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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디스크 재생장치 및 오디오 스트림을 재생하는 광디스크 재생방법

요약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저장한다. 비디오 스트림,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더빙용을 위해
이용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각각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다중화된다. 또한 광디스크 재생장치는 오디오 스트림 생성수
단에 의해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고, 생성된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다중화수단에 의해 비디오 오브젝트 및 제 1 오디
오 스트림과 함께 각각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다중화된다. 상기 생성된 비디오 오브젝트는 기록수단에 의해 판독가능한 광
디스크상에 기록된다. 이러한 비디오 오브젝트가 저장된 광디스크는 더빙이 용이하게 된다.

대표도

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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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재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광디스크 기록장치, 광디스크 기록방법 및 광디스크 기록프로그램을 저
장하는 저장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재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광디스크 기록장치 및 더빙을 용이하게 하는 광디스크 기
록방법 및 더빙을 용이하게 하는 광디스크 기록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재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의 일종인 DVD(Digital Video/Versatile DISC) 램(RAM)이 상용화되고 있다. DVD 램은
수기가 바이트(GB)의 용량을 갖는 상변화형 디스크이다. 현재 AV(Audio Visual) 데이터를 압축/부호화하는 표준인
MPEG 및 MPEG2가 실용화되고 있고, DVD 램은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AV 기록/재생매체로도 이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의 주요한 AV 기록/재생매체인 자기테이프를 대체하여 DVD 램이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사용자는 판독전용의 DVD(이하, DVD-ROM이라 함)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는 없지만 DVD 램 상에는 기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DVD 램은 광범위한 사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기테이프와 같은 종래의 광디스크 상에 더빙을 실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자기테이프는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기록하기 위한 독립적인 영역을 갖는다. 또한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
터는 각각 독립적인 자기헤드를 통해 자기테이프에 기록되고 자기테이프로부터 판독된다. 따라서 자기테이프에 오디오 데
이터의 더빙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경우에, 자기테이프로부터 판독되는 오디
오 또는 비디오데이터를 헤드를 통해 재생하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지연)은 거의 영(zero)이다. 이것은 입력 오디오데
이터 또는 비디오데이터를 헤드를 통해 자기테이프에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지연)과 같다. 결국 자기테이프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재생되는 것과 같은 시간에 데이터가 자기테이프 상에 기록될 수 있다.

  반면에 광디스크의 경우에,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이 하나의 MPEG 스트림으로 다중화되어 디스크 상에 기록된
다. 또한 광디스크로부터의 데이터 판독과 광디스크로의 데이터 기록을 위하여 단 하나의 픽업만이 이용된다. MPEG 스트
림에서, 비디오 스트림은 오디오 스트림 앞에 배치되며 처리도 오디오 스트림보다 빨리 된다. 이것은 복호될 비디오데이터
의 양이 복호될 오디오데이터의 양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MPEG 스트림의 데이터 구조와 기록/재생장치의 구성은 광
디스크 상에 더빙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더빙을 실행하기 어렵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자기테이프 매체와 같이 용이하게 더빙을 실행할 수 있는 광디스크, 광디스크 기록장치, 광디스
크 재생장치 및 광디스크 기록장치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저장매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목적은 비디오 스트림,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더빙용으로 이용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다중화되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비디오 오브젝트에 미리 기록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더빙을 실시할 수 있
다. 또한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분리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원본의 오디오 데이터(제 1 오디오 스트림)와 함께 더빙
용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예를 들면 몇 가지 언어의 발음연습
용 애플리케이션과 가라오케용 더빙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원본의 오디오 데이터를 유지하
면서 더빙을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다.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시간 주기와 동일한 재생시
간 주기를 갖게 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재생주기 전체에 걸쳐 제 2 오디오 스트림 상에 더빙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게 된
다.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와 동일한 비트 레
이트로 기록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오디오 품질과 동일한 오디오 품질을 보증할 수 있
게 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인코딩 모드와 동일한 샘플링 주파수를 이
용함으로써 달성된다.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오
디오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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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성에 의해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소스를 갖는다. 이것은 오디오 스트림이 부
분 더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부분더빙이 실행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더빙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이외의
부분에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한 재생장치는 재생도중에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전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각각이 소정의 크기를 갖는 복수의 팩을 포함할 수 있고,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되는 복수의 팩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팩을 포함할 수 있다.

  또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복수의 팩의 각각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복수의 팩의 대
응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에 팩단위로 대응하고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갖는
다. 결과적으로 상술한 부분더빙외에도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더빙전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제 1 오디오 스트
림의 오디오 데이터 팩을 대응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팩으로 복사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를 저장하는 관리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의 각각은 비디오 오브젝트에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상태를 나타내고,
더빙이 대응하는 비디오 오브젝트의 제 2 오디오 스트림에서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상기 구성에 의해 기록장치 및 재생장치는 더빙스트림이 관리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더빙을 실행하는지의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의 각각은 또한 제 1 상태, 제 2 상태 및 제 3 상태 중 어느 하
나를 나타내고, 상기 제 1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함을 나타내고,
상기 제 2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함을 나
타내고, 상기 제 3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와는 무관함을 나타
낸다.

  상기 구성에 의해 기록장치 및 재생장치는 관리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더빙스트림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하나는 비디오 스트림이고 다른 하나는 오디오 데이터 및 부화상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더빙용으로 이
용되는 더빙 스트림인 복수의 엘리먼트리 스트림이 다중화되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한 데이터 영역과, 하
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를 저장하고,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의 각각은 대응하는
비디오 오브젝트의 더빙 스트림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영역을 포함하는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구성에 의해 더빙스트림이 이전 비디오 오브젝트에 다중화되고, 오디오 데이터 또는 부화상 데이터 중의 어느 하나
가 기록되는 영역이 보증된다. 이것으로 더빙이 용이하게 된다. 더욱이 기록장치 및 재생장치가 관리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더빙스트림이 더빙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더빙 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정지화상을 나타내는 부화상 데이터의 더빙용으로
이용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의 각각은 복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을 포함하며, 복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의 각각은 소정의 재생시간 주기에 대응하는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를 포함하고, 비디오 스트림의 일부와 함께 재생될
더빙 스트림의 일부를 포함하고, 상기 더빙 스트림의 일부는 적어도 하나의 정지화상에 대응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관리
정보의 각각은 대응하는 비디오 오브젝트의 더빙 스트림에서 더빙이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에 있어서, 각각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에 포함된 더빙스트림의 일부는 소정의 크기를
갖는 정지화상에 대응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정지화상이 각각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에 용이하게 더빙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비디오 스트림,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로서, 비디오 스트림과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는 입력수단과, 상기 수신
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에 기초하여 더빙용으로 이용되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는 오디오 스트림 생성수단과, 상기
생성된 제 2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 및 상기 수신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
트에 다중화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다중화수단, 및 상기 생성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
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포함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광디스크 상에 제 1 기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전 비디오 오브젝트에 다
중화된다. 결과적으로 더빙을 용이하게 하는 비디오 오브젝트가 이미 기록된 광디스크를 생성할 수 있다. 또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분리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원본의 오디오 데이터(제 1 오디오 스트림)와 함께 더빙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
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수단에 의해 수신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각각 고정된 크기를 갖는 팩을 포
함하고, 상기 오디오 스트림 생성수단은 상기 수신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된 팩을 차례로 저장하는 버퍼와, 상기 버
퍼에 저장된 팩이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되는 출력이 되도록 제어를 실행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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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팩은 타임 스탬프와 스트림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타임 스탬프는
각각의 팩이 재생장치의 트랙버퍼로부터 출력될 때의 시간을 특정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버퍼에 저장된 팩의 타임 스
탬프와 스트림 식별자를 갱신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각각의 팩을 거의 원본대로 복사함으로써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광디스크 기록장치가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한 오디오 인코더를 구비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

  또한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광디스크로부터 비디오 오브젝트를 판독하는 판독/기록 수단과, 상기 판독된 비디오 오
브젝트의 일부를 저장하는 제 1 판독버퍼와, 광디스크 상에 기록될 상기 판독된 비디오 오브젝트의 일부를 저장하는 제 1
기록버퍼를 포함하는 제 1 버퍼수단과, 상기 판독된 비디오 오브젝트의 일부를 저장하는 제 2 판독버퍼와, 광디스크 상에
기록될 상기 판독된 비디오 오브젝트의 일부를 저장하는 제 2 기록버퍼를 포함하는 제 2 버퍼수단, 및 제 1 버퍼수단과 제
2 버퍼수단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비디오 오브젝트가 광디스크로부터 판독되거나 광디스크에 기록되는 동안, 제 1 버퍼
수단과 제 2 버퍼수단중 다른 하나의 판독버퍼에 저장된 비디오 오브젝트의 부분의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갱신되고, 상기
갱신된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비디오 오브젝트의 부분이 상기 다른 버퍼수단의 기록버퍼에 저장되도록 제어를
실행하는 더빙제어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판독/기록수단은 제 1 기록버퍼의 비디오 오브젝트의 부분과 제 2 기록
버퍼의 비디오 오브젝트의 부분을 광디스크 상에 차례로 기록하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더빙이 실행된 후, 상기 더
빙제어수단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를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복사함으로써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더빙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더빙제어부는 제 1 및 제 2 버퍼부를 번갈아 전환하여 광디스크를 판독/기록하거나 또는 더빙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갱신)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여 재생 및 더빙이 실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더빙이 제 2 오디
오 스트림에서 실행된 후에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원본의 상태로 용이하게 복원될 수 있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더빙제어수단은 상기 판독/기록수단에 의해 판독된 비디오 오브젝트에 대응하는
관리정보를 판독하도록 상기 판독/기록수단에 명령하고, 상기 정보가 비디오 오브젝트 상에서 더빙이 실행된 것임을 나타
내도록 관리정보를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관리정보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도록 상기 판독/기록수단에 명령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비디오 오브젝트 상에 더빙이 실행된 것을 나타내도록 관리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 광디스크 기록장치
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는 입력수단과, 더빙용으로 이용되는 더빙스
트림을 생성하는 더빙스트림 생성수단과, 상기 생성된 더빙스트림과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을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
트에 다중화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다중화수단과, 대응하는 비디오 오브젝트의 더빙 스트림에
더빙이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로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
상의 관리정보를 생성하는 관리정보 생성수단, 및 생성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와 생성된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를
광디스크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달성된다.

  상기 구성에 의해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광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하는 동안에 이전 비디오 오브젝트에 더빙 스트림을
다중화한다. 결과적으로 오디오 데이터 또는 부화상 데이터의 더빙을 용이하게 하는 비디오 오브젝트가 이미 기록된 광디
스크를 생성할 수 있다. 더욱이 기록장치 및 재생장치가 관리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더빙 스트림이 더빙되는지의 여부를 관
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비디오 스트림 및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획득하는 획득단계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시간 주기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
이터가 제 2 오디오 스트림 내에 기록되는 비트 레이트를 갖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는 오디오 스트림 생성단계, 및
상기 생성된 제 2 오디오 스트림, 상기 획득된 비디오 스트림 및 상기 획득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
브젝트로 다중화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
크 상에 기록하는 기록단계를 포함하는 기록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광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되는 동안에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이전 비디오 오브젝트에 다중화
된다. 결국 더빙을 용이하게 하는 비디오 오브젝트가 미리 기록된 광디스크를 생성할 수 있다. 또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
림이 분리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더빙 오디오 데이터를 원본의 오디오 데이터(제 1 오디오 스트림)와 함께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디스크 상에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은, 비디오 스트림과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수신하도록 컴퓨터에 명령하는
프로그램 세그먼트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시간 주기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가 제 2 오디오 스트림 내에 기록되
는 비트 레이트를 갖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도록 컴퓨터에 명령하는 프로그램 세그먼트와, 상기 생성된 제 2 오디
오 스트림,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 및 수신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로 다중화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컴퓨터에 명령하는 프로그램 세그먼트 및 , 상기 생성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
트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도록 컴퓨터에 명령하는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구성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저장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광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되는 동안에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이전 비디오 오브젝트에 다중화한다. 결국 더빙을 용이하게 하는 비디오 오브젝트가 이미 기록된 광디스
크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분리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더빙 오디오 데이터가 원본의 오디오
데이터(제 1 오디오 스트림)와 함께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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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매체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오디오 데
이터를 갖게 된다.

  또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매체에서, 상기 수신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각각이 고정된 크기를 갖는 팩을 포함하고,
상기 오디오 스트림 생성 프로그램 세그먼트는 상기 수신된 제 1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된 팩을 버퍼에 차례로 임시 저장하
도록 컴퓨터에 명령하고, 버퍼에 저장된 팩이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되는 출력이 되도록 제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컴퓨
터에 명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매체에서, 각각의 팩은 상기 각각의 팩은 타임 스탬프와 스트림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
기 타임 스탬프는 각각의 팩이 재생장치의 트랙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시간을 특정하고, 상기 오디오 스트림 생성 프로그램
세그먼트는 버퍼에 저장된 팩의 타임 스탬프와 스트림 식별자를 갱신하도록 컴퓨터에 명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저장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각각의 팩을 거의 원본대로
복사함으로써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매체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더빙된 후,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를 제 2 오디
오 스트림에 복사함으로써,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더빙전의 상태로 복원하도록 컴퓨터에 명령하는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2 오디오 스트림 상에 더빙이 실행된 후에 원본의 상태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디스크를 재생하는 광디스크 재생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고, 상기 광디스크는 비디오 스트림,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다중화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를 저장하는 관리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시간 주기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가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기록되는 비트 레이트를 갖고,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의 각각은 추가로 제 1 상태, 제 2 상태, 제 3 상태 및 제 4 상태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상기 제 1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함을 나타내고, 상기 제 2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
트림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소스로부터 생성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함을 나타내고, 상기 제 3 상태는 제 2 오디
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와는 무관함을 나타내고, 상기 제 4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더빙됨을 나타내며, 상기 광디스크 재생장치는, 광디스크로부터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대응하는 비디오 오브젝트
와 관리정보를 판독하는 판독수단과, 판독된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된 비디오 스트림과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재생하는
재생수단과, 관리정보가 제 4 상태를 나타낼 때, 재생수단은 사용자로부터의 오디오 스트림의 입력을 변경하라는 명령에
따라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관리정보가 제 1 상태 및 제 2 상태 중 어
느 하나를 나타낼 때, 재생수단은 그 명령이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일지라도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재
생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오디오 스트림이 변경될수 없음을 통지하도록 재생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
함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제어부는 광디스크가 더빙을 실행할 때(제 3 상태) 재생부가 사용자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변경하고, 광디스크상에서 더빙이 실행되지 않을 때(제 1 및 제 2 상태) 사용자에
게 오디오 스트림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재생부를 제어한다. 즉 광디스크 재생장치는 더빙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디오 스트림이 종료될 수 없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게 한다.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통지
된다. 만약 광디스크 상에서 더빙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제 1 또는 제 2 상태)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제 2 오디오 스트림으
로 변경된다면, 사용자는 동일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생장치가 고장나서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동작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 상기 목적은 광디스크를 재생하는 광디스크 재생방법에 의해 달성할 수 있으며, 상기 광디스크는, 비디오 스트림,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다중화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를 저장하는 관리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시간 주기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가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기록되는 비트 레이트를 갖고, 하나
이상의 관리정보의 각각은 추가로 제 1 상태, 제 2 상태, 제 3 상태 및 제 4 상태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상기 제 1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함을 나타내고, 상기 제 2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
트림이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소스로부터 생성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함을 나타내고, 상기 제 3 상태는 제 2 오디
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가 제 1 오디오 스트림의 오디오 데이터와는 무관함을 나타내고, 상기 제 4 상태는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더빙됨을 나타내며, 상기 광디스크 재생방법은, 광디스크로부터 비디오 오브젝트에 대응하는 비디오 오브젝트와
관리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단계와, 판독된 비디오 오브젝트에 포함된 비디오 스트림과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재생하는 재
생단계와, 관리정보가 제 4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자로부터의 오디오 스트림의 입력을 변경하라는 명령에 따라 재생단계
에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관리정보가 제 1 상태와 제 2 상태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낼 때, 그 명령이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일지라도 재생단계에서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재
생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재생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오디오 스트림이 변경될 수 없음을 통지하는 제어단계를 포함
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광디스크 재생방법은 더빙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디오 스트림이 변경될 수 없음을 사용자
에게 경고하게 된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통지받게 된다. 만약 더빙이 광디스크 상에 실행되지 않았을 때(제 1 및
제 2 상태)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제 2 오디오 스트림으로 변경된다면, 사용자는 동일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
생장치가 고장나서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동작으로 오해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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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설명한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인 DVD 램 디스크의 외양 및 기록영역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섹터의 헤더에서의 DVD 램의 표면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 3A는 DVD 램 상에 제공되는 복수의 구역영역을 도시하는 도면.

  도 3B는 도 3A에 도시한 리드 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 및 구역영역(0∼23)의 수평정렬을 도시한 도면.

  도 3C는 볼륨영역에서의 논리섹터번호(LSNs)를 도시한 도면.

  도 3D는 볼륨영역에서의 논리블록번호(LBNs)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구역영역, ECC블록 및 섹터간의 계층적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DVD 램 디스크에 기록되는 디렉토리와 AV 데이터 및 비AV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도 6A는 AV 데이터 파일 "Movie1.VOB", "Movie2.VOB"로서 기록된 VOB를 도시한 도면.

  도 6B는 엘리먼트리 스트림이 다중화된 VOB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부분 더빙이 오디오 스트림 #1에서 실행되었을 때 오디오 스트림 #1에서 생성된 경계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비디오 팩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오디오 팩(MPEG 오디오)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오디오 팩(AC-3)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오디오 팩(선형 PCM)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AV 데이터 관리파일의 데이터 구조를 계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셀 시작시간", "셀 재생시간", "셀 시작 어드레스", "셀 종료 어드레스", "VOB 시작 어드레스", "VOB 종료 어드레
스" 및 VOB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VOBI에서 "오디오1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의 각각의 값에 의해 지시되는 수개의 정보간의 관계를 도시
하는 도면.

  도 15는 본 실시예에 관한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하는 구성도.

  도 16은 DVD 레코더(10)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7은 리모트 컨트롤러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도 16에 도시한 MPEG 디코더(4)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9는 도 16에 도시한 MPEG 인코더(2)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0은 더빙공정 중에 실행되는 연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디스크 액세스부(3)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시스템인코더(2e)에 의해 실행되는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의 팩을 생성하는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
도.

  도 23은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팩을 생성하는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24는 시스템인코더(2e)가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 및 오디오 스트림 #1을 팩단위로 다중화하는 다중화공
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25는 시스템인코더(2e)로부터 출력되는 VOB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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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6은 비디오 디코더 버퍼의 시뮬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

  도 27은 디스크 액세스부(3)가 판독/기록을 실행할 때의 타이밍과, MPEG 인코더(2)가 오디오 스트림 #1을 재기록할 때
의 타이밍에서의 더빙공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도 27에 도시한 시간주기 동안에 판독 및 기록된 VOB를 도시한 도면.

  도 29는 도 27에 도시한 타이밍에서 제어부(1)에 의해 실행되는 도 21에 도시한 스위치(3d, 3e)의 제어를 도시하는 도
면.

  도 30은 2조의 오디오 인코더 및 오디오 버퍼를 포함하는 MPEG 인코더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1은 엘리먼트리 스트림이 다중화되는 제 2 실시예에서의 VOB의 구조를 도시하는 구조도.

  도 32는 부화상 팩의 데이터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3은 AV 데이터 관리파일의 데이터구조를 계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4는 MPEG 인코더(12)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35는 MPEG 디코더(14)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실시예

  (제 1 실시예)

  (1 광디스크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설명한 기록가능한 광디스크인 DVD 램 디스크의 외양 및 기록영역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DVD 램 디스크는 그 최내주부에 리드 인 영역(lead in area)과, 최외주부에 리드 아웃 영역(lead
out area)을 갖고, 그 사이에 데이터 영역(data area)을 갖는다.

  상기 리드 인 영역에는 기록/재생장치의 서보를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참조신호와 다른 미디어로부터의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해 이용되는 식별신호를 기록한다.

  상기 리드 아웃 영역에는 상기 리드 인 영역에서와 같은 종류의 참조신호를 기록한다.

  한편 상기 데이터 영역은 DVD 램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최소단위인 섹터로 분할되어 있다. 여기에서 각 섹터의 크기
는 2KB로 설정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시스템 관리정보, AV 데이터, AV 데이터 관리정보 및
비 AV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파일시스템 관리정보는 DVD 램 디스크의 디렉토리 구조, 기록된 파일의 위치 및 데이터 영역지정 상태의 정보를 포
함한다. 상기 파일시스템 관리정보는 파일이 생성, 기록, 판독 또는 삭제될 때 이용된다.

  상기 AV 데이터는 각각 비디오 오브젝트(VOBs)에 대응하는 파일 단위로 기록된다. 각각의 VOB는 하나의 연속기록으로
광디스크 기록장치에 의해 디스크에 기록된다. 예를 들어 VOB의 컨텐츠는 영화의 전체 또는 일부분, 또는 TV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다.

  상기 비AV 데이터는 AV 데이터이외이 데이터이며 파일 단위로 기록된다.

  도 2는 섹터의 헤더에서의 DVD 램의 표면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섹터는 금속막 및 비
평탄부 등의 반사막의 표면에 형성된 피트열(pit sequence)로 구성된다.

  상기 피트열은 섹터의 어드레스를 나타내기 위해 DVD 램의 표면에 0.4㎛∼1.87㎛의 홈을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비평탄부는 "그루브"로 불리는 오목부와 "랜드"로 불리는 볼록부로 형성된다. 각각의 오목부와 볼록부는 그 표면에
부착되어 위상변경할 수 있는 금속막으로 형성된 기록마크를 갖는다. 여기에서 "위상변경 가능"이라는 의미는 금속막이 경
빔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수정상태 또는 비수정상태로 될 수 있는 기록마크를 갖는다. 이러한 위상변경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비평탄부에 기록될 수 있다. MO(Megnetic-Optical) 디스크는 랜드부 상에만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반면에
DVD 램에는 랜드부와 그루브부의 양쪽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고, 이것은 DVD 램 디스크의 기록밀도가 MO 디스크의
기록밀도를 초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정정 처리가 16섹터의 각 그룹에 대해 실행된다. 본 실시예에서 16섹터의 각 그룹에는 ECC 블록으로 불리는
ECC(Error Correcting Code)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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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 램에서 데이터 영역은 복수의 구역영역으로 분할되어 기록/재생장치가 기록 및 재생되는 동안에 Z-CLV(Zone-
Constant Linear Velocity)로 불리는 회전제어를 실행한다.

  도 3A는 DVD 램 상에 제공되는 복수의 구역영역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DVD 램은 구역 0∼23으로 번호가 부여된 24개의 구역영역으로 분할된다. 각각의 구역영역은
동일한 각속도를 이용하여 액세스되는 트랙의 군(group)이다. 본 실시예에서 각각의 구역영역은 1888개의 트랙을 갖는
다. 상기 DVD 램의 회전각속도는 각 구역마다 별도로 설정되고, 이 속도는 구역영역이 디스크의 내주부로 위치할수록 점
점 커지게 된다. 이것은 단독 구역영역 내에서 액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광디스크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
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DVD 램의 기록밀도가 향상되고, 기록 및 재생되는 동안에 회전제어가 더욱 용이하게 된다.

  도 3B는 도 3A에 도시한 리드 인 영역, 리드 아웃 영역 및 구역영역(0∼23)의 수평정렬을 도시한 도면이다.

  리드 인 영역과 리드 아웃 영역은 각각 내측에 DMA(Defect Management Area;결함관리영역)를 갖는다. 상기 DMA는
결함을 포함하는 섹터를 찾는 섹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와; 대체영역에 위치한 결함섹터를 대체하는 섹터의 위치
를 나타내는 대체위치정보를 포함한다.

  각각의 구역 영역은 그 내측에 사용자영역을 갖고, 대체영역 및 미사용영역은 구역영역 간의 경계에 제공된다. 사용자영
역은 기록영역으로서 파일시스템에 의해 이용되는 영역이다. 대체영역은 결함섹터들이 발견되었을 때 결함섹터들을 대체
하기 위해 이용된다. 미사용영역은 데이터기록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미사용영역으로는 단지 약 2트랙만이 이용
될 뿐이고, 이러한 미사용영역은 섹터 어드레스의 식별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것은 섹터 어드레스가 동일 구역
내에서 인접한 트랙에 동일 위치에 기록되는 동안에, Z-CLV 섹터 어드레스는 구역경계의 인접트랙의 다른 위치에 기록되
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기록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섹터는 구역영역간의 경계에 존재한다. 따라서 DVD 램에서 논리섹터번
호(LSN:Logical Sector Number)는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는 섹터만을 내주부로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나타
내기 위해 차례대로 사용자영역의 물리적인 섹터를 지정한다.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고 지정된 논리섹터번호(LSNs)의 섹터로 구성된 영역은 볼륨영역으
로 불린다.

  또 도 3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볼륨영역의 최내주부와 최외주부에서, 볼륨구조정보는 논리볼륨으로서 디스크를 취급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기록된다. 볼륨영역에서 볼륨구조정보를 기록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분할영역이라고 한
다. 상기 분할영역에는 파일이 기록된다. 상기 논리블록번호(LBN:Logical Block Number)는 제 1 섹터로부터 개시하여
순서대로 분할영역의 섹터를 지정한다. 또한 이하에서는 논리블록번호를 섹터어드레스라고 한다.

  도 4는 구역영역, ECC블록 및 섹터간의 계층적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구역영역은 복
수의 ECC 블록을 포함한다. 광디스크에서 기록용 장치는 연속기록영역 단위로서의 영역이 AV 데이터로 지정되어 각각의
연속기록영역이 AV 데이터의 끊임없는 재생을 보증하는 반면에, 섹터단위로서의 영역은 비 AV 데이터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각각의 연속기록영역은 ECC 블록단위의 연속섹터로 구성되고(바꾸어 말하면, 각각의 영역은 ECC
블록의 정수배), 소정의 크기(대략 7MB) 이상을 가지며, 각각의 연속기록영역은 구역간의 경계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
나 AV 데이터가 복수의 익스텐트(extents)를 포함하면 마지막의 익스텐트는 소정의 크기보다 작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연속기록영역이 구역간 경계를 초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역경계가 초과되면 광디스크의 회전각속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연속재생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기 각각의 연속기록영역이 ECC 블록의 정수배인 이유는 ECC 블록이 ECC
공정에서 취급되는 최소단위이기 때문이다.

  (1-2 AV 파일(VOB) 및 AV 데이터 관리파일)

  도 5는 DVD 램 디스크에 기록되는 디렉토리와 AV 데이터 및 비AV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에서 타원형은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장방형은 파일을 나타낸다.

  디렉토리 "ROOT"는 디렉토리 "RTRW"와 2개의 비 AV 데이터 파일로 "File1.DAT", "File2.DAT" 를 포함한다. 상기 디
렉토리 "RTRW"는 AV 데이터 관리파일 "RTRW.IFO"와 복수의 AV 데이터 파일로 "Movie1.VOB", "Movie2.VOB", … 를
포함한다. 각각의 AV 파일은 하나의 VOB를 나타낸다. 상기 AV 데이터 관리파일은 현재 디렉토리 "RTRW" 또는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AV 파일들을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기록정보에 대한 파일이다.

  (1-2-1 VOB의 데이터 구조)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AV 파일 "Movie1.VOB", "Movie2.VOB", … 은 하나의 VOB로서 각각 데이터영역에 기록된
다.

  도 6B는 엘리먼트리 스트림(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이 다중화된 VOB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VOB(70)는 비디오 스트림(72), 오디오 스트림(73) 및 오디오 스트림(74)를 포함한다. 오디오
스트림(74)은 더빙용으로 이용된다. 상기 더빙전용의 오디오 스트림(74)은 오디오 스트림(73)과 동일한 비트 레이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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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디오 스트림(74)이 오디오 스트림(73)으로부터의 비트 레이트와 다른 비트 레이트를 갖는
경우에도 상기 오디오 스트림(74)이 상기 오디오 스트림(73)과 동일한 시간주기를 갖는 오디오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한다면 문제는 없다.

  상기 비디오 스트림(72)은 가변길이 비트 레이트를 갖는 압축된 데이터 열이다. 상기 비디오 스트림(72)은 각각이 복수의
화상을 포함하는 GOP(Group Of Pictures)를 복수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디오 화상(71)은
MPEG2 표준에서 정의한 I(Intra)픽처, P(Predictive)픽처 및 B(Bidirectionally Predictive)픽처 중의 하나인 압축되거나
인코드된 화상을 포함한다. 또한 도 6B에서 GOP(71a)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GOP는 적어도 하나의 I 픽처를 포
함하고, 대략 0.5초의 재생시간 주기에 대응하는 비디오 데이터부이다. 이것은 대략 0.5초의 단위로 독립적인 재생이 가능
한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도면의 비디오 화상(71)은 디코딩의 순서로 도시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순으로 도시되는 것
은 아니다.

  오디오 스트림 #0(73)은 비디오 스트림과 동시에 재생될 오디오 데이터이다. DVD 램에서 MPEG 오디오, AC-3 및 선형
PCM 중의 어느 하나의 모드가 오디오 스트림을 인코딩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MPEG 오디오 또는 AC-3 모드에서 오디오
데이터는 압축되고, 선형 PCM 모드에서 오디오 데이터는 압축되지 않는다. 상기 오디오 스트림 #0(73)은 상기 3가지 인
코딩 모드 중 어느 하나로 인코드된다.

  오디오 스트림 #1(74)은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이고 상기 오디오 스트림 #0(73)과 동일한 재생시간 주기를 갖는다. 도면
에 도시된 오디오 스트림 #0과 #1은 동일한 인코딩 모드와, 동일한 비트 레이트 및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갖는다.

  상기 VOB(70)는 VOBU 75a,VOBU 75b, VOBU 75c … 순으로 정렬된 복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VOBUs)으로 구성
된다. 각각의 VOBU는 하나의 GOP에 대응하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 각 VOBU는 각각의 엘리먼트리 스트림에 속하
는 팩을 포함한다. 각각의 팩은 고정된 길이(2KB)를 갖고 엘리먼트리 스트림의 일부인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팩(V_PCK 72a, V_PCK 72b, … )은 각각 비디오 스트림(72)의 일부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오디오 팩(A0_PCK 73a, A0_PCK 73b, … )은 각각 오디오 스트림(73)의 일부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오디오 팩(A1_PCK 74a, A1_PCK 74b, … )은 각각 오디오 스트림(74)의 일부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오디오 스트림 #1은 오디오 스트림 #1이 광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될 때 오디오 스트림 #0과 동일한 인코딩 모드와, 동
일한 비트 레이트 및 동일한 오디오 데이트를 갖는다. 따라서 오디오 스트림 #0과 오디오 스트림 #1은 동일 개수의 팩을
갖는다.

  상기 오디오 스트림 #1은 더빙용 오디오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오디오 스트림 #0과 마찬가지로
다중화된다.

  상술한 내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오디오 스트림 #1(74)은 오디오 스트림 #0과 동일한 비트 레이트와
동일한 인코딩 모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동일한 비트 레이트와 동일한 인코딩코드를 갖게 됨으로써, 광디스크
기록장치가 하나의 오디오 인코더(오디오 스트림 #0)의 출력을 복사함에 의해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을 어려움없이 생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오디오 스트림 #1은 오디오 스트림 #0과 동일한 오디오 품질을 보증하게 된다.

  반면에 오디오 스트림 #1은 상기 오디오 스트림 #0과 다른 비트 레이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오디오 스트림 #0과 동
일한 오디오 품질을 오디오 스트림 #1에서 보증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오디오 스트림 #1이 오디오
스트림 #0과 동일한 소스를 갖는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개의 오디오 인코더를 포함할 수 있다.

  여하튼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은 오디오 스트림 #0이 기록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시간 주기를 갖는 오디오 데이터의
영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렬함으로써, 오디오 스트림 #0과 오디오 스트림 #1이 비트 레이트 또는 인코딩 모드
의 차이로 인하여 오디오 품질이 달라지게 되더라도 오디오 스트림 #1 내에 용이하게 더빙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더욱이 오디오 스트림 #0과 #1은 그들이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인코딩 모드이어도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 컨텐츠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DVD 레코더 또는 재생장치가 하나의 오디오 디코더를 갖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해 이와 같
은 장치가 오디오 스트림 #0과 #1을 동시에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코더는 오디
오 스트림 #1이 부분적으로 더빙될 때 오디오 스트림 #0과 #1 사이의 양방향의 경계에 재생 타깃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생 타깃 오디오 스트림이 호스트 측, 즉 마이크로 컴퓨터의 제어에 의해 특정되기 때문
에 경계에서 오디오 스트림을 정확하게 변경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 연속된 재생을 보증하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오디오 스트림 #1이 오디오 스트림 #0과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 컨텐츠를 기록하도록 정렬된다. 이것으로 부
분더빙이 경계에서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되고, 경계에서 연속된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도 8은 비디오 팩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오디오 팩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DVD 램에서 각각의 팩은 하나의 패킷을 포함한다. 상기 팩은 팩헤더와 패킷으로 구성된다. 상기 팩은 DVD 램의 섹터 크
기와 동일한 2KB의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 상기 팩헤더는 팩 시작 코드, 시스템 클록 레퍼런스(SSR) 및 기타 데이터를 포
함한다. 상기 SCR은 타임 스탬프의 일종으로, 현재 팩이 재생장치의 디멀티플렉서를 통과할 때의 시간을 나타낸다. 여기
에서 상기 재생장치에 의해 DVD 램으로부터 판독되는 팩은 디멀티플렉서에 의해 비디오 팩 및 오디오 팩으로 분리된다.
상기 각 팩의 비디오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버퍼 또는 오디오 버퍼에 저장되고, 비디오 디코더 또는 오디오
디코더에 의해 압축해제(확장)된다.

  각각의 패킷은 패킷헤더와 페이로더 필드(payload field)를 포함한다. 상기 패킷헤더는 패킷 시작 코드, 스트림 ID, DTS,
PTS 및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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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스트림 ID는 현재 팩을 포함하는 엘리먼트리 스트림을 나타내는 식별자이다.

  상기 DTS(Decode Time Stamp)는 타임 스탬프의 일종으로, 비디오 화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프레임 데이터가 비디오
버퍼 또는 오디오 버퍼로부터 비디오 디코더 또는 오디오 인코더로 전송될 때의 시간을 나타낸다. 상기 DTS는 오디오 스
트림이 동시에 복호화와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디오 스트림에 부가(생략)되지 않는다.

  상기 PTS(Presentation Time Stamp)는 타임 스탬프의 일종으로 복호화된 비디오 데이터 또는 복호화된 오디오 데이터
가 디스플레이 되었거나 출력되었을 때의 시간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비디오 스트림의 스트림 ID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1110 000"이다. MPEG 오디오로 부호화된 오디
오 스트림의 스트림 ID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1100 000"(오디오 스트림 #0의 경우), 또는 "1100 0001"(오디오 스트
림 #1의 경우)이다. 도 10 및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AC-3 또는 선형 PCM으로 부호화된 오디오 스트림의 스트림 ID는
"1011 1101"로 MPEG2에서 정의된 프라이비트 스트림 1과 등가이다. 더욱이 AC-3 또는 선형 PCM 중의 어느 하나 및
오디오 스트림 #0 또는 오디오 스트림 #1 중의 어느 하나는 패킷 페이로더에 포함된 서브스트림 ID에 의해 식별된다.

  상기 AC-3 또는 선형 PCM에 의한 오디오 팩은 다음 패킷헤더의 서브스트림 ID를 포함한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AC-3으로 부호화된 오디오 스트림의 서브스트림 ID는 "1000 0000"(오디오 스트림 #0의 경우), 또는 "1000 0001"(오디
오 스트림 #1의 경우)이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형 PCM으로 부호화된 오디오 스트림의 서브스트림 ID는 "1010
0000"(오디오 스트림 #0의 경우), 또는 "1010 0001"(오디오 스트림 #1의 경우)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팩이 포함된 엘리먼트리 스트림은 스트림 ID와 서브스트림ID에 의해 식별된다.

  (1-2-2 AV 데이터 관리파일)

  도 12는 AV 데이터 관리파일의 데이터 구조를 계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에서 제 1 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AV 데이터 관리파일은 VOB 정보(VOBI) 표와 PGC 정보(PGCI) 표를 포함한다.

  (1-2-2-1 VOBI 표)

  먼저 VOBI 표를 이하에 설명한다.

  도 12의 제 2 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VOBI 표는 "VOB의 개수", "VOBI#1", … "VOBI#N"으로 이름붙여진 정보를 포함한
다. 상기 "VOB의 개수"는 DVD 램 디스크에 기록된 VOB의 번호(본 실시예에서 개수는 N)를 나타낸다. 상기 "VOBI#1",
… "VOBI#N"은 DVD 램 디스크에 기록된 개별 VOB의 정보이다.

  도 12의 제 3 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VOBI("VOBI#1", … "VOBI#N")는 "AV 파일명", "VOB ID", "VOB 시작 어
드레스", "VOB 종료 어드레스", "VOB 재생시간(playback time)" 및 "VOB 속성"으로 이름 붙여진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VOB ID"는 VOB의 식별자이다. 상기 "VOB 시작 어드레스"와 "VOB 종료 어드레스"는 섹터어드레스에 의해 나타난다.

  도 12의 제 4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VOB 속성"은 "비디오 속성", "오디오0 속성" 및 "오디오1 속성"을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속성"은 해상도와 비디오 스트림에서의 비디오 화상의 애스팩트 비(스크린의 수직길이 대 수평길이의 비)를
나타낸다.

  도 12의 제 5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오디오0 속성" 및 "오디오1 속성"은 "코딩모드", "애플리케이션 플래그", "양
자화", "FS" 및 "채널의 수"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상기 "코딩모드"는 MPEG 오디오, AC-3 및 선형 PCM 중 어느 하나의
인코딩 모드를 나타낸다. 상기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오디오 스트림의 컨텐츠를 나타낸다. 상기 "양자화"는 양자화 계
수 등의 양자화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FS"는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낸다. 상기 "채널의 수"는 오디오 스트림에
포함된 채널의 개수를 나타낸다.

  상기 "오디오1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적어도 2비트를 갖는다. 상기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의 값은 "동일 오디
오 데이터",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 "더빙 오디오 데이터" 및 "개별화된 오디오 데이터"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상기 "동일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데이터가 오디오 스트림 #0의 오디오 데이터를 복사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오디오 스트림 #1과 오디오 스트림 #0이 모든 면, 즉 각각의 팩에 대해 인코딩 모드, 비트 레이트 및 오
디오 데이터의 면에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개의 VOB의 오디오 스트림 #1에 포함된 모든 팩은 오디오 스트림 #0에
포함된 팩에 1: 1 베이스로 대응한다. 또한 오디오 스트림 #1의 각각의 팩은 대응하는 오디오 스트림 #0에 포함된 오디오
데이터와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갖는다.

  상기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데이터가 오디오 스트림 #0의 오디오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 아니고, 소스가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상기 "더빙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데이터가 더빙인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의 값은 더빙이 실행되기 전의 "동일 오디오 데이터",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 "더빙 오디오 데이터" 및 "개별
화된 오디오 데이터"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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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별화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데이터가 오디오 스트림 #0의 오디오 데이터와는 관계없
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상기 정보는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데이터가 오디오 스트림 #0의 오디오 데이터와는 전
혀 다른 무음(soundless)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일 때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참조해야 할 것은, "오디오0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에 대하여 준비되는 값은 "오디오1 속성"의 "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에 대하여 준비되는 값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디오0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와 "오디오
1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같을 필요는 없다. 그 값은 항상 "개별화된 오디오 데이터"에 설정되거나 또는 달라지
게 된다.

  (1-2-2-2 PGCI 표)

  지금부터 PGCI 표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12의 제 2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PGCI 표는 "PGC의 개수", "PGCI #1", …," PGCI #M"으로 이름 붙은 정보를 포함한
다. 상기 "PGC의 개수"는 DVD 램 디스크에 기록된 PGC의 개수(본 실시예에서 개수는 M)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PGC"는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임의의 VOB에서의 임의 섹션이 논리적으로 결합된 열(sequence)이거나, AV 데이터가 논리적으
로 결합된 열의 재생루트이다. 또한 상기 "PGC 정보"는 임의의 VOB에서의 임의 섹션간의 논리적 결합관계(재생 루트)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하나의 VOB가 새롭게 기록될 때, 크기 순서의 VOB에서의 섹션의 단순 열인 PGC의 PGCI가 PGCI 표
에 부가된다. 상기 PGCI는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임의의 VOB에서의 임의 섹션이 논리적으로 결합된 시퀀스로서 사용자
에 의해 정의(편집)되거나, 또는 AV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결합된 시퀀스의 재생루트이다.

  도 12의 제 3층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PGCI("PGCI #1", …," PGCI #M")는 "셀의 개수 및 "셀 1", … "셀 J"로 이름붙
은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하나의 "셀"은 사용자에 의해 특정될 수 있는 임의의 VOB에서의 임의 섹션이다. 지금 PGCI
#M에서의 "셀의 개수"를 J로 가정하고, "PGCI #M"이 "셀 1", … "셀 J"로 나타낸 AV 데이터를 포함하는 섹션의 논리열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도 12의 제 4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셀 1", … "셀 J"는 "VOB ID", "셀 시작시간", "셀 재생시간", "셀 시작어드레
스", "셀 종료어드레스" 및 "오디오 플래그"를 포함한다.

  상기 "셀 시작시간"(C_ST), "셀 재생시간"(C_PT)의 조(組)는 "VOB ID"에 의해 특정된 VOB의 일 섹션(하나의 셀)을 특
정한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 시작시간"(C_ST)은 VOB의 PTS를 사용하는 섹션의 개시를 나타낸다. 섹션의 종료
는 (C_PT)를 (C_ST)에 부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기 "셀 시작어드레스", "셀 종료어드레스" 의 조는 "VOB ID"에 의해 특정된 VOB의 일 섹션(하나의 셀)을 특정한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 시작어드레스"(C_SA), "셀 종료어드레스"(C_EA)는 "VOB 시작어드레스"(V_SA)에서부터 "셀
종료어드레스"(V_EA)까지의 범위내에 있다. 하나의 VOB가 새롭게 기록될 때 VOB의 모든 섹션을 포함하는 셀인 PGC의
PGCI가 PGCI 표에 부가된다.

  상기 "오디오 플래그"는 셀이 재생될 때 반드시 재생되어야 할 오디오 스트림을 특정한다. 즉 상기 "오디오 플래그"는 플
래그가 "0"의 값을 가질 때 오디오 스트림 #0을 나타내고, 플래그가 "1"의 값을 가질 때 오디오 스트림 #1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은 (C_ST)와 (C_PT)의 조 및 (C_SA)와 (C_EA)의 조에 의해 특정된
VOB의 하나의 섹션이다. 그러나 셀은 (C_ST)와 (C_PT)의 조 및 (C_SA)와 (C_EA)의 조의 어느 하나에 의해 특정된 VOB
에서의 일 섹션일 수도 있다.

  (1-2-2-3 애플리케이션 플래그)

  도 14는 도 12에서 도시한 VOBI에서 "오디오1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의 각각의 값에 의해 나타나는 수개의 정
보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에서 긁은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부분 더빙 또는 전체 더빙은 "애플리케이션 플래그"가 "동일 오디오 데
이터" 또는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 일 때 오디오 스트림 #1 상에 실행될 수 있다. 상기 더빙이 완료된 후 "애플리케이
션 플래그"는 "더빙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으로 변경된다. 이것으로 "더빙 오디오 데이터"를 "개별화된 오디오 데이
터"로 간주할 수 있다.

  도 14에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오디오 스트림 #1의 원본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일 오디오 데이터" 일 때, 즉 오디오
스트림 #1이 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될 때 오디오 스트림 #0의 오디오 데이터가 오디오 스트림 #1에 복사될 때, 오디오
스트림 #0의 오디오 데이터는 더빙이 오디오 스트림 #1 상에 실행된 후에도 오디오 스트림 #1에 복사될 수 있다. 이것이
완료된 후, 오디오 스트림 #1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다시 "동일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것으로 애플리케이션 플래그가 "개별화된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오디오 스트림 #1 상에 전체 더빙을 실
행할 수 있게 된다. 더빙이 실행된 후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더빙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낸다.

  (2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

  본 실시예에서의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이하에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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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이용하는 시스템)

  도 15는 본 실시예에 관한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상기 시스템은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10)(이하, DVD 레코더(10)), DVD 레코더(10)를 작동하기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
(6), 안테나(11) 및 디스플레이(12)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안테나(11) 및 디스플레이(12)는 DVD 레코더(10)에 접속된다.

  상술한 광디스크인 DVD 램 디스크가 로드된 후, 상기 DVD 레코더(10)는 안테나(11)를 통해 수신된 아날로그 방송파 신
호에 포함된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고, DVD 램 디스크 내에 AV 파일로서 압축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압축된 비
디오/오디오 데이터를 확장하여, 확장된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디스플레이(12) 상에 출력한다.

  (2-2 DVD 레코더(10)의 구성)

  도 16은 DVD 레코더(10)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DVD 레코더(10)는 제어부(1), MPEG 인코더(2), 디스크 액세
스부(3), MPEG 디코더(4), 비디오 신호처리부(5), 리모트 컨트롤러(6), 버스(7),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 및 수신
기(9)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1)는 CPU(1a), 프로세서 버스(1b), 버스 인터페이스(1c) 및 주 메모리(1d)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1)는
기록, 재생, 편집 등에 관해 전체의 DVD 레코더(10)를 제어하기 위해 주 메모리(1d)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특히
AV 데이터를 포함한 AV 파일(VOB)이 기록된 후, 상기 제어부(1)는 기록된 VOB에 대응하는 VOB 정보 및 PGC 정보를
생성하여, AV 데이터 관리파일을 기록 또는 갱신한다. 또한 AV 데이터가 재생될 때 상기 제어부(1)는 도 12에 도시한 AV
데이터 관리파일의 PGC 정보에 포함된 "셀" 정보에 의해 특정된 섹션의 재생을 제어한다.

  상기 MPEG 인코더(2)는 안테나(11)를 통해 수신기(9)에 의해 수신된 아날로그 방송파에 포함된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를 압축하여 MPEG 스트림을 생성한다.

  상기 디스크 액세스부(3)는 트랙버퍼(3a)를 구비하고, 제어부(1)의 제어하에 다음을 실행한다: 하나의 트랙버퍼(3a)를
통하여 MPEG 인코더(2)로부터 DVD 램 디스크로 수신된 MPEG 스트림을 기록하고, 상기 DVD 램 디스크로부터 MPEG
스트림을 판독하며, 상기 판독된 MPEG 스트림을 하나의 트랙버퍼(3a)를 통하여 MPEG 디코더(4)로 출력한다. 더빙 공정
중에 디스크 액세스부(3)는 복수의 트랙버퍼(3a)를 이용하여 기록 및 재생을 병행하여 실행한다.

  상기 MPEG 디코더(4)는 디스크 액세스부(3)에 의해 판독된 압축된 MPEG 스트림을 확장시키고, 확장된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비디오 신호처리부(5)는 MPEG 디코더(4)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스플레이(12) 하기 위해 비디오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는 도 17에 도시한 리모트 컨트롤러(6)로부터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를 수신하여 사
용자가 명령한 연산을 제어부(1)에 통지한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DVD 레코더(10)는 VTR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대체하여 이용한다는 약속에 기초하
여 구성된 것이다. 상기 구성에 제한되지 않고 DVD 램 디스크가 컴퓨터용의 기록매체로서 이용될 때, 이하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DVD 램 드라이브 장치로서 디스크 액세스부(3)가 SCSI 또는 IDE로 불리는 IF를 통하여 컴퓨터 버
스에 접속된다. 또한 도 3에 도시한 디스크 액세스부(3) 이외의 부품은 OS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웨어
상에서 실행될 때 획득되거나 작동된다.

  또한 상기 DVD 레코더(10)는 캠코더(카메라를 포함한 레코더)로서 획득된다. 이 경우 상기 DVD 레코더(10)는 수신기
(9) 대신에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2-1 MPEG 디코더(4))

  도 18은 도 16에 도시한 MPEG 디코더(4)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MPEG 디코더
(4)는 MPEG 스트림을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으로 분할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4a), 상기 분할된 비디오 스트림
을 임시로 저장하는 비디오 버퍼(4b), 상기 비디오 버퍼(4b)에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화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더
(4c), 분할된 오디오 스트림을 임시로 저장하는 오디오 버퍼(4d), 상기 오디오 버퍼(4d)에 저장된 오디오 스트림을 복호하
기 위한 오디오 디코더(4e) 및 상기 MPEG 디코더(4)에 이용되는 참조시간을 나타내는 STC를 생성하는 STC(System
Time Clock)부를 포함한다.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MPEG 스트림을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으로 분할한다.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분할
된 비디오 스트림을 비디오 버퍼(4b)에 출력하고, 분할된 오디오 스트림을 오디오 버퍼(4d)에 출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재생될 오디오 스트림의 제어부(1)에 의해 특정됨에 따라 분할된 오디오 스트림으로서 오디오
스트림 #0과 오디오 스트림 #1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상기 오디오 스트림 중 제어부(1)에 의해 특정되지 않은 다른
하나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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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입력 MPEG 스트림에 포함된 각 팩의 팩헤더 및 패
킷헤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더빙용의 비디오 스트림, 오디오 스트림 #0 또는 오디오 스트림
#1 중의 하나인 각각의 팩의 스트림을 식별하기 위하여 스트림 ID와 서브스트림 ID를 참조한다.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재생될 오디오 스트림으로서 제어부(1)에 의해 특정되지 않은 오디오 스트림에 속하는 팩이 발
견될 경우에는 팩을 폐기한다.

  상기 제어부(1)에 의해 특정되는 오디오 스트림에 속하는 팩이 발견되면,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그 팩의 패킷의 페이
로드 필드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STC가 팩의 SCR에 일치하는 타이밍에 오디오 버퍼(4e)로 출력한다. 이와 동시에 상
기 디멀티플렉서(4a)는 패킷에 부착된 PTS를 오디오 디코더(4e)로 출력한다.

  비디오 스트림에 속하는 팩이 발견되면,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팩의 패킷의 페이로드 필드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STC가 팩의 SCR에 일치하는 타이밍에 비디오 버퍼(4b)에 출력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디멀티플렉서(4a)는 패킷에 지정
된 DTS와 PTS를 비디오 디코더로 출력한다.

  상기 각각의 팩의 페이로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SCR에 의해 지시되는 시간에 비디오 버퍼(4b)또는 오디오 버퍼(4d)에 입
력된다. 상기 비디오 버퍼(4b) 또는 오디오 버퍼(4d)에 저장된 데이터는 DTS에 의해 지시되는 시간에 버퍼로부터 페치된
다.

  (2-2-2 MPEG 인코더(2))

  도 19는 도 16에 도시한 MPEG 인코더(2)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MPEG 인코더
(2)는 비디오 인코더(2a), 비디오 버퍼(2b), 오디오 인코더(2c), 오디오 버퍼(2d), 시스템인코더(2e), STC(System Time
Clock)부(2f), 인코더 제어부(2g) 및 더빙부(2h)를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인코더(2a)는 수신기(9)를 통하여 수신된 비디오 신호를 압축하고 비디오 스트림을 생성한다.

  상기 비디오 버퍼(2b)는 상기 비디오 인코더(2a)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스트림을 임시로 저장한다.

  상기 오디오 인코더(2c)는 기록공정 도중에 수신기(9)를 통하여 수신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고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한
다. 상기 오디오 인코더(2c)는 더빙 공정 도중에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오디오 소스를 압축한다. 다른 오디
오 소스에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입력된 오디오신호, 또는 마이크로폰과 복호된 오디오 스트림 #0을 통하여
입력된 오디오신호를 혼합한 오디오 신호가 있다.

  상기 오디오 버퍼(2d)는 상기 오디오 인코더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스트림을 임시로 저장한다.

  A1_pack 버퍼(2e1)를 포함하는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 (a)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의 팩을 생성하고,
(b)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팩을 생성하며, (c) 다중화를 실행한다.

  상기 (a)공정에서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을 비디오 버퍼(2b) 및 오디오 버퍼(2d)
로부터 각각 패치하여, 비디오 팩(V_PACKs) 및 오디오 팩(A0_PACKs)을 차례로 생성한다. 상기 (b)공정에서 시스템인
코더(2e)는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팩(A1_PACKs)을 생성한다. 이 공정에서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오디오 스트
림 #0의 A0_PACKs을 A1_pack 버퍼(2e1)에 복사함으로써 A1_PACKs을 생성하고, 팩헤더 및 패킷헤더의 일부를 재기
록한다. 상기 (c)공정의 다중화에서,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SCR에 의해 지시되는 순서에 의해 V_PACK, A0_PACK
및 A1_PACK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적으로 출력한다.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인코더(2e)는 이들 팩을 VOB로서 디스
크 액세스부(3)에 출력한다.

  도 25는 시스템인코더(2e)로부터 출력되는 VOB를 도시한다. 도 25에서 "V"는 비디오 팩(V_PACK)을 나타내고, "A#0"
는 오디오 스트림 #0의 오디오 팩(A0_PACK)을 나타내고, "A#1"은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팩(A1_PACK)을 나타낸
다. 상기 (A1_PACK)과 (A0_PACK)의 각조는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갖는 서로에 대응하지만, 서로 다른 스트림 ID(또
는 서브스트림 ID)와 다른 SCR을 갖는다. 상기 1조의 (A1_PACK)의 SCR은 그 조의 (A0_PACK)의 SCR에 소정값 α를 더
한 값과 같으며, VOB내에 근접하거나 또는 근방에 배치되도록 다중화된다.

  상기 STC 부(2f)는 인코더(2)에 이용되는 참조시간을 나타내는 STC를 생성한다.

  상기 더빙부(2h)는 DVD 램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VOB가 더빙공정 중에 디스크 엑세스부(3)로부터 입력된 후, VOB의
(A1_PACKs)의 페이로드 필드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버퍼(2d)로부터 페치된 새로운 오디오 데이터로 대체하
고, 다음으로 VOB를 더빙 후에 VOB로서 디스크 액세스부(3)에 출력한다. 도 20은 더빙 공정 중에 실행되는 연산을 도시
하는 도면이다. 도 20은 VOB가 (A1_PACKs)이 (A1'_PACKs)으로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빙 전후에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즉 상기 DVD 램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VOB가 MPEG 디코더(4)에 의해 재생되는 동안에, 상기 더빙부(2h)는 더
빙전의 VOB의 팩을 버퍼(2h1)에 계속적으로 저장하고 다음으로 저장된 팩 중에서 (A1_PACKs)만을 다른 데이터로 대체
한다.

  상기 디스크 액세스부(3)는 트랙버퍼(3a)를 가지며, 제어부(1)의 제어하에 다음을 실행한다 : MPEG 인코더(2)로부터 수
신된 MPEG 스트림을 하나의 트랙버퍼(3a)를 통하여 DVD 램 디스크에 기록하고, DVD 램 디스크로부터 MPEG 스트림을
판독하고, 상기 판독된 MPEG 스트림을 하나의 트랙버퍼(3a)를 통해 MPEG 디코더(4)로 출력한다. 더빙공정 중에 디스크
액세스부(3)는 복수의 트랙버퍼(3a)를 이용하여 기록 및 재생을 동시에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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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디스크 액세스부(3))

  도 21은 도 16에 도시한 디스크 액세스부(3)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디스크 액세스부(3)는 트랙버퍼
(3a1∼3a4), 광 픽업(3b), ECC(Error Correcting Code) 처리부(3c) 및 스위치(3d, 3e)를 포함한다.

  상기 트랙버퍼(3a1와 3a3)는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데 이용되며, 트랙버퍼(3a2와 3a4)는 디스크 상에 기록
용으로 이용된다.

  상기 ECC 처리부(3c)는 디스크 상의 데이터가 재생될 때 광 픽업(3b)을 통해 판독된 데이터를 16섹터(ECC 블록 단위
로)의 단위로 ECC 처리를 실행한다. 상기 ECC 처리부(3c)는 광디스크 상에 데이터가 기록될 때 스위치(3d)를 통해 입력
된 데이터를 ECC 블록단위로 ECC 처리를 실행한다.

  상기 스위치(3d)는 디스크 상의 데이터가 재생될 때 판독된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기 위해 ECC 처리부(3c)를 트랙버퍼
(3a1 또는 3a3)에 접속하고, 데이터가 디스크 상에 기록될 때 ECC 처리부(3c)를 트랙버퍼(3a2 또는 3a4)에 접속하고, 더
빙공정이 실행될 때 재생 및 기록이 실시간에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ECC 처리부(3c)를 트랙버퍼(3a1 내지 3a4)의 어느
하나에 차례로 접속한다.

  상기 스위치(3e)는 디스크 상의 데이터가 재생될 때 트랙버퍼(3a1 또는 3a3)를 MPEG 디코더(4)에 접속하고, 데이터가
디스크 상에 기록될 때 트랙버퍼(3a2 또는 3a4)를 MPEG 인코더(2)에 접속한다. 더빙공정이 실행되었을 때 스위치(3e)는
상기 트랙버퍼(3a1)와 트랙버퍼(3a3)를 번갈아 MPEG 디코더(4)에 접속하고, 상기 트랙버퍼(3a2)와 트랙버퍼(3a4)를 번
갈아 MPEG 인코더(2)에 접속한다.

  상기 스위치 (3d)와 (3e)가 상술한 바와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상기 광디스크로부터 판독되거나 또는 광디스크 상으로
의 기록이 MPEG 인코더(2)에 의해 실행되는 오디오 스트림 #1의 재기록과 병행하여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디스크
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판독된 데이터를 트랙버퍼(3a3)에 저장하는 것을, 트랙버퍼(3a1)에 저장된 오디오 스트림 #1
을 갱신하고 트랙버퍼(3a2)에 갱신된 오디오 스트림을 저장하는 것과 병행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은 디스크가 재생되
는 동안에 더빙을 실시간에 실행할 수 있게 한다.

  (2-3 기록)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6)에서 기록 키를 누르면, 상기 제어부(1)는 도 16에 도시한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
와 버스(7)를 통해 키가 눌러진 것을 통지받게 된다.

  상기 통지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제어부(1)는 MPEG 인코더(2)가 수신기(9)에 수신된 아날로그 방송파에 포함된 비디오/오
디오 신호를 압축하도록 명령한다. 다음으로 상기 제어부(1)는 디스크 액세스부(3)에 광디스크 상에 압축에 의해 획득된
VOB를 기록하도록 명령한다.

  상기 제어에 의해, 도 19에 도시한 MPEG 인코더(2)는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을 비디오 인코더(2a)에 의해 비디오 버퍼
(2b)에 출력하고, 상기 압축된 오디오 스트림 #0을 오디오 인코더(2c)에 의해 오디오 버퍼(2d)에 차례로 출력한다.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상기 비디오 버퍼(2b)와 오디오 버퍼(2d)로부터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 #0을 각각
페치하는 동안에 오디오 스트림 #1을 생성하고, 상기 3종류의 스트림을 VOB로 다중화하며 VOB를 버스(7)를 통해 디스
크 액세스부(3)에 출력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 상술한 바와 같이 (a)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의 팩을 생성하고,
(b)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팩을 생성하며, (c) 다중화를 실행한다.

  (2-3-1 비디오 팩 생성)

  도 22는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 및 오디오 스트림 #1의 팩을 생성하는 공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며, 상기 공정
은 시스템인코더(2e)에 의해 실행된다.

  상기 비디오 인코더(2a)가 인코딩을 시작하는 즉시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재생장치의 비디오 디코더 버퍼(도 18에 도
시한 비디오 버퍼(4b)와 등가)와 재생장치의 오디오 디코더 버퍼(도 18에 도시한 오디오 버퍼(4d)와 등가)를 점유하는 비
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양을 각각 시뮬레이션한다(단계 221). 각각의 비디오 팩의 페이로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SCR에 의해 지시될 때 재생장치의 비디오 디코더 버퍼에 입력된다. 상기 데이터는 DTS에 의해 지시될 때 비디오 디코더
버퍼로부터 페치된다. 상기 비디오 디코더 버퍼의 용량은 제한(표준에 따라 224KB)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팩의 SCR이
비디오 디코더 버퍼의 용량에 관계없이 정해지면 비디오 디코더 버퍼는 오버 플로우되게 된다.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계
221에서 재생장치의 비디오 디코더 버퍼(도 18에 도시한 비디오 버퍼(4b)와 등가)와 재생장치의 오디오 디코더 버퍼(도
18에 도시한 오디오 버퍼(4d)와 등가)를 각각 점유하는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의 양의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상
기 팩의 SCR 및 DTS의 변경에 따라 실행된다.

  도 26은 비디오 디코더 버퍼의 시뮬레이션을 도시한다. 도 26에서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비디오 디코더
버퍼를 점유하는 비디오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며, T0는 비디오 디코더 버퍼가 데이터 수신을 개시할 때의 시간이고,
Vin(그래프의 경사부)은 데이터 입력 비트 레이트이다. 또 T2 및 T4-T6는 각각 비디오 디코더 버퍼로부터 데이터가 페치
될 때의 시간이다. 도 26은 비디오 디코더 버퍼로부터 디코더로의 데이터전송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작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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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시간 T1은 시간 T4에 버퍼로부터 페치된 소정량의 데이터가 상기 버퍼에 입력되기 시작할 때를 나타낸다. 마찬가
지로 시간 T3은 시간 T5에 버퍼로부터 페치된 소정량의 데이터가 상기 버퍼에 입력되기 시작할 때의 시간을 나타낸다. 상
기 비디오 디코더 버퍼로 입력되는 소정량의 데이터와 상기 비디오 디코더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소정량의 데이터간의 시
간 주기를 VBV 지연이라고 한다.

  오디오 디코더 버퍼가 오디오 데이터에 의해 점유되는 시뮬레이션은 도 26에 도시한 비디오 디코더 버퍼의 시뮬레이션과
거의 같다. 그러나 상기 오디오 스트림은 비디오 스트림보다 훨씬 작은 양의 데이터(비트 레이트)를 갖는다. 또 오디오 디
코더 버퍼의 용량(표준에 따라 4KB)은 비디오 디코더 버퍼의 용량에 비해 적다.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상기 비디오 버퍼(2b)와 오디오 버퍼(2d)에 저장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
오 데이터의 팩을 결정한다(단계 222).

  단계 222에서 비디오 데이터로 결정될 때,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비디오 버퍼(2b)로부터 소정량의 비디오 데이터(비
디오 패킷의 페이로드 필드의 크기와 등가)를 페치하고(단계 223), 패킷헤더와 팩헤더를 페치된 비디오 데이터에 부가한
다(단계 224).

  단계 222에서 오디오 데이터로 결정될 때,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상기 오디오 버퍼(2d)로부터 소정량의 오디오 데이
터(오디오 패킷의 페이로드 필드의 크기와 등가)를 페치하고(단계 225), 패킷헤더와 팩헤더를 페치된 오디오 데이터에 부
가한다(단계 226). 다음으로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에 대한 팩이 오디오 스트림 #0의 팩으로부터 생성된다. 즉 오디오
스트림 #1에 대한 팩이 오디오 스트림 #0에 대한 팩을 복사함으로써 생성된다(단계 227).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팩 버퍼(도시 생략)에 생성된 팩을 그 자체에 저장한다(단계 229). 종료명
령이 검출되지 않으면 제어는 단계 221로 복귀한다(단계 230). 상기 생성된 비디오/오디오 팩은 다중화공정에서 페치될
때까지 비디오/오디오 팩 버퍼에 저장된다.

  상기 단계 221 내지 단계 230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인코더(2e)는 비디오 버퍼(2b)와 오디오 버퍼(2d)에 각각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 오디오 스트림 #0 및 오디오 스트림 #1에 대한 비디오/오디오 팩을 차례로 생성한다.

  (2-3-2 오디오 스트림 #1의 팩 생성)

  도 23은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팩을 생성하는 공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즉 도 23은 도 22에 도시한 단계
227의 상세공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새롭게 생성된 A0_PACK이 팩 버퍼(도시 생략)에 저장되면(단계 231),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A0_PACK을
A1_PACK 버퍼(2e1)에 복사한다(단계 232).

  다음으로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A1_PACK 버퍼(2e1)에 저장된 A0_PACK의 스트림 ID 또는 서브스트림 ID에 의해
특정된 오디오 스트림의 번호를 #0에서 #1로 변경하고, 복사/원본 플래그의 값을 "0"에서 "1"로 변경한다.(단계 234). 상
기 시스템인코더(2e)는 A1 팩이 VOB의 A0_PACK의 직후 또는 근처에 배치하도록 SCR의 값을 변경한다(단계 235).

  상술한 바와 같이 오디오 스트림 #1의 오디오 팩이 생성된다. 상기 생성된 A1_PACKs은 다중화공정에서 페치될 때까지
A1_PACK 버퍼(2e1)에 저장된다.

  상기 SCR의 값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상술한 바와 같이 변경된다. 동일한 SCR을 갖는 2개의 팩이 있다면, 재생장치
는 오디오 디코더 버퍼의 앞에 배치된 디멀티플렉서로 2개의 팩을 동시에 출력한다. 이것으로 디멀티플레서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일으키게 된다.

  (2-3-3 다중화)

  도 24는 상기 시스템인코더(2e)가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 및 오디오 스트림 #1을 팩 단위로 다중화시키는
다중화공정의 흐름도이다.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도 22와 도 23에 도시한 비디오 팩 A0_PACK과 A1_PACK의 생성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다
중화공정을 실행한다.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비디오 팩 버퍼, 오디오 팩 버퍼 및 A1_PACK 버퍼중 어느 하나에 하나 이상의 팩이 저장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41). 하나 이상의 팩이 저장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팩들의 SCR을
판독하고 가장 빠른 시간의 SCR을 갖는 팩을 검출한다(단계 242). 상기 시스템인코더(2e)는 검출된 팩을 출력하고 버퍼
로부터 팩을 삭제한다(단계 243). 이러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비디오 팩, A0_PACKs 및 A1_PACKs은 연속된 팩으로서
상기 SCR에 의해 나타낸 시간 순서로 하나의 VOB에 다중화된다.

  상기 하나의 VOB가 디스크 상에 기록된 후, 상기 제어부(1)는 도 12에 도시한 VOB 정보와 PGC 정보를 새롭게 생성하
고, 생성된 정보를 AV 데이터 관리파일에 부가한다. 상기 새롭게 생성된 VOB 정보에서,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의 애플
리케이션 플래그는 "동일 오디오 데이터" 로 설정된다. 상기 오디오 스트림 #0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오디오 스트림
#1의 값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새롭게 생성된 PGC 정보는 새롭게 기록된 VOB의 개시로부터 종료범위에 걸쳐
재생 섹션을 갖는 셀을 포함한다. 상기 셀에 포함된 오디오 플래그는 "오디오 스트림 #0"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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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더빙)

  사용자가 PGC를 특정한 후에 리모트 컨트롤러(6)에서 더빙 키를 누르면, 제어부(1)는 도 16에 도시한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와 버스(7)를 통해 그것을 통지받게 된다.

  상기 통지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제어부(1)는 AV 데이터 관리파일로부터 PGC 정보 및 VOB 정보를 판독하고, 더빙될
VOB를 결정한다.

  상기 제어부(1)는 광디스크로부터 결정된 VOB를 판독하기 위해 디스크 액세스부(3)와 MPEG 디코더(4)를 제어하고, 그
것을 재생한다. 이와 같이 병행하여 상기 제어부(1)는 디스크 액세스부(3)에 의해 판독된 VOB의 오디오 스트림 #1만을 갱
신하기 위해 MPEG 인코더(2)와 디스크 액세스부(3)를 제어하고, 상기 갱신된 VOB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한다.

  도 27은 디스크 액세스부(3)가 판독/기록을 실행할 때의 타이밍과 MPEG 인코더(2)가 오디오 스트림 #1을 재기록할 타
이밍에서의 더빙공정을 도시한다. 도 29는 도 27에 도시한 타이밍에서 제어부(1)에 의해 실행되는 도 21에 도시한 스위치
3d 및 3e의 제어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7에서 TB1 내지 TB4는 도 21에 도시한 디스크 액세스부(3)에서의 트랙버퍼(3a1) 내지 트랙버퍼(3a4)를 각각 나타
낸다.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각각의 트랙버퍼를 점유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낸다.

  T1, T2, T4 및 T6은 더빙되기 전의 VOB가 광디스크로부터 판독되고 스위치 3d를 통해 TB1, TB3, TB1, 및 TB3에 저
장되는 동안의 시간 주기를 각각 나타낸다. T3, T5, T7 및 T8은 더빙된 후의 VOB가 TB2, TB4, TB2, 및 TB4로부터 페
치되고 스위치 3d를 통하여 광디스크상에 기록되는 동안의 시간주기를 각각 나타낸다.

  도 28은 도 27에 도시한 시간 주기동안에 판독 및 기록되는 VOB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더빙되기 전의 VOB의 섹션(A)
은 T1 동안에 판독되고, 더빙후의 섹션(A)은 T3 동안에 디스크 상에 기록된다.

  도 27에서 Ta 와 Tc는 각각 TB1에 저장된 VOB가 TB2에 더빙되고 저장되는 동안의 시간 주기를 나타낸다. 이들 시간
주기 동안에 MPEG 인코더(2)의 더빙부(2h)는 오디오 스트림 #1의 각각의 팩의 페이로드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새로
운 오디오 데이터로 대체한다.

  Tb와 Td는 각각 TB3에 저장된 VOB가 TB4에 더빙과 저장되는 동안의 시간 주기를 나타낸다.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간 주기 Ta, Tb, Tc 및 Td 사이에는 갭(gap)이 없다. 즉 이들 시간 주기들은 연속적인 것이
다. 이것은 제어부(1)가 2조의 TB(TB1과 TB2의 조 및 TB3과 TB4의 조)를 각각 MPEG 인코더(2)의 Ta, Tb, Tc 및 Td
에 교대로 접속하여 더빙을 실행하는 제어부(1)에 의해 획득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조의 TB(더빙에 이용되지 않는 조)를
광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광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이용한다. 이렇게 하여 MPEG 인코더(2)의 더빙부(2h)는
실시간에 연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더빙공정 중에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더빙동작의 온/오프 명령에 의해 부분더빙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버스(7)를 통해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로부터 더빙을 수행하라는 명령(온)을 수신
하면, 상기 제어부(1)는 MPEG 인코더(2)의 더빙부(2h)가 오디오 스트림 #1의 현재 오디오 팩의 페이로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새로운 오디오 데이터로 대체하도록 명령하고; 더빙을 일시중지하라는 명령(오프)이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는
더빙부(2h)에 데이터의 대체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한다.

  또한 더빙된 오디오 스트림 #1을 더빙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더빙부(2h)는 오디오 스트
림 #0의 각각의 팩의 페이로드 필드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스트림 #1의 각각의 팩의 페이로드 필드에 겹쳐기
록한다.

  상기 PGC에 포함된 VOB가 더빙될 때마다, 상기 제어부(1)는 대응하는 VOB 정보의 오디오 스트림 #0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갱신하지 않고, 오디오 스트림 #1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를 "더빙 오디오 데이터"로 갱신한다. 상기 오디오 스트
림 #0의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디오 스트림 #1이 더빙된 후에도 더빙된 오디오 스트림 #1
이 오디오 스트림 #0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일 때 인코딩없이 더빙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거나, 또는
오디오 스트림 #0의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일 때 복호된 오디오 신호를 재인코딩하지 않고 더빙전
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렬은 사용자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더빙에 실패하면, 사용자는 오디오 스
트림 #0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참조함으로써 더빙된 오디오 스트림 #1이 더빙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판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더빙된 오디오 스트림 #1이 더빙이전의 상태로 복귀한 후에 더빙을
재실행 할 수 있게 된다.

  (2-5 재생 공정)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6) 상에서 플레이 키를 누르면, 제어부(1)는 도 16에 도시한 리모트 컨트롤러 신호수신부(8)
와 버스(7)를 통해 그것을 통지받는다. 이 통지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제어부(1)는 AV 데이터 관리파일로부터 PGC 정보와
VOB 정보를 판독하여 VOB를 결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어부(1)는 또한 오디오 스트림 #0과 오디오 스트림 #1 중 어
느 것이 PGC 정보에 포함된 오디오 플래그를 참조함으로써 재생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상기 결정된 결과를 MPEG
디코더(4)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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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어부(1)는 광디스크로부터 결정된 VOB를 판독하기 위해 디스크 액세스부(3)와 MPEG 디코더(4)를 제어하고 재
생한다.

  상기 동작에 의해 사용자에 의해 특정된 PGC가 재생된다.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6)를 작동하여 오디오 스트림의 변경을 명령할 때와 오디오 스트림 #1의 애플리케이션 플래
그가 "동일 오디오 데이터" 또는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지시할 때, 상기 제어부(1)는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하지
않고 비디오 신호처리부(5)에 오디오 스트림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임을 사용자에게 나타내기 위해 임시로 안내정보
를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도록 명령한다. 이것은 오디오 스트림이 #0에서 #1로 전환되더라도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 또는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동일한 오디오가 재생되는 동안에 사용자가 다른 오디오를
기대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DVD 레코더가 고장났다고 오해할 수 있어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6)를 작동하여 오디오 스트림의 변경을 명령하거나 오디오 스트림 #1의 애플리케이션이 "더
빙 오디오 데이터" 또는 "개별화된 오디오 데이터"를 지시할 때, 상기 제어부(1)는 오디오 스트림을 #0에서 #1로 변경하도
록 MPEG 디코더(4)에 명령한다.

  상술한 바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광디스크 DVD 램 상에 기록된 VOB는 각각 더빙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소정량의 공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여 재인코딩 또는 VOB를 재배치하지 않고 오디오 데이터를 VOB에 더
빙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소정량의 공간이 오디오 스트림으로서 획득되기 때문에 팩내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더빙을 어려움없이 실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원본인 오디오 스트림 #0이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에 기록되기 때문에 레코더는 더빙을 어려움없이 실
행할 수 있다.

  상기 레코더는 오디오 스트림 #0 및 #1에 동일한 인코딩 모드와 비트 레이트가 지정될 때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을 어려
움없이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레코더는 오디오 스트림 #0의 팩을 복사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있고, 디스크 상에
상기 VOB를 기록할 때 팩(SCR, 스트림 ID 또는 서브스트림 ID)의 일부를 변경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는 원본의 오디오 데이터로서의 오디오 스트림 #0과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이 VOB에 다중화
되는 가라오케용 광디스크로 달성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마이크로폰을 통한 음성 입력이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에
기록된 원본의 오디오 데이터 내에 혼합될 수 있다. 또한 부분더빙 또는 전체더빙이 반복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각각의 VOB는 2개의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한다. 그러나 원본의 오디오 스트림이 없을 때는 하나의 더빙
용 오디오 스트림만이 각각의 VOB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무음(soundless) 데이터가 더빙용 오디
오 스트림내에 기록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은 오디오 스트림 #0을 복사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러나 더빙용 오디오 스트림
#1은 다른 스트림(예를 들어 오디오 스트림이외의 스트림, 또는 무음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디오 스트림)으로 생성될 수 있
다.

  상기 오디오 스트림 #1은 본 실시예에서의 오디오 스트림 #0과 다른 인코딩 모드 또는 다른 샘플링 주파수로서 기록될
수 있다. 이것은 MPEG 인코더가 2조의 오디오 인코더 및 오디오 버퍼를 포함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도 30
은 MPEG 인코더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19에 도시한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본 발명의 구성은 오디오 인코더(2c1) 및 오
디오 버퍼(2d1)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해 오디오 스트림 #1을 "거의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나타
내는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를 갖도록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 스트림 #0에서의 오디오 데이터를 팩 단위로 대체함으로써 더빙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디오0 속성"
은 스트림이 더빙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오디오 스트림 #0의 상태를 관리하는데 이용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A1_PACK에서의 복사/원본 플래그의 값은 팩이 더빙된 후에 "0"(원본)으로 변경된다. 또한
A1_PACK에서의 복사/원본 플래그의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플래그는 그것이 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될 때는 "원본"을 나타내도록 설정할 수 있다.

  더욱이 오디오 스트림 #0 및 #1의 재생시간 주기는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디오 스트림 #1은
오디오 스트림 #0에서 재생될 것이 기대되지 않는 재생시간 주기에 해당하는 오디오 스트림 #0의 부분을 제외하고 복사함
으로써 생성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1 광디스크)

  제 2 실시예의 광디스크는 제 1 실시예에 비해 더빙용 부화상 스트림이 VOB에 다중화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에서
부화상(이하, SP라 함)은 서브타이틀, 텍스트화 된 정보등으로 비디오 화상에 중첩된 정지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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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본 실시예의 특징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기로 한다.

  도 31은 본 실시예에서 엘리먼트리 스트림(비디오 스트림, 오디오 스트림 및 SP 스트림)이 다중화된 VOB의 구조를 도시
하는 구조도이다.

  도 31에서 SP 스트림(76)은 VOB의 복수의 VOBU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지화상 데이
터(예를 들어 비트맵 이미지를 실행길이 인코딩 방식으로 압축함으로써 생성된 코드 열)이다. 그러나 SP 스트림(76)이 더
빙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기 SP 스트림(76)은 소정의 크기(예를 들어 스크린의 밑부분에 디스플레이될 디스플레이 스
크린의 1/2에 해당하는 크기)만을 갖도록 요구되고, 상기 SP 스트림(76)이 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될 때 무효인 이미지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다. 도 31에서 팩 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SP 스트림(76)은 팩으로서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0 및 #1과 함께 VOB에 다중화된다.

  VOBU에서의 SP 팩은 VOBU의 재생주기 동안에 유효하다. 즉 적어도 하나의 정지화상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는 SP 팩
으로서 하나의 VOBU에 분배되고, 그것이 VOBU의 재생주기 동안에 비디오 이미지에 중첩된다.

  도 32는 SP 팩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다. 도 32에서 서브스트림 ID "0010 0000"은 SP 팩을 나타낸다. 상기 데이터 포
맷의 다른 엘리먼트는 도 10 및 도 11에 도시한 데이터 포맷과 동일한 것이다.

  도 33은 AV 데이터 관리파일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본 데이터 구조는 SP 속성을 추가로 구비한다는
점에서 도 12에 도시한 데이터 구조와 다르다.

  제 4층과 제 5층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SP 속성은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를 포함한다. 본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제 1
실시예의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와 다르다. 즉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의 값이 "더빙 된" 또는 "더빙되지 않은" 것 중의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그러나 단지 하나의 SP 스트림만이 VOB내에 다중화되었을 때, 애플리케이션 플래그는 상기 SP 스트림
이 디스크 상에 최초로 기록되었을 때 "개별화된 SP 데이터"로 설정되고, SP 스트림에 더빙이 실행되었을 때 상기 애플리
케이션 플래그는 "더빙 SP 데이터"로 설정된다.

  (2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

  본 실시예의 광디스크 기록/재생장치(이하, 레코더라고 함)는 MPEG 인코더(2)와 MPEG 디코더(4) 대신에 MPEG 인코
더(12)와 MPEG 디코더(14)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 1 실시예와 다르다. 이하에서는 본 실시예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
기로 한다.

  도 34는 MPEG 인코더(12)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9에 도시한 MPEG 인코더(2)의 구성과 비교하면, 본 구
성에서는 SP 인코더(2i) 및 SP 버퍼(2j)를 포함하고, 시스템인코더(2e)와 더빙부(2h) 대신에 시스템인코더(2k)와 더빙부
(2m)를 포함한다.

  상기 SP 인코더(2i)는 각각의 VOBU에 대해 실행길이 인코딩 방식으로 SP 데이터를 인코딩함으로써 SP 스트림을 생성
한다.

  상기 SP 버퍼(2j)는 상기 SP 인코더(2i)에 의해 차례로 생성된 SP 스트림의 컨텐츠를 임시로 저장한다.

  상기 시스템인코더(2k)는 상기 시스템인코더(2e)의 기능뿐만 아니라 VOB가 디스크 상에 기록될 때 더빙용 SP 스트림의
팩을 생성하는 기능도 갖는다. 즉 시스템인코더(2k)는 VOBU 각각에 대한 소정 크기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SP
팩을 생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효인 데이터가 SP 팩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생성된 SP 팩은 비디오 팩 및 오디오 팩
(A0_PCKs 및 A1_PCKs)과 함께 VOB 내에 다중화된다. 반대로 SP 버퍼에 저장된 SP 스트림의 컨텐츠는 팩으로 변환되
어 VOB내에 차례로 다중화될 수 있다.

  상기 더빙부(2m)는 상기 더빙부(2h)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VOBU에 대해 SP 팩의 페이로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
를 상기 SP 버퍼에 저장된 SP 스트림의 컨텐츠로 대체하는 기능까지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더빙부
(2m)는 대체에 이용되는 VOB의 SP 팩을 저장하는 팩 버퍼(2m1)를 구비한다.

  도 35는 MPEG 디코더(14)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8에 도시한 MPEG 디코더(4)의 구성과 비교하면, 본 구
성은 SP 버퍼(4g), SP 디코더(4h) 및 결합부(4i)를 포함한다.

  상기 SP 버퍼(4g)는 상기 디멀티플렉서(4a)에 의해 VOB로부터 분리된 SP 팩을 임시로 저장한다.

  상기 SP 디코더(4h)는 상기 SP 버퍼(4g)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실행길이 인코딩 방식으로 부호화된)를 SP 팩에 복호화
한다.

  상기 결합부(4i)는 정지화상이 비디오 이미지와 중첩되도록 비디오 디코더(4c)에서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SP 디코더
에서 출력된 정지화상 데이터와 결합한다.

  상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광디스크 상에 기록된 VOB는 더빙용 부화상을 각각은 저장할 수 있
는 소정량의 공간을 갖는다. 이것으로 재인코딩 또는 VOB를 재배치하지 않고 부화상을 VOB에 더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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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예에서, 하나의 더빙용 스트림만이 각각의 VOB에 다중화된다. 그러나 제 1 실시예에서 2개의 오디오 스트림이
다중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개의 SP 스트림이 VOB에 각각 다중화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MPEG 오디오, AC-3, 및 선형 PCM의 3종류의 오디오 인코딩 모드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들 모드에 한
정되지 않고 다른 인코딩 모드도 채택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1개의 팩이 1개의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1개의 팩이 복수의 패킷을 포함할 수도 있
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기록매체로서 DVD 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MO 또는 HDD 등과 같은 재기
록 가능한 매체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한 기록가능한 광디스크는 각각이 비디오 스트림,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그 속에 다중화된 제 2 오디오 스트
림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더빙용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광디스크
에 의해 더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 기록장치 또는 기록방법은 광디스크상에 비디오 오브젝트를 최초로 기록할 때 더빙용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비디오 오브젝트에 다중화한다. 이러한 광디스크 기록장치는 더빙이 용이한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매체는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크 상에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이러한 저장매체
는 더빙이 용이한 비디오 오브젝트를 광디스크상에 기록하는데 적합하다.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 재생장치 또는 재생방법은 광디스크에 더빙을 실행할 때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제 1 오디오 스
트림과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변경하고; 광디스크 상에 더빙이 실행되지 않을 때 광디스크 재생장치는 사용자에게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통지한다. 이러한 광디스크 재생장치는 광디스크가 이미 더빙을 실행하였는지의 여
부에 관계없이 광디스크를 재생하는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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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비디오 신호를 부호화함으로써 획득된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함으로써 획득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기초로 하여 획득된 제 2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각각 제공되어
관련된 오디오 스트림을 식별하는 식별 플래그를 포함하는 비디오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 및 관리정보를 저장
하는 관리정보영역을 구비하는 광디스크를 사용하는 재생장치로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
림은 서로 다중화되고,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각각 데이터 크기가 고정된 복수의 팩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오디오 스
트림은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비트 레이트를 갖고 상기 오디오 스트림의 팩과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각각 갖
는 동일 갯수의 팩을 포함하며, 상기 관리정보는 더빙용으로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기초로 하여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
이 재기록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 및 상기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도록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상기 비디오 스트림 또는 상기 제 2 오
디오 스트림 및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화하는 재생수단과,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이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출력하라는 사용자 명령을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출력
되는 경우,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는 것을 상기 관리정보가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
고,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도록 결정된 경우,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 및 상기 비디오 스트
림을 복호화하도록 상기 재생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어느 부분이 재기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상기 제 2 오
디오 스트림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통지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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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신호를 부호화함으로써 획득된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함으로써 획득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기초로 하여 획득된 제 2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각각 제공되어
관련된 오디오 스트림을 식별하는 식별 플래그를 포함하는 비디오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 및 관리정보를 저장
하는 관리정보영역을 구비하는 광디스크를 사용하는 재생방법으로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
트림은 서로 다중화되고,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은 각각 데이터 크기가 고정된 복수의 팩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비트 레이트를 갖고 상기 오디오 스트림의 팩과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각각
갖는 동일 갯수의 팩을 포함하며, 상기 관리정보는 더빙용으로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기초로 하여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
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 및 상기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도록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화하는 단계,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출력하라는 상기 사용자 명령이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시에 출력되는 경우,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는 것을 상기 관리정보가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도록 결정된 경우,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상기 제 2 오디오 스
트림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재기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으로 변경되지 않
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통지를 출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46.

  비디오 신호를 부호화함으로써 획득된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함으로써 획득된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기초로 하여 획득된 제 2 오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에 각각 제공되어
관련된 오디오 스트림을 식별하는 식별 플래그를 포함하는 비디오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 및 관리정보를 저장
하는 관리정보영역을 구비하는 광디스크를 사용하는 재생방법을 컴퓨터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로서, 상기 비디오 스트림과 상기 제 1 및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서로 다중화되고,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
은 각각 데이터 크기가 고정된 복수의 팩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은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한 비트
레이트를 갖고 상기 오디오 스트림의 팩과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각각 갖는 동일 갯수의 팩을 포함하며, 상기 관리정보는
더빙용으로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기초로 하여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는지의 여부를 나타
내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재생방법은,

  상기 오디오 신호 및 상기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도록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 및 상기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화하는 단계,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을 출력하라는 상기 사용자 명령이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과 동시에 출력되는 경우,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는 것을 상기 관리정보가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기록되도록 결정된 경우,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을 상기 제 2 오디오 스
트림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이 재기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1 오디오 스트림이 상기 제 2 오디오 스트림으로 변경되지 않
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통지를 출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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