오 콘텐츠 추출 수단(30, 50 내지 54, 60) 및 오디오 관리 정보(AMGI)의 기타 
콘텐츠(도 20의 AVTT에 대한 ATT_SRP)를 기초로 비디오 콘텐츠(VTS)의 콘텐츠(도 8의 비디오 셀)를 추출
하기 위한 비디오 콘텐츠 추출 수단(30, 50 내지 54, 58)을 포함한다.

제2 목적의 재생 장치는 복수의 상이한 샘플링 주파수(48 kHz, 96 kHz, 192 kHz 등)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예컨대, 192 kHz) 및 복수의 상이한 양자화 비트수(16 비트, 20 비트, 24 비트)로부터 선
택된 소정의 양자화 비트수(예컨대, 20 비트)에 의해 디지탈로 변환된 오디오 데이타(AOTT_AOB) 및 이 오
디오 데이타(AOTT_AOB)에 사용되는 소정의 양자화 비트수(예컨대, 20 비트) 및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예
컨대, 192 kHz)를 표시하는 속성 정보(도 24의 ATSI 내에 포함된 도 25의 AOTT_AOB_ATR)를 포함하는 디지
탈 정보 매체[AV 디스크(10)]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 재생 장치에 있어서, 관리 정보 추출 수단(50)은 
속성 정보(AOTT_AOB_ATR)로부터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예컨대, 192 kHz) 및 소정의 양자화 
비트수(예컨대, 20 비트)를 검출하고, 상기 장치는 검출된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예컨대, 192 kHz) 및 소
정의 양자화 비트수(예컨대, 20 비트)를 디스플레이(도 30의 FL 디스플레이 유닛(4B) 상의 우측 끝부분)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수단(4B)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법에 있어서, 오디오 영역(71) 및 오디오 
영역 다음에 위치한 비디오 영역(72)을 포함하는 볼륨 공간(28)을 갖는 정보 기록 매체(10) 상에 정보를 
기록할 때, 오디오 관리 정보(AMG) 및 오디오 콘텐츠(ATS)는 오디오 영역(71) 상에 기록되고, 비디오 관
리 정보(VMG) 및 비디오 콘텐츠(VTS)는 비디오 영역(72) 상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재생 방법에 있어서, 오디오 관리 정보(AMG) 및 오
디오 콘텐츠(ATS)를 기록하는 오디오 영역(71) 및 비디오 관리 정보(VMG) 및 비디오 콘텐츠(VTS)를 기록
하는 비디오 영역(72) 상에 기록된 정보 기록 매체(10)로부터 정보를 재생할 때, 오디오 콘텐츠(ATS) 또
는 비디오 콘텐츠(VTS)는 그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오디오 관리 정보(AMG)를 기초로 엑세스되고, 비디
오 콘텐츠(VTS)는 그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비디오 관리 정보(VMG)를 기초로 엑세스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탈 정보 기록/재생 시스템을 설명
한다.

도 1은 DVD 오디오의 기록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광디스크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시도이다. 도 1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이 광디스크(10)는 각각 기록층(17)을 갖고 있는 한 쌍의 투명층(14)을 접착층(20)을 사
용하여 접착시킴으로써 얻어진 구조이다. 각 기판(14)은 0.6 mm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으로 형성될 
수 있고, 접착층(20)은 매우 얇은(즉, 40 내지 70 ㎛의 두께) 자외선 처리된 수지로 구성될 수 있다. 한 
쌍의 0.6 mm 두께의 기판(14)이 상호 접착되어 그 기록층(17)이 접착층(20)에 접하여 접촉하면, 1.2 mm 
두께의 대용량 광디스크(10)가 얻어진다.

광디스크(10)는 중심 구멍(22)을 가지고, 회전 시에 광디스크(10)를 고정시키기 위한 클램프(clamp) 영역
(24)이 디스크의 양 면에 중심 구멍(22) 둘레로 형성되어 있다. 중심 구멍(22)은 디스크(10)가 디스크 드
라이브(도시되지 않음)로 적재될 때 디스크 모터의 회전축을 수용한다. 광디스크(10)는 디스크 클램퍼(도
시되지 않음)에 의해 그 클램프 영역(24)에 고정된다.

광디스크(10)는 클램프 영역(24) 둘레에 비디오 데이타, 오디오 데이타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정보 영역(25)을 갖는다.

각 정보 영역(25)은 그 외부 주변측에 리드아웃 영역(26) 및 클램프 영역(24)과 접촉하는 그 내부 주변측
에 리드인 영역(27)을 갖는다. 리드인 및 리드아웃 영역(26, 27) 사이의 영역은 데이타 기록 영역(28)으
로 정의 된다.

정보 영역(25)의 기록층(광학적 반사층)(17) 상에는, 기록 트랙이 연속적으로, 즉 나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연속적인 트랙은 일련 번호가 있는 복수의 물리적인 섹터(sector)로 분할되어 있다. 다양한 데이타
가 기록 유닛으로서 이 섹터를 사용하여 광디스크(10) 상에 기록된다.

데이타 기록 영역(28)은 실제 데이타 기록 영역이고 오디오 데이타 기록 영역 및 DVD 비디오 데이타 기록 
영역을 포함한다. (순수한 오디오 디스크의 경우, DVD 비디오 데이타 기록 영역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
다.)

DVD 오디오 데이타 기록 영역은 기록/재생 정보로 오디오 데이타를 주로 피트 트레인(pit train)(광학적 
조건 내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리적 형상 또는 위상 상태)으로써 기록한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DVD 오디
오 데이타 기록 영역은 정지 화상 데이타를 기록할 수 있다. 이 DVD 오디오 데이타 기록 영역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는 일반적인 음악 데이타뿐만 아니라 사일런트 데이타(음악에서 소리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임의의 사운드를 만들어내지 않는 데이타)

또 다른 한편으로, DVD 비디오 데이타 기록 영역은 기록/재생 정보로 영화 등과 같은 비디오 데이타(주 
화상 데이타), 중첩된 대화와 같은 부 화상 데이타, 메뉴 등과 같은 부 화상 데이타 및 워드, 효과음 등
과 같은 오디오 데이타를 유사한 피트 트레인으로써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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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10)가 각 면이 하나의 기록층을 갖는 이중면 기록 램(RAM) 디스크(또는 재기록 가능한 디스크; 
DVD-RW 디스크)이면, 각 기록층(17)은 3 개의 층, 즉 2 개의 황화 아연ㆍ산화 규소(ZnSㆍSiO2) 혼합층 사

이에 위상 변화 기록 물질층(즉, Ge2Sb2Te5)을 삽입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광디스크(10)가 각 면이 하나의 기록층을 갖는 단면 기록 램 디스크이면, 판독면(19) 상의 기록층(17)은 
위상 변화 기록 물질층을 포함하는 3 개의 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판독면(19)에 대향
하는 층(17)은 정보 기록층일 필요가 없고 단지 더미(dummy)층이면 된다.

광디스크(10)가 단면 판독 형태의 이중층 램/롬(ROM) 디스크이면, 2 개의 기록층(17)은 단일 위상 변화 
기록층[판독면(19)으로부터 멀리 있는 면 상; 기록/판독] 및 단일 반투명 금속 반사층[판독면(19)으로부
터 가까이 있는 면 상; 판독 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광디스크(10)가 기록 전용 DVD-R이면, 폴리카보네이트 기판이 사용되고, 반사층(도시되지 않음)으로서 금
이  사용될  수  있고,  자외선  처리  수지가  보호층(도시되지  않음)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기 염료가 기록층(17)에 사용된다. 유기 염료로는, 시아닌, 스퀘어일륨(squarilium), 크로코닉
(chroconic) 및 트리페닐메탄 염료, 크산텐 및 퀴논 염료(나프토퀴논, 안트라퀴논 등), 금속 합성 염료
[프탈로시아닌, 포프린, 다이씨올(dithiol) 합성물 등] 등이 사용될 수있다. 데이타는 이러한 DVD-R 디스
크 상에 650 nm의 파장 및 6 내지 12 mW의 출력을 갖는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여 기록될 수 있다.

광디스크(10)가 단면 판독 형태의 이중층 롬 디스크이면, 2 개의 기록층(17)이 단일 금속 반사층[판독면
(19)으로부터 멀리 있는 면 상] 및 단일 반투명 반사층[판독층(19)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면 상]으로 구성
될 수 있다.

판독 전용 DVD-ROM 디스크(10)의 경우에 있어서, 피트 트레인은 기판(14) 상에 스템퍼(stamper)로 미리 
형성되고, 금속 반사층은 피트 트레인으로 기판(14)의 그 면 상에 형성된다. 반사층은 기록층(17)으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DVD-ROM 디스크(10)에 있어서, 기록 트랙의 기능을 하는 홈(groove)이 특별히 형성되지 
않았고, 기판(14)의 면 상에 형성된 피트 트레인이 트랙의 기능을 한다.

전술한 광 디스크(10)의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판독 전용 롬 정보는 엠보싱된 패턴(embossed pattern) 
신호로서 기록층(17) 상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러한 엠보싱된 패턴 신호는 기록/판독(또
는 1회 기록용) 기록층(17)을 갖는 기판(14) 상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 연속적인 홈이 형성되어 
있다. 위상 변화 기록층은 이러한 홈 상에 형성된다. 기록/판독 DVD-RAM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 랜드
(land) 부분의 위상 변화 기록층도 홈과 더불어 정보 기록에 사용된다.

광디스크(10)가 단면 판독 형태이면(하나 또는 둘의 기록층과 독립적임), 판독면(19)으로부터 바라본 후
면  상의  기판(14)은  사용되는  기록/판독  레이저  광선에  대해  항상  투명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라벨(lable)이 후면 상의 기판(14)의 전체면 상에 인쇄될 수 있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10) 상에 기록된 데이타의 기록 트랙 및 데이타 기록 영역(28)간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디스크(10)가 DVD-RAM(또는 DVD-RW)이면, 디스크(10) 그 자체는 민감한 디스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트리지(cartridge)(도시되지 않음)  내에  저장된다.  카트리지 내의 DVD-RAM  디스크(10)는  DVD 재생기
(player)(도 29 및 도 30)의 디스크 드라이브 내로 삽입되어, 디스크(10)는 카트리지로부터 추출되고, 스
핀들(spindle)  모터(도시되지 않음)의  턴테이블(turntable)에  의해 고정되어,  광헤드(도시되지 않음)에 
접하여 회전한다.

이와 달리, 디스크(10)가 DVD-R 또는 DVD-ROM이면, 디스크(10) 그 자체는 카트리지 내에 저장되지 않고, 
베어 디스크(bare disc)(10)가 직접 디스크 드라이브의 디스크 트레이(tray) 내로 셋팅된다.

도 1에 도시된 정보 영역(25)의 기록층(17)은 나선형 패턴으로 연속적인 데이타 기록 트랙으로 형성된다. 
이 연속적인 트랙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주어진 저장 용량을 갖는 복수의 논리적 섹터(최소 기
록 유닛)로 분할되고, 데이타는 이 논리적 섹터를 참조하여 기록된다. 논리적 섹터 당 기록 용량은 하나
의 팩의 데이타 길이와 일치하는 2,048 바이트(또는 2 킬로바이트)로 결정된다.

데이타 기록 영역(28)은 DVD 오디오에 대한 오디오 데이타 및 관리 데이타를 기록하고 이와 유사하게 관
리 데이타, DVD 비디오에 대한 오디오 데이타, 주 화상(비디오) 데이타 및 부 화상 데이타를 기록하는 실
제 데이타 기록 영역이다.

도 2에 도시된 디스크(10)가 DVD-RAM 디스크이면, 그 데이타 기록 영역(28)은 복수의 고리 형상의 기록 
영역(복수의 기록 영역)(도시되지 않음)으로 분할될 수 있다. 디스크의 회전에 의한 각속도는 기록 영역
의 유닛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각 영역 내에서 고정 선속도 또는 각속도가 설정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디스크(10)가 DVD-ROM 디스크이면, 다양한 데이타가 고정 선속도로 전체 데이타 기록 영역(28) 상
에 기록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광디스크(10) 상에 기록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의 DVD 오디오 영역에 기록된 계층적 
구조의 정보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광디스크(10) 상에 형성된 데이타 기록 영역(28)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이다. 이 구조의 논리적 포맷(format)은, 예컨대 표준 포맷 중 하나로서 유니
버셜 디스크 포맷(Universal Disc Format; UDF) 브릿지(Bridge)(UDF 및 ISO09660의 합성)이다.

리드인 영역(27) 및 리드아웃 영역(26)간의 데이타 기록 영역(28)은 볼륨 공간으로 할당되어 있다. 볼륨 
공간(28)은 그 볼륨 및 파일 구조[볼륨/파일 구조(70)]의 정보를 위한 공간, DVD  포맷의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에 대한 공간[DVD 오디오 영역(71) 및 DVD 비디오 영역(72)] 및 이 포맷이 아닌 기타 어플
리케이션을 위한 공간[기타 기록 영역(73)]을 포함할 수 있다.

볼륨 공간(28)은 일련 번호를 가진 다수의 섹터로 물리적으로 분할된다. 이 볼륨 공간(도 2의 데이타 기
록 영역)(28) 상에 기록된 데이타의 논리적 어드레스는 UDF 브릿지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논리적 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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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의미한다. 이 공간 내의 논리적 섹터 크기는 물리적 섹터 크기와 같이 2,048 바이트(또는 2 킬로
바이트)이다. 논리적 섹터 번호에는 일련 번호가 오름 차순의 물리적 섹터 번호로 할당되어 있다.

논리적 섹터와는 달리, 각 물리적 섹터는 오류 정정 정보 등과 같은 여분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물리적 섹터 크기는 논리적 섹터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볼륨 공간(28)은 볼륨/파일 구조 영역(70), DVD 오디오 영역(71), DVD 비디오 
영역(72) 및 기타 기록 영역(73)을 포함한다. 이 영역(70 내지 73)은 도 2의 논리적 섹터의 경계로 분할
되어 있다. 하나의 논리적 섹터가 2,048 바이트로 정해지고, 또한 하나의 논리적 블록이 2,048 바이트로 
정해진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따라서, 하나의 논리적 섹터는 하나의 논리적 블록과 동등하게 정해진
다.

볼륨/파일 구조 영역(70)은 UDF 브릿지에 의해 정의된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이 영역(70)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오디오 관리자(711)의 콘텐츠는 DVD 재생기(도 29에 도시됨)의 내부 시스템 메모리 내에 저장
되어 있다.

DVD 오디오 영역(71)은 오디오 관리자(AMG)(711)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
(ATS#m)(712)(오디오 타이틀 세트의 최대 m은 99임)로 구성된다.

AMG(711)는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파일(7110),  오디오  관리자  메뉴에  대한  비디오  객체 세트
(AMGM_VOBS)  파일(7111)  및  오디오  관리자  정보  백업(backup)(AMGI_BUP)  파일(7112)로  구성된다. 

AMGM_VOBS(7111)은 선택적인 파일이고 일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각 ATS(712)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 파일(7120), 오디오 전용 타이틀에 대한 오디오 객체 세트
(AOTT_AOBS)  파일(7121)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백업(ATSI_BUP)  파일(7123)으로  구성된다. 

AOTT_AOBS(7121)는 선택적인 파일이고 일부 경우에서 존재하지 않는 1 내지 9 개의 파일로 구성된다는 것
을 주의하기 바란다.

도 6을 참조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AOTT_AOBS(7121)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객체(AOB)의 세트
를 정의한다. 각 AOB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 셀(ATS_C#)의 한 세트를 정의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의 세트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의 
세트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PGC)을 구성한다.

단일 오페라로서의 하나의 PGC를 고려해 볼 때, 이 PGC를 형성하는 복수의 셀은 그 오페라의 다양한 장면
의 음악 또는 노래 파트로서 설명될 수 있다. 이 PGC의 콘텐츠(또는 각 셀의 콘텐츠)는 디스크(10) 상에 
기록된 콘텐츠를 제조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의해 정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공자는 자신이 
의도한 바 대로 ATS 내의 프로그램 체인 정보(ATS_PGCI)로 기록된 셀 재생 정보(ATS_C_PBI)를 사용하여 
AOTT_AOBS(7121)를 형성하는 셀을 재생시키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ATS_PGCI 및 ATS_C_PBI는 도 24 
내지 도 28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임.)

기타 기록 영역(73)은 전술한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72) 또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에 관련되지 않은 기
타 종류의 정보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영역(73)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사용되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의 DVD 비디오 영역 내에 기록된 정보의 
계층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전술한 사항을 제외한 DVD 비디오 영역(72)에 관련된 사
항을 설명한다.

볼륨/파일 구조 영역(70)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비디오 관리자(721)의 콘텐츠는 DVD 재생기(도 29에 
도시됨)의 내부 시스템 메모리 내에 저장된다.

DVD 비디오 영역(72)은 비디오 관리자(VMG)(721)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
(VTS#n)(722)(비디오 타이틀 세트의 최대 n은 99임)로 구성된다.

VMG(721)는  비디오  관리자  정보(VMGI)  파일(7210),  비디오  관리자  메뉴에  대한  비디오  객체 세트
(VMGM_VOBS)  파일(7221)  및 비디오 관리자 정보 백업(VMGI_BUP)  파일(7212)로 구성된다. VMGM_VOBS(721
1)는 선택적인 파일이고 일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각 VTS(722)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파일(7220), 비디오 타이틀 세트 메뉴에 대한 비디오 객체 
세트(VTSM_VOBS)  파일(7221),  비디오  타이틀  세트  타이틀에  대한  비디오  객체  세트(VTSTT_VOBS) 파일
(7222) 및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백업(VTSI_BUP) 파일(7223)로 구성된다. VTSM_VOBS(7221)는 선택적인 
파일이고 일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각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72)는 MPEG로 압축된 비디오 데이타(후술하는 비디오 팩), 소정의 포맷으로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 또는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 데이타(오디오 팩), 실행 길이로 압축된 부 화상 데이
타[각 픽셀(pixel)이 복수의 비트로 정의되어 있는 비트맵(bitmap)을 포함하는 후술하는 부 화상 팩] 및 
이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정보[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제어 정보 및 데이타 탐색 정보를 포함하는 
후술하는 네비게이션(navigation) 팩]를 저장한다.

도 8을 참조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VTSTT_VOBS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객체(VOB)의 세트를 정
의한다. 각 VOB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 셀(VTS_C#)을 정의한다.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은 비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은 비
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을 구성한다.

하나의 PGC가 하나의 드라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이 PGC를 구성하는 복수의 셀은 그 드라마 내의 다
양한 장면에 해당할 수 있다. PGC의 콘텐츠(또는 셀의 콘텐츠)는, 예컨대 디스크(10) 상에 기록된 콘텐츠
를 제조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의해 결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3을 참조하여 전술한 ATS_PGCI에
서와 같이, 상기 제공자는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VTS 내에 프로그램 체인 정보(VTS_PGCI)로 기록된 셀 재
생 정보(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VTSTT_VOBS를 형성하는 셀을 재생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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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3의 DVD 오디오 영역 내의 프로그램 체인 정보(ATS_PGCI) 및 도 4에 도시된 DVD 비디오 영역 
내의  프로그램  체인  정보(VTS_PGCI)(그러나,  상이한  방법에  의함)로부터  특정  비디오  정보(VTS_C#2, 
VTS_C#3, VTS_C#5)로의 통상적인 엑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즉, 도 5는 단일 비디오 객체(VOB)가 오디오 
및 비디오 두 측 모두의 재생 유닛으로부터 상이한 방법으로 참조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타이틀 세트측으로부터 비디오 재생 시에, VOB 내의 셀(VTS_C#1 내지 VTS_C#6)
은 VTS_PGCI 내의 셀 재생 정보(도시되지 않음)에 따라 차례로 재생된다.

한편,  오디오 타이틀 세트측으로부터 비디오 재생(또는 정지 화상 재생)  시에,  VOB  내의 셀(VTS_C#2, 
VTS_C#3, VTS_C#5)은 ATS_PGCI 내의 셀 재생 정보(도 28)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생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ATS 및 VTS가 단일 디스크(10) 내에 동일한 셀 데이타(VTS_C#2, VTS_C#3, VTS_C#5)를 
독립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10)의 제한된 리소스(resource)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 내의 기록 콘텐츠(AOTT_AOBS)의 데이타 구조의 예를 도시하고 있
다.

도 3을 참조하여 전술한 AOTT_AOBS(7121)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
디오 객체(AOTT_AOB#)를 정의한다.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ATS_C#)은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체인(PGC)을 형성한다. 이 PGC는 전체 또는 부분적
인 오디오 타이틀을 나타내는 논리적 유닛을 형성한다.

도 6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각 오디오 셀(ATS_C#)은 각 2,048 바이트 크기의 오디오 팩(A_PCK)의 한 세
트로 구성된다. 이 팩은 데이타 전송에 있어서의 최소 유닛이다. 한편, 논리적 처리의 최소 유닛은 셀이
고, 이 논리적 처리는 셀의 유닛 내에서 행해진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 내의 기록 콘텐츠(AOTT_AOBS)의 데이타 구조의 또 다른 예를 도시
하고 있다. 도 7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셀 및 팩 포맷은 도 6의 것과 상이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7에 도시된 오디오 객체(AOTT_AOB#1)는 화상 셀(ATS_C#1), 사일런트 셀(ATS_C#2), 
오디오 셀(ATS_C#3)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 AOTT_AOB#2는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오디오 셀(ATS_C)를 포함
할 수 있다. 이 오디오 객체는 주로 오디오 셀을 포함하지만, 화상 셀 및/또는 사일런트 셀이 적절히 추
가된다.

화상  셀(ATS_C#1)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지  화상  팩(SPCT_PCK)으로  구성될  수  있고,  사일런트 셀
(ATS_C#2)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일런트 오디오 팩(A_PCK)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사일런트 셀의 재생 
시간은 약 0.5 초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된다. 오디오 셀(ATS_C#3)는 오디오 팩(A_PCK)으로 구성되고, 또
한 실시간 정보를 갖는 실시간 정보 팩(RTI_PCK)를 적절히 포함한다.

DVD 오디오 재생기의 재생 중의 정지 화상 팩(SPCT_PCK)의 데이타 전송 시에, 사운드는 전송 중에 짧은 
시간 간격(약 0.5 초 내지 0.6 초) 동안 중지된다. 이 사운드의 중지는 오디오 갭(gap)으로 불린다. 오디
오 갭이 음악 재생 도중에 생성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정지 화상 팩(SPCT_PCK)은 통상적으로 도 9의 앨범 
재생의 개시 이전, 특정 그룹의 재생의 개시 이전 또는 특정 트랙의 개시 이전에 전송된다.

정지 화상 팩(SPCT_PCK)이 DVD 오디오 재생기 내부로 전송되었으면, 이 SPCT_PCK의 콘텐츠에 해당하는 정
지 화상은 재생기의 화상 메모리 내에 유지된다. 이 메모리 내의 정지 화상은 오디오 팩(A_PCK)의 콘텐츠
(음악 등)의 재생 동안에 연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정지 화상은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간에 모니터
로부터 제거될 수 있음).

도 8은 도 4에 도시된 DVD 비디오 영역 내의 기록 콘텐츠(VTSTT_VOBS)의 데이타 구조의 예를 도시하고 있
다.

도 4를 참조하여 전술한 VTSTT_VOBS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객체(VOB#)를 정의한다. 각 VOB는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VTS_C#)을 정의한다. 각 VTS_C는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객체 유닛(VOBU)을 정의한다.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
(VTS_C#)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체인(PGC)을 구성
한다. 이 PGC는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오디오 타이틀을 나타내는 논리적 유닛을 형성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VOBU는 시퀀스(sequence)의 개시에 네비게이션 팩을 갖기 위해 한 세트(팩 
시퀀스)의 비디오 팩(MPEG로 압축된 동영상 데이타), 부 화상 팩(실행 길이로 압축된 비트맵 데이타) 및 
오디오  팩(압축되지  않은  선형  PCM  오디오  데이타  또는  압축된  다채널  오디오  데이타)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비디오 객체 유닛은 특정 네비게이션 팩으로부터 그 다음 네비게이션 팩 바로 이전의 팩까지 
기록된 한 세트의 모든 팩으로 정의된다. 이 네비게이션 팩은 각도 변화(중단이 있는 각도 변화 재생 및 
중단이 없는 각도 변화 재생)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 비디오 객체 유닛(VOBU) 내에 형성된다.

각각의 팩은 도 6 또는 도 7과 같이 데이타 전송에 대한 최소 유닛으로 작용한다. 논리적 처리에 대한 최
소 유닛은 셀이고, 논리적 처리가 수행되는 것은 셀의 유닛이다.

VOBU의 재생 시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상 그룹(Groups of Picture; GOPs)으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타
에 해당하고, 0.4 초 내지 1.2 초 범위 내로 조절된다. 하나의 GOP는 통상적으로 MPEG 포맷 내에서 약 
0.5 초의 재생 시간을 갖는 스크린(screen) 데이타이고, 이 시간 동안에 약 15 개의 화상을 재생하도록 
압축된다. 

VOBU가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면, 비디오 데이타 스트림(stream)은 각각 비디오 팩, 부 화상 팩 및 오디
오 팩으로 구성된 GOPs(MPEG에 따름)를 조정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GOPs의 수와는 독립적으로 VOBU
는 GOPs의 재생 시간에 따라 정의되고, 네비게이션 팩은 항상 VOBU의 개시에 설정된다.

DVD 비디오에 대한 재생에 있어서, 오디오 데이타 및/또는 부 화상 데이타로 구성된 단독의 재생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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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유닛으로서 VOBU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예컨대, VOBU는 그 개시에 네비게이션 팩을 갖기 위해 
단독의 오디오 팩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라. 이 경우에 있어서, 오디오 데이타가 속하는 VOBU의 재생 
시간(0.4 초 내지 1.2 초) 내에 재생될 오디오 팩은 비디오 데이타의 VOB 내에서 처럼 VOBU 내에 저장된
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VTSTT_VOBS는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VOBs로써 정의되고, 이 VOBS 내
의 VOBs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뉴에 대한 VOBS는 통상적으로 복수의 메뉴 스크린 디스플레이 데이타를 저장하는 하나의 VOB로 구성된
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이틀 세트에 대한 VOBS는 통상적으로 복수의 VOBs로 구성된다.

예로써 어떠한 락 밴드(rock band)의 콘서트 비디오 타이틀에 있어서, 타이틀 세트에 대한 비디오 객체 
세트(VTSTT_VOBS)를 형성하는 VOBs는 그 밴드의 실연의 화상 데이타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어
진 VOB를 가리킴으로써, 예컨대 그 밴드의 콘서트의 세번째 곡이 재생될 수 있다.

메뉴에 대한 비디오 객체 세트(VTSM_VOBS)를 형성하는 VOB는 그 밴드의 콘서트에서 연주된 모든 곡의 메
뉴 데이타를 저장하고, 특정 곡, 예컨대 앙코르에 대한 연주가 메뉴 디스플레이에 따라 재생될 수 있다.

하나의 VOB는 통상의 비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의 VOBS를 형성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 경우
에 있어서, 단일의 비디오 스트림은 하나의 VOB 내에서 끝나게 된다.

한편, 복수의 이야기를 갖는 만화 영화의 모음 또는 옴니버스 영화의 경우에 있어서, 복수의 비디오 스트
림[복수의 비디오 체인(PGC)]은 각각의 이야기에 따라 단일 VOB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개
별적인 비디오 스트림은 해당 VOBs 내에 저장된다. 각 비디오 스트림에 관련된 오디오 스트림 및 부 화상 
스트림은 해당 VOB에서 끝난다.

비디오 객체(VOB)에는 식별 번호(#i; i = 0 내지 i)가 할당되고, 그 VOB는 식별 번호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 VOB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로 구성된다. 통상의 비디오 스트림은 복수의 셀로 구성되지만, 메뉴
에 대한 비디오 스트림은 종종 단일 셀로 구성된다. 그 셀에는 VOBs에서와 같이 식별 번호(#j; j = 0 내
지 j)가 할당된다.

도 9는 사용자 엑세스 가능한 DVD 오디오 영역(71)의 기록 콘텐츠, 즉 도 1의 광디스크의 한 쪽면(단일 
또는 이중층) 상에 기록된 데이타 구조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DVD 오디오에 있어서, 앨범, 그룹, 트랙 및 인덱스에 의해 정해진 계층적 구조는 소프트웨어 제조측에서 
바라본 기록 콘텐츠에 대한 관리 구조로서 바람직하다.

그 앨범은 DVD 오디오 디스크(10)의 하나의 면에 해당하며, 예컨대 "베토벤 작품 중 볼륨 1"이 이 앨범에 
할당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앨범은 교향곡 제1번의 그룹 #1 내지 교향곡 제9번의 그룹 #9
로 구성될 수있다.

각 그룹(예컨대, 그룹 #1)은 해당 교향곡(교향곡 제1번)의 제1 내지 제4 악장에 해당하는 트랙 #1 내지 
트랙 #4로 구성된다. 또한, 각 트랙은 그 트랙의 콘텐츠를 i 부분으로 분할함으로써 얻어지는 인덱스 #1 
내지 #i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도 9에 도시된 계층적 구조로 제조된 DVD 오디오 디스크(10)를 재생할 때, 그 사용자는 그 디스
크(10)를 DVD 오디오 재생기(도 29, 도 30) 상에 설치하고, 그 다음 원격 제어기(도시되지 않음)를 작동
시킴으로써 그룹 #1 및 트랙 #1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 후에, 그 사용자가 원격 제어기의 재생 버튼을 누를 때, DVD 오디오 재생기는 베토벤 교향곡 제1
번의 제1 악장의 시작부터 재생을 시작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격 제어기를 사용하여 특정 인덱스를 지정
하면, 지정된 인덱스 부분은 탐색에 의해 접근되어 그 부분부터 다시 재생된다. (그 앨범의 제1 그룹의 
제1 트랙의 제1 인덱스 부분은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기본값으로 재생될 수 있음.)

사용자는 DVD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의 경우에 있어서 타이틀(즉, 특정 영화 타이틀 등)을 알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DVD 오디오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타이틀"을 볼 수 없다. 그 사
용자는 단지 도 9에 도시된 "앨범", "그룹", "트랙" 및 "인덱스"만을 볼 수 있다.

도 10은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정보(DVD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타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
를 도시하고 있다. 도 10은 DVD 파일 포맷에 의해 정의된 디렉토리 구조의 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컴퓨터의 범용 OS에 의해 사용되는 계층적 파일 구조에서와 같이,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및 오디오 타
이틀 세트(ATS)의 서브 디렉토리, 사용자 지정 디렉토리 등은 루트 디렉토리 하에 연속적으로 위치된다.

다양한 비디오 파일(도 4의 파일 VMGI, VMGM, VTSI, VTSM, VTS 등)은 개별적인 파일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의 서브 디렉토리 내에 위치한다.

또한, 다양한 오디오 파일(도 3의 파일 AMGI, ATSI, ATS 등)은 개별적인 파일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서브 디렉토리 내에 위치한다.

사용자는 루트 디렉토리부터 그 파일까지의 경로를 지정함으로써 특정 파일(즉, 특정 VTS 또는 ATS)에 엑
세스할 수 있다.

DVD 비디오 포맷에 따라 생성된 DVD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 시에, DVD 비디오 포맷에 따라 제조된 DVD 비
디오 재생기는 우선 루트 디렉토리 밑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디렉토리에 위치한 관리 정보(VMG)를 
판독하고, 그 정보에 따라 비디오 콘텐츠를 재생한다. 그러나, VMG는 단지 VTS 디렉토리에 기록된 비디오 
콘텐츠만을 재생할 수 있다.

한편, DVD 오디오 포맷에 따라 생성된 DVD 오디오 디스크의 재생 시에, DVD 오디오 포맷에 따라 제조된 
DVD 오디오 재생기(또는 DVD-비디오/DVD-오디오 겸용 재생기)는 루트 디렉토리 하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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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내에 위치한 관리 정보(AMG)를 판독하고, 그 정보에 따라 오디오 콘텐츠를 재생한다. 이 경우에 있
어서, AMG는 ATS  디렉토리에 기록된 오디오 콘텐츠(ATS)뿐만 아니라 VTS  디렉토리 내의 비디오 콘텐츠
(VTS)도 재생시킬 수 있다(이 메커니즘은 도 12 및 그에 따른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임).

도 11은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정보(DVD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타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
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10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VTS 및 ATS 둘 모두는 루드 디렉토리 하의 동일한 계층에 위치한다. 한편, 
도 11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ATS 디렉토리[자(子)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부(父) 디렉토리] 하에 위
치한고, VTS 디렉토리(손자 디렉토리)는 ATS 디렉토리 하에 위치한다.

도 12는 오디오 콘텐츠측 상의 디렉토리부터 도 10에 도시된 디렉토리 구조 내의 비디오 콘텐츠 상의 디
렉토리 내의 파일로의 엑세스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AV 디스크(10) 상에 기록된 데이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적인 관리 구조에서, 비
디오 타이틀 세트 디렉토리(자 디렉토리)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 디렉토리(자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
(부 디렉토리) 하에 위치한다.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디렉토리는 디스크(10) 상에 기록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파일을 관리하고, 비
디오 관리자(VMG)의 파일 및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일(비디오 콘텐츠의 논리
적 유닛)을 포함한다(도 4 참조).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 디렉토리는 디스크(10) 상에 기록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파일을 관리하고 오
디오 관리자(AMG)의 파일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일(오디오 콘텐츠의 논리
적 유닛)을 포함한다(도 3 참조).

VTS 디렉토리 내의 VMG는 VTS만을 관리하고 단지 VTS 디렉토리 내의 VTS만을 엑세스할 수 있다.

한편, ATS 디렉토리 내의 AMG는 주로 ATS를 관리하지만, ATS 디렉토리 내의 ATS뿐만 아니라 VTS 디렉토리 
내의 VTS 또한 엑세스할 수 있다.

AMG는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를  포함하고(도  17),  AMGI는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ATT_SRPT)을 포함하고(도 17), ATT_SRPT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 탐색 포인터(ATT_SRP)를 포함한다
(도 20)(그들의 콘텐츠는 도 17 내지 도 20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ATS 디렉토리 내의 AMG는 AOTT 탐색 포인터(ATT_SRP)에 의해 ATS 디렉토리 내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1, ATS#2, ...)를 엑세스할 수 있고, 또한 AVTT 탐색 포인터(ATT_SRP)에 의해 VTS 디렉
토리 내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1, VTS#2)를 엑세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정 객체(예컨대, VTS#
1)는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이는 본 발명의 "객체 공유 시스템"의 중요한 특
성 중의 하나이다.

도 13은 오디오 콘텐츠 측의 디렉토리 내의 파일로부터 도 10에 도시된 디렉토리 구조 내의 비디오 콘텐
츠 측의 디렉토리 내의 파일로의 링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3은 도 12의 또 다른 형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12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오디오 관리자(AMG)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 및 비디
오 타이틀 세트(VTS) 둘 모두를 엑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VTS는 비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한편, 도 13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특정 비디오 타이틀 세트(예컨대, VTS#1)로의 링크에 대한 정보(즉, 
VTS#1의 소정의 부분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포인터)는 특정 오디오 세트(이 경우 ATS#1)로 기록되어 있
다. 이 정보를 가지고, 예컨대 VTS#1 내의 오디오 데이타는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도 14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볼륨 공간 내의 도 12에 도시된 파일 엑세스 프로세스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4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는 도 12에 도시된 디렉토리 구조에 해당
한다.

도 14를 참조하면, 계획된 부분은 비디오 콘텐츠(또는 비디오 볼륨) 및 오디오 콘텐츠(또는 오디오 볼
륨)에 의해 공유되는 콘텐츠를 예시한다.

도 14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의 원리는 볼륨 공간(28) 내의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기록 영역(VMG + VTS) 
및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기록 영역(AMG + ATS)을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AMG가 비디오뿐만 아니라 공통적
으로 오디오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비디오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도 14에 있어서, VMG에 의해 관리되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1)는 비디오 객체 세트(VOBS#1) 
내의 한 부분(셀)을 엑세스할 수 있는 반면, AMG에 의해 관리되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1)는 VOBS#1 
내의 또 다른 부분(셀)을 엑세스할 수 있다. 이 예에 있어서, VTS#1의 비디오 객체 세트(VOBS#1)를 구성
하는 일부 셀(도 8 참조)은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에 의해 공유된다.

도 14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에 있어서, DVD 오디오 영역(71)은 작은측 어드레스[도 3의 리드인 영역(27)
에 가까운 측]에 위치하고, DVD  비디오 영역(72)은 큰측 어드레스[도 3의 리드아웃 영역(26)에 가까운 
측]에 위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AMG는 항상 ATS 및 VTS 둘 모두를 엑세스할 때 + 방향으로(화살표 a 
및 b를 보기 바람) 변화하는 주소를 사용하고 - 방향의 주소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재생 시스템의 간
편한 구조를 얻을 수 있다.

도 15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불륨 공간 내의 도 12의 파일 엑세스 프로세스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5는 도 14의 변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도 14에 있어서, DVD 오디오 영역(71)이 작은측 주소에 위치하고, DVD 비디오 영역(72)이 큰측 주소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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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기 때문에, - 방향의 주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

한편, 도 15에 있어서, DVD 비디오 영역(72)은 작은측 주소[도 3의 리드인 영역(27)에 가까운 측]에 위치
하고, DVD 오디오 영역(71)은 큰측 주소[도 3의 리드아웃 영역(26)에 가까운 측]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
우에 있어서, AMG는 ATS를 엑세스하기 위해서 + 방향의 주소를 사용하고 VTS를 엑세스하기 위해서는 - 방
향의 주소를 사용한다. 즉, 원하는 객체에 엑세스할 때의 어드레싱(addressing)은 필요없으며, 저가의 제
조 비용을 요하는 가정용 DVD 오디오 재생기에서 이러한 어드레스 할당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DVD 드라이버(driver)를 갖는 개인용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의 지원으로 DVD 오디오 재생기로 사용
될 때, 그 가격 문제는 도 15에 사용된 데이타 구조가 사용되더라도 피할 수 있다. 즉, 도 15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를 해석하는 개인용 컴퓨터 상의 OS(또는 제어 스프트웨어)는 그 자신의 메모리 상으로 주소
를 재매핑(re-mapping)시킬 수 있고, 물리적으로 도 15에 도시된 주소 할당을 갖는 데이타 구조를 도 14
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로 외관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개인용 컴퓨터의 MPU 또는 
CPU는 도 14에서와 같이 주소를 + 방향으로 지정함으로써 AMG가 ATS 및 VTS 둘 모두를 엑세스할 수 있게 
한다.

도 16은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볼륨 공간 내의 도 12의 파일 엑세스 프로세스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6은 도 14의 변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도 14에 있어서, DVD 오디오 영역(71)이 작은측 주소에 위치하고, DVD 비디오 영역(72)이 큰측 주소에 위
치하기 때문에, - 방향의 주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 16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에 있어서, DVD 오디오 영역(71) 내의 AMG는 작은측 어드레
스[도 3의 리드인 영역(27)에 가까운 측]에 위치하고, DVD 비디오 영역(72)의 VMG는 AMG 보다 큰측 어드
레스[도 3의 리드아웃 영역(26)에 가까운 측]에 위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AMG는 ATS 및 VTS 둘 모두
를 엑세스하기 위해서 + 방향으로 변화하는 어드레스를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 방향의 주소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생 시스템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도 16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가 "포개진(nested)" 구조, 즉 VTS#1과 같은 것이 ATS#1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 4의 VMG는 ATS 내의 VTS가 DVD 비디오 영역(72)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이러
한 경우에 있어서, VMG는 기타 기록 영역(72) 내의 하나와 같이 ATS 내의 그 VTS를 조정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는 AMG가 기타 기록 영역(73)을 사용하여 ATS뿐만 아니라 VTS도 엑세스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도 14 내지 도 16에 도시된 3 개의 상이한 예는 "AMG"가 ATS 및 VTS 둘 모두를 엑세스하는 데이타 구조로 
설명하였다. 원하는 공유 객체가 어드레스를 재 매핑하지 않고 단지 + 방향의 어드레스를 지정함으로써 
엑세스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데이타 구조는 도 14에 도시된 것이다.

도  17은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의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의  기록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DVD 오디오 영역(71)은 2 개의 상이한 형태의 콘텐츠, 즉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 및 비디오 겸용 오디
오 타이틀(또는 오디오 비디오 타이틀)(AVTT)을 핸들링(handling)할 수 있다.

AOTT는 오디오 디스크[A 디스크(10)] 내의 타이틀이고 비디오 부분이 없으며, 오디오 타이틀 세트 디렉토
리 밑에 기록된 ATS에 의해 정의된다. 한편, AVTT는 오디오 디스크(AV 디스크)(10) 내의 타이틀이고 비디
오 부분이 없으며, 비디오 타이틀 세트 디렉토리 밑에 기록된 VTS에 의해 정의된다. AOTT 및 AVTT의 통상
적인 이름은 ATT(오디오 타이틀)로 정의된다.

비디오 데이타가 기록된 DVD 오디오 영역(71)은 AMG(711)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최대 99) 오디오 타이
틀 세트(ATS#1 내지 ATS#m)(712)로 구성된다.

AMG(711)는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파일(7110),  오디오  관리자  메뉴에  대한  비디오  객체 세트
(AMGM_VOBS) 파일(선택적인 파일)(7111) 및 오디오 관리자 정보 백업(AMGI_BUP) 파일(7112)로 구성된다.

AMGI  파일(7110)은  오디오  관리자  정보  관리  테이블(AMGI_MAT),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ATT_SRPT),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AOTT_SRPT), 오디오 관리자 메뉴 프로그램 체인 정
보 유닛 테이블(AMGM_PGCI_UT) 및 오디오 텍스트 데이타 관리자(ATXTDT_MG)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AMG는 2 부분의 탐색 정보(ATT_SRPT, AOTT_SRPT)를 갖는다. ATT_SRPT는 AOTT 및 AVTT 
둘 모두에 대한 탐색 정보를 기재한 테이블이고, AOTT_SRPT는 단지 AOTT에 대한 탐색 정보를 기재한 테이
블이다.

탐색  정보가  AVTT가  아니라  ATT(AOTT  및  AVTT의  일반적인  이름)(도  20의  ATT_SPRT)  및  AOTT(도  22의 
AOTT_SRPT)에 대해 준비되는 이유는 다양한 DVD 재생기의 재생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도 18은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에 포함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 관리 테이블(AMGI_MAT)
의 기록 콘텐츠를 도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디오 관리자 정보 관리 테이블(AMGI_MAT)은 오디오 관리자 식별자(AMG_ID), 오디오 
관리자의 최종 주소(AMG_EA), 오디오 관리자 정보의 최종 주소(AMGI_EA), 흥미 있는 광디스크(DVD 오디오 
디스크)에 의해 사용되는 포맷의 버젼(version) 번호, 디스크가 재생기 내에 적재된 후의 재생 상태를 표
시하는 자동 플레이(play) 정보(AP_INF), AMG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의 관련 블록의 번호에 의해 표
현되는 오디오 정지 비디오 세트(ASVS)의 시작 주소(ASVS_SA), 타이틀 세트의 수(TS_Ns), 제조자(예컨대, 
소프트웨어의  제작자  및  배포자)의  식별자(PVR_ID),  오디오  관리자  정보  관리  테이블의  최종 주소
(AMGI_MAT_EA), 오디오 관리자 메뉴 비디오 객체 세트의 시작 주소(AMGM_VOBS_SA),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ATT_SRPT_SA),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
(AOTT_SRPT_SA), 오디오 관리자 메뉴 프로그램 체인 정보 유닛 테이블의 시작 주소(AMGM_PGCI_UT_S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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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텍스트 데이타 관리자의 시작 주소(ATXTDT_MG_SA), 오디오 관리자 메뉴 비디오 객체 세트에 대한 비
디오 속성(AMGM_V_ATR), 오디오 관리자 메뉴에 대한 부 화상의 수(AMGM_SPST_Ns), 오디오 관리자 메뉴 비
디오  객체  세트에  대한  부  화상  속성(AMGM_SPST_ATR),  오디오  관리자  메뉴의  오디오  스트림의 수
(AMGM_AST_Ns), 오디오 관리자 메뉴 비디오 객체 세트에 대한 오디오 속성(AMGM_AST_ATR) 및 기타 예비 
영역을 포함한다.

오디오 관리자 메뉴 비디오 객체 세트의 시작 주소(AMGM_VOBS_SA)에 있어서, AMGM_VOBS의 시작 주소는 
AMG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 관련 블록의 번호로 기록된다. AMGM_VOBS가 존재하지 않으면, 
"00000000h"는 이 AMGM_VOBS_SA에 기록된다.

시작 주소(ATT_SRPT_SA)에 있어서, ATT_SRPT의 시작 주소는 AMGI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 관련 블록의 
번호로 기록된다.

시작 주소(AOTT_SRPT_SA)에 있어서, AOTT_SRPT의 시작 주소는 AMGI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의 관련 블
록의 번호로 기록된다.

도 18의 AMGI_MAT에 기록된 ATT_SRPT_SA 또는 AOTT_SRPT_SA는 디스크(10)의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
인터 테이블(AOTT_SRPT) 또는 오디오 탐색 포인터 테이블(ATT_SRPT)의 기록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도  19는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에  포함된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ATT_SRPT)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AMGI는  2  개의  상이한  탐색  포인터  테이블(ATT_SRPT, 
AOTT_SRPT)을 가지고, 도 19는 AOTT 및 AVTT 둘 모두를 엑세스할 수 있는 탐색 포인터(ATT_SRP)를 도시하
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AMGI에 포함된 ATT_SRPT는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정보(ATT_SRPTI)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ATT_SRP)(ATT_SRP#1 내지 ATT_SRP#n)를 포함한다. ATT_SRPTI
는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의 수 및 ATT_SRPT의 최종 주소를 포함한다.

도 20은 도 19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ATT_SRPT)에 포함된 각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이 경우 ATT_SRP#n)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DVD 오디오 포맷 핸들(handle)은 사운드뿐만 아니라 화상 데이타도 사용하고, AMG는 두 부분의 탐색 정보
(ATT_SRPT, AOTT_SRPT)를 갖는다. 도 20에 도시된 ATT_SRPT는 AOTT 및 AVTT 둘 모두에 대한 탐색 정보를 
기재한 테이블이다.

도  20을  참조하면,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AOTT_SRP)는  오디오  타이틀(ATT)의 카테고리
(category)(ATT_CAT), 하나의 오디오 타이틀(ATT) 내의 프로그램의 수(ATT_PG_Ns), 오디오 타이틀(ATT)의 
총 재생 시간(ATT_PB_TM),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수(ATSN),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타이틀 수
(ATS_TTN)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시작 주소(ATS_SA)를 포함한다.

오디오 비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AVTT_SRP)는 오디오 타이틀(ATT)의 카테고리(ATT_CAT), 하나의 ATT 내
의 프로그램의 수(ATT_PG_Ns), 비디오에 포함된 각도의 수(AGL_Ns), 오디오 타이틀(ATT)의 총 재생 시간
(ATT_PB_TM),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번호(VTSN),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타이틀 번호(VTS_TTN) 및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의 시작 주소(VTS_SA)를 포함한다.

도 21은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에 포함된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AOTT_SRPT)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AMGI는  2  개의  상이한  탐색  포인터  테이블(ATT_SRPT, 
AOTT_SRPT)을 가지고, 도 21은 AOTT만을 엑세스할 수 있는 탐색 포인터(AOTT_SRP)를 도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AMGI에 포함된 AOTT_SRPT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 정보(AOTT_SRPTI)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AOTT_SRP)(AOTT_SRP#1 내지 AOTT_SRP#m)을 포함
한다. AOTT_SRPTI는 오디오 전용 탐색 포인터의 수(AOTT_SRP_Ns) 및 AOTT_SRPT의 최종 주소
(AOTT_SRPT_EA)를 포함한다.

도 22는 도 21에 도시된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AOTT_SRPT)에 포함된 하나의 오디오 전
용 탐색 포인터(이 경우 AOTT_SRP#m)의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DVD 오디오 포맷 핸들은 사운드 데이타뿐만 아니라 화상 데이타도 사용하고, AMG는 2 부분의 탐색 정보
(ATT_SRPT, AOTT_SRPT)를 갖는다. 도 22에 도시된 AOTT_SRPT는 단지 AOTT에 대한 탐색 정보를 기재한 테
이블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22에 있어서,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AOTT_SRP)는 오디오 타이틀(ATT)의 
카테고리(ATT_CAT), 하나의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 내의 프로그램의 수(AOTT_PG_Ns), 오디오 전용 타
이틀(AOTT)의 총 재생 시간(AOTT_PB_TM),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 번호(ATSN), 오디오 타이틀 세트(AT
S)의 타이틀 번호(ATS_TTN)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시작 주소(ATS_SA)를 포함한다.

오디오 관리자(AMG) 내에 정해진 재생 타이틀의 제어 정보에 있어서, 타이틀 그룹(TT_GR)은 지정될 수 있
다.

타이틀 그룹(TT_GR)은 한 세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타이틀(ATT)이고, ATT 그룹의 연속적인 재
생을 보장하는 유닛으로 정의된다. 사용자 측면에서, 각 오디오 타이틀(ATT)은 "곡"에 해당하고, 타이틀 
그룹(TT_GR)은 한 세트의 곡인 "앨범"에 해당한다(도 9 참조). 레코드 또는 CD 상에서, 앨범의 처음 또는 
중간 곡부터 재생이 시작하면, 그 앨범은 연속적으로 그 마지막까지 연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TT_GR 
내의 처음 또는 중간 ATT부터 재생이 시작되면, 이 TT_GR의 마지막까지 계속 재생된다.

타이틀 그룹(TT_GR)으로는, 아래의 2 개의 그룹이 정의될 수 있다.

〈A1〉 오디오 타이틀 그룹(ATT_GR); 이 ATT_GR은 오디오 타이틀 탐색 포인터 테이블(ATT_SRPT)에 정의된 
오디오 타이틀(ATT)로 구성된 타이틀 그룹(TT_G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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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오디오 전용 타이틀 그룹(AOTT_GR); 이 AOTT_GR은 오디오 전용 탐색 포인터 테이블(AOTT_SRPT) 내
에 정의된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로 구성된 타이틀 그룹(TT_GR)이다.

오디오 타이틀 그룹(ATT_GR)은 오디오 포맷에 따른 화상 및 오디오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즉, 
AOTT 및 AVTT 둘 모두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에 사용되며, 오디오 전용 타이틀 그룹(AOTT_GR)은 오디
오 포맷에 따른 오디오 데이타만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AOTT만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에 사용된다.

오디오 타이틀(ATT)은 아래의 3 개의 변이를 갖는다.

〈B1〉 AOTT만을 갖는 ATT.

〈B2〉 AVTT만을 갖는 ATT.

〈B3〉 AOTT 및 AVTT 둘 모두를 갖는 ATT[이 경우에 있어서, ATT는 동일한 곡의 상이한 버젼(화상이 있거
나 없음)에 해당하는 AVTT 및 AOTT를 가짐].

〈B1〉의 경우에 있어서, AOTT에 대한 탐색 정보는 ATT_SRPT 및 AOTT_SRPT 둘 모두에 기재된다(도 20 및 
도 22 참조).

〈B2〉의 경우에 있어서, AVTT에 대한 탐색 정보는 단지 ATT_SRPT에만 기재된다(도 20 참조).

〈B3〉의 경우에 있어서, AOTT에 대한 탐색 정보는 단지 AOTT_SRPT에 기재되고, AVTT에 대한 탐색 정보는 
단지 ATT_SRPT에 기재된다(도 20 참조).

도 23은 상기 〈B1〉 내지 〈B3〉간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다. 즉, 도 23은 도 17에 도시된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내의 오디오 전용 타이틀 탐색 포인터(AOTT_SRP)에 의해 엑세스되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그룹
(AOTT_GR) 및 그 오디오 관리자 정보(AMGI) 내의 오디오 타이틀 타색 포인터(ATT_SRP)에 의해 엑세스되는 
오디오 타이틀 그룹(ATT_GR)간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다. 즉, 도 23은 ATT_SRPT 및 AOTT_SRPT간의 관계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23을 참조하면, 오디오 타이틀(ATT#1 및 ATT#9)은 단지 오디오 비디오 타이틀만으로 구성되고, ATT#2 
및 ATT#3은 오디오 비디오 타이틀(AVTT) 및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로 구성되고, ATT#4, ATT#5, ATT#7 
및 ATT#8은 단지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만으로 구성된다.

도 23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9 개의 오디오 타이틀(ATT)이 사용되고, 오디오 타이틀 그룹(ATT_GR)을 형
성하기 위해 4 개의 그룹(GR#1 내지 GR#4)으로 분류되고, 오디오 전용 타이틀 그룹(AOTT_GR)을 형성하기 
위해 2 개의 그룹(GR#1, GR#2)으로 분류된다.

이 예에 있어서, 오디오 타이틀(ATT#1, ATT#9)은 AVTT만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AOTT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ATT#1 및 ATT#9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그룹(AOTT_GR)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유 때문에, 오디오 타이틀 그룹(ATT_GR)의 수(이 예에서 4)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그룹(AOTT_GR)의 
수(이 예에서 2)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ATT 그룹의 재생 시에 오디오 포맷에 따른 오디오 데이타 및 화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즉, AOTT 및 
AVTT 둘 모두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 및 오디오 포맷에 따른 오디오 데이타만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
기(즉, AOTT만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간의 타이틀 그룹(TT_GR)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ATT_GR 및 AOTT_GR이 상이한 GR 수를 가지더라도, 이는 동일한 ATT를 포함해야만 
하고 동일한 순서의 TT_GR  내의 ATT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AVTT만으로 구성되지만 
AOTT를 포함하지 않는 ATT(ATT#1 및 ATT#9)는 배재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OTT로 정의되지 않은 ATT" 및 "AOTT로 정의된 ATT"는 단일 ATT_GR 내
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TT_GR 내의 일관성은 ATT_GR 및 AOTT_GR 둘 모두에 포함된 ATT에 대해 
유지될 수 있다.

도 23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ATT_GR#2 및 AOTT_GR#1 및 ATT_GR#2는 각각 동일한 ATT로 구성되고, TT_GR 
내에 동일한 순서의 ATT를 갖는다.

도 24는 도 3에 도시된 DVD 오디오 영역 내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기록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이
다.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 오디오 전용 타이틀 세트 오디오 객체 세트
(AOTT_AOBS)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백업(ATSI_BUP)으로 구성된다.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관리 테이블(ATSI_MAT)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
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ATS_PGCIT)을 포함한다.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ATS_PGCIT)은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
이블 정보(ATS_PGCITI),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탐색 포인터(ATS_PGCI_SRP) 및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부분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ATS_PGCI)를 포함한다.

도  25는  도  24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ATSI_MAT)의  기록  콘텐츠를  도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ATSI_MAT)은  오디오  타이틀  세트 식별자
(ATSI_ID), 오디오 타이틀 세트의 최종 주소(ATS_EA),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의 최종 주소(ATSI_EA), 
사용되는 오디오 포맷의 버젼 번호(VERN),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의 최종 주소
(ATSI_MAT_EA),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의 시작 주소(VTS_SA), 오디오 전용 
타이틀 오디오 객체 세트의 시작 주소(AOTT_AOBS_SA) 또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비디오 객체 세트의 시작 
주소(AOTT_VOBS_SA),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의 시작 주소(ATS_PGCIT_SA), 오디오 

54-13

1019997007760



전용 타이틀 오디오 객체 세트의 속성(AOTT_AOB_ATR)(#0 내지 #7) 또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 비디오 객체 
세트의 속성(AOTT_VOB_ATR)(#0 내지 #7), 오디오 데이타를 혼합하기 위한 계수(ATS_DM_COEFT) 및 기타 예
비 영역을 포함한다.

AOTT에 대한 VTS의 시작 주소(VTS_SA)에 있어서, AOTT에 대해 사용되는 VTSTT_VOBS(도 8)를 포함하는 VTS
의  시작 주소는 ATS가  AOTT_AOBS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기록된다.  한편,  ATS가  AOTT_AOBS를  가질 때, 
"00000000h"가 VTS_SA 내에 기록된다.

AOTT_AOBS_SA에 있어서, AOTT_AOBS의 시작 주소는 ATS가 AOTT_AOBS를 가질 때 ATS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
부터 관련된 논리적 블록의 수로써 기록된다. 한편, ATS가 AOTT_AOBS를 갖지 않을 때, VTSTT_VOBS의 시작 
주소는 ATS에 대해 사용되는 VTSTT_VOBS를 포함하는 VTS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 관련된 논리적 블록
의 수로써 기록된다.

ATS_PGCIT_SA에 있어서, ATS_PGCIT의 시작 주소는 ATSI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 관련된 논리적 블록의 
수로써 기록된다.

8 개의 속성(#0 내지 #7)은 AOTT_AOB_ATR 또는 AOTT_VOB_ATR에 대해 준비된다. ATS가 AOTT_AOBS를 가질 
때, ATS에 기록된 AOTT_AOB의 속성은 AOTT_AOBS_ATR에 기록된다. 한편, ATS가 AOTT_AOBS를 갖고 있지 않
을 때, ATS 내의 AOTT_AOB에 대해 사용되는 VOB 내의 오디오 스트림의 속성은 AOTT_VOB_ATR에 기록된다. 
AOTT_AOB_ATR 또는 AOTT_VOB_ATR에 있어서, 사용되는 샘플링 주파수(44 내지 192 kHz) 및 양자화 비트수
(16 내지 24 비트)가 기록된다.

ATS_DM_COEFT는 AC-3, DTS 내로 또는 2 채널 출력으로와 같은 다채널 출력(5.1 채널 출력)을 갖는 오디오 
데이타를 혼합하는 데 있어서 계수를 표시하고 ATS 내에 기록된 단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AOTT_AOBs에 
사용된다. ATS가 AOTT_AOBS를 갖고 있지 않을 때, "0h"는 16 개의 계수[ATS_DM_COEFT(#0 내지 #15)]의 모
든 비트에 기록된다. 이 16 개의 계수[ATS_DM_COEFT(#0 내지 #15)]에 대한 영역은 계속해서 보장된다.

각 ATS_SPCT_ATR은 16 비트 구조를 갖는다. MSB 측의 2 비트는 비디오 압축 모드(MPEG2 등)를 나타내고, 
그 다음 2 비트(비트 b13,  B12)는 TV  시스템(NTSC,  PAL,  SECAM  등)을 나타내고, 그 다음 2 비트(비트 
b11, b10)는 화상의 외관비(4:3, 16:9 등)를 나타내고, 그 다음 2 비트(비트 b9, b8)는 디스플레이모드
(4:3 디스플레이, 16:9 디스플레이, 편지함 디스플레이 또는 4:3 크기를 갖는 TV 모니터와 같은 것)를 나
타낸다. 그 다음 2 비트(비트 b7, b6)는 장래에 대비하여 예비로 남겨둔다. 그 다음 3 비트(비트 b5 내지 
b3)는 정지 화상의 해상도(NTSC 시스템 내의 수평 방향으로 720 라인 ×수직 방향 480 라인)를 나타낸다. 
LSB 측의 마지막 3 비트(비트 b2 내지 b0)는 장래에 대비하여 예비로 남겨둔다.

도 26은 도 24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ATSI)에 포함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
보  테이블(ATS_PGCIT)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도면이다(이  ATS_PGCIT의  기록  위치는  도  25에  도시된 
ATSI_MAT 내의 ATS_PGCIT에 기록됨).

이 ATS_PGCIT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 정보(ATS_PGCITI), 오
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탐색 포인터(ATS_PGCI_SRP)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ATS_PGCI)를 포함한다.

ATS_PGCI_SRP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탐색 포인터
(ATS_PGCI_SRP#1 내지 ATS_PGCI_SPR#j)를 포함하고, ATS_PGCI는 포인터(ATS_PGCI_SRP)와 동일한 수의 오
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ATS_PGCI#1 내지 ATS_PGCI#j)를 포함한다.

각 ATS_PGCI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ATS_PGC)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타의 
기능을 한다.

ATS_PGC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을 정의하기 위한 유닛이고 ATS_PGCI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
(AOTT_AOBS 내의 셀 또는 AOTT에 대한 객체로 사용되는 AOTT_VOBS 내의 셀)로 구성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각 ATS_PGCI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의 일반적인 정보(ATS_PGC_GI),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
로그램 정보 테이블(ATS_PGCIT), 오디오 타이틀 세트 셀 재생 정보 테이블(ATS_C_PBIT) 및 오디오 타이틀 
세트 오디오 정지 비디오 재생 정보 테이블(ATS_ASV_PBIT)을 포함한다.

ATS_PGCIT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정보의 부분(ATS_PGI#1 내지 ATS_PGI#k)
을 포함하고, ATS_C_PBIT는 정보(ATS_PGI)의 부분의 수와 동일한 수의 오디오 타이틀 세트 셀 재생 정보
(ATS_C_PBI#1 내지 ATS_C_PBI#k)의 부분을 포함한다.

한편, ATS_ASV_PBIT는 ATS 프로그램 오디오 정지 비디오 재생 정보 탐색 포인터(ATS_PG_ASV_PBI_SRP#1 내
지 ATS_PG_ASV_PBI_SRP#m) 및 ATS 오디오 정지 비디오 재생 정보(ATS_ASV_PBI#1 내지 ATS_ASV_PBI#n; n 
≤m ≤99)를 포함한다.

도 27은 도 26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정보(ATS_PGI)의 콘텐츠를 도시하고 있다.

이  ATS_PGI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의  콘텐츠(ATS_PG_CNT),  ATS_PG  엔트리(entry)  셀 번호
(ATS_PG_EN_CN),  ATS_PG  내의  제1  오디오  셀의  시작  상연  시간(FAC_ST_PTM),  ATS_PG의  재생 시간
(ATS_PG_PB_TM) 및 ATS_PG의 일시 중지 시간(ATS_PG_PA_RM)을 포함한다.

ATS_PG_CNT는 이전 및 현재 프로그램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엔트리, 이전 및 현재 프로그램의 재생 시간 
스탬프(stamp)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엔트리, AOB의 속성 또는 VOB 내의 오디오 스트림의 속성을 나타내는 
엔트리(ATRN) 및 ATSI_MAT에 정의된 ATS_DM_GOEFT의 수를 사용하여 ATSI_MAT에 정의된 AOTT_VOB_ATR 또는 
AOTT_AOB_ATR의 수를 사용하여 ATS_PG(AOB_PG)에 AOB를 믹싱 다운(mixing down)하도록 계수 테이블 번호
를 표시하는 엔트리(DM_COEFTN)를 포함한다.

ATS_PG_EN_CN은 ATS_PG를 형성하는 제1 ATS 셀의 번호(1 내지 255)의 엔트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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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_ST_PTM은 ATS_PG 내의 제1 오디오 셀 내의 제1 오디오 패킷(packet)에 정의된 재생 시간 스탬프[또는 
상연 시간 스탬프(PTS)]의 하위 32 비트의 엔트리를 포함한다.

ATS_PG_PB_TM은 ATS_PG 내의 총 재생 시간을 나타낸다. 총 재생 시간(초)은 ATS_PG_PB_TM을 90,000으로 
분할함으로써 얻어지는 값을 나타낸다.

ATS_PG_PA_TM은 ATS_PG의 시작에 정의될 수 있는 일시 중지 시간을 나타낸다. 이 일시 중지 시간(초)은 
ATS_PG_PA_TM(32 비트 데이타)을 90,000으로 분할하여 얻어진 값을 나타낸다.

도 28은 도 26에 도시된 오디오 타이틀 세트 셀 재생 정보(ATS_C_PBI)의 콘텐츠를 도시하고 있다.

이 ATS_C_PBI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내의 셀(ATS_C)의 인덱스 번호(ATS_C_IXN), ATS_C의 형태(ATS_C_TY), 
ATS_C의 시작 주소(ATS_C_CA) 및 ATS_C의 최종 주소(ATS_C_EA)를 포함한다.

ATS_C_IXN에 있어서, "01h"는 ATT가 AOBS를 갖지 않을 때 기록된다.

ATT가 AOBS를 갖지 않을 때, ATS_C_IXN의 콘텐츠는 ATS_C의 콘텐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한다.

*ATS_C가 전술한 화상 셀 또는 사일런트 셀이면, "00h"는 이 ATS_C의 인덱스 번호처럼 ATS_C_IXN 내에 기
록되고,

*ATS_C가 전술한 오디오 셀이면, "1" 내지 "99" 중 하나는 이 ATS_C의 인덱스 번호처럼 ATS_C_IXN 내에 
기록된다.

ATS_PG 내의 제1 오디오 셀(화상 및 사일런트 셀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수의 ATS_C를 가짐)의 인덱스 번
호는 "1"로 설정된다. 유사한 인덱스 번호는 ATS_PG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ATS_C)에 적절하게 할
당될 수 있다.

ATS_C_TY의 모든 비트에 있어서, "0"은 ATT가 AOBS를 갖지 않을 때 기록된다.

한편,  ATT가  AOBS를  가질  때,  ATS_C  및  그  사용(ATS_C_Usage)의  합성(ATS_C_COMP)은  ATS_C_TY에 
기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셀이 오디오 데이타만으로 구성된 오디오 셀일 때, "00b"가 ATS_C_COMP(2 비
트)에 기록되고,

관심 있는 셀이 오디오 데이타 및 실시간 정보로 구성된 오디오 셀이면, "01b"가 ATS_C_COMP(2 비트)에 
기록되고,

관심 있는 셀이 오디오 데이타만으로 구성된 사일런트 셀이면, "01b"가 ATS_C_COMP(2 비트)에 기록되고,

관심 있는 정지 화상 데이타만으로 구성된 화상 셀이면, "11b"가 ATS_C_COMP(2 비트)에 기록된다.

한편,  ATS_C_Usage는  현재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오디오  관리자  메뉴(AMGM)의  특정  부분을 하이라이팅
(highlighting)[스포트라이팅(spotlighting)]하기 위한 "스포트라이트 부분"으로서의 사용을 표시한다.

ATS가 AOTT_AOBS를 가질 때, ATS_C_SA는 ATS_C를 기록하는 AOTT_AOBS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 상대적
인 논리적 블록 번호로 표현된 ATS_C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한편, ATS가 AOTT_AOBS를 갖지 않을 때, ATS_C_SA는 ATS_C를 기록하는 AOTT_AOBS 내의 제1 논리적 블록으
로부터 상대적인 논리적 블록 번호로 표현된 ATS_C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ATS가 AOTT_AOBS를 가질 때, ATS_C_EA는 ATS_C를 기록하는 AOTT_AOBS의 제1 논리적 블록으로부터 상대적
인 논리적 블록 번호로 표현된 ATS_C의 최종 주소를 나타낸다.

한편, ATS가 AOTT_AOBS를 갖지 않을 때, ATS_C_EA는 ATS_C를 기록하는 AOTT_VOBS 내의 제1 논리적 블록으
로부터 상대적인 논리적 블록 번호로 표현된 ATS_C의 최종 주소를 나타낸다.

도 29는 도 1에 도시된 광디스크(DVD 오디오 디스크)로부터 도 3에 도시된 오디오 영역 또는 도 4에 도시
된 비디오 영역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장치의 한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재생 장치는 오디오 
데이타 및 비디오 데이타를 재생할 수 있는 DVD 비디오ㆍDVD 오디오의 배치를 갖는다. (비록 배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지만, 이 재생기는 현존 CD와 호환성이 있음.)

도 29에 도시된 광디스크 재생 장치는 사용자의 작동을 수용하는 원격 제어기(5), 원격 제어기(5)의 작동 
상태를 수신하는 원격 제어기 수신기(4A), 재생 장치 주 몸체 부분 상의 사용자의 작동을 수용하기 위한 
키 입력부(4) 및 사용자에게 동작 결과, DVD 오디오 디스크(10)의 재생 프로세스 등을 알려주며 재생 장
치 주 몸체(및/또는 원격 제어기)에 배치된 패널 디스플레이(4B)를 포함한다. 이 장치 외의 외부 장치로
는 모니터(6) 및 확성기(8L, 8R)가 준비된다. (도시된 확성기는 2 채널 스테레오 시스템에 대해 사용됨. 
그러나, 다채널 재생 시에, 원하는 수의 확성기 시스템 및 그 구동 증폭기가 개별적으로 준비됨.)

키 입력부(4), 패널 디스플레이(4B), 원격 제어기(5) 및 모니터(6)는 사용자 영상 인터페이스(interfac
e)를 구성한다. 모니터(6)는 정지 화상과 함께 DVD 오디오 디스크의 재생 비디오 모니터뿐만 아니라 온스
크린(on-screen) 디스플레이(OSB) 등을 위한 디스플레이 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다. 모니터(6)는 다이렉트뷰
(direct-view) 형태 CRT 디스플레이, LCD, 플라스마(plasma) 디스플레이 등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이렉
트뷰 형태 디스플레이에 첨가하여 OSD 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비디오 데이타[메뉴 윈도우, 기록 사이트
(site)를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지 화상 등]를 큰 스크린에 투사하는 비디오 프로젝터(projector)를 포
함할 수 있다.

원격 제어기(5)의 사용자 작동 정보 입력은 원격 제어기 수신기(4A)를 통해 전체 재생 장치의 동작을 제
어하는 시스템 제어기(50)의 마이크로컴퓨터(MPU 또는 CPU)로 제공된다. 또한, 제어기(50)는 MUP(500)에 
의해 실행되는 제어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롬(502)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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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부(4)의 사용자 작동 정보 입력은 MPU(50)로 직접 제공된다. MPU(500는 패널 디스플레이(4B) 상의 
사용자 작동 정보에 해당하는 재생 장치의 작동 조건[DVD 디스크의 재생 정보 및 다양한 셋업(setup) 상
태]을 적절히 디스플레이한다.

MPU(500)는  램(52)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메모리  I/F)(53)에  접속된다.  램(52)의  I/O  제어는  메모리 
I/F(53)를 통해 이루어진다. MPU(500)는 작업 영역으로서 램(52)을 사용하고, 롬(502)에 저장된 다양한 
처리 프로그램을 기초로 디스크 드라이브(30), 시스템 프로세서(54), 비디오 디코더(58), 오디오 디코더
(60), 부 화상 디코더(62) 및 DAC 및 재생 처리 블록(64)의 동작을 제어한다.

디스크 드라이브(30)는 재생 장치의 주 몸체의 트레이(tray)(도 30의 DISCㆍTRAYㆍINLET의 내부) 상의 디
스크(10)를 회전시키고, 디스크(10)로부터 기록된 데이타[음성/음악 정보를 포함하는 오디오 데이타뿐만 
아니라, 동영상 정보/정지 화상 정보를 포함하는 주 화상 데이타/비디오 데이타, 중첩된 대화 정보/메뉴 
정보를 포함하는 부 화상 데이타 등]를 판독한다. 판독 데이타는 신호 복조, 에러 정정 등과 같은 신호 
처리에 가해지고, 팩 포맷 내의 데이타 시퀀스로 변환된다(도 6 내지 도 8 참조). 그 다음, 데이타 시퀀
스는 시스템 프로세서(54)로 전송된다.

시스템 프로세서(54)는 디스크(10)로부터 재생된 데이타에 포함된 다양한 패킷의 형태를 결정하는 패킷 
전송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를 가지고, 이 패킷 내의 데이타를 해당 디코더(58 내지 62)로 분배한다.

패킷 전송 프로세서는 디스크 드라이브(30)로부터의 팩 형태 내의 데이타 시퀀스를 팩 형태(네비게이션 
팩, 비디오 팩, 부 화상 팩, 오디오 팩, 실시간 정보 팩 및 정지 화상 팩)의 유닛으로 분할한다. 각 분할
된 팩은 데이타의 형태를 나타내는 ID 데이타 및 전송 시간 데이타를 기록한다.

시스템 프로세서(54)는 이 팩의 ID 데이타 및 전송 시간 데이타를 참조하여 비디오 팩, 부 화상 팩 및 오
디오 팩을 각각 비디오 디코더(58), 부 화상 디코더(62) 및 오디오 디코더(60)로 전송한다. 정지 화상 팩
은 비디오 디코더(58)로 전송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사일런트 셀 또는 실시간 정보 팩에 해당하는 
오디오 팩은 오디오 디코더(60)로 전송된다.

또한, 시스템 프로세서(54)는 네비게이션 팩 내의 제어 데이타를 메모리 I/F(53)를 통해 램(52)로 전송한
다. MPU(500는 램 내의 전송된 제어 데이타를 참조하여 재생 장치의 개별적인 유닛의 재생 동작을 제어한
다.

비디오 디코더(58)는 시스템 프로세서(54)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팩 내의 MPEG로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타
를 디코딩함으로써 압축 이전의 비디오 데이타를 발생시킨다.

부 화상 디코더(62)는 시스템 프로세서(54)로부터 전송된 부 화상 팩 내의 실행 시간 압축된 부 화상을 
디코딩함으로써 압축 이전의 비트맵 부 화상 데이타를 발생시킨다.

이 부 화상 디코더(62)는 시스템 프로세서(54)로부터의 부 화상 데이타를 디코딩하는 부 화상 디코더 이
외에 디코딩된 부 화상 데이타를 하이라이팅(DVD 비디오의 경우) 또는 스포트라이팅(DVD 오디오의 경우)
하는 하이라이트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를 갖는다.

부 화상 디코더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실행 길이로 압축된 소정의 수의 비트(2 비트)의 유닛 내의 픽셀 
데이타(강조된 픽셀, 패턴 픽셀, 배경 픽셀 등을 포함)를 확장시킴으로써 원래 비트맵 화상을 얻는다.

하이라이트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는 MPU(500)로부터 제공된 하이라이트 정보 또는 스포트라이트 정보
[예컨대, 메뉴 선택 항목이 디스플레이되는 직사각형 영역을 정의하는 X 및 Y 좌표값, 색 코드(code), 하
아라이트색(스포트라이트색)/대조값]에 따른 해당 하이라이트 프로세스(스포트라이트 프로세스)를 실행한
다.

하이라이트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모니터(6)의 사용자 영상 인터페이스 상의 특정 디스플레이되는 항목(재
생 언어의 종류, 중첩된 대화 재생에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와 같은 특정 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버튼, 또
는 재생 사운드의 샘플링 주파수, 양자화 비트수, 재생 채널수 등과 같은 특정 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버
튼)을 용이하게 인지하도록 돕는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 부분은 셀로 정의된다. 스포트라이트는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DVD 오디오 재생기는 선택적인 기능으로써 스포트라이트 부분을 선택적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픽셀의 유닛 내의 디코딩된 부 화상 데이타의 색 및 대조가 하이라이트 정보에 따라 변화하면, 이 변화된 
부 화상 데이타는 비디오 프로세서(640) 내의 화상 합성기(도시되지 않음)로 제공된다. 이 화상 합성기는 
하이라이트 프로세스(스포트라이트 프로세스) 후의 디코딩된 화상 데이타 및 부 화상 데이타를 합성하고, 
이 합성된 화상은 모니터(6)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전술한 램(52)은 부 화상 메뉴, 오디오 메뉴, 각도 매뉴, 챕터(chapter)(프로그램) 메뉴 등의 시작 주소
를 저장하는 메뉴 테이블을 포함한다. 이 메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프로세스(스
포트라이트 프로세스)가 사용될 수 있다.

오디오 디코더(60)는 시스템 프로세서(54)로부터 전송된 오디오 팩 내의 오디오 데이타를 디코딩함으로써 
단청, 2 채널 스테레오 또는 다채널 스테레오 오디오 데이타를 발생시킨다. 오디오 팩 내의 오디오 데이
타가 압축 인코딩된 데이타(MPEG, AC-C 등)이면, 그 데이타는 오디오 디코더(60) 내에서 디코딩된다.

비디오 디코더(58)에 의해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타(통상적으로, 동영상 신호) 및 부 화상 디코더(62)에 
의해 디코딩된 부 화상 데이타(통상적으로, 중첩된 대화 또는 메뉴 비트맵 데이타)는 비디오 프로세서
(640)으로 전송된다. 이 비디오 프로세서(640)에 있어서, 비디오 데이타 및 부 화상 데이타는 최종 아날
로그 비디오 신호(합성 비디오 신호, 개별적인 S 신호 또는 성분 신호 Y/Cr/Cb)를 얻기 위해 소정의 비율
로 합성된다. 그 다음, 이 아날로그 신호는 모니터(6)로 출력된다.

비디오 디코더(58)에 의해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타가 DVD 비디오 디스크(10) 상의 영화의 주요부에 해당

54-16

1019997007760



하면, 부 화상 데이타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언어로 중첩된 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첩
된 대화를 갖는 영화는 모니터(6) 상에 재생된다.

비디오 디코더(58)에 의해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타가 영화의 주요부에 해당하면, 부 화상 데이타는 통상
적으로 메뉴 및 사용자 선택 버튼(적절히 하이라이팅됨)을 구성하는 분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
어서, 메뉴 배경(정지 화상 또는 동영상)은 비디오 데이타를 기초로 모니터(6) 상에 디스플레이되고, 사
용자의  선택  동작에  따라  변화하는  디스플레이  상태는  부  화상  데이타를  기초로  배경  화상  위에 
중첩된다. 

한편, 비디오 디코더(58)에 의해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타가 DVD 오디오 디스크(10)의 정지 화상에 해당하
면, 부 화상 데이타는, 예컨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언어로 된 설명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있어
서, 텍스트를 포함하는 정지 화상이 모니터(6)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비디오 프로세서(640)은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 데이타를 발생시키기 위한 OSD 유닛을 포함한다는 것
을 주의하기 바란다. 예컨대, 원격 제어기(5)에서의 사용자의 작동은 MPU(500)에 의해 처리되고, 그 처리 
결과는 MPU(500)로부터 비디오 프로세서(640)의 OSD 유닛으로 전송된다. OSD 유닛은 MPU(500)로부터의 처
리 결과에 해당하는 화상 데이타를 발생시키고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포맷인 그 화상 데이타를 모니터
(6)로 출력한다.

즉, 비디오 프로세서(640)는 비디오 디코더(58) 및 부 화상 디코더(62)로부터의 디지탈 신호 출력을 아날
로그 신호로 변환 및 멀티플렉싱(multiplexing)한다.

프레임 메모리(642)는 비디오 프로세서(640)에 접속되어 있다. 프레임 메모리(642)는 비디오의 화상 및 
부 화상 데이타를 멀티플렉싱하는 데 사용되고, 또한 n 분할(예컨대, 4 분할) 멀티스크린 디스플레이에 
대해 사용된다.

프레임 메모리(642)는 비디오 디코더(58)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타가, 예컨대 챕터 탐색의 경우의 정지 화
상으로 정지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고, 이 정지 화상은 목적 챕터가 재생을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6)로 
전송된다.

또한, 프레임 메모리(642)는 사용자의 작동 결과에 해당하는 OSD 디스플레이가 비디오 데이타 상에 멀티
플렉싱될 때 사용될 수 있다.

오디오 디코더(60)에 의해 디코딩된 오디오 데이타는 DAC 및 출력 회로(644)로 전송된다. DAC 및 출력 회
로(644)는 오디오 디코더(60)로부터의 오디오 데이타(디지탈)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시키고, 그 
신호를 적절히 증폭시킨 다음, 이 신호를 확성기(8L, 8R)로 전달한다.

다채널 오디오 데이타가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ATSI_MAT) 내의 ATS_DM_COEFT의 엔트리를 
기초로 2 채널 오디오 데이타로 믹싱 다운되면(도 25의 설명과 비교하기 바람), 이 믹싱 다운 계수(파라
미터)는 MPU(500)로부터 DAC 및 출력 회로(644)로 전달된다. 그 다음, DAC 및 출력 회로(644)는 오디오 
디코더(60)에 의해 디코딩된 다채널 오디오 데이타를 수신된 계수를 바탕으로 믹싱 다운하여, 2 채널 아
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출력시킨다.

비디오 프로세서(640), 프레임 메모리(642) 및 DAC 및 출력 회로(644)는 DAC 및 재생 처리 블록을 구성한
다.

시스템 프로세서(54), 비디오 디코더(58), 오디오 디코더(60) 및 부 화상 디코더(62)는 각각 동작 타이밍
에 대한 시스템 타임 클록(STC) 및 시스템 MPU로부터 전달된 명령, 정보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도 30은 도 29에 도시된 재생 장치의 전방 계기판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전방 계기판은 도 29에 도시
된 패널 디스플레이(4B)에 해당하는 형광 디스플레이(FL 디스플레이)(4B)를 갖는다.

도 30의 FL 디스플레이(4B)는 AMGI 내의 오디오 텍스트 데이타 관리자(ATXTDT_MG)에 따른 문자로 앨범 이
름 및/또는 그룹 이름을 디스플레이한다. 도 9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 "베토벤 작품 볼륨 1"은 앨범 이름
으로 디스플레이되고, "교향곡 제1번"은 그룹 이름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FL 디스플레이(4B) 좌측의 숫자 식별자는 타이틀 이름(DVD 비디오의 경우) 또는 그룹 이름(DVD 오
디오의 경우), 트랙 번호 및 인덱스 번호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30에 도시된 디스크 트레이에 설치된 광디스크(10)가 AV 디스크(도 20에 도시된 ATT_SRP를 갖는 디스
크)이면, FL 디스플레이(4B)의 중심 가까이의 우측의 문자 식별자는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AV DIS
C"를 하이라이팅한다. 설치된 디스크가 A 디스크(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AOTT_SRP를 갖는 
디스크)이면, "A DISC"가 FL 디스플레이(4B)의 우측의 문자 식별자 상에 하이라이팅된다. 설치된 디스크
가 ATS는 없고 VTS로만 구성된 비디오 디스크(도 12에 도시된 ATS 디렉토리를 갖지 않는 디스크)이면, 
"VIDEO DISC"가 FL 디스플레이(4B)의 우측의 문자 식별자 상에 하이라이팅된다.

또한, FL 디스플레이(4B)의 우측의 숫자 식별자는 재생될 오디오 콘텐츠의 샘플링 주파수 및 양자화 비트
수를  표시한다.  이  표시는  오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ATSI_MAT)  내의  AOTT_AOB_ATR  또는 
AOTT_AOB_ATR의 콘텐츠를 기초로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DVD 오디오 디스크(A 디스크 또는 AV 디스크)(10)를 재생하는 DVD 오디오 재생기는 아래의 2 가지 형태의 
재생기를 포함할 수 있다.

〈C1〉 오디오 포맷에 따른 오디오 및 화상 데이타 둘 모두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 즉 AOTT 및 AVTT 
둘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재생기.

〈C2〉 오디오 포맷에 따른 오디오 데이타만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 즉 AOTT만을 처리하는 재생기.

〈C1〉의 재생기는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ATT_SRPT에 기재된 탐색 정보(도 20)만을 로딩(loading)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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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

한편, 〈C2〉의 재생기는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AOTT_SRPT에 기재된 탐색 정보(도 22)만을 로딩하면 족
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재생기 형태의 재생 방법은 용이하게 된다. 물론, 〈C2〉 형태의 재생기는 어떠한 
AOTT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도 23의 ATT#1 및 ATT#9을 재생할 수 없다.

도 29에 도시된 전술한 DVD 오디오 재생기는 〈C1〉 형태에 해당한다. 이 재생기의 동작은 예로써 도 14
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의 디스크(10)의 재생으로 아래에 설명한다.

도 14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의 디스크(10)가 일반적인 DVD 비디오 재생기로 재생될 때, 이 비디오 재생기
는 도 12에 도시된 루트 디렉토리 하의 VTS 디렉토리 내의 VMG를 로딩하여, 이 로딩된 정보를 기초로 재
생될 타이틀을 결정한다. 이 재생기는 결정된 타이틀에 해당하는 VTS에 정의된 재생 유닛의 명령어에 따
라 도 14의 객체 세트(VOBS#1 또는 VOBS#2) 내의 모든 또는 일부 객체를 재생한다.

도 14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에 있어서, 그 비디오 재생기는 기타 기록 영역(73)(도 3, 도 4)과 같은 VMG, 
VTS#1 및 VTS#2가 아닌 영역을 인식한다. 이 이유 때문에, 기타 기록 영역(73) 내의 객체는 그 비디오 재
생기에 의해 재생될 수 없다.

한편, 도 14의 데이타 구조를 갖는 디스크(10)는 도 29에 도시된 DVD 오디오 재생기에 의해 재생되고, 이 
오디오 재생기는 도 12에 도시된 루트 디렉토리 하의 ATS 디렉토리 내의 AMG를 로딩하여 이 로딩된 정보
를 기초로 콘텐츠를 재생시킨다. AMG에 의한 타이틀 지정으로, DVD 비디오 영역(72)(도4)에 기록된 VTS에 
정의된 재생 유닛은 DVD 오디오 영역(71)(도3)에 기록된 ATS에 정의된 재생 유닛과 함께 지정될 수 있다.

ATS에 정의된 재생 유닛은 DVD 오디오 영역(71)에 기록된 객체(AOBS#1 또는 AOBS#2)의 재생 루트를 재생
할 뿐만 아니라 DVD 비디오 영역(72) 내의 객체(예컨대, VOBS#1)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타의 재생 루트로 
재생한다.

도  14의  해칭(hatching)으로  표시된  VOBS#1은  DVD  오디오  측으로부터  공유된  DVD  비디오  부분을 
예시한다. 화살표는 (a) 비디오 영역(72)의 재생 유닛이 참조되는 경우를 표시하고, (b) 비디오 영역(72) 
내의 객체(VOBS#1)의 오디오 부분이 오디오 영역(71) 내의 재생 유닛에 의해 참조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비디오 영역(72) 내의 객체(VOBS#1)의 오디오 부분이 오디오 영역(71) 내의 재생 유닛에 의해 참조될 때, 
공유되는 참조 부분(DVD 오디오 및 DVD 비디오에 의해 공유됨)은 비디오 영역(72) 내의 재생 부분의 정의 
정보(VTSI)에 의해 정의된 개별적인 유닛(셀, 프로그램, 프로그램 체인)과 상이한 정의를 가질 수 있다. 
즉, 비디오 재생기 및 오디오 재생기는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도 상이한 재생 방법을 가질 수 있다(도 5 
참조).

공유된 부분은 비디오 객체 유닛(VOBU)의 유닛에 사용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는 오디오 데이타 
스트림 및 기타(비디오 및 부 화상) 데이타 스트림이 VOBU의 유닛으로 팩킹(packing) 및 시분할 멀티플렉
싱되기 때문이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디오 영역(71)이 비디오 영역(72) 앞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그 관
리 정보로부터 지정된 재생 유닛의 주소는 양의 방향의 주소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디오 
재생기의 설개 및 개발은 간소해진다.

도 16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를 사용한 비디오 재생기의 동작은 전술한 도 14의 동작과 동일하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도 16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를 사용한 오디오 재생기의 동작은 도 14의 동작과 거의 동일하다. 오디오 재
생기는 관리 정보를 로딩하기 위해 AMG의 처음으로 점프(jump)하고, 객체 세트(AOBS#1, AOBS#2)를 재생한
다. 비록 AOBS#1이 DVD 비디오 영역 내의 객체이지만, ATSI#1은 AOBS#1의 프로그램 체인, 셀 및 프로그램
을 재정의한다. AOBS#1도 역시 VOBU의 유닛에 사용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전술한 실시예는 볼륨 공간(28)에 포함된 DVD 오디오 데이타 및/또는 DVD 비디오 데이타가 광디스크(10)
에 기록된 경우를 예시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데이타 구조(도 3 내지 도 28)는 광디스크(10) 상에 기
록된 데이타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도 3 및 도 12에 도시된 데이타 구조를 포함하는 비트 스트림은 
디지탈 브로드캐스터(broadcaster) 또는 디지탈 통신을 통해 수신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파 
또는 통신선이 매체로서 사용되며, 또한 DVD 브로드캐스터 수신기 또는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통신 단말
기가 DVD 오디오 재생기로 사용됨.)

도 31은 판독 레이저 수신면 측에서 바라본 본 발명의 2 개의 기판이 결합된 정보 기록 매체의 또 다른 
예로서 사용되는 이중층 광디스크(OD)의 평면도이다. 이 광디스크(OD)는 120 mm의 외경, 15 mm의 내경을 
정하는 중심 구멍 및 1.2 mm의 두께를 가지고, 2 개의 0.6 mm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기판을 결합함으로
써 마련된다. 각 결합된 기판은 도넛과 같은 정보 기록층으로 형성된다[도 31은 하나의 기판의 층(10)만
을 도시함]. 이 도넛 형상의 정보 기록층의 내경은 약 45 mm이고, 그 외경은 최대 약 117 mm이다. 중합체 
필름 스페이서(spacer)(60)[15 내지 16 mm의 내경, 20 내지 21 mm의 외경 및 40 내지 70 ㎛의 두께(예컨
대, 50 ㎛)]가 두 판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전술한 구조의 광디스크(OD)의 중심 구멍(70)과 동축으로 위
치되어 있다.

스페이서(60)에 사용되는 중합체 필름으로는,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폴
리이미드 필름 등이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다. 라벨 정보가 그곳에 인쇄되어 있다면, 폴리
카보네이트 필름이 적당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라벨의 인쇄시에, 인쇄 후의 실제 두께는 원하는 두께로 
조절된다(예컨대, 50㎛).

스페이서(60)는 결합된 기판(30, 40)간의 공간이 40 ㎛ 내지 70 ㎛ 범위 내로 좁혀질 수 있으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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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는 도 31에 도시된 이중층 광디스크(OD)의 부분 확대 단면도이다.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디
스크(OD)는 판독 레이저 광선(RL)의 수신면에서 바라볼 때, 제1 정보 기록층을 고정시키기 위한 폴리카보
네이트 기판(30), 제1 정보가 기록된 금으로된 박막(11 내지 14 nm 두께, 예컨대 약 13 nm의 제1 기록
층), 레이저 광선(RL)에 대하여 투명한 접착층(50), 알루미늄 몰리브덴 합금 박막(40 nm 또는 그 이상, 
예컨대 약 100 nm의 제2 정보 기록층) 및 제2 정보 기록층을 고정시키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기판(40)으
로 구성된다. 기판(30)의 판독 레이저(RL) 수신면에 대향하는 기판(40)의 면에는, 필요한 경우 기록 정보
(제1 정보 및 제2 정보)에 관련된 정보(문자, 그래픽, 패턴 등과 같은 시각적 패턴 정보)를 인쇄하는 라
벨(LB)이 고정된다.

중심 구멍(70)의 위치에 기판(30, 40) 사이에 동축으로 끼워진 필름 스페이서(60)는 두께가 50 ㎛이고, 
스페이서(60)와  같은  레벨에서  기판(30,  40)  사이에  끼워진  접착층(50)은  스페이서(60)의  막  두께(50 
㎛)와 거의 동일한 고정 두께(약 55 ±15 ㎛)의 두께를 갖는다. 접착층(50)의 두께가 증가될 필요가 있으
면, 스페이서(60)의 막 두께는 그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제1 정보 기록층을 형성하는 금으로된 박막(10)의 막 두께를 11 nm 내지 14 nm(양호하게는, 약 13 nm)의 
영역 내로 선택함으로써, 거의 동일한 강도를 갖는 판독 레이저 반사광은 제1 및 제2 정보 기록층(10, 
20) 둘 모두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제1 정보 기록층(10)은 650 nm(또는 635 nm)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선에 대한 금으로된 박막의 레이저 
반사율 및 레이저 투광율과 동일한 또 다른 물질(금 합금, 구리, 은, 황동, 구리 아연 합금, 구리 알루미
늄 합금 등)로 형성될 수 있다. 제2 정보 기록층을 형성하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합금의 막두께를 40 nm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함으로써, 필름(20)의 레이저 반사율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값(80 % 또는 그 이상의 
반사율)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2 정보 기록층(20)의 막 두께 설정값은 약 100 nm로 
선택된다.

제2 정보 기록층(20)은 알루미늄만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몰리브덴, 탄탈, 코발트, 크롬, 티타늄, 
백금 등과 같은 높은 용융점의 금속 및 알루미늄의 합금을 사용함으로써, 제2 정보 기록층에 대한 박막
(20)의 굴절율의 노화(환경적인 신뢰도)는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몰리브덴은 제2 정보 기록층(20)의 산화 저항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그 혼합비는, 예컨대 실제로 
1 at% 내지 20 at% 내의 적절한 범위를 갖는다. 알루미늄 몰리브덴 합금 박막(20) 내의 몰리브덴의 비율
은 양호하게는 1 at% 내지 20 at%의 범위 내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몰리브덴의 비율은 20 at%로 설정
된다. 이 비율이 20 at% 보다 높다면, 제2 정보 기록층(20)의 레이저 반사율은 박막(20)이 40 nm 또는 그 
이상의 막 두께를 갖는 경우에도 낮아진다.

판독 레이저 광선(RL)의 파장은 전술한 650 nm에 부가하여 635 nm이거나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러나, 상
이한 파장이 사용된다면, 스페이서(60)의 최적의 막 두께는 변할 것이다[또한, 최적의 막 두께는 접착층
(50)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최적의 막 두께는 레이저 파장, 접착층(50)의 물질 및 실제로 
사용되는 기판(30, 40)의 물질이 결정된 후에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결정은 각 기록
층(10, 20)으로부터의 판독 신호의 C/N[캐리어대 잡음비(carrier to noise ratio)]이 원하는 값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기판(30, 40)의 충분히 높은 결합 강도가 보장되도록 이루어진다.

도 31 및 도 32에 도시된 결합된 광디스크(OD)에 대한 아래의 물리적인 파라미터가 사용될 수 있다.

[외부 직경]

12 cm 디스크 〉 120.00 ±0.30 mm

8  cm 디스크 〉 80.00 ±0.30 mm

[중심 구멍(70)]

12 cm/8 cm (통상적) 〉 15.00 + 0.15 mm, - 0.00 mm

[결합 두께]

12 cm/8 cm (통상적) 〉 1.20 + 0.30 mm, - 0.06 mm

[디스크 클램프 영역의 내부 직경]

12 cm/8 cm (통상적) 〉 22.0 mm (최대)

[디스크 클램프 영역의 외부 직경]

12 cm/8 cm (통상적) 〉 33.0 mm (최대)

[디스크 클램프 영역의 두께]

12 cm/8 cm (통상적) 〉 1.20 + 0.20 mm, -0.10 mm

[결합된 디스크 질량]

12 cm 디스크 〉 13 g 내지 20 g

[결합된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

12 cm 디스크 〉 0.040 gㆍ㎡ (최대)

8 cm 디스크 〉 0.010 gㆍ㎡ (최대)

[결합된 디스크의 동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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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m 디스크 〉 0.010 gㆍ㎡ (최대)

8 cm 디스크 〉 0.0045 gㆍ㎡ (최대)

도 33은 도 32에 도시된 단면 판독 형태의 2 개의 기판이 결합된 이중층 디스크, 즉 단일 정보 기록층을 
갖는 결합된 광디스크(OD)의 변형의 부분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33에 도시된 변형에 있어서, 도 32에 도시된 정보 기록층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더미층으로 대
체된다. 정보 기록층(10)이 디스크(OD)에 저장될 데이타의 총 크기를 저장할 수 있을 때, 도 33에 도시된 
변형이  사용될  수  있다.  더미층(20d)은  실질적인  정보를  갖지  않은  주어진  정보  패턴으로 페인팅
(paintin)된 알루미늄 기제 금속 박막으로 형성될 수 있다. ("실질적은 정보를 갖지 않은 주어진 정보 패
턴으로 페인팅된"이란 말은 실제로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0" 또는 "1"과 같은 단순
한 데이타가 총 기록면 상에 전체적으로 기록된 경우도 포함함.)

도 34는 도 33에 도시된 구조의 변형을 도시하고 있으며, 단일 정보 기록층을 갖는 2 개의 기판이 결합된 
광디스크(OD)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34에 도시된 변형에 있어서, 도 32에 도시된 정보 기록층(20)은 라벨 패턴을 갖는 더미 및 라벨 층
(20db)로 대체된다. 정보 기록층(10) 상의 일부 정보를 처음에 판독함으로써 이 광디스크(OD)가 결합된 
단층 디스크라고 판명되면, 이 디스크(OD)의 재생 장치는 더미 및 라벨 층(20 db) 상의 정보를 엑세스하
지 않도록 초기화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더미 및 라벨 층(20db)가 판독 레이저 광선(RL)을 반사시킬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더미 및 라벨 층(20db)의 물질은 다양한 물질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예컨대, 라벨 패
턴과 함께 인쇄된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이 더미 및 라벨 층(20db)로 사용될 수 있다.

도 33 및 도 34에 도시된 변형에 있어서, 더미 층(20d 또는 20 db)의 두께는 특별히 조절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더미층(20d 또는 20db)의 두께를 포함한 기판의 두께(40)는 소정의 값(0.6 mm)으로 조절된다.

폴리카보네이트 기판(30, 40)의 투명도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와 관련된 문자, 패턴 등이 기
판(30, 40) 사이에 끼워진 스페이서(60) 상에 인쇄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디스크의 중심 부분의 
스페이서(60) 부분은 그 시각 정보 엔트리의 양이 작더라도 디스크 라벨로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알루미늄 몰리브덴 합금의 박막은 제2 정보 기록층(20)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특정 필름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 또는 변형에 따라서, 순수한 알루미늄
층, 금으로된 층, 높은 용융점, 높은 강도 및 높은 산화 저항을 갖는 몰리브덴이 아닌 높은 용융점의 금
속(텅스텐,  탄탈,  니켈,  코발트,  백금,  크롬,  티타늄  등)  및  알루미늄의  합금층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1 정보 기록층(10)의 물질은 선택된 물질이 박막을 형성할 때, 특정 파장이 사용되는 레
이저 광선에 대하여 금의 레이저 반사율 및 레이저 투과율을 나타내는 물질(금 합금, 구리, 은, 황동, 구
리 아연 합금, 구리 알루미늄 합금 등)로 한정된다.

전술한 설명에 있어서, 자와선 셋팅 수지층(접착층)(50)은 50 ㎛의 두께를 갖는다. 그러나, 도 31에 도시
된 결합된 디스크(OD)가 판독 전용 DVD 오디오 디스크(DVD-ROM)이면, 이 두께는 40 ㎛ 내지 70 ㎛의 범위
에서 선택되는 것이 좋다. 도 31에 도시된 디스크(OD)가 판독/기록 DVD 오디오 디스크(DVD-RAM 또는 DVD-
RW)이면,  접착층(50)의  두께는  종종  판독  전용  디스크의  두께보다  작은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접착층(50)의 두께는 20 ㎛ 내지 40 ㎛의 범위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광디스크(OD)의 외부 크기로는, 5 " 형태(120 mm의 직경) 및 3.5 "(30 mm의 직경)이 예시되었다. 또한, 
본 발명은 2.5 " 형태(63 mm의 직경) 등과 같은 기타 크기를 갖는 결합된 광디스크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최적의 접착층의 두께[또는 스페이서(60)의 두께]는 디스크의 크기, 디스크의 물질, 디스
크의 목적(롬 또는 램), 접착 형태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전술한 설명에 있어서, 디스크와 유사한 필름 고리(film ring)가 스페이서(60)로서 예시되어 있다. 그러
나, 스페어서(60)의 형상은 고리 형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스페이서(60)의 내부 구멍은 임의의 다각 형
상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스페이서(60)의 외부 형상은 그 둘러싼 원의 직경이 도 31에 도시된 정보 
기록층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임의의 다각 형상일 수 있다. 예컨대, 33 mm의 직경을 갖는 원으로 
둘러싸인 6 각형의 외부 형상을 갖는 다각 필름(예컨대, 50 ㎛의 두께) 및 15 mm의 직경을 갖는 원에 내
접하는 8 각형의 내부 형상이 스페이서(60)로 사용될 수 있다. 디스크 기록 정보(문자, 기호, 그래픽)가 
스페이서(60)에 인쇄되어 있으면, 스페이서(60)는 그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 원형 고리로 한정되지 않는 
것이 좋다(주로 설계의 관점에서임).

도 35는 650 nm의 파장을 갖는 간섭성 빛이 사용되고 도 32에 도시된 각각 단일 기판/단일 기록층 구조를 
갖는 한 쌍의 기판(30, 40)이 사용될 때, 기판 물질의 굴절률(가로축)의 함수로서 결합되는 기판(30 또는 
40)의 두께(세로축)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변화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있어서, 기판의 굴절률이 1.45이면, 기판의 두께는 0.643(점 P01)의 상한선 내지 0.583(점 
P03)의  하한선  이내로  조절된다.  예컨대,  폴리카보네이트  기판의  굴절률이  1.56이면,  기판의  두께는 
0.630(점 P11)의 상한선 내지 0.570(점 P13)의 하한선의 영역 내로 조절된다. 기판의 굴절률이 1.65이면, 
기판의 두께는 0.630(점 P21)의 상한선 내지 0.570(점 P21)의 하한선 범위 내로 조절된다(점 P22에서의 
중간값은 0.600 mm임).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이 그래프에서 그 두께가 점 P01 내지 P23에 의해 바운딩(bounding)된 범위 
내인 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기판(30, 40)이 사용된다.

도 36은 650 nm의 파장을 갖는 간섭성 빛이 사용되고 도 32에 도시된 각각 단일 기판/단일 기록층 구조를 
갖는 한 쌍의 기판(30, 40)이 사용될 때, 기판 물질의 굴절률(가로축)의 함수로서 결합되는 기판의 두께
(세로축)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변화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있어서,  기판의 굴절률이 1.45이면,  기판 두께는 0.653(점  Q01)의  상한선 내지 0.563(점 
Q03)의 하한선의 범위 이내로 조절된다. 기판의 굴절률이 1.56이면, 기판 두께는 0.640의 상한선(점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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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0.550(점 Q13)의 하한선의 범위 이내로 조절된다(중심값은 약 0.595 mm임). 기판의 굴절률이 1.65이
면, 기판 두께는 0.640(점 Q21)의 상한선 내지 0.550(점 Q23)의 하한선의 범위 내로 조절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이 그래프에서 그 두께가 점 Q01 내지 Q23으로 바운딩된 범위 내인 폴리카보
네이트 등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기판(30, 40)이 사용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비디오"란 용어는 "동영상"을 가리킨다. 비디오("동영상")는 오디오 전용 
타이틀(AOTT)에 첨가될 수 없는 반면, "정지" 화상은 AOTT에 첨가될 수 있다. 따라서, 오디오 타이틀 세
트 디렉토리(AUDIO_TS)는 정지 화상 데이타를 포함할 수 있지만,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할 수 없다.

본 발명에 따르면, DVD 오디오 포맷의 데이타 구조는 이미 적용된 DVD 비디오 포맷을 수정함이 없이 비디
오 포맷의 데이타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오디오 볼륨은 비디오 볼륨
의 객체를 공유하기 위해 단일 볼륨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데이타 구조로 형성된 DVD 디스크(A 디스
크 또는 AV 디스크)는 비디오 재생기 및 오디오 재생기 둘 모두 내의 적절한 객체를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데이타 구조가 기존의 DVD 비디오의 충돌 없이 DVD 비디오의 일부 객체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기 때문에, DVD 비디오 및 DVD 오디오는 상호 결합하여 그 하부 구조를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이는 부수적인 장점, 즉 재생 장치, 매체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가격을 감소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이한 목적을 갖는 제1 및 제2 콘텐츠(contents)를 복수의 독립적인 영역에 기록하는 디지탈 정보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콘텐츠는 각각 그 콘텐츠의 재생을 관리하는 제1 및 제2 관리 블록을 가지고,

상기 제1 관리 블록은 제1 및 제2 콘텐츠에 대한 엑세스(access)를 관리하는 제1 정보를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탈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관리 블록은 상기 제2 콘텐츠에 대한 엑세스를 관리하는 제2 정보를 갖는 것인 
디지탈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관리 블록은 상기 제2 관리 블록 또는 상기 제2 콘
텐츠의 어드레스(address) 보다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작은 어드레스를 갖는 것인 디지탈 정보 기록 매
체.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콘텐츠는 상기 제2 콘텐츠를 엑세스하기 위한 정보
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탈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록 정보의 파일은

상기 제1 콘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타 파일 및 상기 제1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타 파일을 포함하는 제1 서브 
디렉토리(sub-directory)와,

상기 제2 콘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타 파일 및 상기 제2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타 파일을 포함하는 제2 서브 
디렉토리와,

상기 제1 및 제2 서브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루트(root) 디렉토리

를 포함하는 계층적인 파일 구조에 의해 관리되는 것인 디지탈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브 디렉토리 내의 데이타 파일은 최소한 하나의 오디오 데이타를 포함하지만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지 않는 객체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서브 디렉토리 내의 데이타 파일은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객체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탈 정
보 기록 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정보는 오디오 데이타를 포함하지만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지 않는 객체를 엑
세스하기 위한 제1 탐색 정보 및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객체를 엑세스하기 위한 제2 탐색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인 디지탈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정보는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객체만을 엑세스
하기 위한 탐색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디지탈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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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콘텐츠 및 오디오 콘텐츠의 재생을 관리하는 오디오 관리 블록과 비디오 콘텐츠 및 비디오 콘텐츠
의 재생을 관리하는 비디오 관리 블록을 가지고, 상기 오디오 관리 블록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에 대
한 엑세스를 관리하는 오디오 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탈 정보 매체로부터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를 재생하는 디지탈 정보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정보 매체로부터 오디오 관리 정보의 콘텐츠를 추출하는 관리 정보 추출 수단과,

상기 오디오 관리 정보의 콘텐츠를 기초로 오디오 콘텐츠의 콘텐츠를 추출하는 오디오 콘텐츠 추출 수단
과,

오디오 관리 정보의 기타 콘텐츠를 기초로 비디오 콘텐츠의 콘텐츠를 추출하는 비디오 콘텐츠 추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정보 매체는 복수의 상이한 샘플링 주파수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샘플링 주
파수 및 복수의 상이한 양자화 비트수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양자화 비트수에 의해 디지탈로 변환된 오디
오 데이타 및 이 오디오 데이타에 사용되는 상기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 및 상기 소정의 양자화 비트수를 
표시하는 속성(attribute) 정보를 표함하고,

상기 관리 정보 추출 수단은 상기 속성 정보로부터 상기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 및 상기 소정의 양자화 비
트수를 검출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검출된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  및  상기  검출된  소정의  양자화  비트수를 디스플레이
(display)하는 디스플레이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디지탈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1 

오디오 영역 및 오디오 영역 뒤에 위치한 비디오 영역을 포함하는 볼륨 공간(volume space)을 갖는 정보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기록 방법에 있어서, 

오디오 관리 정보 및 오디오 콘텐츠를 상기 오디오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와,

비디오 관리 정보 및 비디오 콘텐츠를 상기 비디오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2 

오디오 관리 정보 및 오디오 콘텐츠를 기록하는 오디오 영역 및 비디오 관리 정보 및 비디오 콘텐츠를 기
록하는 비디오 영역이 기록된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정보를 재생하는 정보 재생 방법에 있어서,

그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오디오 관리 정보를 기초로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엑세스하는 단계와,

그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비디오 관리 정보를 기초로 비디오 콘텐츠를 엑세스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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