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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및 재생 방법과 그에 적합한저장 매체 구동기 및 저장 매체

요약

  본 발명은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완료(finalize) 후에도 기록완료 전에 삭제된 저장 매체의 타이틀을 사용자가 원할 경우

에 재생할 수 있도록 저장 매체의 타이틀을 관리 및 재생하는 방법과 그에 적합한 저장 매체 구동기와 저장 매체를 개시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타이틀 세트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 1 영역;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이전에 제 1

영역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에서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는 제 2 영역을 포함한다. 제 2 영역

은 저장 매체의 빈 공간중 임의의 영역을 이용한다. 제 2 영역을 서치할 수 있는 정보는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됨에 따라 저장 매체에 생성되는 비디오 관리(VMG) 영역(zone)에 포함된다. 제 2 영역을 서치할 수 있는 정보

는 비디오 관리 영역(zone)의 비디오 관리 정보(VMGI)의 예비 영역(reserved area)에 기록된다.

  따라서 기록 완료 후에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삭제된 타이틀을 언제라도 재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의 데이터 구조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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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a) 내지 (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 도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 도이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 구동기의 기능 블록 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재생 방법의 동작 흐름 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저장 매체의 타이틀(title) 관리 및 재생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장 매체에서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관리 및 재

생방법과 그에 적합한 저장 매체 구동기 및 저장 매체에 관한 것이다.

  ISO 규격집에 의하면, DVD(Digital Versatile Disc) 계열의 저장 매체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갖는다.

상기 데이터 구조는 리드인 영역(Lead In zone, LI), 볼륨 및 파일 시스템 영역(VOL(VOLume)/FS(File System) zone,

VOL/FS), 비디오 관리자 영역(VMG(Video ManaGer) zone), n개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 영역(VTS(Video Title Set)

#1∼#n zone), 데이터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빈 공간(blank space), 리드아웃 영역(Lead Out zone, LO)으로 구성된다.

상기 빈 공간(blank space)은 저장 매체의 용량과 기록된 VTS의 용량에 따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기 VMG는 상기 VTS #1∼#n들에 대한 TOC(Table of Contents) 영역으로서, VMGI(VMG Information) 파일(file),

VMGM_VOBS(VMG Menu_Video Object Set) 파일, VMGI_BUP(VMGI_BackUP) 파일을 포함한다.

  상기 VMGI 파일은 제어 데이터 파일로서, 타이틀(title)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정적인 정보(static information)와 유저 오

퍼레이션(use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VMGI 파일에는 VMGM_VOBS 파일의 시작 번지

(VMGM_VOBS_SA(Start Address))를 저장하고 있는 VMGI_MAT(VMGI Management Table)와 DVD에 존재하는 모

든 VTS의 개수를 알리는 VTS_ATRT(VTS Attribute table) 등이 포함되어 있다.

  VMGM_VOBS 파일은 VMGM에 대한 VO(Video Object)들의 집합체로서, 영상(Video), 음성(Audio), 서브 픽처(Sub-

picture)와 같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VMGI_BUP 파일은 VMGI 파일에 대한 백업 파일이다.

  상기 VTS는 타이틀 집합체로서, ISO 규격집에 의하면 최대 99개까지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n은 99이하의 정수

이다. 상기 VTS #1∼VTS #n 각각은 제어 데이터인 VTSI(VTS Information) 파일, 메뉴를 위한 VTSM_VOBS(VTS

Menu_VOBS) 파일, 타이틀을 위한 VOB인 VTSTT(Video Object Set for Title set Title)_VOBS 파일 및 VSTI_BUP 파

일을 포함한다.

  VTSI 파일은 타이틀을 위한 관리정보로서, VTSM_VOBS_SA(VTSM_VOBS_Start_ Address), VTSI_MAT(VTSI

Management Table), VTS_PTT_SRPT(VTS_Part_of_TiTle_ SeaRch_Pointer Table)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VTSM_VOBS 파일은 VTSM에 대한 VO(Video Object)들의 집합체로서, 영상(video), 음성(audio), 서브 픽처와 같은 데

이터로 구성된다. VTSTT_VOBS 파일은 VTSM_VOBS에 실린 데이터에 대한 타이틀 데이터로 구성된다. VSTI_BUP 파

일은 VSTI 파일에 대한 백업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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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구조를 갖는 DVD 계열의 저장 매체는 재생 호환성을 위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기록할 수 있는 타이틀을 최대 99

개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99개의 타이틀이 기록된 저장 매체에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빈 공간이 있어 사용자가 추가

로 데이터를 기록하려면 기존에 기록된 타이틀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록 완료(finalize)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타이틀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

  만약 기록 완료(finalize)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저장 매체에 기록된 임의의 타이틀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 수행 시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VMS와 FS가 생성되어 저장 매체에

기록된다. 예를 들어, 기록 완료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VTS #2와 VTS #3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저장 매체에 대한 기

록 완료 동작 수행 시 VTS #2와 VTS #3에 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VMS와 FS가 생성되어 저장 매체에 기록된

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록 완료 수행 전에 기록되었던 타이틀(예를 들어 VTS #2, VTS #3)을 전혀 재생할 수 없을 뿐 아

니라 어떤 타이틀이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완료(finalize) 후에도 기록완료 전에 삭제

된 저장 매체의 타이틀을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재생할 수 있도록 저장 매체의 타이틀을 관리 및 재생하는 방법과 그에 적

합한 저장 매체 구동기와 저장 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타이틀 세트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 1 영역;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제 1 영역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에서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는 제 2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2 영역은 상기 저장 매체의 빈 공간중 임의의 영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2 영역을 서치할 수 있

는 정보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됨에 따라 상기 저장 매체에 생성되는 비디오 관리(VMG) 영역

(zone)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2 영역을 서치할 수 있는 정보는 상기 비디오 관리 영역(zone)의 비디오 관

리 정보(VMGI)의 예비 영역(reserved area)에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예비 영역에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 정보가 더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된 타이틀 세트에 포함된 타이틀 세트 정보(VTSI)이

거나 삭제된 타이틀의 시작 위치 정보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2 영역에는 상기 제 2 영역이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임을 나타내는 식별 정보가 더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타이틀 세트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 1 영역;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되면, 상기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되기 이전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

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비디오 관리(VMG)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방법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기 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적어도 하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저장 매체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

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한 비디오 관리(VMG) 데이터를 생

성하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임의의 영역은 상기 저장 매체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중에서 비디오 관리 정보(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는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 정보가 더 포함되도

록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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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방법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기 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적어도 하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저장 매체가 로딩되어 있는 저장 매

체 구동기에 구비되어 있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서치 정보를 읽어 상기 저장 매체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

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한 비디오 관리(VMG)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방법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기 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적어도 하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저장 매체가 로딩되어 있는 저장 매

체 구동기에 구비되어 있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서치 정보를 읽고, 상기 읽혀진 서치 정보를 포함한 비디오 관리(VMG)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

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재생 방법은, 상기 저장 매체의 비디오 관리 영역에 기

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삭제된

타이틀 세트에 대한 재생을 요구하면,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재

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단계는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 존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 구동기는, 상기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

에 기록된 데이터를 픽업하는 픽업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상기 픽업부의 이동을 제어하는 서보부; 상기 저장 매체에 대

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서치 정보가 상기 저장 매체의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되도록 상기 서보부를 제어하면서 상기 생성된 서치

정보를 상기 픽업부로 전송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 수행시 상기 서치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가 포함되도록 비

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픽업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의 비디오 관리 정보의 예비 영역에 상기 위치 정보가 포함되도록 상기 비

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저장 매체 구동기는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시스

템 제어부는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재생 요구시,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위치 정보를 토대로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상기 표시부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 구동기는, 상기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

에 기록된 데이터를 픽업하는 픽업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상기 픽업부의 이동을 제어하는 서보부; 상기 저장 매체에 대

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

리;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임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삭제된 타이틀 세트의 서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 시, 상기 메모리에 저

장된 서치 정보가 포함된 비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되도록 상기 픽업부로 전송하는 시스템 제

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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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 도이다. 도 2(a)는 저장 매체의 볼륨 구조(volume space)

예이고, 도 2(b)는 VMG(Video ManaGer, 이하 VMG라고 약함)의 데이터 구조 예이고, 도 2(c)는 VMGI(VMG

Information, 이하 VMGI라고 약함)의 데이터 구조 예이다.

  도 2는 VTS(Video Title Set, 이하 VTS라고 약함) #1∼VTS #n중에서 VTS #2와 VTS #3 타이틀에 대한 삭제가 요구

됨에 따라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의 VTSI(VTS Information, 이하 VTSI라고 약함) #2, VTSI #3을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기록한 경우이다. 상기 VTSI #2와 VTSI #3은 VTS #2와 VTS #3에 기록되어 있는 VTSI와

동일한 내용(content)을 갖는다.

  도 2(a)에 도시된 ID는 빈 공간에 기록된 VTSI #2와 VTSI #3이 삭제된 타이틀의 VTSI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이다. 상

기 삭제된 타이틀의 VTSI는 삭제가 요구될 때마다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기록될 수 있으나, 기록 완료(finalize, 이하 기록

완료라고 함) 수행이 요구되거나 저장 매체에 대한 오픈(open)이 요구되면, 상기 기록 완료 또는 저장 매체에 대한 오픈 동

작을 수행하기 전에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기록될 수 있다.

  VTS #2와 VTS #3에 대한 삭제가 요구된 저장 매체의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되면, VMG의 VMGI는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도록 생성될 수 있다. 즉, VMGI의 예비 영역(reserved area)에 삭제된 타이틀의 VTSI가 기록된 저장

매체상의 위치 정보가 기록되도록 VMG가 생성될 수 있다. 도 2의 경우에 상기 위치 정보는 도 2(a)에서 ID가 기록된 위치

의 시작 어드레스이다. 따라서,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저장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ID

를 서치할 수 있다.

  상기 기록 완료 동작 수행 시, 상기 VMGI의 예비 영역에 상기 위치 정보와 함께 삭제 타이틀 존재여부 표시 플래그(flag)

가 설정되도록 VMG를 생성할 수도 있다. 만약 상기 삭제 타이틀 존재여부 표시 플래그는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이 존

재하는 경우에 '1'로 설정되면,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0'으로 설정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 도이다. 도 3(a)는 저장 매체의 볼륨 구조(volume

space) 예이고, 도 3(b)는 VMG(Video ManaGer, 이하 VMG라고 약함)의 데이터 구조 예이고, 도 3(c)는 VMGI(VMG

Information, 이하 VMGI라고 약함)의 데이터 구조 예이다.

  도 3은 도 3(a)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삭제 요구된 VTS #2와 VTS #3의 시작 어드레스(Start Address)인

VTS2_SA, VTS3_SA를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각각 기록한 경우이다. 상기 시작 어드레스가 기록되는 빈 공간은 도 2(a)

의 VTSI #2와 VTSI #3과 같이 저장 매체의 빈 공간중 임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상기 시작 어드레스는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이틀 삭제가 요구될 때마다 저장 매체에 기록되거나 기록 완료가 요구되거나 저장 매체에 대한 오픈이 요구될

때 저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작 어드레스뿐 아니라 타이틀의 종료 어드레스(End Address)와 같이 해당되는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

치정보가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로서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기록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저장 매체의 VMG는 도 3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

성될 수 있다. 즉, VMGI의 예비 영역의 임의 공간에 삭제된 타이틀 존재여부 표시 플래그와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

는 위치정보(VTSn_SA)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VMG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위치 정

보는 도 3(a)의 VTS2_SA의 시작 어드레스이다. 따라서, 상기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도 3(a)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저장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VTS2_SA를 서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삭제된 타이틀 존재여부 플래그

는 제외하고 상기 삭제된 타이틀의 VTSn_SA를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만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도록 VMG를 생

성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 도이다. 도 4(a)는 저장 매체의 볼륨 구조(volume

space) 예이고, 도 4(b)는 VMG(Video ManaGer, 이하 VMG라고 약함)의 데이터 구조 예이고, 도 4(c)는 VMGI(VMG

Information, 이하 VMGI라고 약함)의 데이터 구조 예이다.

  도 4는 삭제가 요구된 VTS #2와 VTS #3를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도 4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VMGI의 예비 영

역에 기록한 예이다. 도 4의 (c)에 도시된 위치 정보는 도 3(a)의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기록된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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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동일한 정보일 수 있다. 따라서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삭제된 타이틀의 VTS #2와

VTS #3의 시작 위치를 저장 매체에서 서치할 수 있다. 또한, 도 2 및 도 3에서와 같이 VMGI의 예비 영역에 상기 위치 정

보와 함께 삭제된 타이틀 존재여부 표시 플래그가 포함되도록 VMG를 생성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 구동기의 기능 블록 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저장 매체 구동기는 스핀들 모터(501),

서보부(502), 저장 매체(503), 포맷터(504), 시스템 제어부(505), 변조기(506), 픽업부(507), 복조부(508), 메모리(509)

및 표시부(510)로 구성된다.

  스핀들 모터(501)는 서보부(502)로부터 제공되는 스핀들 제어 신호에 따라 로딩된 저장 매체(503)를 미리 설정된 회전

속도로 회전시킨다.

  포맷터(504)는 저장 매체(503)의 데이터 영역에 기록될 부호화된 비디오 정보와 부호화된 오디오 정보가 입력되면, 시스

템 제어부(505)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저장 매체(503)에 기록될 비디오 정보와 오디오 정보가 VTS단위로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되도록 포맷팅 하여 출력한다.

  변조기(506)는 포맷터(504)로부터 출력되는 포맷팅된 신호를 사전에 설정된 변조방식에 의해 변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 방식은 EFM일 수 있다.

  픽업부(507)는 변조기(506)로부터 출력되는 변조된 신호에 따라 저장 매체(503)로 광 빔을 조사하여 저장 매체(503)에

도 2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VTS단위로 비디오 정보와 오디오 정보를 저장 매체의 정보 트랙상에 형성시킨다.

  서보부(502)는 저장 매체(503)에 대한 픽업부(507)의 이동을 종전의 DVD 구동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어한다.

  이와 같이 VTS단위로 저장 매체(503)에 데이터가 기록중이거나 n개의 VTS가 모두 기록된 후,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VTS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삭제가 요구된 VTS의 VTSI를 검출하거나 VTS를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변조기(506)로 출력하면서 서보부(502)를 제어하여 픽업부(507)를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임

의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변조기(507)는 시스템 제어부(505)로부터 생성된 상기 VTSI 또는 상기 위치 정보를 변조하여

픽업부(507)로 전송하고, 픽업부(507)는 저장 매체(503)의 상기 빈 공간의 임의의 위치에 상기 VTSI 또는 위치정보가 기

록되도록 빔을 조사한다.

  시스템 제어부(505)는 복수의 타이틀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타이틀 삭제가 요구될 때마다 픽업부(507)를 통해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에 이미 기록된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읽어 복조부(508)를 통해 수신한다.

  복조부(508)는 픽업부(507)로부터 전송되는 저장 매체(503)로부터 픽업한 신호의 고주파 신호를 변조이전의 형태로 복

원하여 시스템 제어부(505)로 전송한다. 시스템 제어부(505)는 복조부(508)로부터 제공된 복원된 데이터와 현재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기록되도록 변조기(506)로 전송한다. 이 때, 시스템 제어부

(505)는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ID가 함께 기록되도록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는 시스템 제어부(505)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삭제가 요구될 때마다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저장 매체(503)에 기록하지

않고,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에 대해 검출된 VTSI 또는 생성된 위치 정보를 메모리(509)에 저장하고, 사용자로부터 기록

완료(finalize)가 요구되거나 저장 매체(507)에 대한 오픈이 요구되면, 메모리(509)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 저장 매체(503)

의 빈 공간의 임의의 위치에 기록 시킨 뒤, 기록 완료를 수행하거나 저장 매체(503)를 오픈 할 수 있다. 저장 매체(503) 오

픈 요구 시에는 저장 매체(503)에 대한 기록 완료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저장 매체(503)에 대한 VMG는 생성되지

않는다.

  기록 완료 동작 수행 시, 시스템 제어부(505)는 VMG와 FS를 기존의 방식에 따라 생성한다. VMG의 경우에는 VMGI의

예비 영역에 도 2(c) 내지 도 4(c)에 도시된 포맷중에서 하나의 포맷으로 삭제된 타이틀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도록 생성

한다. 도 4(c)와 같은 포맷이 선택되는 경우는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에 삭제된 타이틀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생성된 VMG와 FS는 변조기(506)와 픽업부(507)를 통해 저장 매체(503)에 기록된다.

  이와 같이 정보가 기록된 저장 매체(503)를 재생할 때, 사용자가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재생을 요구하면, 시스템 제어부

(505)는 픽업부(507)를 통해 픽업된 VMG의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위치 정보 또는 플

래그 정보를 토대로 저장 매체(503)에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방법은 VMGI영역에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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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기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위치 정보 또는 플래그가 0이면, 삭제된 타이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VMGI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위치정보 또는 플래그가 0이 아니면, 삭제된 타이틀 정보가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플래그의 경우에 설정 값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표시부(510)에 저장 매체(503)에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함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함을 통보한다. 역으로,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스템 제

어부(505)는 표시부(510)에 메시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삭제

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한다.

  그 다음 시스템 제어부(505)는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의 위치 정보를 통

해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가 기록된 영역을 서치한다. 상기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가 서치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픽업부(507)를 통해 기록된 위치 정보를 픽

업하고, 픽업된 위치 정보를 토대로 저장 매체(503)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된 타이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서치하

여 정상적인 재생이 수행되도록 제어한다.

  시스템 제어부(505)는 VMGI에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VMGI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저장 매체(503)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된 타이틀이 기록된 위치를 서치한다.

  만약 저장 매체(503)에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시스템 제어부(505)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 매체

(503)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다.

  제 601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505)는 저장 매체(503)에 기록하기 위해 수신되는 데이터가 저장 매체(503)에 기록되도

록 서보부(502), 포맷터(504) 및 변조기(506)를 제어한다.

  제 602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505)는 하나의 VTS에 해당되는 데이터 기록이 완료되었는지 모니터링 한다.

  제 602 단계에서 하나의 VTS에 해당되는 데이터 기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현재 기록된

VTS의 VTSI를 생성하여 기록한다.

  제 604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505)는 사용자로부터 타이틀 삭제가 요구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이 때, 삭제가 요구될 수

있는 타이틀은 저장 매체(503)에 현재 기록되어 있는 타이틀이다.

  제 604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타이틀 삭제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605 단계에서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의 VTSI를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에 도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그 다음, 제 606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었는지 판단한다. 제 604 단계에서 타이틀 삭제가 요구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상기 제 606 단계에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었는지 판단한다.

  제 606 단계에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601 단계로 리턴된다.

  그러나, 제 606 단계에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607 단계에서 저장 매체

(503)에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판단 방식은 이전에 타이틀 삭제가 요구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제 607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608 단계에서 VMGI의

예비 영역에 삭제된 타이틀의 VTSI가 기록된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위치 정보가 포함되도록 VMG를 생성하고, 기

존과 같은 방식으로 FS를 생성하고, 생성된 VMG와 FS를 기록 매체(503)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삭

제된 타이틀의 VTSI가 기록된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위치 정보는 도 2(c)에 도시된 같은 포맷으로 VMGI의 예비 영

역에 포함될 수 있다. 기록 완료 동작이 완료되면, 작업을 종료한다.

  제 607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 609 단계에서 VMGI의 포맷이 기존과 같도록 VMG를 생성하고,

FS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VMG와 FS를 저장 매체(503)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을 수행한다. 기록

완료 동작이 완료되면, 작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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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의 VTSI를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한 예이다. 그러나, 상기 VTSI

대신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상기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또한, VMG

를 생성할 때, VMGI의 예비 영역에 상기 위치 정보뿐 아니라 삭제된 타이틀 존재여부를 표시하는 플래그도 함께 포함되도

록 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다.

  제 701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505)는 저장 매체(503)에 기록하기 위해 수신되는 데이터가 저장 매체(503)에 기록되도

록 서보부(502), 포맷터(504) 및 변조기(506)를 제어한다.

  제 702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505)는 하나의 VTS에 해당되는 데이터 기록이 완료되었는지 모니터링 한다.

  제 702 단계에서 하나의 VTS에 해당되는 데이터 기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현재 기록된

VTS의 VTSI를 생성하여 기록한다.

  제 704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505)는 사용자로부터 타이틀 삭제가 요구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이 때, 삭제가 요구될 수

있는 타이틀은 저장 매체(503)에 현재 기록되어 있는 타이틀이다.

  제 704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타이틀 삭제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705 단계에서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의 VTSI를 메모리(509)에 저장한다.

  그 다음, 제 706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었는지 판단한다. 제 704 단계에서 타이틀 삭제가 요구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상기 제 706 단계에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었는지 판단한다.

  제 706 단계에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701 단계로 리턴된다.

  그러나, 제 706 단계에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707 단계에서 저장 매체

(503)에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판단 방식은 이전에 타이틀 삭제가 요구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제 707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 708 단계에서 메모리(509)에 저장된 삭제가 요

구된 타이틀의 VTSI를 읽어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한다.

  그 다음, 제 709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505)는 VMGI의 예비 영역에 삭제된 타이틀의 VTSI가 기록된 저장 매체(503)

의 빈 공간의 위치 정보가 포함되도록 VMG를 생성하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FS를 생성하고, 생성된 VMG와 FS를 기록

매체(503)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삭제된 타이틀의 VTSI가 기록된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위

치 정보는 도 2(c)에 도시된 같은 포맷으로 VMGI의 예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기록 완료 동작이 완료되면, 작업을 종료

한다.

  제 707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 710 단계에서 VMGI의 포맷이 기존과 같도록 VMG를 생성하고,

FS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VMG와 FS를 저장 매체(503)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을 수행한다. 기록

완료 동작이 완료되면, 작업을 종료한다.

  도 7은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의 VTSI를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한 예이다. 그러나, 상기 VTSI

대신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상기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메모리(509)에는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또한, VMG를 생성할 때, VMGI의 예비

영역에 상기 위치 정보뿐 아니라 삭제된 타이틀 존재여부를 표시하는 플래그도 함께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상술한 도 6 및 도 7은 저장 매체의 빈 공간에 삭제된 타이틀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VMGI의 예비 영역에만 삭제된 타이틀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도록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

법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타이틀 삭제가 요구되면,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에 관련된 정보를 메모리(509)에 저장

하고, VMG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VMGI의 예비 영역에 메모리(509)에 저장된 정보가 기록되도록 VMG를 생성한다.

  또한, 복수개의 타이틀 삭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도 6의 제 604 단계와 제 605 단계 또는 도 7의 제 704 단계와 705 단계

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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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의 타이틀 재생 방법의 동작 흐름 도이다.

  저장 매체가 삽입되면, 제 801 단계에서 저장 매체(503)의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

보를 읽는다. 상기 정보는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할 수 있는 정보 또는 VTSI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 매체(503)의 위치 정보

이거나 또는 상기 위치 정보와 플래그 정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에 삭제된 타이틀에 대

한 VTSI 또는 위치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한 경우에 상기 VMGI의 예비 영역에서 읽혀진 정보는

삭제된 타이틀을 서치하기 위한 VTSI 또는 위치 정보일 수 있다.

  제 802 단계에서 상기 읽은 정보를 분석하여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상기 VMGI의 예비

영역에서 읽혀진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가 '0'이면,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읽혀진 삭

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가 '0'이 아니면,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 802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 803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 존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

기 위하여 표시부(510)에 메시지 또는 알람 형태로 표시한다.

  제 804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 재생이 요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제 804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 재생이 요구되었으면, 시스템 제어부(505)는 제 805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의 데이터

를 정상적으로 재생한다. 즉,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저장 매체(503)의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으로 픽업부(507)를 이동시키고, 상기 임의의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VTSI 또는 위치 정보를 픽

업한다. 그리고 픽업된 상기 VTSI 또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저장 매체(503)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기록된 시작 위치를 서

치한다. 삭제된 타이틀의 시작 위치가 서치되면, 삭제된 타이틀 세트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픽업하여 복조부(508)를 통

해 정상적으로 재생시킨다.

  이 때,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가 VMGI의 예비 영역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저장 매체(503)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기록된 시작 위치를 서치하여 재생시킨다.

  제 806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 이외의 타이틀에 대한 정상 재생이 요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제 806 단계에서 정상 재

생이 요구되지 않았으면, 작업을 종료한다. 그러나, 제 806 단계에서 정상 재생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면, 제 807 단계에

서 저장 매체(503)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되지 않은 타이틀을 정상적으로 재생한다.

  한편 제 802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 804 단계에서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재생이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제 807 단계에서 삭제되지 않는 타이틀에 대한 정상적인 재생이 수행된다.

  제 808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작업 종료가 요구되면, 작업을 종료한다. 그러나, 제 808 단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작업 종

료가 요구되지 않으면, 제 807 단계로 리턴되어 저장 매체(503)에 대한 정상적인 재생을 계속 수행한다.

  도 8은 저장 매체가 이미 로딩된 상태에서 재생이 요구될 때에도 수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기록 완료 전에 삭제된 타이틀에 대한 정보를 저장 매체의 빈 공간 및 VMGI의 예비 영역에 기

록하거나 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록 완료 후에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삭제된 타이틀을 언제라도

재생할 수 있으므로, 기록 완료 전에 삭제한 타이틀을 재생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

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권리를 청구하는 범위는 상세한 설명의 범위 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청구범위로 정해질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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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저장 매체에 있어서,

  타이틀 세트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 1 영역; 및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제 1 영역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에서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

는 정보가 기록되는 제 2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영역을 서치할 수 있는 정보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됨에 따라 상기 저장 매체에 생성

되는 비디오 관리(VMG) 영역(zone)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영역을 서치할 수 있는 정보는 상기 비디오 관리 영역(zone)의 비디오 관리 정보(VMGI)의

예비 영역(reserved area)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 영역에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 정보가

더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6.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된 타이틀 세트에 포함된 타이틀

세트 정보(VTSI)임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저장 매체에 있어서,

  타이틀 세트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 1 영역;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되면, 상기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되기 이전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

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비디오 관리(VMG) 영역을 포함하는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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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는 상기 비디오 관리 영역(zone)의 비디오 관리 정보

(VMGI)의 예비 영역(reserved area)에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 영역에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 정보

가 더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12.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기 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적어도 하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저장 매체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한 비

디오 관리(VMG)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영역은 상기 저장 매체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

리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중에서 비디오 관리 정보(VMGI)의 예비 영

역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는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 존재여부를 나

타내는 플래그 정보가 더 포함되도록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

청구항 16.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기 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적어도 하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저장 매체가 로딩되어 있는

저장 매체 구동기에 구비되어 있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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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서치 정보를 읽어 상기 저장 매체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한 비디오 관리(VMG) 데이터를 생성하

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영역은 상기 저장 매체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

리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 또는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중에서 비디오 관리 정보(VMGI)의 예비 영

역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

청구항 19.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기 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적어도 하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구되면, 상기 삭제가 요구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저장 매체가 로딩되어 있는

저장 매체 구동기에 구비되어 있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기록 완료 수행이 요구되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서치 정보를 읽고, 상기 읽혀진 서치 정보를 포함한

비디오 관리(VMG)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완료 동작 수행 단계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

틀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서치 정보는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의 비디오 관리 정보(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의 타이틀 관리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되고, 기록 완료 이전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된 저장 매

체의 타이틀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의 비디오 관리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지를 판

단하는 단계;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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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용자가 삭제된 타이틀 세트에 대한 재생을 요구하면,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단계는 상기 삭제된 타이틀 세트 존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

장 매체의 타이틀 재생 방법.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 매체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기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픽업하는 픽업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상기 픽업부의 이동을 제어하는 서보부; 및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서치 정보가 상기 저장 매체의 빈 공간의 임의의 영역에 기록되도록 상기 서보부를 제어하

면서 상기 생성된 서치 정보를 상기 픽업부로 전송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동작 수행시 상기 서치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가 포함되도록 비

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픽업부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구동기.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의 비디오 관리 정보의 예비 영역에 상기 위치 정보가

포함되도록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구동기.

청구항 26.

  제 24 항 또는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 구동기는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재생 요구시,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위치 정보를

토대로 상기 저장 매체에 삭제된 타이틀 세트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상기 표시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저장 매체 구동기.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타이틀 세트 단위로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 매체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기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픽업하는 픽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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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상기 픽업부의 이동을 제어하는 서보부;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삭제된 타이틀 세트를 서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저장 매체에 대한 기록 완료 이전에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타이틀 세트중 임의의 타이틀 세트에 대한 삭제가 요

구되면, 삭제된 타이틀 세트의 서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기록 완료 동작이 수행 시, 상기 메모리에 저장

된 서치 정보가 포함된 비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되도록 상기 픽업부로 전송하는 시스템 제어

부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서치 정보가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의 비디오 관리 정보(VMGI)의 예비 영역에 기록되도록

상기 비디오 관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구동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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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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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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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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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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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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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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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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