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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밀도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BD-RW)의 파일 구조상의 

재생리스트 파일들 내에, 각각 기록 저장되는 다수의 재생리스트 정보들을, 상기 재생리스트 파일들과는 상이한 별도

의 파일 내에 요약정보(Summary of PlayList Information)로서 부가 기록하여 관리함과 아울러, 그 재생리스트 요약

정보를 검색 독출하여, 해당 재생리스트들에 대응되는 대표 영상들을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함으로써, 다수

개의 재생리스트 파일들을 일일이 탐색하지 않고서도, 재생리스트들을 대표하는 대표영상들을 보다 신속하게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각각의 대표 영상들이 불연속적으로 출력 표시되거나, 또는 재생리스트 메뉴 화면 표시에 장시

간이 소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시킬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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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VDR)와 같은 광디스크 장치의 일부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BD-RW)의 재생리스트(PlayList) 메뉴 표시 화면을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BD-RW)의 파일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BD-RW)의 'info.dvr' 파일 구문(Syntax)을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에 의해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부가 기록된 'info.dvr' 파일 구

문(Syntax)을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의해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부가 기록된 'inf

o.dvr' 파일 구문(Syntax)을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광디스크 2 : 광픽업(Pick-up)

3 : VDR 시스템 4 : 엔코더(Encod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밀도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의 파일 구조상에, 기록 저장되는 다수의 재생리스트 파일

들에 대한 요약정보(Summary of PlayList Information)를 기록 관리하기 위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에 관

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재

기록 가능 광디스크, 예를 들어 'Blu-ray Disc Rewritable'(이하, BD-RW라 함.)에 대한 규격화 작업이 급속히 진전

됨에 따라, 관련 제품이 개발 출시되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1은, BD-RW와 같은 기록매체에 신호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VDR: Video Disc Recorder)

와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일부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광디스크 장치에는, BD-RW 등과 같은 기록매체(1)

에 기록된 신호를 독출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입력 신호처리된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하기 위한 광픽업(2); 상기 광

픽업(2)으로부터 독출되는 신호를 재생 신호처리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에 적합한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 신호처리하는 VDR 시스템(3); 그리고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엔코딩하여, 상

기 VDR 시스템(3)으로 출력하는 엔코더(4)가 포함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상기 BD-RW(1)에 기록 저 장되는 다수의 재생리스트 파일 내에 

각각 기록된 재생리스트 정보들을 검색 독출하여,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결 접속된 텔레비전의 화면 등을 통해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하게 되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한 재생리스트를 상기 사용자 선택 메뉴를

통해 선택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광디스크 장치의 VDR 시스템(3)에서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 지정한 임의의 한 

재생리스트에 대응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데이터 스트림을 독출 재생하는 일련의 재생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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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BD-RW)의 파일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BD-RW에서는, 최상위의 Root 디렉토리

아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DVR 디렉토리를 두고, 그 아래에 하나의 'info.dvr' 파일과, 다수개의 'menu.tidx' 파일 및

'mark.tidx' 파일들을 두며, 또한 다수개의 재생리스트 파일(*.rpls, *.vpls)들이 포함 기록되는 PLAYLIST 서브디렉

토리와, 다수개의 클립정보 파일(*.clpi)들이 포함 기록되는 CLIPINF 서브디렉토리, 그리고 각 클립정보 파일에 대응

되는 다수개의 기록 데이터 스트림 파일(*.m2ts)들이 포함 기록되는 STREAM 서브디렉토리를 두는 고정된 특정 파

일 구조(File Structure)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상기 STREAM 서브디렉토리에 포함 기록되는 기록 데이터 스트림 파일, 예를 들어 '01001.m2ts' 파일과 '020

02.m2ts' 파일에 대한 각종 재생 제어정보들은, 상기 ClLIP 서브디렉토리에 포함 기록되는 '01001.clpi' 파일과 '020

02.clpi' 파일에 각각 기록 저장되며, 또한 상기 '01001.m2ts' 파일과 '02002.m2ts' 파일에 대한 연결 재생 및 재생 순

서를 결정하는 재생리스트 정보는, 상기 PLAYLIST 서브디렉토리에 포함 기록되는 '01001.rpls' 파일에 기록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재생리스트 파일(*.rpls, *.vpls)들을 검색하기 위한 재생리스트 목차 정보(TableOfPlayList)는, 도 4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상기 'info.dvr' 파일 내에 포함 기록되는 데, 상기 목차 정보에는, 재생리스트들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한 개수 정보(number_of_PlayLists)와, 각 재생리스트 파일들을 검색하기 위한 재생리스트 파일명 정보(PlayList_

file_name)들이 포함 기록된다.

따라서, 상기 광디스크 장치의 VDR 시스템(3)에서는, 상기 'info.dvr' 파일에 포함 기록된 재생리스트 목차 정보(Tabl

eOfPlayList) 중, 상기 재생리스트 개수 정보(number_of_PlayLists)와 재생리스트 파일명 정보(PlayList_file_name

)를 독출 확인하여, 상기 PLAYLISY 서브디렉토리에 포함 기록되는 재생리스트 파일(*.rpls, *.vpls)들을 순차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또한, 상기 탐색된 각각의 재생리스트 파일을 대표하는 대표 영상(Thumbnail Picture)을, 상기 'menu.tidx' 파일들로

부터 검색 독출하여,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결 접속된 텔레비전의 화면 등을 통해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

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다수개의 재생리스트 파일들을 대표하는 대표영상, 예를 들어 최대 200 개의 재생리스트 파일들

을 각각 대표하는 대표영상들을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하기 위해서는, 상기 PLAYLIST 서브디렉토리에 포

함 기록된 재생리스트 파일들을, 해당 개수만큼 순차적으로 일일이 탐색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표 영상들이 불연속적으로 출력 표시됨과 아울러, 재생리스트 메뉴 화면 표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서, 고밀도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BD-RW)와 

같은 기록매체의 파일 구조상에, 기록 저장되는 재생리스트 파일들에 대한 요약정보(Summary of PlayList Informati

on)를 별도로 부가 기록하여, 다수개의 재생리스트들을 대표하는 대표영상들이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보다 신속하게 

출력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은, 재생리스트 정보를 기록 관리하

는 방법에 있어서,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의 파일 구조상의 재생리스트 파일들 내에, 각각 기록 저장되는 다수의 재생

리스트 정보들을, 상기 재생리스트 파일들과는 상이한 별도의 파일 내에 요약정보로서 부가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 체의 파일 구조상의 재생리스트 파일들

과는 상이한 별도의 파일 내에 기록 저장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검색 독출하는 1단계; 및 상기 독출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재생리스트들에 대응되는 대표 영상들을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공개특허 특2003-0084002

- 4 -

우선, 고밀도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인 BD-RW(1)의 파일 구조상에 포함 기록되는 'info.dvr' 파일에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해당 BD-RW를 제조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임의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MakersPrivateData) 기록영역이 할당되어 있는 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에서는, 상기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 기록영역 내의 데이터 블록(data_block)에, 재생리스트 요약

정보(Table_Of_ summary_PlayList (i))를 별도로 부가 기록하게 된다.

한편,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Table_Of_summary_PlayList(i))는, 도 3을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BD-RW

의 파일 구조 중 PLAYLIST 서브디렉토리에 포함 기록되는 다수개의 재생리스트 파일(*.rpls, *.vrpls)내에 각각 기록

되어 있는 재생리스트 정보들을 리스트 형태 등으로 요약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에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생리스트 명에 대한 약어 정보(PlayList_name_a

bbreviation),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재생리 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Last_recorded_flag), 가장 최근에 편

집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Last_edited_flag), 가장 최근에 재생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

되는 플래그 정보(Last_Played_flag), 재생 금지가 지정된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Playback_protect_flag), 기

록 금지가 지정된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Write_protect_flag), 재생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is_played_flag), 편집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is_edited_flag), 대표영상이 존재하는 경

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Representative_thumbnail_exit_flag), 재생리스트가 기록된 기록시간 및 일자 정보(Rec

orded_time_and_date), 재생리스트의 구간정보(PlayList_duration), 그리고 재생리스트를 대표하는 메뉴 대표영상 

지시정보(Representative_mark_ ref_to_menu_thumb nail_index)가 포함 기록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다수의 플래그 정보들 중,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Last_recorded

_flag)와, 가장 최근에 편집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Last_edited_flag),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

생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Last_Played_flag)들은, 사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재생리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 기록되는 정보로서, PLAYLIST 서브디렉토리에 기록된 각각의 재생리스

트 파일 내에도 동일한 플래그 정보가 추가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부가 기록되는 데이터 블록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메이커 프라이빗 데

이터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된 'mpd_start _address' 정보에 의해 지시되고, 상기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된 'summary_info_exist_flag' 이하에 부가 기록된 정보의 기록 사이즈는, 'mpd_length' 정보에 의해 표시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에 의해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부가 기록된 'info.dvr' 파일 구

문(Syntax)은, 도 3 및 도 4를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BD-RW의 파일 구조와 'info.dvr' 파일 구문을 그대로 유지 활

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 1을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광디스크 장치의 VDR 시스템(3)에서는, 상기 'info.dvr' 파일의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MarkersPrivateData)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검색 참조하여, 각각의 재생리스트들

에 대한 정보를 독출 확인하게 된다.

즉, 상기 VDR 시스템에서는, 상기 PLAYLIST 서브디렉토리에 포함 기록된 재생리스트 파일(*.rpls, *.vpls)들을 일

일이 탐색하지 않아서도, 각각의 재생리스트 정보들을,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로부터 신속하게 검색 확인할 수 있

게 된다.

이후, 상기 재생리스트 정보들을 대표하는 대표 영상들을, 상기 'menu.tidx' 파일들로부터 검색 독출하여, 도 2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연결 접속된 텔레비전의 화면 등을 통해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하게 된다.

한편, 상기 VDR 시스템(3)에서는,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에 새롭게 추가 기록된 플래그 정보들(Last_recorded_fl

ag, Last_edited_ flag, Last_Played_flag)을 검색 참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특정 조건의 재생리스트, 예를 들어 

가장 최 근에 기록된 재생리스트, 또는 가장 최근에 편집된 재생리스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생된 재생리스트에 해

당하는 대표 영상만을 선택하여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의해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부가 기

록된 'info.dvr' 파일 구문(Syntax)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TableOfSummaryPlayList)는, 상기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MakersPrivateData) 기록 영역이외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생

리스트 목차정보 기록 영역과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 기록 영역 사이에 별도로 부가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별도로 부가 기록된 기록시작 위치 정보, 즉 재생리스트 요약정보의 기록시작 

위치정보(TableOfSummaryPlayLists_ start_address)를, 상기 재생리스트 목차정보의 기록시작 위치 정보(Tabl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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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Lists_start_address), 그리고 상기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의 기록시작 위치정보(MakersPrivateData_start_a

ddress)와 함께 info.dvr 파일 내에 기록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VDR 시스템(3)에서는, 상기와 같이 info.dvr 파일 내에 부가 기록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의 기록시작 

위치 정보를 검색 참조하여,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별도로 부가 기록된 기록위치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재생리스트 목차정보 기록영역과 상기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 기록영역 사이에 별도로 부가 기록된 재

생리스트 요약정보를 검색 참조하여, 각 각의 재생리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독출 확인한 후, 연결 접속된 텔레비전의 

화면 등을 통해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하게 된다.

또한, 상기 VDR 시스템(3)에서는,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에 새롭게 추가 기록된 플래그 정보들(Last_recorded_fl

ag, Last_edited_ flag, Last_Played_flag)을 검색 참조하여,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재생리스트, 또는 가장 최근에 편집

된 재생리스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생된 재생리스트에 해당하는 대표 영상만을 선택하여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

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은, 고밀도 재기록 가능 광디스크(BD-RW)의 

파일 구조상의 재생리스트 파일들 내에, 각각 기록 저장되는 다수의 재생리스트 정보들을, 상기 재생리스트 파일들과

는 상이한 별도의 파일 내에 요약정보(Summary of PlayList Information)로서 부가 기록하여 관리함과 아울러, 그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검색 독출하여, 해당 재생리스트들에 대응되는 대표 영상들을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

시함으로써, 다수개의 재 생리스트 파일들을 일일이 탐색하지 않고서도, 재생리스트들을 대표하는 대표영상들을 보다

신속하게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각각의 대표 영상들이 불연속적으로 출력 표시되거나, 또는 재생리스트 메뉴 화

면 표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시킬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재생리스트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의 파일 구조상의 재생리스트 파일들 내에, 각각 기록 저장되는 다수의 재생리스트 정보들을, 

상기 재생리스트 파일들과는 상이한 별도의 파일 내에 요약정보로서 부가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

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정보는, 상기 재생리스트 파일들이 기록 저장되는 파일 구조상의 레벨 보다 상위 레벨의 특정 파일 내에 기

록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정보는, 상기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의 파일 구조 중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VDR 디렉토리 내의 

info.dvr 파일에 기록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정보는, 상기 info.dvr 파일 내의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 기록영 역에 포함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공개특허 특2003-0084002

- 6 -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정보는, 상기 info.dvr 파일 내에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로서 신설 추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

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info.dvr 파일에는, 상기 재생리스트 요약정보가 신설 추가 기록된 기록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가 포함 기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7.
제 2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정보에는,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와, 가장 최근에 편집된 재생리스

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생된 재생리스트인 경우에 세트되는 플래그 정보 중, 적어

도 어느 하나 이상이 추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8.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의 파일 구조상의 재생리스트 파일들과는 상이한 별도의 파일 내에 기록 저장된 재생리스트 요

약정보를 검색 독출하는 1단계; 및

상기 독출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재생리스트들에 대응되 는 대표 영상들을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상기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의 파일 구조 중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VDR 디렉토리 내의 inf

o.dvr 파일에 기록 저장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검색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상기 infor.dvr 파일 내의 메이커 프라이빗 데이터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검

색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상기 infor.dvr 파일 내에 포함 기록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기록시작 위치정보를 검색한 후, 그 위치

정보가 지시하는 기록위치에 추가 기록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검색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

약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2.
제 9항 내지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독출된 재생리스트 요약정보를 참조하여,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재생리스트, 또는 가장 최근에 편집

된 재생리스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생된 재생리스트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생리스트들에 대응되

는 대표 영상들을 사용자 선택 메뉴로서 출력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리스트 요약정보 관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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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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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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