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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록영상에 대한 다양한 처리(연속재생, 디지털 전송, 파일 조작, 부분 삭제, 애프레코)가 용이한 AV 데이

터 기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소정의 단위 길이를 가지는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조립하여, 기록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 논리 블록이 사용되

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여,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다수의 논리 블록으로 이루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

고,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할 수 있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트랜스포

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재생장치의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기록내용 파일의 구조를 도시한 도

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 파일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

터에 관한 수치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

터에 관한 수치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처리부의 처리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3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 파일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값을 도시한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값을 도시한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처리부의 처리 흐름도,

도 21(a) 및 (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 파일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를 도시한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를 도시한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처리부의 처리 흐름도,

도 27은 종래의 AV 데이터 기록재생장치의 구성도,

도 28은 DVD-RAM에 실시간으로 영상기록하는 경우의 기록 포맷을 도시한 도 면,

도 29는 DVD-RAM상의 기록내용이 UDF 또는 ISO/IEC13346 파일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도시한 도

면,

도 30(a) 및 (b)는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구성도,

도 31은 DVD-RAM상의 기록파일의 삭제 조작 전의 기록 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32는 DVD-RAM상의 기록파일의 삭제 조작 후의 기록 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33은 DVD-RAM을 사용한 AV 데이터 기록재생 장치에서의 애프레코를 전제로 한 기록내용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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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기록 형태의 예시도,

도 3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3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6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재생장치의 구성도,

도 3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6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을 MPEG 압축하여 광 디스크 등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AV 데이터 기록재생장

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상을 낮은 비트 레이트로 압축하는 방법으로서, MPEG 2규격(ISO/IEC 13818-1)에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 스트림

이 있다. 상기 시스템 스트림에는, 프로그램 스트림, 트랜스포트 스트림 및 PES 스트림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기 테이프을 대신하는 영상기록매체로서 DVD-RAM이나 MO 등의 광디스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DV

D-RAM에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규격으로서 「Video Recording 규격」(DVD Specifications for Re-writable/Re-

recordable Discs Part3 VIDEO RECORDING version 1.0 September 1999)이 있다. 도 27에, 종래의 DVD-RAM 

디스크를 사용한 영상의 실시간 기록재생장치의 구성도를 도시한다. 도 27에서, 영상신호 입력부(1) 및 음성신호 입

력부(2)로부터 입력한 신호를 각각 영상 압축부(3) 및 음성 압축부(4)에서 압축하고, 프로그램 스트림 조립부(51)에서

프로그램 스트림을 형성하여, 기록부(6) 및 픽업부(7)를 경유하여 DVD-RAM 디스크(81)에 기입한다. 재생시는, 픽

업(7) 및 재생부(31)를 경유하여 취출한 프로그램 스트림을 프로그램 스트림 분해부(37)에서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로 

분리하여, 각각 영상 신장부(33) 및 음성 신장부(34)를 통해, 영상 표시부(35) 및 음성 출력부(36)에 출력한다.

1394 인터페이스 경유로 영상신호를 외부로 출력하는 경우, 재생부(31)를 경유하여 취출한 프로그램 스트림을 PS/T

S 변환 및 출력 타이밍 생성부(11)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변환 후에 1394 인터페이스부(9)로 보낸다. 1394 인

터페이스부(9) 경유로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기록하는 경우, 1394 인터페이스에 외부로부터 입력된 트랜스포트 스트

림 형식의 영상신호를 TS/PS 변환부(12)에서 프로그램 스트림 형식으로 변환하고, 기록부(6)를 경유하여 DVD-RA

M 디스크(81)에 기 록한다.

영상신호의 기록시에는, 기록제어부(61)가 기록부(6)의 제어를 행한다. 또,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62)는 기록 제어

부(61)의 지시에 따라 논리 블록 관리부(63)에서 관리된 섹터의 사용 상황을 조사하여, 물리적으로 연속하는 빈 영역

을 검출한다.

기록된 영상신호 파일을 삭제할 때에는, 삭제 제어부(64)가 기록부(6) 및 재생부(31)를 제어하여 삭제 처리를 실시한

다.

기록한 후에 애프레코(애프터 레코딩;after recording)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리 애프레코용 더미 패킷 발생부(10)를

기동하면서 영상기록을 행한다. 이에 따라, MPEG 시스템 스트림 중에 애프레코용 더미 데이터가 혼재하게 된다.

애프레코할 경우에는, 애프레코 제어부(65)가 재생부(31)를 기동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기록된 영상을 보이면서, 동시

에 이 영상에 맞춘 속음성(裏音聲)을 기록부(6)를 제어함으로써 기록한다. 이에 따라 애프레코 처리를 완료한다.

또, 도 28은 DVD-RAM에 실시간으로 영상기록하는 경우의 기록 포맷을 도시한다. DVD-RAM은 2K 바이트의 섹터

로 구성되고, 16개의 섹터를 하나의 논리 블록으로 취급하여 이 논리 블록마다 에러 정정부호를 부여하여 DVD-RA

M에 기록한다. 또,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 환산으로 11초 분량 이상 물리적으로 연속하는 논리 블록을 하나의 연속 

데이터 영역으로서 확보하고, 이 영역에 0.4∼1초분의 MPEG 스트림으로 이루어진 단위 비디오 패킷(Video OBject 

UNIT : 이하, 「VOBU」라 한다)를 순서대로 기록한다. 하나의 VOBU는 2K 바이트 단위의 MPEG 프로그램 스트림

의 하위 계층인 팩으로 구성된다. 팩은, 비디오 압축 데이터가 격납된 비디오 팩(V_PCK)과, 오디오 압축 데이터가 격

납된 오디오 팩(A_PCK)의 두 종류로 구성된다. 또, 하나의 VOBU에는 대응하는 시간의 V_PCK 및 A_PCK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AV 데이터 기록재생장치의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62)는, 하나의 연속 데이터 영역의 나머지가 최대 기록 재생 레

이트 환산으로 3초 분량을 자른 시점에서, 다음의 연속 데이터 영역의 재검출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의 연속 데이터 

영역이 가득차게 되면, 다음의 연속 데이터 영역에 기입을 행한다.

또, 도 29는 DVD-RAM상의 기록내용이 UDF(Universal Disk Formal) 파일 시스템 또는 ISO/IEC 13346(Volume a

nd file structure of write once and rewritable media using non-seqential recording for information interchan

ge)파일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9에서는, 연속하여 기록된 하나의 MPEG 프로그

램 스트림이 파일 VR_MOVIE.VRO으로서 기록되어 있다. 이 파일은, 파일명 및 파일 엔트리의 위치가 FID(File Iden

tifier Descriptor)에서 관리되고 있다.

또, UDF 규격은 ISO/IEC 13346 규격의 서브 셋에 상당한다. 또, DVD-RAM 드라이브를 1394 인터페이스 및 SBP-

2(Serial Bus Protocol-2) 프로토콜을 통해 퍼스널 컴퓨터에 접속함으로써, UDF에 준거한 형태로 기입한 파일이 퍼

스널 컴퓨터에서도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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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일 엔트리는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는 연속 데이터 영역(a, b, c)을 관리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록 제어부(61)에 의해 연속 데이터 영역(a)으로의 기록중에 불량 논리 블록이 발견되면, 그 논리 블

록을 스킵하여, 연속 데이터 영역(b)의 선두부터 기입을 계속한다. 그리고, 기록 제어부(61)에 의해 연속 데이터 영역(

b)으로의 기록중에 PC 파일의 기록 영역과 부딪히므로, 이번에는 연속 데이터 영역(c)의 선두부터 기입을 계속한다. 

그 결과, 파일 VR_MOVIE.VRO는 연속 데이터 영역(a, b, c)으로 구성된다.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구성을 도 30에 도시한다. 도 30(a)는 쇼트·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Short Allocation Des

criptor)를, 도 30(b)는 엑스텐디드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Extended Allocation Descriptor)를 도시한다. 엑스텐트 

길이(Extent Length)는 데이터 사이즈를 바이트수로 나타내고, 엑스텐트 위치(Extent Position/Extent Location)는 

데이터의 개시 섹터 번호를 나타낸다. 레코드 길이 (Record Length)는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즈를 바이

트수로 나타낸다. 인포메이션 길이(Information Length)는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는 경우에, 압축전의 데이터 사이즈

를 바이트수로 나타낸다. 사용 가능영역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은 영역이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기술(記

述) 규칙으로서, 도 29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 c)가 참조하는 데이터의 개시위치는 섹터의 선두에 일치하고, 

또 최후 말단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c) 이외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가 참조하는 데이터의 엑스텐트 길이

는 1섹터의 정수배일 필요가 있다. 단, 엑스텐디드·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레코드 길이를 사용함으로써, 유효 데

이터 길이가 1섹터의 정수배인 것의 제약을 피해, 엑스텐트 길이 이하의 유효 데이터를 배치할 수 있다. 또, 엑트텐디

드·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는 ISO/IEC 13346 규격에 사양이 규정되어 있지만, DVD-ROM/RAM이 채용되어 있는 

UDF 규격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종별은 파일 엔트리 내에 기술된다.

또, 하나의 VOBU의 데이터 사이즈는, 영상이 가변 비트 레이트이면 최대 기록재생 레이트 이하의 범위에서 변동한

다. 영상이 고정 비트 레이트이면 VOBU 데이터 사이즈는 거의 일정하다.

또, 기록내용의 재생시는, 상변화 광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터 독출과 독출한 데이터의 재생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 때, 

데이터의 최대 재생 레이트보다도 데이터의 독출 레이트가 고속이 되도록 설정하여, 재생해야할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도록 제어한다. 따라서, 연속한 데이터 독출 및 연속한 데이터 재생을 계속하면, 데이터 최대 재생 레이트와 데이터 

독출 레이트와의 레이트 차만큼 재생해야 할 데이터를 여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여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픽업의 점프에 의해 데이터 독출이 중도에서 끊어지는 동안의 재생 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연속 재생

을 실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부(31)의 데이터 독출 레이트가 11Mbps, 프로그램 스트림 조립부(5) 및 프로그램 스트림 분해부(

37)의 데이터 최대 재생 레이트가 8Mbps, 픽업의 최대 이동시간이 3초인 경우, 픽업 이동 중에 24M비트의 여분인 

데이터가 여분의 재생 데이터로서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여분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8초간의 연속 독출

이 필요하게 된다. 즉, 24M비트를 데이터 독출 레이트 11Mbps와 데이터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 8Mbps의 차로 나눈 

시간만큼 연속 독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8초간의 연속 데이터 독출 동안에 최대 88M 비트분의 데이터, 즉 11초분의 재생 데이터를 독출하게 되므로, 

11초분 이상의 연속 데이터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연속 데이터 재생을 보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속 데이터 영역의 도중에는, 여러 개의 불량 논리 블록이 있어도 좋다. 단, 이 경우에는, 재생시에 이와 같은 불

량 논리 블록을 읽는 데이 필요한 독출 시간을 예상하여, 연속 데이터 영역을 11초분보다도 조금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자기 테이프에 없는 광 디스크의 장점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희망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기록가능한 용량을 증가

시키는 기능이 있다. 도 31에 도시한 프로그램 스트림의 도중에 있는 특정한 VOBU #51를 삭제하여, 도 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VOBU #52 이하를 앞으로 채우면, 프로그램 스트림의 형식을 붕괴시키지 않고, VOBU #51의 사이즈만큼

의 빈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민생용 무비에 통상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기능의 하나로 애프터 레코딩(이하, 「애프레코」라 한다)이 있다. 애프

레코는, 한번 기록한 영상의 음성(이하, 「겉음성」이라 한다)을 신규 녹음한 음성(이하, 「속음성」이라 한다.)으로 

더빙하는 기능이다. 이와 같은 기능에 의해, 재생시에 영상에 동기하여 속음성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MPEG 시스템 스트림 내부에는, 다수의 음성을 섞어 기록할 수 있고, 각 음성은 스트림 ID 번호로 식별된다. 예

컨대, 겉음성의 스트림 ID는 '0xE0', 속 음성의 스트림 ID는 '0xE1'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도 33은, DVD-RAM을 사용한 AV 데이터 기록재생장치에서의 애프레코를 전제로 한 기록내용을 도시한다. DVD-R

AM에서는,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애프레코가 전제된 MPEG 프로그램 스트림을 기록하는 경우, 도 33의 애프레

코용 더미 패킷 발생부(10)가 V_PCK와 A_PCK 외에 더미 패킷(이하, 「D_PCK)라 한다)를 섞어 기록한다. 그리고 

애프레코시(속음성 기록시)는 영상(또는 영상과 속음성)만을 재생하고, 동시에 속음성을 압축한 결과를 D_PCK의 위

치에 겉음성과는 다른 속음성의 팩으로 메운다.

재생시는 영상 스트림과 속음성의 음성 스트림을 재생하면, 더빙된 영상을 관상(觀賞)할 수 있다.

이후의 AV 기기는, IEEE 1394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표준 장비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IEEE 1394 인터페이스상의 

동기 전송을 사용한 영상 전송 프로토콜로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종래의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 영상을 IEEE 1394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경유로, D-VHS나 셋탑 박스(ST

B)로 전송하는 경우, 일단 MPEG 프로그램 스트림을 PES 스트림으로 변환하고, 그 후에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으

로 변환할 필요가 있어, 복잡한 변환 시스템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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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기록하는 경우에, 도 34에 도시한 바와 같이 188바이트 배수의 길이를 가지

는 하나의 VOBU의 선두와 논리 블록의 선두 가 일치하도록 기입하면, VOBU 선두 어드레스 정보를 작은 비트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1VOBU마다 최대(32K-1) 바이트의 불필요 영역이 발생해 버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불필요 

영역은, 예컨대 1VOBU가 0.5초분이고, 1.5Mbps의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경우, 전 기록영역의 최대 4%, 평균

2%에 상당한다.

또, 이 경우, 기록 재용을 퍼스널 컴퓨터상에서 하나의 파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컨대 기록내용 전체를 하나의 

얼로케이션 포인터를 사용하여 링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파일 도중에 빈 영역이 들어가므로, 퍼스널 컴퓨터에 대

해 MPEG 규격에 준거한 하나의 파일로서 볼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 예컨대 각 VOBU를 독립한 엑스텐디드·얼로케이션 포인터를 사용하여 참조함으로써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에 필요한 얼로케이션 포인터수가 다수 필요하게 되는 경우나, UDF 규격에 준거한 읽기 드라이버 

소프트를 탑재한 퍼스널 컴퓨터는 엑스텐디드·얼로케이션 포인터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광 디스크상에 MPEG 프로그램 스트림을 기록한 후에, 도중의 VOBU를 삭제한 후에, 하나

의 파일로서 기억장치 내에 관리가능하게 하거나,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할 수 있게 하기 위

해서는, 삭제한 VOBU 이후의 VOBU를 앞에 연결하고, 이후의 VOBU를 앞으로 채워 카피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

한 처리는, 이후의 VOBU의 영역이 길수록, 처리량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광 디스크상에 기록된 MPEG 프로그램 스트림에 대한 애프레코시에 있어 서, 더미 팩을 속음성의 음성과 교환하

는 경우, 더미 팩이 포함된 논리 블록(도 33에서의 논리 블록(#i) 전체를 일단 독출한 후에, 더미 팩 부분만 속음성의 

음성 패킷과 교환하여 같은 논리 블록으로 수정하는 처리(Read Modified Write : 이하, 「RMW」라 한다)가 발생한

다. 이와 같은 처리는 처리 부하가 높고, 실용상 애프레코의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을 IEEE 1394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경유로, D-VHS나 셋탑 박

스(STB)의 사이에서 영상의 기록이나 연속 재생이 용이하게 가능한 영상기록장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기억용량의 낭비가 작고,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기록된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간단하고 용

이하게 MPEG 규격에 준거한 데이터로서 볼 수 있는 기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디지털 인터페이스 경유의 영상이나 음성의 동기 전송수단을 사용한 실시간 기록/실시간 재

생의 보증과,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의 비동기 전송수단을 사용한 파일의 재생보증(파일이 MPEG 규격에 준거함으로

써 재생하게 된다)의 양립을 용이하고 또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록방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 MPEG 시스템 스트림 도중의 VOBU를 삭제한 후, 이후의 VOBU를 연결하여 하나의 스트림으로서 기록장치 내에

서 관리가능하게 하거나,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격에 준거한 스트림으로서 보이게 하는 경우에서도, 처리

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MPEG 시스템 스트림의 애프레코 처리에서의 연산 처리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

할하여,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서 조립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와, 트랜스포트 스

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

부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연

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기록/실시간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에서도, 특별한 스트림 변

환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기록영역 중에 불필요한 영역을 감소시켜, 효율좋

게 기록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시에는 연속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격에 준

거한 스트림의 파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 시간만큼의 재

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재생 레이트로 기록이 가능한 연속하는 다수의 논리 블록으로 

이루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크(seek) 등의 읽기 쓰기 헤드의 이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

으로 분할하여, 소정의 시간 길이만큼의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하나의 단위 패킷으로서 구성하고,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효율좋게 기록하기 위해

서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EG를 이용한 디지털 기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으로 분할하고, 다수의 PES 패킷을 PES 스트림으로서 조립하는 PES 스트림 조립부와, PE

S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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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관리부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PES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PES 스 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PES/TS 변환 및 TS/PES 변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환처리는 프로그램 스트림인

경우의 PS/TS 변환 및 TS/PS 변환보다도 처리가 간단하므로,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속을 비교적 용이하게 실

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 시간만큼의 재

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로의 기록이 가능한 연속하는 다수의 논리 블록으

로 이루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크 등의 읽기 쓰기 헤드의 이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PES 스트림 조립부에서,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PES 패킷으로 분할하

고, 소정의 사간 길이만큼의 다수의 PES 패킷을 하나의 단위 패킷으로 구성하여,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PES 스

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효율좋게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기입부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와, 독출부와 기입부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삭제

제어부를 가지고, 삭제 제어부는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논리 블록 중 마지막의 논리 블록 내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마지막 논리 블록보다도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3영역으로 분할하고, 마지막 논리 블록 내에 있는 삭제되지

않은 유효 데이터를 마지막 논리 블록 내에서 앞으로 채워, 3영역을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삭제 영역 후의 유효 데이터 전체에 대해 앞으로 채우는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

리 효율을 대폭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시스템 스트림으

로 조립하는 시스템 스트림 조립부와, 시스템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

터 영역을 검출하는 영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시스템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시스템 스

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합계 사이즈가 논리 블록과 동일한 다수의 더미 데이터를 논리 블록에 기록하고,

애프레코시에 더미 데이터만을 음성 데이터로 치환하는 애프레코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다수의 논리 블록의 사이즈의 더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치환하면 되므로, 논리 블록 전체

를 독출하는 처리와 논리 블록 내의 부분적인 치환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어, 처리부하의 대폭적인 삭감을 기대할 수 

있 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애프레코 제어부가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시스템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합계 사이즈가 논리 블록보다 큰 다수의 더미 데이터

를 1이상의 논리 블록에 기록하고, 애프레코시에 소정의 논리 블록에 포함된 더미 데이터만을 음성 데이터로 치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미 패킷의 사이즈가 논리 블록의 사이즈의 정배수가 아닌 경우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기입부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와, 기입부와 독출부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삭제

제어부를 가지고, 삭제 제어부는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가 논리 블록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뒤에 더미 패킷을 추가한 전반부와, 논리 블록의 경계에서부터 삭제영역보다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개시 

시점까지, 삭제 영역보다 뒤에 있는 유효 데이터 영역의 앞에 패킷이 연속하도록 더미 패킷을 추가한 후반부를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삭제 영역 후의 유효 데이터에 대해 일체 앞으로 채우는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처

리 효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

하는 기입부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와, 기입부와 독출부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삭

제 제어부를 가지고, 삭제 제어부는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 중, 전부를 삭제 영역으로 

삭제하고, 후부를 유효 데이터 영역으로서 남기는 경우에, 삭제 영역의 종단보다 앞의 논리 블록의 경계에서부터 유효

데이터 영역의 종단까지, 유효 데이터 영역 앞에 패킷이 연속하도록 더미 패킷을 추가한 데이터와, 유효 데이터 영역

을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도, 삭제 영역 뒤의 유효 데이터에 대해 앞으로 채우는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처리

효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기입부와, 기입한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논리 블록에 기입하는 관리정보 기입를 포함하고, 관리정보 기입부는 논리

블록상의 데이터의 개시위치, 데이터의 길이 및 데이터를 기입한 논리 블록 식별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관리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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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데이터의 관리정보에 따라 링크 가능 영역의 자유도가 증가하므로, 앞으로 채우는 처리나 더

미 데이터의 매입 처리를 행하지 않고, 포인터 처리만으로 기입가능 영역의 관리를 행할 수 있어, 규격 준거성 확보를 

위한 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디스크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기입부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와, 기입부와 독출부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삭제

제어부를 가지고, 기입부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 논리 블록상의 데이터의 개시위치, 데이터의 길이 및 데이터를 기

입한 논리 블록 식별로 구성된 데이터 관리정보를 별도 기입하고, 삭제 제어부는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

로서 기록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삭제 영역보다도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2영역으로 분할하여, 2영역을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데이터의 관리정보에 따라 링크가능 영역의 자유도가 증가하고, 데이터 삭제시에서 앞으로 

채우는 처리나 더미 데이터의 매입 처리를 행하지 않고 포인터 처리만으로 새로운 기입가능 영역의 관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 준거 확보를 위한 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삭제 제어부에서,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삭제 영역보다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의 사이에 DIT 패킷을 더 삽입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T 패킷을 트리거로 하여, 

삭제 영역보다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스트림이,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스트림과는 불연속인 신규

스트림이라는 것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억장치는,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

으로 분할하고, 트랜스포트 패킷과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함으로써,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조립하는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 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

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전송 타이밍 정

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출력 타이밍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단순한 타이밍 조정만으로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출력

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전속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음성신호 및 영상

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 길이만큼의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과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단위 패킷을 구성하고,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트랜스포트 스

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효율좋게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기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 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전송 타이밍 정보

로서 27㎒의 카운터값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전송 타이밍 정보 부

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전송 타이밍 정보로서 24.576㎒의 카운터값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에

서는, 영상 기록/재생시에 이용하는 클럭 등을 유용할 수 있고, 24.576㎒에서는 1394 인터페이스부의 기준 클럭과 

일치하기 때문에 출력 타이밍의 조정이 용이해지기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

간 수신하는 수신부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

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트랜스포트 스

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입력의 경우에서도, 특별한 스트림 변환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이하게 영상기록을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기록 영역 중의 불필요 영역을 감소시켜, 효율 좋게 기록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시에는 연속 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격에 준거한 스트림

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는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

간 수신하는 수신부와, 트랜스포트 패킷과 수신 타이밍 정보의 쌍을 연속된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

림으로서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입력은 전송 타이밍 정보가 부가된 경우에서도, 특별한 스트

림 변환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이하게 영상기록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재생시에는 연속재생을 보증할 수 있

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격에 준거한 스트림으로서 보이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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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재생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은 AV 데이터 기록장치에

의해 기록된 디스크와, 디스크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독출하는 재생부와, MPEG 규격을 따라 트랜스포트 스

트림의 전송 타이밍을 계산하는 타이밍 생성부와,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으로 송출하는 1394 인터페이스

부로 구성되고, 1394 인터페이스부는 전송 타이밍 생성부가 계산한 전송 타이밍을 따라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

송로상으로 송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재생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은 AV 데이터 기록장치에 

의해 기록된 디스크와, 디스크에 기록된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독출하는 재생부와, 전송 타이밍

정보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전송 타이밍 정보를 따라 전송 타이밍을 재현하는 타이밍 조정부와, 트랜스포트 패킷

을 1394 전송로상으로 송출하는 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되고, 1394 인터페이스부는 타이밍 조정부가 재현한 전

송 타이밍을 따라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으로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이용하여,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재생

을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

으로 분할하고,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조립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가지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

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기록/실시간 재생을 실현하는 경우에서도, 특별한 스트림 변

환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기록 영역중의 불필요 영역을 감소시켜, 효율좋게 

기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재생시에는 연속 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

격에 준거한 스트림의 파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에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 시간

만큼의 재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로의 기록이 가능한 연속하는 다수의 논

리 블록으로 이루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크 등의 읽기 쓰기 헤드의 이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 길이

분량의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하나의 단위 패킷으로 구성하고,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효율좋게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단계에서,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

기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PES 패킷으로 

분할하고, 다수의 PES 패킷을 PES 스트림으로서 조립하는 단계와, PES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가지고, 디스크상

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

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PES 스트림을 기록해야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PES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PES/TS 변환 및 TS/PES 변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환처리는 프로그램 스트림의

경우의 PS/TS 변환 및 TS/PS 변환보다도 처리가 간단하므로,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속을 비교적 용이하게 실

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에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 시간

분량의 재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로의 기록이 가능한 연속하는 다수의 논

리 블록으로 이루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크 등의 읽고쓰기 헤드의 이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PES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길이 분량

의 다수의 PES 패킷을 하나의 단위 패킷으로 구성하여,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PES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효율좋게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

하는 단계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가지고,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논리 블록 중 최후 논리 블록 내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최후 논리 블록보다도 뒤의 유효 데이터 영

역의 3영역으로 분할하고, 최후 논리 블록 내에 있는 삭제되지 않은 유효 데이터를 최후 논리 블록 내에서 앞으로 채

워, 3영역을 하나의 파일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삭제영역 뒤의 유효 데이터 전체에 대해 앞으로 채우는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처리 

효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시스템 스트림으

로 조립하는 단계와, 시스템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가지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

리하는 단계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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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

터 영역상에 시스템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합계 사이즈가 논리 블록과 동일한 다수의 더미 데이터를

논리 블록에 기록하여, 애프레코시에 더미 데이터만을 음성 데이터로 치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다수의 논리 블록 사이즈의 더미 데이터를 음성 데 이터로 치환하면 되므로, 논리 블록 전체를

독출하는 처리와 논리 블록 내의 부분적인 고쳐쓰기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어, 처리 부하의 대폭적인 삭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애프레코시에 상기 더미 데이터만을 음성 데이터로 치환하는 단계가, 검

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시스템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합계 사이즈가 논리 블록보다 큰 

다수의 더미 데이터를 1이상의 논리 블록에 기록하여, 애프레코시에 소정의 논리 블록에 포함된 더미 데이터만을 음

성 데이터로 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미 패킷의 사이즈가 논리 블록 사이즈의 정수배가 아닌 경우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단계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가지고,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가 논리 블록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뒤에 더미 패킷을 추가한 전반부와, 논리 

블록의 경계에서부터 삭제 영역보다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개시점까지, 삭제 영역보다 뒤에 있는 유효 데이터 영

역전에 패킷이 연속하도록 더미 패킷을 추가한 후반부를 하나의 파일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삭제 영역 뒤의 유효 데이터에 대해 앞으로 채우는 처리를 전혀 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처

리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단계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가지고,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 중의 전부를 삭제 영역으로 하여 삭제하고, 후부를 유효 데이터 영역으로 

하여 남기는 경우에, 삭제 영역의 종단보다 앞의 논리 블록의 경계에서부터 유효 데이터 영역의 종단까지, 유효 데이

터 영역의 앞에 패킷이 연속하도록 더미 패킷을 추가한 데이터와, 유효 데이터 영역을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도, 삭제 영역 후의 유효 데이터에 대해 앞으로 채우는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처리

효율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단계와, 기입한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논리 블록에 기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데이터의 관리정보를 기입하는 단계

에서, 논리 블록상의 데이터의 개시위치, 데이터의 길이 및 데이터를 기입한 논리 블록 식별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관

리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데이터의 관리정보에 따라 링크 가능 영역의 자유도가 증가하므로, 앞으로 채우는 처리나 더

미 데이터의 매입 처리를 행하지 않고, 포인터 처리만으로 기입가능 영역의 관리를 행할 수 있어, 규격 준거성 확보를 

위 한 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

는 단계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

입하는 단계에서, 논리 블록상의 데이터의 개시위치, 데이터의 길이 및 데이터를 기입한 논리 블록 식별로 구성된 데

이터의 관리 정보를 별도로 기입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에서,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삭제 영역보다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2영역으로 분할하여, 2영역을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데이터의 관리 정보에 의해 링크 가능 영역의 자유도가 증가하여, 데이터 삭제시에서 앞으로 

채우는 처리나 더미 데이터의 매입 처리를 행하지 않고 포인터 처리만으로 새로운 기입 가능 영역의 관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 준거성 확보를 위한 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삭제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삭제영역보다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의 사이에, DVB 규격의 DIT 패킷을 더 삽입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T 패킷을 트리거로 하여, 삭제 

영역보다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스트림이, 삭제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스트림과는 불연속인 신규 스트

림인 것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

으로 분할하고, 트랜스포트 패킷과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함으로써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서 조립하는 단계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가지

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

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

터 영역상에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출력 타이밍을 새로이 생성하지 않고, 단순한 타이밍 조정만으로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출

력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 길

이만큼의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과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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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패킷을 구성하고,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관리하기 쉬

운 형태로 효율좋게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트랜

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 규격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전송 타이밍 정보로서 27㎒의 카운터값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전송 타이밍 정보로서 24.576㎒의 카운터값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7㎒에서는, 영상 기록/재생시에 이용하는 클럭 등을 유용할 수 있고, 24.576㎒에서는 13

94 인터페이스부의 기준 클럭과 일치하므로, 출력 타이밍의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

간 수신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가지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트랜스포

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

이터 영역상에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입력의 경우에서도, 특별한 스트림 변환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이하게 영상기록을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기록 영역중의 불필요 영역을 감소시켜, 효율좋게 기록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시에는 연속 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격에 준거한 스트림

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방법은,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

간 수신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패킷과 수신 타이밍 정보의 쌍을 연속된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으로서 기 록하는 단계를 가지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전송 타이밍 정

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입력에 전송 타이밍 정보가 부가된 경우에서도, 특별한 스트

림 변환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이하게 영상기록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재생시에는 연속 재생을 보증할 수 있

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격에 준거한 스트림으로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따

.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재생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은 AV 데이터 기록방법에

의해 기록된 디스크에 대해서, 연기 디스크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독출하는 단계와, MPEG 규격을 따라 트

랜스포트 스트림의 전송 타이밍을 계산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으로 송출하는 단계를 포함하

고, 계산한 전송 타이밍을 따라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으로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재생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은 AV 데이터 기록방법에

의해 기록된 디스크에 대해서, 디스크에 기록된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독출하는 단계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전송 타이밍 정보를 따라 전송 타이밍을 재현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으로 송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재현한 전송 타이밍을 따라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으로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이용하여,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재생

을 실현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형태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에서, 영상신호 입력부(1)와 음성

신호 입력부(2)로부터 입력한 신호는, 각각의 영상 압축부(3) 및 음성 압축부(4)에서 압축되고,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

립부(5)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서 형성되고 기록부(6) 및 픽업(7)을 경유하여 상변화 광 디스크(8)에 기입된다.

1394 인터페이스 경유로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1394 인터페이스부(9)에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트

랜스포트 스트림 형식의 영상신호를 기록부(6) 및 픽업(7)을 경유하여 상변화 광 디스크(8)에 기록한다.

영상신호의 기록시에는, 기록 제어부(61)가 기록부(6)의 제어를 행한다. 또, 기록제어부(61)에 의해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62)는 물리적으로 연속하는 빈 영 역을 검출한다.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62)는, 논리 블록 관리부(63)에서 

관리되는 논리 블록(및 섹터)의 사용 상황을 조사하여, 빈 영역을 검출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록 개시 조작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5)는 압축된 영상신호와 압축된 음성신호를 188 바

이트 단위의 트랜스포트 패킷(V_TSP) 및 (A_TSP)(비디오 데이터가 격납되는 비디오 트랜스포트 패킷(V_TSP)과, 

오디오 데이터가 격납되는 오디오 트랜스포트 패킷(A_TSP))으로 분할하고, 이 두 종류의 트랜스포트 패킷이 하나의 

VOBU를 구성하도록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기록부(6)로 보낸다.

기록부(6)에서는, 기록제어부(61)에서 지시된 논리 블록 번호의 위치부터 VOBU의 기록을 개시한다. 이 때, 기록부(6

)에서, 하나의 VOBU는 32K바이트 단위로 분할하고, 32K 바이트 단위로 에러 정정 부호가 부가되어 하나의 논리 블

록으로서 상변화 광 디스크(8)상에 기록된다.

또, 하나의 논리 블록의 도중에 하나의 VOBU의 기록이 종료한 경우는, 극간을 두지 않고, 다음의 VOBU 기록을 연속

적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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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62)에 의해, 기록부(6)에서의 기록이 개시되기까지에, 미리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 계

산으로 11초분 이상의 연속한 빈 논리 블록 영역을 검출해 둔다. 그리고, 논리 블록 단위의 기입이 발생할 때마다 상

기 논리 블록 번호를 기록부(6)에 통지하고, 또 논리 블록의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서는 논리 블록 관리부(63)에 통지

한다.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62)는, 논리 블록 관리부 내에서 관리되는 논리 블록의 사용 상황을 탐색하여, 미사용의 논

리 블록이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 환산으로 11초분의 연속되어 있는 영역을 검출해 둔다. 또, 재생부의 데이터 독출 

레이트, 데이터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영상기록 재생 레이트), 픽업의 최대 이동 시간은 종래예과 같은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연속 재생 보증을 위해 11초 이상의 연속한 빈 논리 블록 영역을 항상 검출하는 것으로 했지만, 본 방법이 특별히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여분의 재생 데이터의 축적량을 계산하여 트레이스하면서 연속한 빈 논리 블록의 데이터 사이즈를 동적으로 

결정해도 좋다. 즉, 촬영의 어느 시점에서 17초 분량의 연속 데이터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연속으로서는 

5초 분량의 연속 데이터 영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기록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논리 블록 관리부(63)는, 기록 제어부(61)에서 통지된 사용 종료 논리 블록 번호에 의해 논리 블록 번호마다의 사용 

상황을 파악하여 관리를 행한다. 즉, 논리 블록 번호를 구성하는 각 섹터 단위의 사용상황을, UDF 또는 ISO/IEC 133

46의 파일 구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스페이스 비트 디스크립터 영역을 이용하여, 사용 종료 인지 또는 미사용인지를 

기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기록 처리의 최종단계에서, FID 및 파일 엔트리를 디스크상의 파일 관리영역에 기

입한다.

다음에,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서, MP

EG 시스템 스트림은 극간없이 연속하는 다 수의 VOBU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VOBU는 0.4∼1초분의 기록 내용

에 상당하는 극간없이 연속하는 MPEG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랜스포트 패킷에는, 비디오 데이터가 격납된 비디오 트랜트포트 패킷(V_TSP)과, 오디오 데이터가 격납된 오디오 

트랜스포트 패킷(A_TSP)의 두 종류가 있고,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길이는 188바이트이다. 또, V_TSP는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와 비디오 데이터로 구성되고, A_TSP는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와 오디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V_TSP

와 A_TSP의 차이는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 내의 PID(Packet ID)로 식별되고, V_TSP는 PID = '0x0020'이고, A_TSP

는 PID = ' 0x0021'로 식별된다. 하나의 VOBU와 연속 데이터 영역, 논리 블록 및 섹터의 관계는 도 28과 같다.

한편, 기록한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픽업(7) 및 재생부(31)를 경유하여 취출한 트랜

스포트 스트림을 트랜스포트 스트림 분해부(32)에서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로 분리하고, 각각 영상 신장부(33) 및 음성

신장부(34)를 통해 영상 표시부(35) 및 음성 출력부(36)로 출력한다.

또, 1394 인터페이스에 셋탑 박스(STB)를 접속하고, 기록 영상을 셋탑 박스로 전송하여, 셋탑 박스측에서 재생하는 

경우는, 재생부(31)가 출력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그대로 출력 타이밍 생성부(13)를 통해 1394 인터페이스부(9)

로 보낸다.

여기에서, 출력 타이밍 생성부(13)는,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송출 타이밍이 MPEG 규격의 디코더 모델(Transport st

ream system target decoder)를 따르도록 스 케쥴링하여 생성하고, 그 타이밍에서 각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인터

페이스부(9)로 보낸다.

그리고, 1394 인터페이스부(9)는, 그 각 트랜스포트 패킷을 받았을 때의 패킷 사이의 시간 간격을 유지하여 1394 전

송로로 송신한다. 또, MPEG 규격의 디코더 모델에서는 셋탑 박스측의 트랜스포트 패킷 수신용의 버퍼 메모리가 오버

플로우, 또는 언더 플로우하지 않도록 트랜스포트 패킷을 송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기록한 데이터를 영상 표시부(35)에 표시하는 경우, 및 1394 인터페이스부(9)를 통해 셋탑 박스측에서 재생하는 

경우의 어느 경우에서도,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62)에 의해 지정된 영역에 기록되기 때문에, 

연속재생을 보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 1에 의하면, 1394 인터페이스 사용시에 특별한 스트림 변환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것, 

연속 재생을 보증한 기록을 행하는 것, 기록 영역 중의 불필요 영역이 없는 것, 및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MPEG 규

격에 준거한 데이터 파일로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인터페이스 경유의 영상의 동기 전송수단을 사용한 실시간

기록/실시간 재생의 보증과,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의 비동기 전송수단을 사용한 파일의 재생보증의 양립을 용이하고,

또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 기록된 영상신호 파일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 제어부(64)가 기록부(6) 및 재생부(31)를 제어하여 삭제 처

리를 실시한다. 또, 애프레코하는 경우에는, 애프레코 제어부(65)가 기록부(6) 및 재생부(31)를 제어하여 애프레코 처

리를 완료한다. 또, 기록한 후에 애프레코하는 경우에는, 미리 애프리코용 더미 패킷 발생부(10)를 기동하면서 영상기

록을 행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로 삭제 처리 및 애프레코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논리 블록의 데이터의 독출을 행

하기 위해, 재생용의 기능(예컨대, 재생부)등을 기동할 필요도 있다.

또, 실시형태 1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도 3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임의의 패킷 길

이를 가지는 PES 패킷으로 구성된 PES 스트림이어도 좋다.

단, PES 스트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입출력을 실시할 때에 PES/TS 변환 및 TS/PES 변

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환처리를 프로그램 스트림의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PS/TS 변환 및 TS/PS변환보

다도 처리가 간단하다. PS/TS 변환 및 TS/PS은, 각각 PS/PES/TS 변환 및 TS/PES/PS 변환과 같기 때문이다. 또,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 및 분해부 대신에, PES 스트림 조립부 및 분해부가 필요하게 된다.

또, 본 실시형태 1에서는, 음성은 압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압축되지 않은 형태로 시스템 스트림에 조립되어

도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특허  10-0451625

- 12 -

또, 실시형태 1에서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1394 규격에 준거한 전송로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MPEG 데이터의 동기 전송 및 비동기 전송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면 좋다.

(실시형태 2)

다음에, 사용자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영상의 특정의 VOBU를 삭제하는 경우 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서는, 

논리 블록 #5000∼#5999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또 논리 블록에는 VOBU#0∼VOBU#85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서는, 기록되어 있는 논리 블록 전체를 영역a라 부르기로 한다. 또, 사용자는 기록영상을 재생함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VOBU#51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삭제된 VOBU#51은 논리 블록 #5500, #5501, #5502에 걸쳐 기

록되어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 5에서는, 논리 블록 #5000∼#5500 및 #5502∼#5999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논리 블록 #5501은 빈 영역(

미사용)으로 된 것을 도시하고 있다. 또, 논리 블록에는 VOBU#0∼#50, 및 VOBU#52∼#85가 기록되고, VOBU#51

은 기록내용에서 삭제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블록 #5000∼#5500의 영상 데이터 부분을 영역 A, 논리 블

록 #5502의 영상 데이터 부분을 영역 B, 논리 블록 #5503∼#5999의 영상 데이터 부분을 영역 C라 부른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의 구조를 도시

한 도면이다. 도 4에서의 영역a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논리 블록 #5000∼#5999)이 하나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에

의해 파일 엔트리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의 구조를 도시

한 도면이다. 도 5에서의 영역(A, B, C)의 기록 내용이 세 개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에 의해 하나의 파일 엔트리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

터에 관한 수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로서 도 30(b)의 엑스텐디드·얼로케이션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다. 엑스텐디드 위치는 도 4에서의 영역a의 선두 섹터 번호를 나타내고, 논리 블록 #5000에 상

당하는 섹터 번호 '80000'을 나타내고 있다. 또, 파일의 데이터 길이로서 레코드 길이 및 엑스텐트 길이는 32766144

바이트를 나타낸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는 1개 20바이트이므로,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 길이는 '20'이 된다. 

또, 본 실시형태 2에서는 데이터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길이는 레코드 길이와 같은 값을 사용하고, 사

용가능 영역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들 필드의 설명을 생략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스트립터

에 관한 수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에서도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로서 도 30(b)의 엑스텐디드·얼로케이션 포

인터를 사용하고 있다.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 C) 각각의 엑스텐트 위치는, 도 5에서의 영역(A, B, C)의 선두 

섹터 번호를 나타내고, 논리 블록(#5000, #5502, #5503)에 상당하는 섹터 번호 '80000', '88032', '88048'을 나타내

고 있다.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 C)의 레코드 길이는 유효 데이터 길이를 나타내고, 각각 16383072 바이트, 1

6544 바이트, 16299600 바이트이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의 엑스텐트 위치는 유효 데이터를 포함하는 

범위를 2048 바이트의 정수배가 되는 길이로 나타내고, 각각 16384000 바이트, 18432 바이트이다. 한편, 얼로케이

션 디스크립터(C)의 엑스텐트 위치는 규격상 2048 바이트의 정수배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레코드 길이와 같은 1629

9600 바이트가 된다. 또, 3개 분량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므로,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 길이는 '60'이 된

다.

다음에, 삭제 처리부(64)에서의 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AV 데이터 기

록장치에서의 삭제 처리부의 처리의 흐름도이다. 도 10에서는, 사용자가 재생 화상을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지점을 

삭제 지시하여 해당하는 도 4의 VOBU#51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VOBU#52의 데이터 중, 논리 블록 

#5502에 기입되어 있는 데이터만을 논리블록 #5502의 선두부터 시작하도록 앞으로 채워 고쳐쓴다(단계 S101). 이 

앞으로 채운 부분을 영역 B로 한다.

다음에, 파일 엔트리를 도 7 및 도 9와 같이 변경한다(단계 S102∼S104). 먼저, 도 7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는 

기록 내용이 논리블록 #5000(섹터 #80000)에서 시작되고, 유효 데이터 사이즈(레코드 길이)가 16383072 바이트이

고, 유효 데이터를 포함하는 2048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사이즈(엑스텐트 길이)는 16384000 바이트인 것을 나타낸

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B)는 논리 블록 #5502(섹터 #88032)에서 시작되어, 유효 데이터 사이즈(레코드 길이

)가 16544 바이트이고, 유효 데이터를 포함하는 2048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사이즈(엑스텐트 길이)도 18432 바이트

인 것을 나타낸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C)는 논리 블록#5503(섹터 #88048)에서 시작되어, 유효 데이터 사이

즈(레코드 길이) 및 엑스텐트 길이가 16299600 바이트인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논리 블록 관리부에 논리 블록 

#5501이 비게 된 것을 통지한다(단계 S105). 이에 따라 삭제 처리가 종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 2에 의하면, 1논리 블록에 대해서만 앞으로 채우는처리를 행하여,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추가변경 처리에 의해 삭제처리를 종료한다. 이와 같이 영역(C) 전체를 앞으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 처리부

(64)에서의 처리 부하가 현저히 경감된다. 또, 실시형태 1와 같이 VOBU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또는 본 실시형태

2와 같이 일부 VOBU를 논리 블록에 대해 간헐적으로 배치하거나 하는 어느 형태에 의해, 삭제 처리 전의 1394 인터

페이스를 통한 영상의 실시간 기록/실시간 재생,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의 파일 재생 및 부분 삭제 처리를, 용이하고 또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 삭제 처리 후의 재생시에서, 예컨대 영역 A에서 영역 B로 스킵하는 경우,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데는 스킵하기 전

에 별도 MPEG의 버퍼 제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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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실시형태 2에서는, 사용자가 지정가능한 삭제 영역이 VOBU 단위인 것을 전제로 설명했지만,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프레임 단위이어도 좋다. 단,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삭제 영역 중에 전체가 함유

된 VOBU만을 삭제한다. 부분적으로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VOBU에 대해서는 편집에 의해 불필요한 프레임을 삭제

하여 VOBU를 짧게 하거나, 또는 상기 VOBU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 영역에 포함된 프레임을 재생하지 않도록 제어

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 게 된다.

또, 사용자가 지정가능한 삭제 영역이 필드 단위이어도 상관없다. 단,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삭제 영역에 완전

히 포함된 VOBU만을 삭제한다. 부분적으로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VOBU는 편집에 의해 불필요한 프레임을 삭제하

여 VOBU를 짧게 하고, 또 특정한 필드를 재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상기 VOBU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영역에 포

함된 필드를 재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본 실시형태 2에서는, VOBU는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했지만, 임의의 길이의 프로그램 스트림의 

팩으로부터 구성되어도 좋다.

또, 본 실시형태 2에서는, VOBU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했지만, 임의의 패킷 길이를 가지는 PES

패킷으로 구성된 PES 스트림이어도 좋다. 또, 독자 포맷의 패킷으로부터 구성된 독자 포맷의 스트림이어도 좋다.

(실시형태 3)

다음에, 사용자가 뒤에 애프레코 가능하도록 영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

시형태 3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에서, 하나의 VOBU는 실시형태 1과

같은 V_TSP 및 A_TSP 외에, 애프레코시의 속음성 격납용의 더미 패킷(이하, 「D_TSP」라 한다) 및 제로(Null) 트

랜스포트 패킷(N_TSP)으로 구성된다. D_TSP는 PID='0x0022', N-TSP는 PID='0x1FFF'로 식별된다. 또, 영상 기록

시에 D_TSP 중에 격납된 데이터의 스트림 종별(트랜스포트 패킷 헤더의 스트림 타입(stream type) 필드)로서는 미

리 음성을 지정한다.

여기에서, 애프레코하는 속음성의 피크 레이트가 2ch분에서 512kbps 약(弱)(트랜스포트 헤더를 포함)인 것으로 하

면, 1초 분량에 상당하는 데이터 사이즈는 논리블록 2개 분량의 미만이 된다.

애프레코 가능하게 되도록 영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예컨대 도 11에 도시한 하나의 VOBU#I에서, 논리 블록#(i

-1)과 논리 블록(#i)의 경계에 N_TSP를 배치하고, 또 논리 블록#(i+1)과 논리 블록#(i+2)의 경계에 N_TSP를 배치

하여, 양자의 사이를 거의 512Kbps 상당 분량의 D_TSP로 채우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각 VOBU 중에 N_TSP에 끼

워진 D_TSP를 둔다. D_TSP의 기입 위치는, VOBU내에서 시작하는 논리 블록 이후가 되도록 결정해 둔다. 이와 같

이 함으로써, D_TSP를 포함하는 논리 블록을 독출하지 않고, D_TSP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애프레코시에 속음성을 기록하는 경우, 각 VOBU에 기록된 영상을 음성없이 표시하면서 속음성을 D_TSP의 물리위

치에 속음성의 음성 트랜스포트 패킷인 A_TSP를 기록한다. 이 때, 속음성 기록의 기입 위치는 논리 블록 내에 저장하

고 있으므로, 음성 데이터를 기입하는 것만의 처리로 충분하게 된다. 즉, RMW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종래

의 경우에 비해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속음성에 동기하여 영상을 재생할 때에는, V-TSP 및 PID = '0x0022'의 A_TSP를 재생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 3에 의하면, 애프레코시의 속음성 기록에서의 처리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애프레코

기능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 실시형태 3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의한 기록을 전제로 했지만, 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스트림이어도 좋다. 

이 경우, 더미 패킷으로서 합계가 논리 블록의 사이즈인 더미의 팩을 논리 블록에 대해서 기록한다.

또, 본 실시형태 3에서는 D_TSP의 위치는 VOBU 내에 최초에 선두가 포함된 논리 블록 이후로 했지만, 두 번째의 V

OBU 이후로 해도 문제는 없다. 또, D_TSP의 개시 위치는 임의로 해도 좋다. 또, 본 실시형태 3에서는 D_TSP의 스트

림 종별은 음성으로 했지만, 프라이비트 데이터이어도 좋다.

또, 본 실시형태 3에서는, 애프레코를 전제로 한 영상기록시에서, D_TSP는 PID='0x0022'인 것으로 했지만, '0x000

2' 내지 '0x1FFF' 사이의 값이어도 좋다. 단, '0x1FFF'인 경우는, 애프레코시에 PID를 '0x0002' 내지 '0x1FFE'의 사

이의 값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또, 본 실시형태 3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의한 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임의의 패킷 길이를 가지는 PES 패

킷에 의해 구성된 PES 스트림이어도 좋다. PES 스트림에 의한 기록의 경우, 더미 패킷으로서 합계가 논리 블록 사이

즈 이상의 더미 PES 패킷을 논리 블록에 대해 기록한다. 겉음성의 PES 패킷과 더미의 PES 패킷은 PES 스트림 ID를 

변화시킴으로써 식별할 수 있다.

(실시형태 4)

다음에, 사용자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영상의 특정한 VOBU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에서는, 

VOBU#0 ∼#85가 논리 블록 #5000∼5999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VOBU 전체를 영역(a

)라 부르고, 데이터 사이즈는 32766144바이트인 것으로 한다. 또, 사용자는 기록영상을 재생하면서, 삭제하고자 하는

지점으로서 VOBU#51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삭제된 VOBU#51은 논리 블록 #5500, #5501, #5502, #5503에 걸

쳐 기록되어 있다.

도 13 내지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도시한 도면이다. 또, 도 13 내지 도 16에서, N_TSP는 제로 트랜스포트 패킷을 나타낸다.

먼저, 도 13에서는, 논리 블록 #5000∼#5500 및 #5503∼#5999에는 VOBU가 기록되어 있지만, 논리 블록 #5501, 

#5502는 빈 영역(미사용)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각 논리 블록에는 VOBU#0∼#50 및 #52∼#85 중 어느 것이

기록되고, VOBU#51은 기록내용에서 삭제된 것을 나타낸다. 또, VOBU#0의 선두∼VOBU#50의 끝까지의 데이터 

사이즈를 sizeA로 하고, VOBU#0의 선두에서 삭제 전의 VOBU#51의 끝까지의 데이터 사이즈를 sizeB라 부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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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VOBU#50의 뒤와, VOBU#52의 앞에 제로 트랜스포트 패킷(N_TSPs)을 배치한다. 이 때, 삭제 영역보다 

앞의 데이터 영역에 대해 뒤에서 N_TSPs를 가한 영역을 영역A라 부르고, 삭제 영역보다 뒤의 데이터 영역에 대해 앞

에서 N_TSPs를 가한 영역을 영역B라 부른다. VOBU#0의 선두에서 VOBU#50의 끝까지의 데이터 사이즈는 16406

760 바이트인 것으로 한다.

다음에, 도 14는 삭제된 VOBU#51의 사이즈가 100016 바이트였던 경우의 삭제예를 나타내고, 도 15는 삭제된 VOB

U#51의 사이즈가 800088 바이트였던 경우의 삭 제예를 나타낸다. 도 14 및 도 15에서, addA는 VOBU#50의 뒤에 

붙인 N_TSPs의 데이터 사이즈를, addB는 VOBU#52의 앞에 붙인 N_TSPs의 데이터 사이즈를, 각각 나타낸다.

또, X 및 Y는 삭제 전 데이터의 선두에서부터 카운트한 94K바이트(94×1024바이트)단위의 경계에 관계하는 수치이

다. X는 삭제 영역 앞의 데이터 부분에서의 최종 94K바이트 경계에서 제로 트랜스포트 패킷 추가부분의 끝까지의 데

이터 사이즈를, Y는 삭제영역보다 뒤의 데이터 부분에서의 최초의 94K바이트 경계보다 하나 앞의 94K바이트 경계에

서부터 영역 B의 선두까지의 데이터 사이즈를 각각 나타낸다.

또, 도 14는 Y≥X인 경우를 나타내고, 도 15는 Y<X의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 94K바이트(94×1024바이트)

인 사이즈는 트랜스포트 패킷 사이즈의 188바이트와 섹터 사이즈의 2048 바이트의 최소 공배수이다.

또, 도 16은 영역A 및 영역B의 트랜스포트 패킷의 연속 상태를 나타낸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의 구조를 나타

낸 도면이다. 도 12에서의 영역a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논리 블록 #5000∼#5999)이 하나의 얼로케이션 스크립터에 

의해 파일 엔트리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에 기록되는 파일의 구조를 도시한 도

면이다. 도 14 및 도 15에서의 영역 A, B의 기록내용이 두 개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에 의해 하나의 파일 엔트리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로서 도 30a의 쇼트·얼로케이션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다. 엑스텐트 위치는 도 12에서의 영역a의 선두 섹터 번호를 나타내고, 논리 블록 #5000에 상당하는 섹

터번호 '80000'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효한 데이터 길이를 나타내는 엑스텐트 길이는 32766144 바이트를 나타낸다

.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는 1개 8바이트이므로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 길이는 '8'이 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4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에서도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로서 도 30(a)의 쇼트·얼로케이션 포인터

를 사용하고 있다.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 각각의 엑스텐트 위치는, 도 14에서의 영역(A, B)의 선두 섹터 번호

를 나타내고, 논리 블록 #5000 내의 선두 섹터(제1 섹터), #5503 내의 제12 섹터에 상당하는 섹터 번호 '80000', '88

059'를 나타내고 있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의 엑스텐트 길이는 유효 데이터 길이를 나타내고, 1640676

0 바이트, 16261312 바이트이다. 또, 두 개분량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므로,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 길

이는 '16'이 된다.

영역A의 addA, 및 영역B의 addB에 대해서는, 이하의 계산식 (식1), (식2)를 따라 도출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식 1)

은 영역A의 addA를 도출하는 식이다.

----- (식1)

다음에, (식2)는 영역B의 addB를 도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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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

또, addB의 도출식은, Y≥X의 경우와 Y<X의 경우에서 다르다. 또, (식1) 및 (식2)에서, modular는 나눗셈의 나머지 

값을 의미하고, round는 나눗셈 결과의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영역 B의 데이터 개시 어드레스는, VOBU#51를 제외하고 VOBU#0의 선두로부터 카운트한 경우에 2048

바이트의 정수배가 된다. 이상과 같이 영역 A의 끝 및 영역 B의 선두가 2048 바이트 경계가 됨으로써, UDF의 쇼트 

얼로케이션 포인터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또, 영역 A와 영역 B를 접속하면 188바이트의 트랜스포트 패킷이 연속 

배치하게 된다. 이 모습을 도 16에 도시한다.

여기에서,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VOBU#51의 데이터 사이즈가 예컨대 100016 바이트의 경우는, X=45056, Y=

47000에서 Y≥X가 되고 addA=1816바이트, addB=1944 바이트의 눌 트랜스포트 패킷을 부가하게 된다.

또, 한편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VOBU#51의 데이터 사이즈가 예컨대 80088바이트인 경우는, X=45056, Y=270

72에서 Y<X가 되고 addA=1816 바이트, addB=78272 바이트의 제로 트랜스포트 패킷을 부가하게 된다.

다음에, 파일 엔트리를 도 17 및 도 19와 같이 변경한다(단계 S203∼S204). 단, 도 19에 도시한 수치는 도 14의 경

우를 나타낸다. 도 17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는 기록내용이 논리 블록 #5000의 선두 섹터(섹터#80000)에서 

시작되고, 데이터 사이즈가 16408576 바이트인 것을 나타낸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B)는 논리 블록 #5503의

제12 섹터(섹터 #88059)에서 시작되고, 데이터 사이즈가 16261312 바이트인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논리 블록

관리부에 논리블록 #5501, #5502이 빈 영역이 된 것을 통지한다(단계 S205). 이에 따라, 삭제처리가 종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 4에 의하면, 제로 트랜스포트 패킷의 추가처리 및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추가 변경처리

에 의해 삭제처리를 종료한다. 이와 같이 삭제영역 뒤의 영역 전체를 앞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지므로, 삭제 처리부(64

)에서의 처리 부하가 현저하게 감소된다. 또, 실시형태 1과 같이 VOBU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또는 본 실시형태 

4와 같이 VOBU 사이에 제로 패킷을 끼우면서 VPBU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어느 형태에 의해, 삭제 처리 전 139

4 인터페이스를 통한 영상의 실시간 기록/실시간 재생,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의 파일 재생 및 부분삭제 처리를 용이

하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 삭제 처리 후의 재생시에서, 예컨대 영역 A에서 영역 B로 스킵하는 경우,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데는 스킵하기 전

에 별도 MPEG의 버퍼 제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본 실시형태 4에서는, 사용자가 지정가능한 삭제 영역이 VOBU 단위인 것 을 전제로 설명했지만,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프레임 단위이어도 좋다. 단,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삭제 영역에 완전히 포함된 VOBU

만을 삭제한다. 부분적으로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VOBU에 대해서는, 편집에 의해 불필요한 프레임을 삭제하여 VOB

U를 짧게 하거나, 또는 상기 VOBU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영역에 포함되는 프레임을 재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사용자가 지정가능한 삭제영역이 필드 단위이어도 상관없다. 단,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삭제 영역에 완전

히 포함된 VOBU만을 삭제한다. 부분적으로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VOBU는 편집에 의해 불필요한 프레임을 삭제하

여 VOBU를 짧게 하고, 또 특정한 필드를 재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상기 VOBU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 영역에 

포함된 필드를 재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본 실시형태 4에서는, VOBU는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구성된 것으로 했지만, 2K바이트 단위의 프로그램 스트림 

팩으로 구성되어도 좋다. 단, 이 경우는 도 20에서의 제로 패킷의 추가처리는 불필요하게 된다.

또, 본 실시형태 4에서는, VOBU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했지만, 임의의 패킷 길이를 가지는 PES

패킷이나 프로그램 스트림의 팩으로 구성된 PES 스트림이어도 좋다. 또, 독자 포맷의 패킷으로 구성된 독자 포맷의 

스트림이어도 좋다. 단, 이들의 경우는 더미 패킷으로 사용하지 않는 스트림 ID를 가지는 패킷 또는 프라이비트·스

트림 ID를 사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

또, 본 실시형태 4에서는, 영역 A의 마지막 위치는 2K 바이트의 경계에 일치 하는 것으로 했지만, 논리 블록 사이즈(

32K 바이트)의 경계에 일치시켜도 좋다.

(실시형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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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영상의 특정 VOBU를 삭제하는 경우의 다른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1(b)는 실시형태 5에 관한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포인터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고, 도 21(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개시 섹터 번호를 나타내는 엑스텐트 위치, 개시 섹터 선두에서 실제의 유효 데이터 개시 어드레스까

지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엑스텐트 오프셋, 및 실제의 유효 데이터 사이즈를 나타내는 레코드 길이를 관리한다. 본 실

시형태 5에서는 영상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가진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가 파일 엔트리에 기

록된 것으로 한다.

도 22는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

2에서는, VOBU#0∼VOBU#85가 논리블록 #5000∼5999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기록된 데이터 사이즈

는 32766144바이트인 것으로 한다. 또, 사용자는 기록영상을 재생하면서, 삭제하고자 한 지점으로서 VOBU#51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삭제된 VOBU#51은 논리블록#5500, #5501, #5502, #5503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VOBU 

전체를 영역a라 부르고, VOBU 선두에서 VOBU#50까지 영역을 영역A라 부르고, 또 VOBU#52 이후에서 VOBU 마

지막까지의 영역을 영역B라 부른다. VOBU#0의 선두에서 VOBU#50의 마지막까지의 데이터 사이즈는 16406760 

바이트이고, VOBU#51의 데이터 사이즈는 100016바이트인 것으로 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의 구조를 나타

낸 도면이다. 도 22에 도시한 영역 A, B의 기록 내용이 두 개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에 의해 하나의 파일 엔트리에 

링크(관련지음)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로서 도 21에 도시한 얼로케이션 포인터

를 사용하고 있다. 엑스텐트 위치는 기록된 데이터의 선두 섹터 번호를 나타내고, 논리 블록 #5000에 상당하는 섹터 

번호 '80000'을 나타내고 있다. 또, 데이터는 섹터 #80000의 선두부터 기록되므로 엑스텐트 오프셋이 0바이트인 것

을 나타내고, 유효한 데이터 길이를 나타내는 레코드 길이는 32766144바이트를 나타낸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

터는 1개 12바이트이므로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 길이는 '12'가 된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조작 후의 파일 엔트리의 얼로케이션 디스크

립터에 관한 수치값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에서도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로서 도 21에 도시한 얼로케이션 포인

터를 사용하고 있다.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의 엑스텐트 위치는, 각각 도 23에서의 영역(A, B)의 선두 섹터 번

호를 나타내고, 각각 논리 블록 #5000 내의 선두 섹터(제1 섹터), #5503 내의 제12 섹터에 상당하는 섹터 번호 '800

00', '88059'를 나타내고 있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 B)의 레코드 길이는 유효 데이터 길이를 나타내고, 164

06760 바이트, 16259368 바이트이다.

또,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A)의 엑스텐트 오프셋은, 영역A가 섹터의 선두에 서 시작하므로 '0'이 설정된다. 얼로케

이션 디스크립터(B)의 엑스텐트 오프셋은, 영역B가 섹터 #85059의 1944바이트째 이하에서 시작하므로, '1944'가 

설정된다. 또, 두 개분량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므로,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 길이는 '24'가 된다.

실시형태 5에서의 삭제 처리부(64)에서의 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5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삭제 처리부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 26은 사용자가 재생화상을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지점을 

삭제 지시하여 해당하는 도 22의 VOBU#51을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때문에, 먼저 도 24와 같이 영역

a를 가르키고 있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를 영역A를 지시하도록 변경한다(S301). 다음에 영역B를 가르키는 얼로케

이션 디스크립터를 추가한다(S302). 그 결과, 도 24의 파일 엔트리가 도 23 및 도 25에 도시한 파일 엘트리가 된다. 

본 실시형태 5에서의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는 엑스텐트 오프셋 및 레코드 길이의 조합에 의해 섹터의 선두에서부터

데이터를 격납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실시형태 2의 앞으로 채우는 처리나 실시형태 4의 제로 패킷의 추가처리가 

불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리 블록 관리부에 논리 블록#5501, #5502가 빈 영역이 된 것을 통지한다(단계 S30

3). 이에 따라 삭제 처리가 종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 5에 의하면, 얼로케이션 디스크립터의 추가 변경처리에 의해 삭제처리를 완료한다. 이에 따

라 삭제 영역 뒤의 영역 전체를 앞으로 채울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부(64)에서의 처리 부하가 현저히 경감된다.

또, 삭제 처리 후의 재생시에서, 예컨대 영역 A에서 영역 B로 스킵하는 경 우,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데는 스킵하기 

전에 별도로 MPEG의 버퍼 제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본 실시형태 5에서는, 사용자가 지정 가능한 삭제영역이 VOBU 단위인 것을 전제로 설명했지만,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프레임 단위이어도 좋다. 단,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삭제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

는 VOBU만을 삭제한다. 부분적으로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VOBU에 대해서는, 편집에 의해 불필요한 프레임을 삭제

하여 VOBU를 짧게 하거나, 또는 상기 VOBU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 영역에 포함된 프레임을 재생하지 않도록 제어

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사용자가 지정가능한 삭제영역이 필드 단위이어도 상관없다. 단,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삭제영역에 완전히

포함된 VOBU만을 삭제한다. 부분적으로 삭제영역을 포함하는 VOBU는 편집에 의해 불필요한 프레임을 삭제하여 V

OBU를 짧게 하고, 또 특정한 필드를 재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상기 VOBU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 영역에 포함된 

필드를 재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본 실시형태 5에서는, VOBU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구성된 것으로 했지만, 임의의 패킷 길이를 가지는 PES 

패킷이나 프로그램 스트림의 팩으로 구성된 PES 스트림이어도 좋다. 또, 독자 포맷의 패킷으로 구성된 독자 포맷의 

스트림이어도 좋다.

또, 실시형태 2, 3, 4 및 5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MPEG1이나 MPEG4의 시스템 스트림이어

도 좋다. 또, Motion-JPEG 압축형식 또는 QuickTime 파일 형식이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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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시형태 3, 4 및 5에서, 영역 A와 영역 B의 사이에 N_TSP를 삽입하거나, 얼로케이션 포인터의 갱신 등에 의해 

파일을 부분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영역 A와 영역 B의 사이에 유럽의 DVB(Digital Video Broadcasti

ng)규격이나 일본의 BS 디지털 방송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DIT(Discontinuity Information Table) 패킷을 더 삽입

해도 좋다.

여기에서, DIT 패킷은 PID=0x001E의 트랜스포트 패킷이고, 전후에 트랜스포트 헤더 내의 파라미터(Continuity Cou

nter나 Program Clock Reference)나 MPEG의 버퍼 제어(영상의 VBV 버퍼 제어나 음성의 버퍼 제어 등)가 불연속

으로 되는 것을 나타낸다. DVB 규격이나 BS 디지털 방송 규격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전송할 때에, 이 패킷의 

삽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DIT 패킷을 파일의 부분삭제시에 삽입함으로써, 부분 삭제 후의 파일을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재생하는 경우나,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서의 퍼스널 컴퓨터 상에서의 MPEG 재생 소프트를 이용한 파일 재생을 하

는 경우에, DIT 패킷의 검출을 트리거로 하여 영역 B 이후의 데이터를 영역 A의 스트림과는 불연속인 신규 스트림으

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시형태 3, 4 및 5에서는, 파일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두 개의 파일의 일부분끼리를 연

결하여 교체되는 하나의 파일을 작성하는 경우이어도 좋다. 이 경우, 두 개 부분의 연결시에 일부, 실시형태 3, 4 및 5

와 마찬가지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하나의 파일을 두 개로 분할하여 교체하게 되는 파일을 두 개 작성하는 경우이어도 좋다. 이 경우 두 개째의 파일 

작성시에 일부, 실시형태 3, 4 및 5와 같은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하나의 파일의 일부를 선발하여 교체되는 하나의 파일을 작성하는 경우이어도 좋다. 이 경우, 선발부분의 선두에 

대해, 일부, 실시형태 3, 4 및 5와 같은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상의 모든 경우에서도 실시형태 3, 4 및 5와 마찬가지의 처리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용이

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 실시형태 3, 4 및 5에서는 MPEG 트랜스포트 패킷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임의의 데이터 구조를 가진 데이

터이어도 좋다는 것은 확실하다.

(실시형태 6)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 6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 대해서, 실시형태 1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따라서, 특별히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실시형태 1과 같다.

도 3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6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실시형태 1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

장치의 블록 구성도인 도 3과의 차이점은, 출력 타이밍 생성부(13)가 출력 타이밍 조정부(14)로 되어 있는 점, 및 타

임 스탬프 부착부(15)를 추가하고 있는 점이다.

영상신호 입력부(1)나 음성신호 입력부(2)의 신호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5)에서 출력된 트

랜스포트 스트림이 타임 스탬프 부착부(15)에 도착하는 도착시각을 27㎒ 또는 24.576㎒의 클럭으로 동작하는 카운

터값으로 표현하고, 또 각 트랜스포트 패킷 앞에 삽입하여, 기록부(6)를 통해 기록한다.

또, 1394 인터페이스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1394 인터페이스부(9)에서 타임 스탬프 부착

부(15)에 도착하는 도착 시각을 27㎒ 또는 24.576㎒의 클럭으로 동작하는 카운터값으로 표현하고, 각 트랜스포트 패

킷의 앞에 삽입하여, 기록부(6)를 통해 기록한다.

한편, 기록한 영상신호를 1394 인터페이스부(9)를 통해 출력하는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패킷마다 부가된 

타임 스탬프값을 출력 타이밍 조정부(14)에서 참조하여, 1394 인터페이스부(9)로의 각 패킷의 인도 시간 간격이 해

당하는 타임 스탬프의 차에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1394 인터페이스부(9)는 인도된 패킷간의 시간 간격이 패킷 수신

측에서 유지되도록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으로 출력한다.

도 3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6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형태 1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서의 기록형태를 도시한 도면인 도 2와의 차이점은, 각 트랜스포트 패킷 전에 4바이트의 타임 

스탬프를 부가하고 있는 점에 있다. 또, VOBU는 타임 스탬프와 비디오 트랜스포트 패킷의 쌍(도 37에서의 「V_TSP

T」)와 타임 스탬프와 오디오 트랜스포트 패킷의 쌍(도 37에서의 「A_TSPT」)로 구성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에 의해, 실시형태 1과 비교하여 타임 스탬프를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의 기록 용량이 

약 2% 감소하여,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하나의 파일이 단순한 MPEG 규격의 데이터 스트림이 되지 않는 단점도 발

생한다. 그러나, 실시형태 1에 비해서, 출력 타이밍 생성부(13)가 출력 타이밍 조정부(14)에서 종료되는 점이 새로운 

장점이 된다.

즉, 출력 타이밍 생성부(13)가 실시하는 MPEG 규격을 따른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출력 타이밍의 생성을 하지 않고,

기록시에 부가한 타임 스탬프값을 사용한 단순한 타이밍 조정만으로 1394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단, 실시형태 1과 마찬가지로,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영상의 기록/재생이 용이하게 가능한 점이나, 영상의 연속재

생 보증은 실현할 수 있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서도, 규칙적으로 타임 스탬프가 삽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트랜

스포트 스트림에 매우 가까운 데이터 스트림이므로, 이 퍼스널 컴퓨터용의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MPEG 재생 소프

트의 대응은 매우 용이하다.

또, 타임 스탬프값의 기준 클럭을 27㎒로 하면, 영상기록/재생시에 사용하는 27㎒ 클럭이나, 1394 인터페이스를 통

한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 입력시에 클럭 재생하는 27㎒를 유용(流用)할 수도 있다.

한편, 타임 스탬프값의 기준 클럭을 24.576㎒로 하면, 1394 인터페이스부(9)의 기준 클럭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유

용할 수 있다.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는 24.576㎒의 타임 스탬프 부착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파일로서 엑세스

할 수 있다. 이 24.576㎒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측의 1394 인터페이스부의 기준 클럭과 같다. 따라서, 퍼스널 컴퓨터

에서 외부 기기에 1394 전송로를 통해 기록한 파일을 동 기 전송(Isochrononus transfer)하는 경우에서도,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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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내의 1394 인터페이스부에서 사용되는 24.576㎒를 베이스로 출력 타이밍의 조정이 가능해진다.

즉, 마찬가지의 것을 27㎒를 사용하여 행하는 경우에 비해, 퍼스널 컴퓨터 내에 전용의 클럭 회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

어지는 장점이 발생한다. 또, 이 24.576㎒를 사용한 192 바이트의 구조는, 1394 인터페이스 내부에서 전송시에 조립

이 필요한 소스 패킷 헤더(IEC61883-4로 규정된다)의 구조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파일을 1394 인터페이스 내

부의 데이터 구조로서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장점도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 6에 의하면, 출력 타이밍을 새로이 생성하지 않고, 기록시에 부가한 타임 스탬프값을 사용

한 단순한 타이밍 조정만으로 1394 출력을 할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 6에서는, 타임 스탬프의 데이터 길이가 4바이트인 것으로 설명했지만,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본 실시형태 6에서는, 타임 스탬프값의 기준 클럭을 27㎒ 또는 24.576㎒로 하고 있지만, 장치 내의 다른 클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도 좋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 기억매체는 상변화 광 디스크인 것으로 했지만, 특별히 이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D

VD-RAM, MO, DVD-R, DVD-RW, DVD+RW, CD-R, CD-RW 등의 광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 등의 디스크 형상을 

가지는 기록매체이면 무엇이라도 좋다. 또, 반도체 메모리이어도 좋다.

마찬가지로, 본 실시형태에서, 읽기 쓰기 헤드는 픽업으로 하고 있지만, MO 의 경우는 픽업 및 자기 헤드가 되고, 또 

하드 디스크인 경우는 자기 헤드가 된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 규격에 준거한 형식에 맞추어도 좋다. 예컨

대, 일본의 BS 디지털 방송 규격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스트림, 미국의 ATSC 규격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스트림 및 유

럽 DVB 규격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용 셋탑 박스(STB)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또,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데이터 방송에 준거한 형식이어도 좋다. 이에 따라, 데이터 방송 수신 기능 등의 STB가 

가지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서, 논리 블록은 32K바이트, 섹터는 2K바이트로 했지만, 논리 블록 사이즈가 섹터 사이트의

정수배이면, 예컨대 논리 블록이 16K바이트이어도 좋다. 또, 논리 블록, 섹터 모두 2K바이트이어도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 의하면, 영상을 IEEE1394 디지털 인터페이스 경유로, D-VHS나

셋탑 박스(STB)로 전송하기 쉽고, 또 연속재생이 가능하도록 기록하는 영상신호 재생장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기억

용량의 낭비가 작고, 또 퍼스널 컴퓨터 접속시에 기록된 MPEG 시스템 스트림이 간단하게 MPEG 규격에 준거한 데이

터로서 보이게 할 수 있는 AV 데이터 기록재생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관한 AV 데이터 기록장치에 의하면, MPEG 시스템 스트림 도중의 VOBU를 삭제한 후, 이후의 VOBU

를 연결하여, 하나의 스트림으로서 AV 데이터 기 록재생장치 내에서 관리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삭제 처리의 연산 처

리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 MPEG 시스템 스트림의 애프레코 처리에서의 연산 처리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록영상에 대해 다양한 기능(연속재생, 디지털 전송, 파일 작업, 부분 삭제, 애프레코)을 가지는 AV 데

이터 기록장치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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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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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에 기초하며, 각각이 다수 개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조립하는 데이터 스트림 조립부와,

상기 데이터 스트림 조립부에 의하여 조립된 상기 다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 상의 다수 개의 논리 블록에 기

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상기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상기 논리 블록 관리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각 논리 블록의 사용상태에 기초하며, 상기 음성 신호 및 상기 영상 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속한 다수의 미사용 논리 블록을 포함하는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

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기록부는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데이터 스트림

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부는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에 포함된 상기 논리 블록 중 하나의 도중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

중 하나의 기록이 종료한 때는 상기 기록된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 중 상기 하나의 직후로부터 다음의 데이터 스트림

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 시간 분량의 재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

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재생 레이트로의 기록이 가능한 연속하는 다수의 상기 논리 블록으로 이루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50.
제47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 조립부에서,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 길이 분량의 

다수의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위 데이터 스트림으로서 구성하고,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나열함

으로써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51.
제47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 조립부에서,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스

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52.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패킷으로 분할하고, 다수의 상기 PES 패킷을 PES 스

트림으로 조립하는 PES 스트림 조립부와,

상기 PES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상기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상기 음성신호 및 상기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

부와,

상기 PES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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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PES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

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시간 분량의 재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

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재생 레이트로의 기록이 가능한 연속하는 다수의 상기 논리 블록으로 이루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54.
제52항 또는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PES 스트림 조립부에서,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PES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길이 분량의 다수의 상기

PES 패킷을 하나의 단위 패킷으로 구성하고, 상기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상기 PES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55.
음성 신호 및 영상 신호에 기초하며, 각각이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을 조립

하는 데이터 스트림 조립단계와

상기 데이터 스트림 조립단계에서 조립된 상기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 상의 다수의 논리 블록에 기록하는 기

록단계를 가지며,

상기 기록단계는, 상기 디스크 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단계와

상기 논리 블록 관리단계에서 관리되는 각 논리 블록의 사용 상태에 기초하며, 상기 음성 신호 및 사기 영상 신호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속한 다수의 미사용 논리 블록을 포함하는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

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단계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에 포함된 논리 블록의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기록단계는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 단계에 의하여 검출된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데이터 스트

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단계는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에 포함된 상기 논리 블록 중 하나의 도중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데이터 스트

림 중 하나의 기록이 종료한 때는 상기 기록된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하나의 직후로부터 후속하는 데이터 스

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57.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에 있어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 시간 분량의 재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로의 기록이 가능한 연속한 다수의 상기 논리 블록으로 이루

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58.
제55항 또는 제57항에 있어서,

음성 신호 및 영상 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 길이 분량의 다수의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위 데이터 스트림으로서 구성하고, 상기 단위 데이터 스트림을 나열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스트림

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59.
제55항 또는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조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MPEG 을 사용한 디지털 방송에 근거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60.
음성 신호 및 영상 신호를 PES 패킷으로 분할하고, 다수의 상기 PES 패킷을 PES 스트림으로 조립하는 단계와,

상기 PES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디스크 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상기 음성 신호 및 상기 영상 신호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PES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며,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상에 상기 PES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에 있어서, 읽기 쓰기 헤드의 최대 이동 시간 분량의 재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 이상 동안, 최대 기록 재생 레이트로의 기록이 가능한 연속한 다수의 상기 논리 블록으로 이루

어진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62.



등록특허  10-0451625

- 22 -

제60항 또는 제61항에 있어서,

음성 신호 및 영상 신호를 PES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 길이 분량의 다수의 상기 PES 패킷을 하나의 단위 패

킷으로 구성하고, 상기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상기 PES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63.
제47항 내지 제4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AV 데이터 기록 장치에 의하여 기록된 디스크와,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을 독출하는 재생부와

MPEG 규격에 따라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 타이밍을 참조하며,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 상으로 송출하는 139

4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64.
제55항 내지 제5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AV 데이터 기록 방법에 의하여 기록된 디스크에 관하여,

상기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을 독출하는 단계와,

MPEG 규격에 따라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 타이밍을 참조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 상으로 송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참조한 전송 타이밍에 따라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 상에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재생 방법.

청구항 65.
연속한 다수의 논리 블록을 포함하는 다수의 연속 데이터 영역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에는 각각이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이 연속적으로 기

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청구항 66.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는 제47항 기재의 AV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67.
각각이 다수의 고정 길이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개 (N 은 3 이상의 정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 상의 다수의 

논리 블록에 연속하여 기입하는 기입부와,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K 번째부터 L번째까지 (K 및 L 은 2 이상 N 미만의정수, L 은 K 이상의 정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삭제하는 삭제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고정 길이 패킷의 사이즈와 상기 논리 블록의 사이즈는 정수배의 관계없이,록

상기 삭제 제어부는,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가지 더미 

패킷을 기억하고,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전에 도달하기 까지 상기 더미 패킷을 기억하

고,

상기 소정의 제1 경계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는 상기 고정 길이의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의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68.
각각이 다수의 고정 길이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 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 상의 다수의 

논리 블록에 연속하여 기입하는 기입부와,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1 번째부터 K 번째 (K 는 1 이상 N 미만의 정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삭제하는

삭제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삭제 제어부가 소정의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더미 패킷

을 기억하고,

상기 소정의 경계는 상기 고정 길이의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의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69.
각각이 다수의 고정 길이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 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 상의 다수의 

논리 블록에 연속하여 기입하는 기입 단계와,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K 번째로부터 L번째까지 (K 및 L 은 2 이상 N 미만의 정수, L 은 K 이상의 정

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삭제하는 삭제 제어 단계를 구비하며,

상기 삭제 제어 단계는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미 패킷을 기억하고,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더미 패킷을 기억하

고,

상기 소정의 제1 경계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는 상기 고정 길이의 패킷 사이즈와 섹터의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

련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70.
각각이 다수의 고정 길이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 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 상의 다수의 

논리 블록에 연속하여 기입하는 단계와,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1 번째로부터 K 번째 (K 는 1 이상 N 미만의 정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삭제하

는 삭제 제어 단계를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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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삭제 제어 단계는 소정의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전에 도달할 때가지 더미 

패킷을 기록하고,

상기 소정의 경계는 상기 고정 길이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의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71.
각각이 다수의 고정 길이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 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연속하여 기입되는 다

수의 논리 블록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K 번째로부터 L번째까지 (K 및 L 은 2 이상 N 미만의 정수, L 은 K 이상의 정

수) 의 데이터 스트림이 삭제되며,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미 패킷이 기억되며,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더미 패킷이 기록되

며,

상기 소정의 제1 경계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는 상기 고정 길이의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의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련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청구항 72.
각각이 다수의 고정 길이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 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연속하여 기입되는 다

수의 논리 블록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1 번째로부터 K 번째 (K 는 1 이상 N 미만의 정수) 의 데이터 스트림이 삭제되

며,

소정의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전에 도달할 때가지 더미 패킷이 기억되며,

상기 소정의 경계는 상기 고정 길이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의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청구항 73.
각각이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상의 다수의 

논리 블록에 연속하여 기입하는 기입부와,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K 번째로부터 L 번째까지 (K 및 L 은 2 이상 N 미만의 정수, L 은 K 이상의 정

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삭제하는 삭제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삭제 제어부가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미 

패킷 혹은 DIT (Discontinuity Information) 패킷을 기록하고,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L+1) 번째의 데

이터 스트림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더미 패킷 혹은 상기 DIT 패킷을 기록하고, 상기 소정의 제1 경계와 상기 소

정의 제2 경계는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의 적어도 일방에는 상기 DIT 패킷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74.
각각이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크상의 다수의 

논리 블록에 연속하여 기입하는 기입 단계와,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K 번째로부터 L 번째까지 (K 및 L 은 2 이상 N 미만의 정수, L 은 K 이상의 정

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삭제하는 삭제 제어 단계를 구비하며,

상기 삭제 제어 단계가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미 패킷 혹은 DIT (Discontinuity Information) 패킷을 기록하고,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더미 패킷 혹은 상기 DIT 패킷을 기록하고,

상기 소정의 제1 경계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는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

련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의 적어도 일방에는 상기 DIT 패킷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방법.

청구항 75.
각각이 다수의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고 있는 N (N은 3 이상의 정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연속하여 기입된 다

수의 논리 블록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기입된 N 개의 데이터 스트림 중 K 번째로부터 L 번째까지 (K 및 L 은 2 이상 N 미만의 정수, L 은 K 이상의 정

수) 의 데이터 스트림이 삭제되며,

상기 기입된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의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미 패킷 혹은 DIT (Disc

ontinuity Information) 패킷이 기록되며,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기입된 (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더미 패킷 혹은 상기 DIT 패킷이 기록되며,

상기 소정의 제1 경계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는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의 사이즈와 섹터 사이즈의 최소 공배수에 관

련된 위치에 배치되며,

상기 (K-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후로부터 소정의 제1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와 상기 소정의 제2 경계로부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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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번째의 데이터 스트림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의 적어도 일방에는 상기 DIT 패킷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스크.

청구항 76.
디스크 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기입부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와,

상기 독출부와 상기 기입부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삭제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삭제 제어부가 다수의 논리 블록 상에 1 개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 영역보

다 앞선 유효 데이터 영역과, 상기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논리 블록 중 최후의 논리 블록 내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상

기 최후의 논리 블록보다 후속하는 유효 데이터 영역의 3 개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최후의 논리 블록 내에 있는 삭

제되어 있지 않은 유효 데이터를 상기 최후의 논리 블록 내에서 앞으로 채워, 상기 3 개 영역을 하나의 파일로 취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77.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과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함으로써 전송 타이밍 정보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

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와,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상기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상기 음성신호 및 상기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

부와,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

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 시간 길이 분량의 다수의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과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하

여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단위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79.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패킷

을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80.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전송 타이밍 정보로서 27㎒의 카운터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81.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 조립부에서, 전송 타이밍 정보로서 24.576㎒의 카운터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82.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간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가지고,

상기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고

,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

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장치.

청구항 83.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간 수신하는 수신부와,

트랜스포트 패킷과 수신 타이밍 정보의 쌍을 연속된 전송 타이밍 정보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서 기록하는 기록

부을 가지며,

상기 기록부는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논리 블록 관리부와,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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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하여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상에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

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 장치.

청구항 84.
제77항 내지 제81항 중 어느 항 한에 기재된 AV 데이터 기록 장치에 의하여 기록된 디스크와,

디스크에 기록된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독출하는 재생부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전송 타이밍 정보에 따라 전송 타이밍을 재현하는 타이밍 조정부와,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상에 송출하는 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되며,

상기 1394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타이밍 조정부가 재현한 상기 전송 타이밍에 따라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 

상에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85.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단계와, 논리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제어하여 데이터

를 삭제하는 단계를 가지고,

다수의 논리 블록상에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 영역보다 앞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상기 삭제 영역을 포함하는 논리 블록 중 최후 논리 블록 중의 유효 데이터 영역과, 상기 최후 논리 블록보다

도 뒤의 유효 데이터 영역의 3 개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최후 논리 블록 내에 있는 삭제되지 않은 유효 데이터를 상

기 최후 논리 블록 내에서 앞으로 채워, 상기 3 개 영역을 하나의 파일로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AV 데이터 기

록방법.

청구항 86.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여,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과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함으로써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서 조립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가지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상기 음성신호 및 상기 영상신호의 실시간 연속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

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분할하고, 소정의 시간 길이 분량의 다수의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과 상

기 트랜스포트 패킷마다의 전송 타이밍 정보의 쌍을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단위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단위

패킷을 나열함으로써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88.
제86항에 있어서,

MPEG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 준거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포함하는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조립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89.
제86항에 있어서,

전송 타이밍 정보로서 27㎒의 카운터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90.
제86항에 있어서,

전송 타이밍 정보로서 24.576㎒의 카운터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91.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가지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92.
통신로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간 수신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패킷과 수신 타이밍 정보의 쌍을 연속된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서 기록하는 단계

를 가지고,

디스크상의 논리 블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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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실시간 연속 재생을 보증하는 연속 데이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해야 할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의 논리 블록 번호를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검출된 다수의 상기 연속 데이터 영역상에 상기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기록방법.

청구항 93.
제 86 항 내지 제 90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AV 데이터 기록 방법에 의하여 기록된 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에 기록된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독출하는 단계와,

전송 타이밍 정보 부착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전송 타이밍 정보에 따라 전송 타이밍을 재현하는 단계와,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 상에 송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재현한 상기 전송 타이밍에 따라 트랜스포트 패킷을 1394 전송로 상에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데이터 재생

방법.

청구항 94.
제76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AV 데이터 기록 장치에 의하여 기록된 디스크.

청구항 95.
제85항 내지 제92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AV 데이터 기록 방법에 의하여 기록된 디스크.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51625

- 27 -

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51625

- 28 -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451625

- 29 -

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451625

- 30 -

도면9

도면10



등록특허  10-0451625

- 31 -

도면11

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451625

- 32 -

도면14

도면15

도면16



등록특허  10-0451625

- 33 -

도면17

도면18



등록특허  10-0451625

- 34 -

도면19

도면20



등록특허  10-0451625

- 35 -

도면21

도면22



등록특허  10-0451625

- 36 -

도면23



등록특허  10-0451625

- 37 -

도면24

도면25

도면26



등록특허  10-0451625

- 38 -

도면27

도면28



등록특허  10-0451625

- 39 -

도면29



등록특허  10-0451625

- 40 -

도면30

도면31

도면32



등록특허  10-0451625

- 41 -

도면33

도면34

도면35



등록특허  10-0451625

- 42 -

도면36

도면37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도면26
	도면27
	도면28
	도면29
	도면30
	도면31
	도면32
	도면33
	도면34
	도면35
	도면36
	도면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