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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틀신호의 기록재생장치

요약

본 발명은, 디지틀신호, 특히 MPEG신호 등과 같이 고능률부호화등에 의해 압축된 영상신호를 포함한 압축
텔레비변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장치,  기록매체로부터 디지틀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디지틀신호재생장치 및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수재생시의 화질열악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특수재생시에도 통상 재생시의 전송포맷에 준거한 고화질의 화상출력이 가능한 디지틀신호기록
재생장치를 얻는것과, 또, 기록재생할때에, 레이트의 불일치에 대응하고 겉쓰기, 에러시에도 화질의 열악
화를 작게 억제할 수 있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것이며, 그 구성에 있어
서, 장치의 기록계가,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상기 디지틀신호
로부터 보조신호를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상기 디지틀신호로부터 
보조신호를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생성하는 보조신호생성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와 상기 보조신호의 각
각을 소정의 형식의 기록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록신호변환수단과, 상기 기록패킷 및 상기 디지틀신호와 상
기 보조신호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신호에 소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으
로 이루어지고, 재생계가,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재생신호를 얻어서 소정의 재생신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기록패킷 및 상기 식별신호를 재구성하는 재생신호처리수단과, 재구성된 상기 식별신호를 검출해서 그 기
록패킷이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진 기록패킷인지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진 기록패킷인지를 판단하는 
판단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진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 또
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신호재구성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 소정의 전
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하고, 보조신호생성수단이 특수재생시에 필요한 보조신호 및 
특수재생시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헤더정보를 생성하고, 보조신호재구성수단이 상기 보조신호에 상기 공
통헤더신호를 부가해서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장치의 기록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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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디지틀신호로부터 보조신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상기 디지틀신호로부터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
는 동시에,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한 것을 표시하는 보조신호생성정보를 생성하고, 또, 상기 디지틀신호로
부터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지 않았던 것을 표시하는 보조신호
생성정보를 생성하는 보조신호생성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와 보조신호를 각각 기록패킷으로 변환하는 기
록신호변환수단과, 상기 보조신호생성정보와 함께 상기 기록패킷에 소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
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재생계가,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재생신호를 얻어서 소정의 재생
신호처리를 행하여서 상기 기록패킷 및 보조신호생성정보를 재구성하는 재생신호처리수단과, 재구성된 상
기 보조정보생성정보가 상기 보조정보를 생성한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
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고, 
그외의 경우는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
하는 신호재구성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지틀신호의 기록재생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의 블록도.

제1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회로 및 재생회로의 블록도.

제1c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자기테이프의 트랙배치, 기록패킷배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a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의 블록도.

제2b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조신호생성기의 블록도.

제2c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스템데이터싱크블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d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신호재구성기의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전송패킷인출기의 블록도.

제4a도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조신호생성기의 블록도.

제4b도는 MPEG신호에 있어서의 전송패킷 및 PES패킷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4c도는 MPEG비데오신호의 계층적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4d도는 MPEG비데오신호의 헤더배치예를 표시한 도면.

제4e도는 MPEG비데오신호의 픽쳐신호이하의 데이터배치예를 표시한 도면.

제4f도는 고속재생용 데이터입력신호를, 자기테이프상의 기록단위인 입력시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생성기록
한 예를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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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a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조신호생성의 제2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조신호생성의 제3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c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조신호의 제2의 식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d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조신호의 제3의 식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e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조신호의 제4의 식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6a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기록패킷변환기의 블록도.

제6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패킷변환의 제1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6c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패킷변환의 제2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6d도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신호재구성기의 블록도.

제6e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신호재구성기의 블록도. 

제7a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화면구획플래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7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화면구획플래그의 제2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8a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스템제어기의 블록도.

제8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스템제어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트랙배치도.

제8c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스템제어기의 제3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트랙배치도.

제8d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스템제어기의 제4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트랙배치도.

제8e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스템제어기의 제5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트랙배치도.

제9a도는 본 발명의 동기참조신호처리의 제1의 예에 있어서의 동기참조신호생성기의 블록도.

제9b도는 MPEG2신호에 있어서의 동기참조신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9c도는 본 발명의 동기참조신호처리의 제3의 예에 있어서의 동기참조신호처리기 및 동기 참조신호생성
기의 블록도.

제9d도는 본 발명의 타임스템프처리에 있어서의 동기참조신호심크블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버퍼메모리                                 2 : 전송패킷인출기

3 : 보조신호생성기                          4 : 시스템제어기

5, 6 : 기록패킷변환기                       7 : 더미기록패킷생성기

8 : 절환기                                        9 : 포맷터

10 : 기록회로                                  11 : AUX기록패킷생성기

12 : AUX정보판독기                        14 : 재생회로

15 : 디포맷터                                   16 : 기록패킷선택기

17 : 신호재구성기                             18 : 더미전송패킷생성기

19 : 절환기                                       20 : 착오정정부호기

21 : 변조기                                       22 : 복조기

23 : 착오정정복호기                          24 : 카운터

25 : ROM                                         26 : 비교기

27 : 패킷선두검출판정기                    31 : 전송패킷헤더검출기

32 : 패킷ID검출기                             33 : PES패킷헤더검출기

34 : 화상신호선택기                          35 : 화상신호헤더검출기

36 : 고역계수제거기                          37 : 메모리

38 : 고속재생용 전송패킷변환기         39  : 해독정보검출기

40 : 특수재생화상신호생성기              41 : 특수재생음성신호생성기

42 : 특수재생텍스트신호생성기           44 : 특수재생화상신호재구성기

45 : 특수재생화상음성신호재구성기    46 : 특수재생화상텍스트신호재구성기

50 : 메모리                                       51 : 카운터

52 : 기록패킷헤더생성기                    53 : 스위치

33-3

1019950003128



54 : 기록패킷펄스생성기                    55 : 동기신호처리기

56 : 플래그생성기                              57 : 카운터

58 : 구획플래그부가기                        59 : 전송패킷구획정보생성기

60 : 유닛판정기                                 62 : 기록패킷헤더제거기

63 : 착오패킷표시기                           65 : 동기참조신호생성기

66 : 전송패킷구획위치정보판독기        80 : 입력비트레이트검출기

81 : 싱크블록위치정보설정기              82 : 플래그인출기

90 : 가변길이부호해석기                    91 : 동기참조신호추출기

92 : 동기참조신호개서기                    96 : 동기참조신호제거회로

97 : PID정보획득기                           98 : 동기참조신호전송패킷생성기

100 : 기록헤드                                  101 : 자기테이프

102 : 재생헤드                                  103 : 구동회로

190 : 보조신호제어기                         191 : AUX정보설정기

192 : 메인클록                                  193 : CPU

194 : 외부표시제어기                         195 : 테이프이송제어기

196 : 전송패킷재구성제어기                200 : 보조신호생성기

201 : 화상데이터기록패킷변환기        202 : 시스템데이터기록패킷변환기

203 : 절환기                                     204 : 시스템제어기

206 : 특수재생신호재구성기               207 : 절환기

209, 210 : 메모리                              240 : 특수재생화상신호데이터인출기

241 : 화상신호헤더인출기                   242 : PES패킷헤더인출기

243 : 트랜스포오트패킷헤더인출기      244 : 메모리

245 : 카운터                                      246 : 절환기

247 : 가변길이부호해독기                   300 : 싱크블록데이터

302 : 특수재생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지틀신호, 특히 MPEG신호 등과 같이 고능률부호화 등에 의해 압축된 영상신호를 포함한 압
축텔레비젼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장치, 기록매체로부터 디지틀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디지틀신호재생장치 및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영상신호 등의 디지틀고능률부호화기술이 진보되고 있다. 특히 시간축방향의 용장을 삭감하기 위한 
화면간 예측부호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영상신호의 부호화방식의 대표적인것에 ISO-13818, 
통칭 MPEG2(Moving Picture Expert Group)인 국제규격이 있다.

이 방식은, 화면간예측부호화에 의해 시간방향의 용장도를 삭감하고, 이산코사인변환(DCT)에 의해 공간방
향의 용장도를 삭감하는 것이다. 또 화면간예측때에 움직임보상에 의해 예측오차를 감소시켜서 부호화효
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부호화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는 블록단위, 매크로블록단위, MBS단위, 픽쳐단위, GOP단위로서 모두 가변
길이이다.

이와 같은 가변길이의 부호화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MPEG신호에서는 영상, 음성의 부호화데이터를 통
합해서  패킷화하는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서는,  부호화데이터는  먼저  PES(Packetiqed 

Elementaly Stream)라고 하는 가변길이의 패킷의 모양을 취하고, 다음에 PES패킷은 TSP(Transport stream 
Packet)라고 호칭되는 고정길이의 패킷으로 분할된다. TSP속에는 음성, 영상의 동기를 취하기 위한 보조
정보, 다중화된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정보 등도 포함된다.

디지틀비데오카세트레코더(DVCR)에 있어서는,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e(Jun6-9,  1988)WPM8.6  an  experimental  Study  on  a  home-use  digital  VTR에  표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대역 신호를 기록하는 경우는, 입력한 영상신호를 압축하고, 압축한 영상신호에 착오정정을 
부가해서 기록부호화하여, 자기테이프상에 기록한다. 재생시에는, 자기테이프상의 신호를 검출해서 착오
정정의 처리를 한 후, 복호해서 영상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영상신호는 고정길이의 패킷단위로 테이프상
에 기록된다.

또 MPEG등의, 압축텔레비젼신호를 포함한 기록,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신호를 인코더로부터 보내오는 순
서대로 소정의 비트수마다 패킷화해서 기록하고, 재생시에는 판독한 패킷을 연결해서 원래신호로 되돌려, 
디코더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구성에서는, 입력데이터가, MPEG와 같이, 화면간 부호화에 의해서 압축된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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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하에 설명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속재생(Fast Forward), 고속역이송(Fast Reverse)등의 특수재생시에는 헤드가 트랙을 횡단해서 주사하
기 때문에, 기록데이터의 일부가 결락되게 되어 큰 화질열악화를 수반한다. 

또, 특수재생시에 화면복호에 필요한 화면데이터를 주사할수 있었다해도, 복호화기가 복호동작을 개시하
는데 필요한 보조신호를 트랙으로부터 재생할 수가 없다.

보조화기를 내장하지 않은 DVCR에서는, 보호화기에 복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있으나, 마찬
가지로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가 결락된다. 

또, 고속재생 등의 특수재생시에는, 복수화면분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특수재생화면을 생성하므로, 1장의 
특수재생화면내에 복수화면분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큰 화질열악화를 수반한다.

또, 특수재생시에 음성신호 또는 문자나 기호등의 데이터를 출력할수 없다.

또, 복수의 채널이 다중화된 신호를 기록한 테이프를 특수재생하려고 해도, 각채널이 혼재한 신호밖에 출
력할 수 없다.

또, 단위시간당의 전송량의 변화하는 가변길이부호화 후의 입력신호를 기록할 때에 기록레이트를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하여, 입력신호에 기록레이트조정용의 스터프신호를 가하는 일은 필수이나, 재생시에 상기 
스터프신호와 원래의 입력신호를 분리해서 재생하는 일은 곤란하다.

또 종래의 구성에서는, 에러발생시 및 겉쓰기(Substitute)기록시 등에 부정합을 발생한다고 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에러는 적어도 그 에러위치를 포함하는 TSP 및 그 TSP를 포함하
는 PES의 범위에 파급하나, 종래는 기록매체 상에 배치한 기록패킷속에서의 TSP의 구획위치, PES의 구획
위치를 아는 일이 곤란하고, 에러가 미치는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구획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선두서부
터 순서대로 복호하는 등의 조작이 필요하게 된다.

겉쓰기때에도 겉쓰기를 개시하는 위치는 구획위치와 무관계하게되고, 복호되지 않고 혼란된 출력을 하는 
데이터부분이 테이프상에 남아버리고 만다.

마찬가지로, 영상신호에 있어서의 시퀀스, GOP, 픽쳐 등의 계층의 구획도 알수 없기 때문에, 에러, 겉쓰
기에 의해서 화면에 혼란을 발생한다. MPEG와 같은 화면간 예측을 사용하는 부호화 방법에서는, 예측의 
기초가 되는 화면이 혼란되면 이후의 수개화면에 걸쳐서 화질이 열악화 된다.

마찬가지로, 입력신호속에서 복수의 프로그램이 다중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구획위치를 알 수 있는 일
이 곤란하고, 에러나 겉쓰기의 영향이 복수의 프로그램에 걸쳐 버리고 만다.

또,  입력신호에  타이밍을  동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확하게  동기시킬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MPEG2신호의 전송패킷속에는, 이것을 수신한 외부디코더가 부호화시의 동작클록과의 동기를 
취하기 위한  PCR(Program  Clok  Reference)  및  화상신호나 음성신호의 복호화시의 동기를 취하기 위한 
DTS(Decoding Time Stamp) 및 복호화된 화상신호나 음성신호의 표시시의 동기를 취하기 위한 
PTS(Presentation Time Stamp)등의 타이밍참조신호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신호는 기록시와 재싱시의 속도가 달라졌을 경우, 전송 되는 타이밍이 실제와 다르고, 디코더가 정
확하게 복호표시동작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재생속도가 3배면 타이밍참조
신호의 전송타이밍도 통상의 3배, 1/2의 경우는 통상의 1/2로 되고, 디코더의 버퍼가 오버플로 또는 언더
플로를 일으키고 만다.

또 -1배나 -3배 등의 역재생시에는 타이밍참조신호는 통상의 역방향의 시간갱신으로되고, 또 데이터도 역
의 순서로 판독되기 때문에, 그대로의 데이터순서로 출력하였을 경우 디코더가 정확하게 복호할 수는 없
다.

또, 재생시에는 재생속도가 변화할 때에는, 변화의 도중에서는 재생데이터가 출력되지 않으므로 타이밍참
조데이터도 출력되지 않고, 디코더에 대하여 정확하게 타이밍참조신호를 보낼 수 없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신호기록재생장치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수재생시의 화질열악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특수재생시에도 통상 재생시의 전송포맷에 준거한 고화
질의 화상출력이 가능한 디지틀신호가기록재생장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기록재생할때에, 레이트의 불일치에 대응하고, 겉쓰기, 에러시에도 화질의 열악화를 작게 억제할 수 
있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설명하면, 본 발명의 제1의 발명의 디지틀신호기록재생
장치는, 기록계는,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상기 디지틀신호로부
터 보조신호를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생성하는 보조신호생성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와 상기 보조신호의 
각각을 소정의 형식의 기록패킷으로 변화하는 기록신호변환수단과, 상기 기록패킷 및 상기 디지틀신호와 
상기 보조신호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신호에 소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
으로 이루어지고, 재생계는,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재생신호를 얻어서 소정의 재생신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기록패킷 및 상기 식별신호를 재구성하는 재생신호처리수단과, 재구성된 상기 식별신호를 검출해서 그 기
록패킷이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인지 상기 보조신호로로 이루어진 기록패킷인지를 판단
하는 판단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진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
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신호재구성수단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는, 입력영상신호로부터, 그에 관한 신호인 보조신호를 통상 재생시에 사용하는 통상 재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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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는 따로 생성하고, 그리고 자기테이프상의 기록패킷에 기록할 때에 그 패킷내의 신호가 통상 재생신
호인지 보조신호인지를 식별하는 식별신호도 동시에 기록패킷에 기록하므로써, 재생시에는 그 기록패킷에 
기록되어 있는 식별신호를 판독하므로써, 특수재생시에도 재생신호를 정확하게 복호해서 출력할 수 있으
므로, 화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출력화상생성시에 필요한 화소수, 아스펙트비 등의 보조신호 및 전송패핏형식 및 PES
패킷형시기에 필요하게되는 패킷헤더정보를, 고속재생용 데이터 혹은 통상 재생용데이터와 함께 각기록패
킷마다 기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생시에 고속재생용/통상재생용 패킷의 식별을 행하는 것만으로, 고
속재새용/통상재새용 각각의 화상데이터가 재생가능해진다. 이 결과, 재생시의 제어가 용이하게되고, 장
치구성이 간이해진다. 

또, PES패킷형식, 전송패킷형식으로 재구성할 때에 필요하게되는 패킷헤더정보도 미리 기록패킷내에 전송
되어야할 순서로 기록하고 있으므로서, 출력시의 패킷화가 용이해진다. 이들 결과로, 고속재생용 신호는 
통상재생시와 공통되는 화상포맷을 가지고 출력이 가능해지며, 고속재생시 고화질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의 발명은,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하고, 보조신호생성수단이 
특수재생시에 필요한 보조신호 및 특수재생시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헤더 정보를 생성하고, 보조신호재
구성수단이 상기 보조신호에 상기 공통헤더신호를 부가해서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상의 구성에 의해서, 기록시에 하나하나의 전송패킷에 공통의 헤더신호를 분리해서, 소정의 
장소에 기록할 수 있다. 이에 의해, 특수재생시에 전송패킷을 재구성하는 일이 용이하게 된다. 또, 복수
의 패킷에 공통의 정보를 공통헤더정보에 의해서 대표시켜서 기록하므로써,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보조신
호의 양을 감소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록시에 하나하나의 보조화면에 대응하는 보조화면데이터의 사이에 각보조화면에 공통의 헤더신호
를 기록하므로써, 특수재생시에 1화면분의 보조화면데이터를 모우는 일이 용이해진다. 특히 복호시에 필
수적인 공통헤더신호가 반드시 1화면분의 데이터의 앞에 배치하므로써 확실한 복호가 가능해진다. 또 역
재생에 있어서도 보조화면데이터를 1화면 종합해서 모을수 있고, 역방향으로부터의 판독에 있어서도 공통
헤더신호를 1화면분의 데이터의 앞에 판독할 수 있고, 1화면분의 데이터를 역으로 바꾸어 배열하는 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확실한 복호가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3의 발명은, 기록계가, 입력된 디지틀신호로부터 보조신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상기 디지틀
신호로부터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는 동시에,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한 것을 표시하는 보조신호생성정보
를 생성하고, 또, 상기 디지틀신호로부터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
하지 않았던 것을 표시하는 보조신호생성정보를 생성하는 보조신호생성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와 보조신
호를 각각 기록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록신호변환수단과 상기 보조신호생성정보와 함께 상기 기록패킷에 소
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재생계가, 상기 기록매체로
부터 재생신호를 얻어서 소정의 재생신호처리를 행하여서 상기 기록패킷 및 보조신호 생성정보를 재구성
하는 재생신호처리수단과, 재구성된 상기 보조정보생성정보가 상기 보조정보를 생성한 것을 표시하는 경
우에는,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고, 그외의 경우는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
서, 상기 디지틀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신호재구성수단으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상의 구성에 의해서, 기록시에 고속재생용의 패킷을 기록하였는지 아닌지의 정보를 
기록매체상에 기록하기 때문에, 재생시, 고속재생용 패킷이 기록되어 있지않고, 또한 고속재생모드를 선
택하였을때에도 에러메세지를 출력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입력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복제정보신호를 상기 입력신호속으로부터 검출하는 
또는 입력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방해정보신호를 상기 입력신호속으로부터 검출하므로써, 
입력신호에 방해신호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 고속재생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속재생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의무한 고속재생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이후의 설명에 있어서, 동일 번호가 붙은 것을 
동일한 구성 및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MPEG신호와 같이 화면간 예측기술을 사용해서 압축한 화상신호를 포함하고, 소정의 전송패킷형식(고정길
이 188바이트)으로 전송되는 압측텔레비젼신호를 입력하고, 자기테이프에 기록하는 경우의 동작을 표시한
다.

소정개수의 전송(Transprot)패킷에 의해 PES패킷이라고 호칭되는 가변길이의 패킷이 형성된다. 

[실시예 1]

제1a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의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1)은 버퍼메모리, (2)는 전송패킷인출기, (3)은 보조신호생성기, (4)는 시스템제어기, 
(5), (6)은 기록패킷변환기, (7)은 더미기록패킷생성기, (11)은 AUX기록패킷생성기, (8)은 절환기, (9)은 
포맷터, (10)은 기록회로, (100)은 기록헤드, (101)은 자기테이프, (102)는 재생헤드, (103)은 구동회로, 
(14)는 재생회로, (12)는 AUX정보판독기, (15)는 디포맷터, (16)은 기록패킷선택기, (17)은 
신호재구성기, (18)은 더미전송패킷생성기, (19)는 절환기이다.

제1b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록회로(10)는  착오정정부호기(20),  변조기(21)로  이루어지고, 재생회로
(14)는 복조기(22), 착오정정복호기(23)로 이루어진다. 

입력된 디지틀신호는 버퍼메모리(1)에 보내게 된다. 

시스템제어기(4)는, 외부로부터의 제어신호입력에 의해, 디지틀신호가 MPEG전송패킷형식을 가진 신호인지 
아닌지를 식별한다. 또는, 전송패킷인출기(2)를 사용해서 디지틀신호의 전송패킷형식과 본장치가 미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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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있는 전송패킷형식의 정보를 비교하므로써, 디지틀신호의 전송패킷형식을 식별한다.

입력신호의 전송패킷형식의 본장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인 경우에는, 이후의 기록처리를 행한다. 받
아 들일 수 없는 형식인 경우에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장치의 패널표시부에 표시해서 
기록동작을 정지한다.

전송패킷인출기(2)로부터는, 검출된 전송패킷의 선두를 표시하는 전송패킷펄스와 함께, 디지틀신호가 전
송패킷마다 판독된다.

보조신호생성기(3)는, 전송패킷인출기(2)로부터 입력된 디지틀신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보조신
호를 전송패킷형식으로 생성한다. 예를 들면, 보조신호는, 디지틀신호속의 화상신호중 화면내부호화된 화
면의 신호를 추출하고, 이것을 특수재생시에 출력하게 되는 특수재생용 신호로 한다. 또 입력화상신호는, 
통상 재생시에 출력하는 통상재생신호로 한다.

보조신호생성기(3)의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여기서, 스크램블등의 방해정보 때문에 보조정보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시스템제어기
(4)에 보내고, 이후의 생성처리는 행하지 않는다.

기록패킷변환기(5)에는 디지틀신호가, 또 기록패킷변환기(6)에는 특수재생신호가 입력하고, 각각의 전송
패킷을 제1c도에 표시한 테이프트랙상의 기록단위인 77바이트고정길이의 싱크블록이라 호칭되는 기록패킷
의 형식으로 되도록 변환한다. 기록패킷변환기의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싱크블록의 선두 1바이트는, 패킷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헤더정보를 하고, 싱크블록마다 부가한다. 

싱크블록헤더선두의 1비트를 통상 재생데이터/특수재생데이터질환플래그로하고, 통상 재생데이터를 입력
하는 기록패킷변환기(5)에서는 0을, 특수재생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록패킷변환기(6)에서는 1을 각각 기록
한다. 

또, 입력된 디지틀신호의 데이터레이트 및 기록장치의 기록데이터레이트로부터, 그차를 메우기위한 더미
데이터싱크블록을 더미기록패킷생성기(7)에 의해 생성한다. 

더미기록패킷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한 플래그를 각 싱크블록헤더속에 기록한다. 예를 들면, 더미데이
터싱크블록의 통상 재생데이터/특수재생데이터교체플러그는 0으로하고, 통상 재생데이터로 이루어진 싱크
블록의 싱크블록헤더의 2비트째를 더미기록패킷판정플래그로하고, 이것이 1인 경우에 더미데이터인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 DVCR에는 제1c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입력데이터이외의 보조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기록일시등을 기
록하기 위하여 형성된 특징의 영역인 AUX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AUX싱크블록 생성기는 소정의 AUX싱크블
록형식을 생성한다. 이 구성은 종래의 DVCR과 마찬가지다. 시스템제어기(4)가 얻은 전송패킷을 검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의 정보, 전송패킷형식에 관한 정보, 특수재생용 정보에 관한 정보등을 AUX기록패킷생성기
에 보내지고,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AUX영역싱크블록형식으로 부가된다. 

시스템제어기(4)에서는, 특수재생신호로 이루어진 싱크블록을 자기데이트상의 소정의 순서로 배치하도록 
절환기(8)를 제어한다. 

절환기(8)는,  기록패킷변환기(5)로부터  출력되는  통상재생신호로  이루어진  싱크블록과, 기록패킷변환기
(6)로부터 출력되는 특수재생신호로 이루어진 싱크블록, 더미기록패킷생성기로부터 출력되는 더미데이터
싱크블록을 각각 입력하고, 시스템제어기(4)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의해서, 트랙상에 소정의 순번으
로 배열되도록 절환해서 포맷터에 출력한다. AUX싱크블록의 기록위치는 종래와 동일한 소정위치가 되도록 
절환된다. 

포맷터(9)는, 절환기(8)로부터 출력된 각 싱크블록에 싱크블록의 자기테이프(101)상의 트랙위치, 트랙상
의 싱크블록위치를 표시하는 ID정보를부가한다. 

기록회로(10)에서는, 착오정정부호기(20)에 의해 착오정정부호를 부가하고, 변조기(21)에 의해 변조처리
를 행하고, 생성한 기록신호를 기록헤드(100)에 의해서 자기테이프(101)에 기록한다. 기록회로(10)의 구
성은, 입력신호에 따라 착오정정부호가 바꾸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디지틀VCR에 있어서의 구
성과 동일하며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에 재생시의 동작을 표시한다. 

통상재생모드 또는 임의의 배속의 특수재생모드가 선택되어서, 그것에 따른 제어신호가 시스템제어기(4)
로부터 구동회로(103)에 입력된다. 구동회로(103)는 자기테이프(101)를선택된 모드에 따른 속도로 이동시
킨다. 재생회로(14)는 재생헤드(102)가 자기테이프(101)로부터 판독한 신호를 복조하고, 부가한 착오정정
부호에 따라서 착오정정처리를 실시하고, 디포맷터(15)에 출력한다. 착오정정처리의 결과, 착오정정을 할 
수 없는 싱크블록이 있었을 경우에는, 착오정정복호기로부터 싱크블록에 맞추어서 착오판정펄스를 출력한
다. 

재생회로(14)의 장치구성은, 입력신호에 따라 착오정정부호가 바꾸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디
지틀VCR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하며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디포맷터(15)는, 싱크블록의 ID정보를 인출하고, ID정보에 의거하여, 재생된 각 싱크블록을 자기테이프
(101)상에 기록한 순번으로 바꾸어 배열한다. 포맷팅, 디포맷팅에 소요되는 메모리는 착오정정을 위한 메
모리와 공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AUX싱크블록은 여기서 ID에 의해 구별되고, AUX정보판독기(12)에 보내진다. AUX정보판독기(12)는 AUX싱크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시스템제어기에 출력한다. 

기록패킷선택기(16)는 싱크블록헤더내에 기록되어 있는 신호를 식별하는 식별플래그를 싱크블록헤더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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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인출한다. 그리고 시스템제어기(4)로부터 현재 통상재생모드중인지 또는 특수재생모드중인지, 또 그 
배속(倍速)등을 표시하는 재생모드신호를 입력한다. 

통상재생시에는, 식별플래그에 의해서 통상재생신호를 기록하고 있는 싱크블록을 선정해서, 신호재구성기
(17)에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특수재생시에는, 식별플래그에 의해서 특수재생신호를 기록하고 있는 싱크블록의 신호를 신호
재구성기(17)에 출력한다. 

AUX정보판독기에 의해 얻게된 AUX싱크블록내의 정보에 의해, 기록시에 특수재생신호를 생성하고 있지 않
는 일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제어기(4)는 특수재생시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출화(出畵)할 수 
없는 취지를 패널표시한다. 

신호재구성기(17)에서는, 입력된 싱크블록의 헤더 등을 제거하고, 전송패킷의 데이터배열로 되돌려서 출
력한다.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착오판정펄스에 의해 현재 재구성처리중의 싱크블록이 착오를 정정할 수 없었던 것이였을 경우에는, 그싱
크블록으로부터 재구성한 전송패킷의 헤더상에 존재하는 에러표시플래그(error-imdicator-flag)를 개서한
다. 이에 의해, 이 전송패킷상에 착오가 존재하는 것을 외부의 디코더에 알릴 수 있다. 

더미전송패킷생성기(18)는,  전송패킷형식이고,  또한  외부디코더로서  의미를  가지지않는  더미전송패킷을 
생성한다. 출력해야할 레이트가 되도록 절환기(19)에 의해서 신호재구성기에 의해서 재구성된 전송패킷과 
더미전송패킷을 절환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입력화상신호로부터 특수재생시에 화면출력하는 특수재생신호를 통상재생신호와는 
별도로 생성하는 일, 그리고 자기테이프상의 싱크블록에 기록할때에 그 패킷내의 신호가 통상재생신호인
지 특수재생신호인지를 식별하는 식별플래그도 동시에 싱크블록헤더에 기록하는 일에 의해서 재생시에는 
그 싱크블록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식별플래그를 판독하고, 특수재생시에도 재생신호를 정확하게 복호해서 
출력할 수 있으므로, 화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특수재생용 데이터를 통상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전송패킷형식으로 생성하므로써, 이후의 기록재생처리
를 공통화시켜 장치규모를 억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또, 기록시에 특수재생용의 패킷을 기록하였는지 
아닌지의 정보를 기록매체상에 기록하므로서, 재생시, 특수재생용 패킷이 기록되어 있지않고, 또한 특수
재생모드를 선택하였을 때에도 에러메세지를 출력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해진다. 

[전송패킷인출기]

전송패킷인출기의 구성을 제3도에 표시한다.

전송패킷인출기를 사용해서 디지틀신호의 전송패킷형식과 본장치가 미리 구비하고 있는 전송패킷형식의 
정보를 비교하므로서, 디지틀신호의 전송패킷형식을 식별한다. 

전송패킷인출기는, 카운터(24),  ROM(25),  비교기(26),  패킷선두검출판정기(27)로 이루어지고, ROM(25)에
는 전송패킷의 선두비트열, 예를 들면 MPEG전송패킷의 경우에는 1바이트「0×47」이 기록되어 있다.

카운터는 버퍼메모리와 ROM에 순차적으로 판독요구를 보내고, 비교기에 순차적으로 비트열을 보낸다. 비
교기(26)는 순차적으로 어드레스를 시프트하면서 버퍼메모리로부터 판독한 비트열과 ROM로부터 판독한 비
트열과의 비교를 행한다. 일치하는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패킷선두검출판정기(27)에 그 시점을 표시하는 
펄스를 보낸다. 패킷선두판정기는 소정의 조건, 예를 들면 3회이상 소정의 카운트, 여기에서는 188×8비
트의 간격으로 일치펄스가 입력되었을 경우에 전송패킷의 선두의 검출이 확립된것으로해서, 시스템제어기
(4)에 입력신호가 전송패킷형식으로 받아드려지는 취지를 알린다. 또 복수의 패킷형식에 대해서 비교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중어느쪽의 전송패킷형식였던가를 시스템제어기(4)에 알린다. 

전송패킷판독기(2)로부터는, 검출된 전송패킷의 선두를 표시하는 전송패킷펄스와 함께, 디지틀신호가 전
송패킷마다 출력된다. 

시스템제어기(4)가 얻은 전송패킷을 검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의 정보, 전송패킷형식에 관한 정보는 AUX싱
크블록생성기에 보내게 되고, 다른정보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AUX영역싱크블록 형식으로 부가된다. 

[보조신호생성기 1]

제4a도는 보조신호생성기(3)내의 장치구성예를 표시한다.

(31)은  전송패킷헤더검출기,  (32)는  패킷ID검출기,  (33)는  PES패킷헤더검출기,  (34)는  화상신호선택기, 
(35)는 화상신호헤더검출기, (36)은 고역계수제거기, (37)은 메모리, (38)은 고속재생용 전송패킷생성기, 
(39)는 해독정보검출기를 표시한다. 

보조신호생성기(3)에  입력된  디지틀신호는,  전송패킷헤더검출기(31)에  입력된다. 전송패킷헤더검출기(3
1)는, 입력신호와 합쳐서 입력된 전송패킷펄스에 의거하여, 입력신호내의 전송패킷의 헤더정보의 위치를 
인식하고, 패킷ID검출기(32)에 출력한다. 

해독정보검출기(39)에서는, 전송패킷헤더정보내의 입력신호에 대한 방해정보신호를 검출하고, 방해정보신
호에 의해서 특수재생신호가 생성가능한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생성플래그를 출력한다. 

패킷ID검출기(32)에서 각 전송패킷을 식별하는 ID정보를 검출한 후, ID와 함께 각전송패킷을 화상신호선
택기(34)에 출력한다. 

화상신호선택기(34)에서는  패킷ID검출기(32)로부터  입력된  전송패킷이,  화상신호를  포함하는  패킷인지, 
또는 화상신호이외의 신호, 예를 들면 음성신호등인지를 식별하고, 패킷내부의 신호가 화상신호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전송패킷을 헤더인출메모리(37)에 출력하고, 헤더를 인출한 후의 전송패킷데이터를 PES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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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검출기(33)에 출력한다. 

전송패킷헤더속에, 이 전송패킷으로부터 새로운 PES패킷이 시작하면, 즉 PES패킷의 구획위치를 표시하는 
payload-unit-start-indicatio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PES패킷의 구획을 표시하는 경우
에는, PES패킷헤더검출기에 PES패킷펄스를 보내어 알린다. 

PES패킷헤더검출기(33)에서는 PES패킷펄스에 의해 PES패킷헤더의 위치를 인식하고, PES패킷헤더를 인출하
고, 먼저의 전송패킷헤더와 마찬가지의 메모리(37)에 출력한다. PES패킷헤더를 인출한 후의 PES패킷은 화
상신호헤더검출기(35)에 출력한다. 

제4b도는 전송패킷, 또 제4c도는 PES패킷을 표시한다.

전송패킷헤더검출기(21)에서는,  제4a도에  표시한  전송패킷내의  헤더정보의  위치,  즉 전송패킷헤더TPH0 , 

TPH1, TPH2, TPH3의 선두위치를 검출하고, 헤더정보를 고속재생용 전송패킷변환기(38)에 출력한다. 또, 전

송패킷내의 헤더정보이외의 신호인 P0, P1, P2, P3은 PES패킷헤더검출기(33)에 출력된다. 

PES패킷헤더검출기(33)에서는 PES패킷헤더(PES0)에 의해서, PES패킷을 제4c도와 같이 형성한다. 

화상신호헤더검출기(35)에서는, 화상신호속의 각각의 계층의 헤더정보를 메모리(37)에 출력한다. 또, 나
머지의 신호는 고역계수제거기(36)에 출력된다. 고역계수제거기(36)에서는 화상신호중 각 블록의 DC(직류
성분)의 계수의 부호와,  AC(교류성분)의 계수중 저역쪽의 일부의 부호 및 각 블록끝에 부가되어 있는 
EOB(END OF BLOCK)부호를 빼내서 메모리(37)에 출력한다. 

상기한 조작을 도면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화상헤더검출기에 입력하는 화상신호는 제4d도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다. 

비데오시퀀스, GOP 및 픽쳐에서는 각각 복호화시에 필요한 정보인 헤더정보를 가지고 있다. 제4h도는 각
각의 헤더의 배치예를 표시한다. 즉 비디오시퀀스마다 시퀀스헤더가, GOP마다 GOP헤더가, 또 픽쳐시퀀스
마다 픽쳐헤더가 부가되었다. 화상신호헤더검출기(35)는 이들 헤더정로를 출력한다. 

제4d도는 상기 헤더정보이외의 픽쳐신호이하의 데이터배치예를 표시한다. 

제4d도는 픽쳐신호를 표시하고, 동(e)도는 픽쳐신호내의 MBS신호를 표시하고, 동(f)는 MBS신호내의 매크
로블록신호를 표시하고, (g)는 매크로블록신호내의 6블록의 신호를 표시한다. 특수재생용 데이터를 생성
할 때에는 PES패킷내, 픽쳐신호가 먼저 표시한 1픽쳐의 내용을 가진 패킷만을 사용한다. 또 제4i도에서 
표시한 각 블록의 고정부호길이로한 DC(직류성분)의 값과, 가변부호길이로한 AC(교류성분)의 저역성분치 
및 각블록 끝에 부가되어 있는 EOB(END OF BLOCK)를 빼내서 특수재생용 데이터를 생성한다. 

고속재생용 기록패킷생성기(38)는, 메모리(37)상의 전송패킷의 헤더정보, PES패킷내의 헤더정보, 화상신
호의 부속정보 및 고역계수제거기(36)로부터 출력한 고속재생용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상의 신호를 자기
테이프상의 기록단위인 입력시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제4j도와 같이 생성기록한다. 

또한, 해독정보검출기(39)에 있어서, 헤더정보내의 입력신호에 대한 방해정보신호를 검출하였으나, 방해
정보신호 대신에 복제정보신호를 검출해도 상관없다. 해독정보검출기(39)에서 복제정보신호로서 그 시점
까지의 복제회수를 얻어서, 복제회수가 있는 임계치이상이 경우 복제플래그를 복제불가능하게하고, 이하
의 기록처리를 행하지 않는다.

[기록패킷변화기, 신호재구성기 구성예 1]

다음에 기록패킷변환기, 신호재구성기의 구성의 제1의 방법을 설명한다. 

제6a도는 기록패킷변환기의 블록도이며, 메모리(50),  카운터(51),  기록패킷헤더생성기(52),  스위치(53), 
기록패킷펄스생성기(54), 동기신호처리기(55), 화면구획플래그생성기(56), 카운터(57), 구획플래그부가기
(58)로 구성된다.

전송패킷펄스와 카운터(51)를 사용해서 스위치를 제어하고, 제6c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188바이트의 전
송패킷 2개를 1개의 그룹으로 한다. 여기서 2개의 전송패킷을 각각 전송 패킷 0, 전송패킷 1로 한다.

각 전송패킷의 선두에 3바이트의 전송패킷 엑스트러헤드를 부가한 후, 1개의 그룹당 5개의 데이터로 분리
한다. 동기신호처리기(55)의 동작은 뒤에 설명한다. 각 데이터는 제 6-2b도와 같이 기록패킷헤더생성기
(52)에 의해 생성한 1바이트의 싱크블록헤더를 부가해서 77바이트의 싱크블록을 생성한다. 여기서 생성된 
싱크블록을 싱크블록 0, 싱크블록 1, 싱크블록 2, 싱크블록 3 및 싱크블록 4로 한다. 여기서 각 싱크블록
헤더에는,  화면구획플래그생성기(56)에  의해서 1화면마다 절환하는 화면구획플래그,  카운터(57)에  의해 
구별되는 및 5싱크블록을 식별하는, 또는 5싱크블록단위의 그룹을 식별하는 정보, 또는 앞서 설명한 통상
재생용 데이터로 이루어진 싱크블록인지 특수재생용 패킷으로 이루어진 싱크블록인지를 표시한 플래그 등
을 기록한다.

또한, 제6-2(c)도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포맷터(9)에서는 각 싱크블록마다 ID정보가 부가되고, 착오정정
부호기(20)에서는 착오정정패리티비트가 부가된다.

제6-4도에 신호재구성기의 구성을 표시한다. (60)은 유닛판정기, (61)은 메모리, (62)는 기록패킷헤드제
거기, (63)은 착오패킷표시기, (64)는 카운터이다. 신호재구성기에서는 각 5개의 싱크블록을 작성시에 부
가된 헤더이외의 데이터로부터 2개의 입력시의 패킷의 순으로 데이터를 바꾸어 배열하여 출력된다.

이때, 유닛판정기(60)를 사용해서 각싱크블록헤더에 부가되어 있는 정보로부터 1개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
는 5개의 싱크블록이 모두다 입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또 그속에 착오가 정정되지않는 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동시에 입력한 착오판정펄스에 의해서 판정한다. 1그룹의 싱크블록이 다갖추어졌을 경
우, 기록패킷헤더제거기(62)에 의해, 싱크블록헤더를 제거하고, 전송패킷을 재구성하여 출력한다.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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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블록이 다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또 싱크블록중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패킷표시기(63)는 에러
가 발생한 싱크블록이 어느전송패킷중에 위치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고, 에러가 발생한 부분을 포함한 전
송패킷의 헤더속에 착오패킷인 것을 표시하는 플래그(error-imdicator-flag)를 세운다.

이에 의해, 출력후에 복호기쪽에서 기록재생시에 착오된 패킷을 판별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전송패킷의 구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러는 그 전송패킷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않게 
된다. 입력신호의 전송패킷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므로써, 전송패킷의 구획위치를 용이하게 알 수 
있고, 에러전파나 겉산기의 영향을 1전송패킷이내에 억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이 전송패킷 및 싱크블록사이에서 패킷내의 관계를 부가정보로서 기록해두므로써, 예를 들면 본
실시예에서도 표시한 바와 같이 5개의 싱크블록이 다모이지않는 경우는 출력하지 않는, 에러플래그를 세
우는 등의 처리를 행할 수 있고, 에러전파나 겉쓰기의 영향을 1전송패킷내로 억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제1의 방법에서는, m개의 싱크블록마다 P개의 통상재생용 패킷 또는 고속재생용 패킷을 기록하는 경우, 
본 발명와 같이 m개의 각 싱크블록내에 적어도 1개소의 구획정보를 기록하므로써 m개의 싱크블록내에서 p
개의 모두의 통상재생용 패킷 또는 고속재생용 패킷의 식별이 가능하다. 이데 더하여 p개의 통상재생용 
패킷 또는 고속재생용 패킷 모두가 m개의 싱크블록내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정보를 각 싱크블록마
다 기록하므로서, 예를 들면 p개의 패킷이 다모여있지 않는 경우는 재생시에 출력하지 않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5개의 싱크블록으로부터 2개의 전송패킷을 형성하였으나, 싱크블록의 수에 대한 전송 패킷의 수의 
대응관계는 임의이다. 예를 들면 3개의 싱크블록으로부터 1개의 싱크블록을 형성해도 된다.

또, 각싱크블록에 각각 부가정보를 부가하였으나, 부가하는 정보의 종류 및 위치는 임의이다.

[기록패킷변환기예 2]

다음에 기록패킷변환기, 신호재구성기의 제2의 방법을 제6-3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제2의 방법에 있어서의 기록패킷변환기의 구성은, 제1의 방법과 거의 마찬가지이나, 카운터(57)에 의해 
싱크블록으로 구획하는 타이밍이 다르다. 입력된 신호는 2개의 전송패킷단위가 아니고 전송순서대로 순차
적으로 77바이트마다 분할되도록 기록패킷변환을 행한다.

이 경우, 입력신호는 제6-3(b)도와 같은 싱크블록에 의해서 기록된다. 도면에 있어서 TPH0, TPH1, TPH2, 

TPH4는 싱크블록의 헤더정보이다.

전송패킷구획정보생성기(59)에 사용해서 전송패킷데이터의 구획위치정보를 상기 싱크블록헤더속에 기록한
다.

제6-5도에 표시한 신호재구성기의 제2의 방법의 블록도도 제1의 방법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통상은 제1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싱크블록헤더를 제거해서 전송패킷을 재구성한다. 싱크블록에 착오가 잔존하였을때에
는, 전송패킷구획위치정보판독기(66)를 사용해서 싱크블록 헤더상의 전송패킷의 구획위치를 알 수 있고, 
착오표시를 제1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능해진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전송패킷의 구획을 알 수 있기때문에 에러는 그 전송패킷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않게 
된다. 입력신호의 전송패킷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므로서, 전송패킷의 구획위치를 용이하게 알 수 
있고, 에러전파나 겉쓰기의 영향을 1전송패킷내로 억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화면구획플래그생성기]

화면구획플래그생성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화면구획플래그생성기는, 입력신호의 압축화상정보속의 화면의 구호기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면, 
MPEG신호의 경우에는 시퀀스헤더, GOP헤더, 픽쳐헤더 등을 판독하므로써, 화면의 구획을 검출할 수 있다.

먼저 특수재생신호에 있어서의 예를 설명한다.

화면구획플래그생성기는, 특수재생시에, 특수재생용 데이터구획정보를 판독하므로서, 1화면분의 특수재생
용 데이터를 메모리에 축적해서 종합해서 출력할 수 있다.

제7-1도에서는, 특수재생신호를 1장의 화면마다 식별하는 화면식별정보를 싱크블록에 부가하는 기록패턴
을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재생화면을 식별하는 화면식별번호 f-1, f, f+1을 각 트랙내의 패킷에 
기록해 둔다. 특수재생시에는, 가능한한 동일한 화면의 신호를 모아서 출력하므로, 전후의 화면이 혼재하
지 않고, 화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시에 하나하나의 보조화면에 대응하는 보조화면 데이터의 구획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록해두므로서, 1화면분의 보조화면데이터를 모우는 일이 용이하게 되고, 특수재생시에 화면이 
혼재되지 않고 재생할 수 있다. 특히 역재생에 있어서도, 보조화면데이터를 1화면종합해서 모올 수 있기 
때문에, 1화면분의 데이터를 역으로 바꾸어 배열하는 일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특수재생신호를 1장의 화면마다 식별하는 화면식별정보의 표시방법으로서, 트랙단위로 특수재생 1
화면분의 신호를 기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임의의 기록단위라도 된다. 또 화면식별정보를 f-1, f, f+1
로 표시하였으나 임의의 숫자라도되며, 또 전후의 화면의 구별을 알 수 있는 것이어도 상관없다.

통상 재생신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화면의 구획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 각싱크블록에 화면의 구획플래그를 기록하는 대신에, 화면구획정보를 AUX싱크블록내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의 동작에 의해, 화면의 구획의 종류, 위치 등을 표시하는 플래그가 AUX싱크블록내에 기록된다.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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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는 화상신호와 기록트랙과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화면구획정보로서, 1픽쳐부분의 선두
위치, 즉 GOP의 선두에 해당하는 위치 및 1픽쳐부분의 종료위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에 재생시의 동작을 표시한다.

AUX싱크블록으로부터 재생된 자기테이프내위치설정플래그가 자기테이프내에 시퀀스, GOP, 프레임마다 구
획위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 시퀀스, GOP, 프레임마다 통상 재생용출력패킷을 출
력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단위, 예를 들면 1/30초마다 패킷을 출력한
다.

겉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한 종료위치의 뒤에서부터 겉스기해가면, 데이터는 여분의 경계부에서 화면
단위로 연결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정지화상전송용에 화면내부호화에 의해 압축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매체의 싱크블록, 트랙 등의 단위로, 입력신호에 있어서의 전송 패킷, GOP등
의 구획위치이후를 더미데이터로 메우므로써, 다음의 입력신호의 구획의 선두위치를 기록단위의 선두화면
에 배치시킬 수 있어, 선두위치의 검출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 또, 겉쓰기 등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또한, 1픽쳐의 구획위치를 기록하는 예를 표시하였으나, 이것은 다른 화면의 구획위치의 정보라도 상관없
다. 특히, B픽쳐 또는 P픽쳐의 개시위치는, 쌍방향예측이 행하여져있지않는 부분의 구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를 겉쓰기에 의해 개서해도 이전의 데이터에 의한 화면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고 유효하다.

[시스템제어기]

제8-1도는  시스템제어기의  구성을  표시한  도면이며,  동도면에  있어서,  (197)은  입력비트레이트검출기, 
(198)은  싱크블록위치정보설정기,  (190)은  보조신호제어기,  (191)은  AUX정보설정기,  (192)는  메이클록, 
(193)은 CPU, (194)는 외부표시제어기, (195)는 테이프이송제어기, (196)은 전송패킷재구성제어기이다.

전송패킷인출기로부터는 입력비트레이트, 전송패킷사이즈, 방행신호의 유무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기억할 
수 없는 신호인 경우에는, 외부표시제어기(194)에 의해서 그 취지를 LED표시를 제어해서 알린다.

또, 얻어진 정보는, 기록일시 기타의 정보와 합쳐서 AUX싱크블록의 소정의 배열로 기록하도록 AUX정보설
정기에 의해 설정한다.

테이프이송제어기(195)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테이프속도를 표시하는 외부제어신호에 의거해서, 구동회
로의 테이프이송속도를 설정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이때에, AUX싱크블록속에 기록되어 있는 특수재생용 데이터의 유무, 데이터의 종류, 반복회수등에 관한 
정보를 AUX판독기로부터 얻어서, 특수재생용 데이터가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도록 제어
한다.

AUX정보는 전송패킷재구성제어기(196)에도 보내지고, 특수재생용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특수재생을 행
하려고 하였을 경우에는, 외부표시제어기(194)에 의해서 특수재생용 데이터를 출력할 수 없는 취지를 LED
표시를 제어해서 알린다.

전송패킷구성제어기(196)는 통상재생시에는 통상 재생용 신호의 기록패킷으로부터 재생신호의 전송패킷을 
구성하고, 특수재생시에는 특수재생용 데이터의 기록패킷으로부터 재생신호의 전송패킷을 구성하도록, 기
록패킷선택기 및 신호재구성기를 제어한다.

이하에 기록시의 동작을 표시한다. 입력비트레이트검출기(80)는 입력신호의 일정시간내의 카운트치, 또는 
외부의 제어신호입력, 또는 입력신호속의 비트레이트에 관한 정보로부터 평균 데이터레이트를 얻는다.

예를 들면, MPEG신호에는, 데이터중의 다중화된 프로그램수 및 각 프로그램의 데이터레이트에 관한 정보
가 PSI라 호칭되는 특별한 전송패킷의 헤더부분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독하면 된다. 또, 버
퍼메모리(1)에의 유입량 또는 버퍼메모리(1)의 축적량의 변화에 의해, 그 순간에 있어서의 입력신호의 데
이터레이트를 측정할 수도 있다.

기록회로는 일정한 데이터레이트에 의해서 기록하기 위하여, 입력된 신호의 레이트와의 차분(差分)이 버
퍼메모리(1)에서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미데이터의 싱크블록을 삽입해서 기록하도록 싱크블록위치정
보설정기로부터 절환기(8)의 절환타이밍을 제어한다.

이때, 앞서의 설명에서 각 싱크블록헤더에 더미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판정플래그를 기록하는 것
으로 하였으나, 싱크블록위치정보설정기(81)에 의해, 상기 더미데이터를 기록한 개시위치 및 종료위치를 
표시하는 플래그를 생성하고, 이 플래그를 AUX정보싱크블록에 기록해도 된다.

이상의 동작에 의해, 입력된 압축텔레비젼신호에 추가해서, 더미데이터싱크블록과 더미데이터의 위치를 
표시하는 플래그가 테이프(101)상에 기록된다.

AUX정보판독기(12)에  의해서 AUX정보싱크블록중에서 더미데이터위치를 표시하는 플래그를 인출하고,  이 
플래그와 ID정보에 의거해서, 기록패킷선택기에 의해서 보조싱크블록인지, 통상재생용 싱크블록인지 더미
데이터용 싱크블록인지를 식별한다. 더미데이터용 싱크블록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버리게되고, 이후의 제
어는 행하여지지않고, 출력되지 않는다.

기록매체의 기록레이트와 입력신호의 입력전송레이트의 차분에 상당하는 레이트의 더미데이터를 부가하므
로써, 입력신호의 전송레이트와의 차분 및 변동에 관계없이, 기록매체의 기록레이트에 따라서 기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또 입력신호와 부가신호와의 경계위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므로써, 재생시에 더미데이
터의 위치를 알고, 입력신호를 분리해서 재생하는 일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다중화수 및 각 프로그램의 데이터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전달패킷으로부터 판독하면, 또 버퍼메모

33-11

1019950003128



리(1)에의 유입량 또는 버퍼메모리(1)의 출력량의 변화에 의해,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입력신호의 데이터
레이트를 측정한다고하였으나, 이것은 버퍼메모리가 항상 일정레이트로 출력하도록 레이트의 차분에 상당
하는 더미데이터를 부가해서 출력하는 구성으로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 등의 동작은 불필요하게 된다.

또, 싱크블록위치정보설정기에서는 제8-2도와 같이 임의의 트랙수 예를 들면 10트랙을 1그룹으로하고, 그
룹사이에 전송패킷의 데이터가 걸쳐지지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결과, 10개의 트랙을 착오정정부호를 부가하는 단위인 경우등 제어시의 정합성이 좋아 진다.

테이프상의 트랙의 선두위치에는 전송패킷의 선두를 기록한 싱크블록으로부터 개시하도록해두면 1개의 전
송패킷이 2개의 트랙에 걸쳐서 기록되는 일이 없어지고, 재생시에 전송패킷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용이하
게 된다. 이때 나머지의 부분에는 더미데이터싱크블록을 부가해둔다. 

제8-3도는, 싱크블록위치정보설정기의 설정의 제3의 예로서, 테이프트랙상에 통상재생신호를 기록하는 영
역과 특수재생신호를 기록하는 영역을 각각 형성한 경우의 기록패턴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속재생시에는 테이프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트랙상의 한정된 위치의 싱크블록의 신호밖에 
헤드가 판독할 수 없다. 이점을 고려하여, 헤드가 주사하는 자기테이프의 궤적상에 특수재생신호를 기록
한 싱크블록을 배치하므로써, 특수재생시에 있어서도 효율좋게 많은 특수재생신호를 판독할 수 있다.

제8-4도는 기록패턴의 제4의 예로서, 자기테이프상의 연속되는 트랙에 동일한 특수재생신호를 반복하여 
기록하는 기록패턴을 표시한 것이다. 연속되는 n트랙에 동일한 특수재생신호를 반복하여 기록해두므로써, 
설령 헤드의 트랙주사가 어긋나도 특수재생신호를 누락판독하는 일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8배속에 대해서, 동일한 특수재생신호를 띠형상으로 16회 기록해두면, Lch의 헤드와 Rch의 헤
드에 의해서, 반드시 특수재생영역내의 신호를 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트랙킹정밀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Lch  또는 Rch  어느 한쪽의 헤드의 2회의 주사에 의해 마찬가지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싱크블록마다 기록신호를 식별하는 신호를 부가하기 때문에, 특수재생용 신호를 테이프트랙상의 
임의의 패킷에 기록해도, 특수재생시에 정확하게 신호를 복호할 수 있다.

제8-5도는, 기록패턴의 제5의 예로서, 화상신호와 기록트랙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제7-2도에 비해서, 구획위치이후에 더미데이터를 기록하므로써, GOP의 개시위치가 항상 싱크블록에 위치
하기 때문에, 또 GOP의 구획위치를 판정하는 일이 용이하게 된다. 또, 비교적 실현용이한 트랙선두의 겉
쓰기에 의해서도 화면이 흐트러지는 일없이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어, 유효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매체의 싱크블록, 트랙 등의 단위로, 입력신호에 있어서의 전송패킷, GOP의 
구획위치이후를 더미데이터로 메우므로써, 다음의 입력신호의 구획의 선두위치를 기록단위의 선두화면에 
배치시킬 수 있어, 선두위치의 검출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 또, 겉쓰기 등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트랙단위로 더미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다른 단위라도되다. 특히, 기록시에 
복수트랙에 걸쳐서 착오정정이나 배열변경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트랙수단위로 선두위치를 맞추도
록 더미데이터를 맞추는 것이 좋다. 또, 화면단위에서의 구획위치를 검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GOP, 시퀀스, MBS, 매크로블록 등 다른 단위라도 좋다.

[동기참조신호처리]

제9-1도는 동기참조신호생성기(65)의 제1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에 있어서, (90)은 가변
길이부호해석기, (91)은 동기참조신호추출기, (92)는 동기참조신호개서기이다. 생성된 특수재생용 데이터
를 전송패킷형식으로 변환할 때에, 동기참조신호를 동기참조신호추출기(91)를 사용해서 검출하고, 동기참
조신호개서기(92)에 의해 개서한다.

MPEG2의 전송패킷의 헤더부분에는, 제9-2도에 표시한 PCR, PTS, DTS중의 어느하나 또는 모두의 동기참조
신호를 포함하는 것이  있다.  이중  시각을  표시하는 부분,  PCR에서는  사선으로 표시한 program-clock-
reference-base 33비트 또는 program-clock-reference-base 33비트+program-clock-reference-extension 9
비트, PTS, DTS에서는 사선으로 표시한 33비트(3+15+15비트)를 특수재생시의 테이프속도에 따라서 개선하
다. 예를 들면 재생속도가 2배이면, 각 PCR사이의 시간차는 절반으로 된다. 그리고, 스위치(13)에 의해, 
통상재생용 데이터 혹은 특수 재생용 데이터를 선택해서 포맷터에 출력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의 구성에 의하면, 재성시에 보조신호의 동기참조신호를 개서하므로써, 보조
신호가 재생가능한 임의의 재생속도에 있어서 보조신호를 사용한 특수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기록쪽에 있어서의 동기참조신호처리기(55)는 불필요하다.

다음에 제2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9-3도는 제2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동기참조신호처리기(55) 및 동기참조신호생성기(65)의 
블록도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97)은 PID정보획득기, (96)은 동기참조신호제거회로, (98)은 동기참조신호저송패킷생
성기이다.

먼저 특수재생용데이터를 생성한다. 여기서, 동기참조신호제거회로(96)에 의해 특수재생용 데이터로부터 
동기참조신호를 제거하고, 또 동기참조신호전송패킷생성기(98)에 의해서, 동기 참조신호를 포함하는 패킷
을 생성부가한다.

제9-4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PCR, PTS, DTS를 포함하는 패킷을 생성한다. 이중 시각을 표시하는 부분, 
PCR에서는 사선으로 표시한 13비트, PTS, DTS에서는 사선으로 표시하는 8비트를 특수재생시의 테이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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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생성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의 구성에 의하면, 기록시에 보조신호의 동기참조신호를 제거하고, 재생시에 
보조신호의 동기참조신호를 포함하는 패킷을 부가하므로서, 보조신호가 재생가능한 임의의 재생속도에 있
어서 보조신호를 사용한 특수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재생속도가 통상속도로부터 고속재생 또는 저속재생으로 이행하는 동안, 또는 특수재생시에 재생
속도가 변화하는 동안에는, 동기참조신호를 정확하게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기참조신호전송패킷생성기(98)는 먼저 표시한 이후 시간의 동안 동기참조신호를 포함한 패킷을 생성한
다. 상기 패킷의 내용은 제9-4도에 표시한 것과 동일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재생시에 재생속도가 변화할 때에, 동기참조신호를 포함하는 패킷을 생성출력하
므로서, 재생속도가 변화하고 있는 동안의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는 동안도, 디코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
기참조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음에 제3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3의 구성에 있어서의 동기참조신호처리기(55)의 구성은, 제9-1도에 표시한 제1의 구성에 있어서의 동기
참조신호생성기(65)의 구성과 동일하며, 재생쪽에서 개서를 행하고 있던 것이 기록쪽에서 개서를 행한다. 
특수재생시에 가능하게하는 배속에 따라서, 제8-3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그 종류만큼 특수재생용 데이터
를 생성한다. 여기서, 동기참조신호추출기(91)에 의해 각각의 특수재생용 데이터로부터 동기참조신호의 
위치를 검출한다. 또, 동기참조신호개서기(92)에 의해 동기참조신호를 개서한다.

재생시에는, 특히 동기참조신호를 부가, 개서하는 일없이, 생성시와 마찬가지의 데이터배열로 되돌리고, 
싱크블록의 구획정보 등의 부가정보를 제거하여, 외부디코더가 받아드리는 데이터의 형식을 복원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3의 구성에 의하면, 이상의 구성에 의해서, 기록시에 보조신호의 동기참조신호
를 개서해두므로서, 특정한 재생속도에 있어서 재생시에 동기참조신호를 개서하는 일없이, 보조신호를 사
용한 특수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2]

제2-1도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1)은 버퍼메모리, (2)는 전송패킷인출기, (200)은 보조신호생성기, (204)는 시스템제
어기, (5)는 기록패킷변환기, (201)은 화상데이터기록패킷변환기, (202)는 시스템데이터기록패킷변환기, 
(7)은 더미기록패킷생성기, (11)은 AUX기록패킷생성기, (203)은 절환기, (9)은 포맷터, (10)은 기록회로, 
(100)은 기록헤드, (101)은 자기테이프, (102)는 재생헤드, (103)은 구동회로, (14)는 재생회로, (12)는 
AUX정보판독기, (15)는 디포맷터, (205)는 기록패킷선택기, (17)은 신호재구성기, (206)은 특수재생신호
구성기, (18)은 더미전송패킷생성기, (207)은 절환기이다.

입력된 디지틀신호는 버퍼메모리(1)에 보내게 된다.

시스템제어기(204)는, 입력신호의 전송패킷형식이 본장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인 경우에는, 이후의 
기록처리를 행한다. 받아들릴 수 없는 형식인 경우에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장치의 
패널표시부에 표시해서 기록동작을 정지한다.

전송패킷인출기(2)로부터는, 검출된 전송패킷의 선두를 표시하는 전송패킷펄스와 함께, 디지틀신호가 전
송패킷마다 판독된다.

보조신호생성기(200)는, 전송패킷인출기(2)로부터 입력된 디지틀신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보조
신호를 화상데이터와 시스템데이터로 분리해서 생성한다. 보조신호생성기(200)의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여기서,  스크램블  등의  방해정보  때문에  보조정보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취지를 시스템제어기
(204)에 보내고, 이후의 생성처리는 행하지 않는다.

기록패킷변환기(5)에는 디지틀신호가 입력되고, 또 화상데이터기록패킷변환기(201)에는 특수재생용 화상
데이터가 입력하고, 또 시스템데이터기록패킷변환기(202)에는 특수재생용 시스템데이터가 입력하고, 각각
의 전송패킷을 제1-3도에 표시한 테이프트랙상의 기록단위인 77바이트고정길이의 싱크블록이라 호칭되는 
기록패킷의 형식으로 되도록 변환한다.

싱크블록헤더선두의 1비트를 통상 재생데이터/특수재생데이터절환플래그로하고, 통상재생데이터를 입력하
는 기록패킷변환기(5)에서는 0을, 특수재생데이터를 입력하는 화상데이터기록 패킷변환기(201) 및 시스템
데이터기록패킷변환기(202)에서는, 1을 각각 기록한다. 더미기록패킷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플래그를 
각 싱크블록헤더속에 기록한다. 특수재생용 싱크블록의 싱크블록헤더의 2비트째를 화상데이터/시스템데이
터기록패킷판정플래그로하고,이것이 1인 경우에 시스템데이터인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절환기(203)는, 기록패킷변환기(5)로부터 출력되는 통상 재생신호로 이루어지는 싱크블록과, 화상데이터
기록패킷변환기(6)로부터 출력되는 특수재생용 화상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싱크블록, 시스템데이터기록패킷
변환기(6)로부터  출력되는  특수재생용  시스템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싱크블록,  더미기록패킷생성기로부터 
출력되는 더미데이터싱크블록을 각각 입력하고,  시스템제어기(204)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의해서, 
트랙상에 소정의 순번으로 배열되도록 절환해서 포맷터(9)에 출력한다.

다음에 재생시의 동작을 표시한다.

기록패킷선택기(205)는 싱크블록헤더내의 기록되어 있는 신호를 식별하는 식별플래그를 싱크블록헤더로부
터 인출한다. 그리고 시스템제어기(204)로부터 현재통상재생모드중인지 또는 특수재생모드중인지, 또 그 
배속등을 표시하는 재생모드신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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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생시에는, 식별플래그에 의해서 통상 재생신호를 기록하고 있는 싱크블록을 선정해서, 신호재구성
기(17)에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특수재생시에는, 식별플래그에 의해서 특수재생용 화상데이터 및 특수재생용 시스템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싱크블록의 신호를 특수재생신호재구성기(206)에 출력한다.

AUX정보판독기에 의해 얻게된 AUX싱크블록내의 정보로부터, 기록시에 특수재생신호를 생성하고있지 않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제어기(204)는 특수재생시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출화할 수 없는 취
지를 패널표시한다.

특수재생신호재구성기(17)에서는, 입력된 싱크블록의 헤더 등을 제거하고, 전송패킷의 데이터배열로 되돌
려서 출력한다.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입력화상신호로부터 특수재생시에 화면출력하는 특수재생신호를 통상재생신호와는 
별도로 생성하는 일, 그리고 자기테이프상에 싱크블록에 기록할때에 그 패킷내의 신호가 통상재생신호인
지 특수재생신호인지를 식별하는 식별플래그도 동시에 싱크블록헤더에 기록하는 일에 의해서, 재생시에는 
그 싱크블록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식별플래그를 판독하고, 특수재생시에도 재생신호를 정확하게 복호해서 
출력할 수 있으므로, 화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특수재생데이터를 화상과 시스템으로 분리해서 기록하므로서, 시스템부의 중복에 의한 용장을 삭감할 
수 있어, 특수재생데이터를 효율좋게 기록할 수 있다.

또, 기록시에 특수재생용의 패킷을 기록하였는지 아닌지의 정보를 기록매체상에 기록하므로서, 재생시, 
특수재생용 패킷이 기록되어 있지않고, 또한 특수재생모드를 선택하였을 때에도 에러메시지를 출력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제2-2도는 제2의 실시예의 보조신호생성기의 블록도이며, (31)은 전송패킷헤더검출기, (32)는 패킷ID검출
기, (33)은 PES패킷헤더검출기, (34)는 화상신호선택기, (35)는 화상신호헤더검출기, (36)은 고역계수제
거기, (209), (210)은 메모리를 표시한다.

화상신호선택기(34)에서는, 전송패킷내부의 신호가 화상신호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전송패킷을 헤더인출메
모리(207)에 출력하고, 헤더를 인출한 후의 전송패킷데이터를 PES패킷헤더검출기(33)에 출력한다.

PES패킷헤더검출기(33)에서는 PES패킷내에 존재하는 PES패킷헤더를 인출하고, 먼저의 전송패킷헤더와 마
찬가지의 메모리(207)에 출력한다. PES패킷헤더를 인출한 후의 PES패킷은 화상신호헤더검출기(35)에 출력
한다.

화상신호헤더검출기(35)에서는 현재접속되어 있는 기기와 그접속점을 표시한 외부정보나 기록하려고하는 
신호의 전송패킷의 종류, 크기 등을 표시한 플래그 등의 외부정보 및 화상신호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화
소수, 아스펙트비, DC, AC의 값을 재생시에 역양자화 할 때의 양자화 테이블의 값등을 포함하는 헤더정보
를 시스템데이터로서 메모리에 출력한다.

특수재생용 시스템데이터기록패킷생성기(202)에서는 전송패킷헤더,  PES패킷헤더,  시스템데이터등을 기록
하기 위하여, 제2-3도와 같은 시스템데이터용 싱크블록이 형성된다. 제2-3도에 있어서 (220)은 시스템데
이터용 싱크블록의 부가정보, (221)은 시스템데이터를 표시한다.

(220)에는 싱크블록이 시스템데이터용 싱크블록인 것을 표시한 플래그가 부가되어 있다.

또 화상신호는 고역계수제거기(36)에 출력된다. 고역계수제거기(36)에서는 패킷내부의 신호로부터 각 블
록의 DC치, AC치 및 EOB로부터 신호를 형성하고, 특수재생용 화상데이터로서 메모리(210)에 출력한다.

특수재생용 화상데이터기록패킷생성기(201)는, 특수재생용 화상데이터를 77바이트마다 구획하고, 특수재
생용 화상데이터싱크블록을 생성한다.

기록패킷변환기는 통상재생데이터를 제1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싱크블록형식으로 변환한다.

제2-4도는 특수재생신호재구성기의 블록도이며, (204)은 특수재생화상신호데이터인출기, (241)은 화상신
호헤더인출기, (242)는 PES패킷헤더인출기, (243)은 전송패킷헤더인출기, (244)는 메모리, (245)는 카운
터, (246)은 절환기, (247)은 가변길이부호해독기이다.

재생이 특수재생시의 경우, 디포맷터에 의해서 식별된 신호가 시스템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싱크블록이였을 
경우에는, PES패킷내의 헤더정보 및 전송패킷내의 헤더정보 및 화상신호의 헤더정보는 각각 메모리의 소
정의 위치에 축적된다.

특수재생용 화상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이면 순차적으로 해석하면서 출력한다. 가변길이부호해독기
(247)는, 순차적으로 비트열을 해석하고, 화면의 구획, 슬라이스의 구획등, 시스템데이터를 삽입해야할 
위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메모리상의 대응하는 시스템데이터를 출력한다. 또, 188바이트의 
구획등, 전송패킷헤더 및 PES패킷헤더를 삽입해야할 위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메모리상의 대
응하는 패킷헤더를 삽입한다. 기록시에 시스템데이터의 기록위치 및 순서를 특수재생용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생성배치해두면, 시스템데이터의 삽입은 단순히 재생된 순서로 출력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신호재구성기(206)에서는,  AUX패킷판독기(12)에  의해 시스템데이터로부터 얻게된 고정패킷 
길이, 양자화테이블의 값 및 시스템정보를 특수재생용 데이터에 부가하고, 또 PES패킷헤더인출기(242) 및 
전송패킷헤더인출기(243)로부터 출력한 PES패킷헤더정보 및 전송패킷헤더정보를 사용해서, 패킷형식으로 
출력할 때에 필요한 패킷정보를 부가하고, 188바이트의 특수재생용 전송패킷을 생성하여 특수재생용 신호
를 형성한다.

즉, 각 블록의 신호 및 시퀀스, GOP, 픽쳐의 각헤더를 사용해서 특수재생용의 비데오시퀀스데이터를 생성
한 후, PES패킷헤더를 부가해서 PES패킷을 형성하고, 전송헤더를 부가하여 트랜스포오트패킷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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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특수재생용 신호를 출력할때에 통상재생시에 출력하는 신호와는 별도로, 
보조신호 및 복호신호를 생성할때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므로서, 특수재생용 신호의 복호처리가 통상 재
생시에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또, 패킷형식시에 필요하게되는 패킷헤더정보, 재구성, 복호
시에 필요로하게되는 시스템정보도 또 기록하고 있으므로써, 출력시의 패킷화가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특수재생용 신호는 통산재생시와 공통되는 데이터포맷, 화상포맷을 가지고 출력이 가능하게 되고, 
특수재생시에 고화질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상기한 시스템데이터는 통상재생시에도 참조가 가능하며,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들 시스템데이
터를 참조하므로써 수정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싱크블록에 각각 부가정보를 부가하였으나, 부가하는 정보의 종류는 임의이다.

또, 싱크블록헤더에 특수재생용의 싱크블록인 것을 표시하는 플래그를 기록하였으나, 특수재생용 데이터
의 종류에 의해서 플래그를 변화시켜도 된다. 예를 들면 특수재생용 데이터중 DC의 값을 기록한 싱크블록
과 AC의 값을 기록한 싱크블록을 별도로 생성하고, 이 2종류를 식별하는 플래그라도 상관없다.

또, 절환기(246)에서는, 패킷헤더정보로서 전송패킷헤더정보 및 PES패킷헤더정보를 부가하고 있으나, 출
력형태에 의해서는 PES패킷헤더정보만을 부가해도 상관없다.

[보조신호생성기 2]

제5-1도는 보조신호생성의 제2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특수재생화상신호생성기(40), 특수재
생음성신호생성기(41), 특수재생텍스트신호생성기(42)이다.

보조신호생성기에 입력된 신호는,  특수재생화상신호생성기(40)와  특수재생음성신호생성기(41)와, 특수재
생텍스트신호생성기(42)에 입력된다.

특수재생화상신호생성기(40)에서는, 제1의 구성에서의 보조신호생성기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특수
재생시에 혼재, 결락, 착오복호가 없는 특수재생화상을 출력하기 위한 처리가 행하여진다. 예를 들면, 화
면내부호화된 신호를 추출하고, 또 그 저주파수성분만을 인출한다. 이에 의해서, 데이터량을 삭감할 수 
있고, 저해상도이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화상을 얻을 수 있다.

특수재생음성신호생성기(41)에서는, 특수재생시에 음성을 출력할 수 있는 특수재생음성신호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입력신중의 음성신호로부터 특수재생시에서도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무음성부를 제거해서, 
음성부만을 연결해서 출력한다. 또는 음성부를 일정가격, 예를 들면 오디로프레임 26.12msec마다있는 기
간만 출력한다. 또는 내부에서 음성을 새로히 발생시켜서 그것을 출력하도록 한다.

특수재생텍스트신호생성기(42)에서는, 특수재생시에 문자나 기호 등의 텍스트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특
수재생텍스트신호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검색시에 카운터표시나 타이틀표시하기 위한 숫자나 문자를 출
력하도록 한다.

생성된 특수재생화상신호 및 특수재생음성신호 및 특수재생텍스트신호는 기록패킷변환기에 의해 싱크블록
의 형식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통상재생신호, 특수재생화상신호, 특수재생음성신호, 특수재생텍스트신호
의 각신호를 구별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식별신호를 부가한다.

신호재구성기에서는 싱크블록단위로 신호를 복원하고, 식별신호에 의거해서, 통상재생신호와 특수재생화
상신호와 특수재생음성신호로 나누고, 특수재생시에는, 각각 특수재생화상신호는 특수재생화상신호재구성
기(44)에, 특수재생음성신호는 특수재생음성신호재구성기(45)에, 특수재생텍스트신호는 특수재생텍스트신
호재구성기(46)에 출력한다.

통상재생시의 재구성의 동작 및 특수재생시의 특수 재생화상신호재구성기(44)의 동작은 제1의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특수재생음성신호재구성기(45)에서는, 특수재생화상신호재구성기(44)와 마찬가지로 특수재생음성신호생성
기(41)에서 행한 처리를 복원하고, MPEG디코더가 디코드가능한 신호형식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특수재생텍스트신호재구성기(46)에서는, 특수재생화상신호재구성기(44)와 마찬가지로 특수재생텍스트신호
생서기(42)에서 행한 처리를 복원하고, MPEG디코더가 디코드가능한 신호형식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기록쪽이, 입력한 압축테렐비젼신호를 특수재생시에 화상출력하기위한 특수재생화상
신호와 함께, 특수재생시에 음성을 출력하기 위한 특수재생음성신호 및 문자나 기호등의 텍스트신호를 출
력하기 위한 특수재생텍스트신호를 생성해서 기록하고, 재생쪽이, 특수재생시에 특수재생화상신호와 특수
재생음성신호 및 특수재생텍스트신호를 출력하는 일이 가능한 형식으로 재구성하므로써, 시각과 청각의 
양쪽에서 테이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문자나 기호등에 의해서 보다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빨
리보내기에 의해서 보고싶은 또는 듣고싶은 위치에 자기테이프를 보낼 수 있다.

[보조신호생성기 3]

제5-2도는, 복수의 채널의 프로그램이 다중화된 압축텔레비젼신호를 기록재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조
신호생성 및 재구성의 제3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특수재생신호생성기에서는, 특수재생시에 각 채널의 일부 또는 모든 화상과 음성 또는 문자나 기호 등의 
텍스트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특수재생신호를 생성한다.

제5-2도에서는 채널수n까지의 다중신호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특수재생화상신호, 특
수재생음성신호, 특수재생텍스트신호를 각각 전송패킷형식으로 생성한다.

특수재생신호재구성기에서는 특수재생신호를, 특수재생신호생성기에서 행한 처리를 복원하고, MPEG디코더
가 디코드가능한 신호형식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또 특수재생시에는, 각채널의 일부 또는 모든 특수재
생신호가 출력되도록 절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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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구성에 의해, 기록쪽이, 복수의 채널의 프로그램이 다중화된 신호를 기록할때에 특수재생시에 각 
채널의 일부 또는 모든 화상과 음성 또는 문자나 기호등의 텍스트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특수재생신호
를 생성해서 기록하고, 재생쪽이, 특수재생시에 각 채널의 일부 또는 모든 화상과 음성 또는 문자나 기호
등의 텍스트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하므로써, 다중화된 채널의 일부 또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특수재생데이터의 종별방법 1]

이상과 같이 생성한 복수종류의 특수재생용 데이터의 종별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송패킷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제1의 실시예의 방법에서는, 특수재생용 데이터와 통상재생용 데이터를 식
별하기 위한 플래그를 제1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각 싱크블록의 헤더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통상재생신호
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 경우, 특수재생용 데이터의 각 종류는 전송패킷헤더속의 패킷ID에 의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재생데이터의 종류의 식별신호의 부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단 전송패킷의 헤더는 기록시에 새로히 생성
하고, 부가해둘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서는, 특수재생시에 용이하게 전송패킷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이이 가능하다.

[특수재생용 데이터의 종별방법 2]

각 신호의 필요성분만을 기록해두는 제2의 실시예의 방법에서는, 특수재생시에 전송패킷의 헤더를 생성하
여 부가해서 전송패킷의 형식으로 해서 출력한다. 이 방법에서는 전송패킷의 헤더를 기록하는 필요가 없
기 때문에, 기록용량을 향상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송패킷의 헤더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는 특수재생화상신호 또는 특
수재생음성신호 또는 특수재생텍스트신호를 식별할 수는 없다.

제5-3도는, 특수재생화상신호 또는 특수재생음성신호 또는 특수재생텍스트신호를 식별하는 식별신호를 기
록매체상의 싱크블록에 기록하는 경우의 싱크블록내의 예를 표시한 것이다. (300)은 싱크블록헤더, (30
1)은 식별신호, (302)는 특수재생신호이다. 특수재생신호(302)의 신호가 특수재생화상신호라면 화상신호
를 표시하는 식별신호를, 특수재생음성신호라면 음성신호를 표시하는 식별신호를, 특수재생텍스트신호라
면 텍스트신호를 표시하는 식별신호를, 각각 싱크블록헤더에 부가해서 기록하도록 한다. 이에 의해서, 트
랙상의 임의의 위치에 각 신호를 기록해두어도, 특수재생시에 이 식별신호에 의해서 싱크블록내의 신호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또, 상기 방법은, 복수채널이 다중화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302)의 신호가 채널1의 특수재생신호라면 채
널 1을 표시하는 식별신호를, 채널 2의 특수재생신호라면 채널 2를 표시하는 식별신호(301)를, 각각 싱크
블록헤더에 부가해서 기록하도록 한다. 이에 의해서, 트랙상의 임의의 위치에 각 채널의 신호를 기록해두
어도, 특수재생시에 이 식별신호에 의해서 싱크블록내의 채널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 정확하게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특수재생용 데이터의 종별방법 3]

제5-4도는,  특수재생화상신호 또는 특수재생음성신호 또는 특수재생텍스트신호 각각을 기록하는 영역에 
관한 위치정보를, 자기테이프상의 AUX싱크블록에 기록하는 패턴을 표시한 것이다. 기록시에 트랙상의 임
의의 위치에 각 신호를 배치해도, 특수재생시에 이 위치정보를 판독하므로서, 각 신호의 기록위치를 알 
수 있고, 이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또, 상기 방법, 각 채널의 특수재생신호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유용하다.

각 채널의 특수재생신호를 기록하는 영역에 관한 위치정보를, AUX싱크블록에 기록하므로서, 기록시에 트
랙상의 임의의 위치에 각 채널을 배치헤도, 특수재생시에 이 위치정보를 판독하므로서, 각 채널의 기록위
치를 알 수 있고, 이에 의해서 정확하게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특수재생용 데이터의 종별방법 4]

제5-5도는, 특수재생화상신호 및 특수재생음성신호 및 특수재생텍스트신호의 각각을 모아서 기록하고, 각
각의 특수재생용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특수재생용 시스템데이터를 각 특수재생화상신호 또는 특수재생음
성신호 또는 특수재생텍스트신호의 집합직전에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시에 트랙상의 임의의 위치에 각 신
호를 배치해도 그 경계에 시스템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종류의 특수재생용 데이터를 용이하게 모
울 수 있고, 그 직전에 배치된 시스템데이터와 결합하므로서, 정확하게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또, 상기 방법, 각채널의 특수재생신호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유용하다.

각 채널의 특수재생신호를 모아서 기록하고, 각각의 특수재생용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특수재생용 시스템
데이터를 각 특수재생화상신호기록하므로서, 기록시에 트랙상의 임의의 위치에 각 채널을 배치해도, 그 
경계에 시스템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종류의 특수재생용 데이터를 용이하게 모울 수 있고, 그 직
전에 배치된 시스템데이터와 결합하므로서 정확하게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방법은 특수재생신호속의 화면의 구획을 식별하기 위해서도 유용하다. 제7-1도에 표시한 방
법 대신에, 각 보조화면의 데이터의 경계에 시스템데이터를 배치하므로서, 특수재생시에 보조화면을 1화
면씩 종합해서 재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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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으로하고,  소정의 기록패킷형식으로 기록패킷상에 
기록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기록계는, 상기 디지틀신호로부터 보조신호를 상기 전송패킷
형식으로 생성하는 보조신호생성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 및 상기보조신호가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보조신호를 각각 상기 기록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록신호변환수단과, 상기 기록패킷 및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과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신호에 소정의 기록신
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가지고, 재생계는,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재생신호를 얻
어서, 소정의 재생신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기록패킷 및 상기 식별신호를 재구성하는 재생신호처리수단과, 
재구성된 상기 식별신호를 검출해서 그 기록패킷이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인지 상기 보
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인지를 판단하는 판단수단과, 상기 디지틸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
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를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신호재구성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보조신호를, 기록매체상의 소정의 위치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신호재구성수단은, 특수재생시에는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
기 디지틀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보조신호생성수단은, 복수종류의 보조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
록재생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은, 상이한 복수종류의 보조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신호를 기록매체에 부가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보조신호생성수단은, 상기 압축텔레비젼신호로부터 특수재생시에 화상을 출력하기 위한 
신호인 특수재생화상신호 혹은 특수재생시에 음성을 출력하기 위한 신호인 특수재생음성 신호 혹은 특수
재생시에 문자 및 기호데이터를 포함하는 텍스트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신호인 특수재생텍스트신호의 적어
도 1개의 보조신호로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은, 특수재생화상신호 또는 특수재생음성신호 또는 특수재생텍스트신호를 식별
하는 식별신호를 기록매체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복수채널이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다중화된 압축텔레비젼신호를 입력하고, 보조신호
생성수단은, 상기 압축텔레비젼신호로부터 상기 복수채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채널로부터 각각 보조신호
를 생성하고, 보조신호재구성수단은, 재생신호처리수단으로부터 얻은 신호로부터 상기 보조신호생성수단
에 의해 보조신호의 채널중, 일부 또는 전부의 채널분의 보조신호를 재구성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은, 보조신호를 식별하는 식별신호를 기록매체상의 기록패킷의 소정의 위치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압축된 화상신호를 포함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신호로하고, 보조신호생성수단은, 상기 
압축된 화상신호로붜 제2의 화상신호 및 상기 제2의 화상신호를 1장의 화면마다 식별하는 화면식별신호를 
보조신호로서 생성하고, 신호재구성수단은, 상기 입력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신호재구성수단을 가지고, 신호재
구성수단은,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신호를 재구성할 때에, 화면식별신호에 의
거해서 디지틀신호를 재구성하고, 화면식별신호에 의거하여 상이한 화면이 혼재하지 않도록 출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신호재구성수단은, 역방향의 재생시에, 각 보조화면신호를 역방향으로 바꾸어 배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이, 입력된 디지틀신호의 각 전송패킷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때에 기록패킷m개에 
의해 p개의 상기 전송패킷을 기록하고, 신호재구성수단이, 재생수단의 출력인 m개의 기록패킷마다 p개의 
전송패킷을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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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은, 기록패킷q개로부터 1개의 트랙이 기록매체상에 형성되고, r개의 트랙을 1개
의 그룹으로 하고, 그룹사이에서 상기 전송패킷이 걸쳐 지지않고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
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기록신호변환수단이, 디지틀신호속의 전송패킷의 구획위치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형식
정보생성수단을 가지고, 상기 기록수단이, 형식정보생성수단의 출력 및 상기 디지틀신호를 기록매체에 기
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형식정보생성수단이, 디지틀신호속의 전송패킷의 구획위치를 표시하는 구획정보를 생성
하는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구획정보플래그와, 상기 구획정보플래그가 상기 구획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표
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구획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신호로하고, 상기 입력신호의 신호
형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획득수단을 가지고, 기록수단이 사기 획득수단의 출력과 상기 입력신호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획득수단은, 입력신호의 입력전송레이트에 대한 정보, 압축텔레비젼신호의 패킷속의 유
효한 데이터길이, 패킷의 헤더부의 구성에 대하 정보중 적어도 1개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입력된 디지틀신호에 포함되는 화상신호중 화면마다의 구획위치에 관한 정보으 전부 또
는 일부를 획득하는 획득수단을 가지고, 기록수단이, 상기 획득수단의 출력을 기록매체상의 소정의 위치
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이, 기록매체의 기록데이터레이트와 기록신호변환수단의 출력의 데이터레이트와
의 차분에 상당하는 데이터레이트의 신호를 부가신호패킷으로해서 기록패킷형식으로 생성해서 상기 기록
신호변화수단의 출력과 함께 소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신호재구성수단이, 재
구성된 기록패킷이 부가신호패킷인 경우에는 상기 부가신호패킷을 무효패킷으로해서 이후의 처리를 행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입력된 디지틀신호에 포함되는 화상신호중 화면마다의 구획위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
출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구획위치가 기록매체상의 소정의 위치에 배치되도록 부가신호의 배치 및 양을 
설정하는 부가신호설정수단을 가지고, 기록수단이, 상기 부가신호와 상기 압축텔레비젼신호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특수재생시에 보조신호의 전송패킷중에 있어서, 상기 전송패킷을 수신한 장치가 참조해
서 동작클록 또는 표시타이밍의 동기를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호인 타이밍참조 신호의 유무 및 위치
를 검출하는 타이밍참조신호검출수단과, 상기 타이밍참조신호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상기 보조신호의 전
송패킷속에 타이밍참조신호를 현재의 특수재생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기가 취할 수 있도록 개서하는 
타이밍차조신호개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보조신호의 전송패킷중에 있어서 타이밍참조신호의 유무 및 위치를 검출하는 타이밍참조
신호검출수단과, 상기 타이밍참조신호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상기 보조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속의 
타이밍참조신호를 제거하는 타이밍참조신호제거수단과, 특수재생시에 재구성된 상기 보조신호의 전송패킷
에 대해서 현재의 특수재생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기를 취할 수 있도록 타이밍참조신호를 생성부가 하
는 타이밍참조신호부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보조신호의 전송패킷중에 있어서 타이밍참조신호의 유무 및 위치를 검출하는 타이밍참조
신호검출수단과, 상기 타이밍참조신호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상기 보조신호의 전송패킷속의 타이밍참조
신호를 개서하는 타이밍참조신호개서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보조신호생성수단은, 소정의 복수의 특수재생속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대응한 보
조신호를 생성하고, 타이밍참조신호개서수단은 각각의 상기 특수재생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기가 취해
지도록 각각의 상기 보조신호의 타이밍참조신호를 개서하고, 신호개구성수단은, 상기 복수의 특수재생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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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 어느속도인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
생장치.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입력된 디지틀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재생속도를 변화시킬 때에, 기록매체로부터의 재생신호를 얻을 수 없는 동안 정확하게 동기를 취할 수 있
도록 타이밍참조신호를 가진 전송패킷을 생성하는 타이밍참조패킷생성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6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압축된 화상신호를 포함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으로하고, 소정의 기
록패킷형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기록계가, 상기 디지틀신호로부
터 특수재생시에 화상신호를 생성하기위한 신호인 보조화면신호를 생성하는 보조화면신호생성수단과, 상
기 각 보조화면신호의 복호를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신호, 또는 보조화면신호를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공통헤더신호를 생성하는 공통헤더신호생성수단과, 상기 입력신호와 상기 
보조화면신호와 상기 공통헤더신호생성수단의 각각을 기록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록신호처리수단과,  상기 
기록패킷 및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과 상기 보조화면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신호패킷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신호에 소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가지고, 
재생계가,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재생신호를 얻어서, 소정의 재생신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기록패킷 및 상
기 식별신호를 재구성하는 재생신호처리수단과, 통상 재생시에는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
으로부터 상기 디지틀신호를 상기 전송패킷형식으로 재구성하고, 특수재생시에는 상기 각 보조화면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로패킷과 상기 공통헤더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으로부터 상기 전송패킷형식을 가진 신
호를 재구성하는 신호재구성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보조화면신호가 화면간 예측부호화에 의해 압축된 화상신호중, 화면내 부호화를 행한 
화면의 화상신호의 일부 또는 전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기록처리수단이, 공통헤더정보를 각 보조화면신호의 구획위치에 배치하고, 신호재구성
수단이, 특수재생시에는 상기 각 보조화면신호를 직전에 재생된 상기 공통헤더신호와 함께 재구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신호로하고, 상기 입력신호의 신
호형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획득수단을 가지고, 기록수단이, 상기 획득수단의 출력과 상기 입력신호
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획득수단은, 입력신호의 입력전송레이트에 대한 정보, 압축텔레비젼신호의 패킷속의 유
효한 데이터길이, 패킷의 헤더부의 구성에 대한 정보중 적어도 1개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짙르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은, 기록패킷q개로부터 1개의 트랙이 기록매체상에 형성되고, r개의 트랙을 1
개의 그룹으로하고, 그룹사이에서 상기 전송패킷이 걸쳐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
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이, 입력된 디지틀신호의 각 전송패킷을 기록매체에 기록할때에, 기록패킷m개
에 의해 p개의 상기 전송패킷을 기록하고, 신호재구성수단이, 재생수단의 출력인 m개의 기록패킷마다 p개
의 전송패킷을 재구성해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3 

제26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이, 기록매체의 기록데이터레이트와 기록신호변환수단의 출력의 데이터레이트
와의 차분에 상당하는 데이터레이트의 신호를 부가신호패킷으로 해서 기록패킷형식으로 생성하여 상기 기
록신호변환수단의 출력과 함께 소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신호재구성수단이, 
재구성된 기록패킷이 부가신호패킷인 경우에는 상기 부가신호패킷을 무효패킷으로해서 이후의 처리를 행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4 

제26항에 있어서, 입력된 디지틀신호에 포함되는 화상신호중 화면마다의 구획위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
출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구획위치가 기록매체상의 소정의 위치에 배치되도록 부가신호의 배치 및 양을 
설정하는 부가신호설정수단을 가지고, 기록수단이, 상기 부가신호와 상기 압축텔레비젼신호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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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계는, 소정의 전송패킷형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틀신호를 입력으로하고, 상기 디지틀신호로부터 보조신
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상기 디지틀신호로부터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는 동시에,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
한 것을 표시하는 보조신호생성정보를 생성하고, 또 상기 디지트신호로부터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지 않
는 경우에는 상기 보조신호를 생성하지 않았던 것을 표시하는 보조신호생성정보를 생성하는 보조신호생성
수단과, 상기 디지틀신호 및 상기 보조신호가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보조신호를 기록패킷으로 변환하
는 기록신호변환수단과, 상기 보조신호 생성정보와 함게 상기 기록패킷에 소정의 기록신호처리를 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가지고, 재생계는,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재생신호를 얻어서 소정의 재생
신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기록패킷 및 보조신호생성정보를 재구성하는 재생신호처리수단과, 재구성된 상기 
보조정보생성정보가 상기 보조정보를 생성한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
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 또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고, 그
외의 경우는 상기 디지틀신호로 이루어지는 기록패킷을 사용해서, 상기 디지틀신호를 재구성해서 출력하
는 신호재구성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이한 복수종류의 보조정보에 관한 정보생성정보를 기록매체상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보조신호를, 기록매체상의 소정의 위치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
재생장치.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입력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해독판정신호를 상기 입력신호속으로부
터 검출하는 해독판정신호검출수단과, 상기 해독판정신호의 판정에 의해 상기 입력신호를 해독할 수 없는 
경우는 비해독정보를 보조신호에 부가하는 비해독정보부가수단과, 상기 보조신호에 상기 비해독정보가 부
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보조신호를 재구성하여 출력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출력방지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틀신호기록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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