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8129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G11B 20/0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4월26일
10-0381290
2003년04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0-7014455 (65) 공개번호 특2001-0053035
(22) 출원일자 2000년12월19일 (43) 공개일자 2001년06월25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0년12월19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1999/03668 (87) 국제공개번호 WO 2000/02195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9년07월07일 (87) 국제공개일자 2000년01월13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중국, 대한민국, 미국,
EP 유럽특허: 독일, 프랑스, 영국,

(30) 우선권주장 98-192064 1998년07월07일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일본국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72) 발명자 기쿠치신이치
일본가나가와켄요코하마시이소고쿠요코다이4-23-1
안도히데오
일본도쿄도히노시아라이890-1-205
다이라가즈히코
일본가나가와켄요코하마시이소고쿠요코다이2-16-26
이토유지
일본도쿄도오타쿠주오5-22-1
미무라히데키
일본가나가와켄요코하마시가나자와쿠시바초391마린-시티에이-104

(74) 대리인 김태홍
김승호
김진회

심사관 : 한충희

(54)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

요약

 - 1 -



등록특허 10-0381290

 
파일의 소거 레벨 부가 범위가 지시된다. 이 지시에 띠라 소거 레벨이 설정된다. 이 설정 범위가 현재 셀의 셀 유닛와 
일치하지 않으면, 현재 셀은 분할 셀의 순서를 설정하도록 분할된다. 분할 셀과 현재 셀 각각의 재생 관리 정보는 재생
성되고, 소거 레벨 정보는 부가 범위에 속하는 분할 셀의 재생 관리 정보에 부가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실시간의 기록이 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장치 및 방법)과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정보 기록 매체(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을 기록하는 비디오 CD와 같은 광 디스크의 내용을 재생하는 시스템이 개발되
어 왔고, 무비(영화) 소프트웨어 타이틀, 가라오케 데이터 등을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되어 왔다.

이러한 시스템 중에서 MPEG2(동영상 전문가 그룹2)의 국제 표준을 사용하는 DVD(디지털 Versatile 디스크) 표준이 
제안되었다.

이 표준은 동영상 압축 방법으로서의 MPEG2와 오디오 방법으로서의 AC-3 오디오, MPEG 오디오 등을 지원한다. 이 
표준에는 특정 재생을 제어하기 위해 비트맵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압축하여 구한 중첩된 대화
창과 메뉴를 위한 부영상 데이터가 부가되어 있다. 더욱이, 이 표준은 UDF(다목적 디스크 포맷) 브릿지(UDF와 ISO9
660의 혼성)를 지원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가 기입 또는 재기입될 수 있는 DVD-RAM 등과 같은 광 디스크가 개발되었다. DVD-ROM 등을 
이용하는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에는 기록된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을 최종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가정용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는 아직 상용화되
지 않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쉽고 원할하게 편집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저장 유닛(단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 기록 매체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은 소정의 기록 유닛으로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무비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영역과, 그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관리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 관리 영역은 데이터 영역의 특정 
기록 유닛을 일시적으로 소거된 상태로 설정하는 소거 레벨 플래그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의 논리적 구조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데이터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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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2에 도시된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TS)의 계층적 구조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계층적 구조의 최하위층의 팩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 일반 정보(PCI_G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2에 도시된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비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VTS_PGCIT)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프로그램 체인 정보(PCG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셀 재생 정보 테이블(C_PBIT)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셀 재생 정보(C_PB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셀 카테고리(C_CAT)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정규 PGC에 대한 프로그램 체인 일반 정보(PGC_G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5는 트래시 PGC에 대한 프로그램 체인 일반 정보(PGC_G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6은 트래시 PGC에 대한 셀 재생 정보(C_PB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7은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에 기록된 디지털 정보의 포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8은 도 17에 도시된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VOB)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9는 도 18에 도시된 더미팩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0은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에 기록된 디지털 정보의 파일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1은 도 20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데이터 파일(RTR_VMG)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2는 도 21에 도시된 비디오 관리자 정보 테이블(VMGI_MAT)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3은 도 21에 도시된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_AVFIT)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4는 도 23에 도시된 무비 VOB 정보(M_VOBI)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5는 도 24에 도시된 시간 맵 정보(TMAPI)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6은 도 21에 도시된 사용자 정의된 PGC 정보 테이블(UD_PGCIT)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7은 PGC 정보(PGCI; 원PGC 또는 사용자 정의 PGC의 정보)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8은 도 27에 도시된 PGC 일반 정보(PGC_G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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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는 도 27에 도시된 프로그램 정보(PGI)의 프로그램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0은 도 27에 도시된 셀 정보(CI)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1은 도 30에 도시된 동영상 셀 정보(M_CI)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2는 도 31에 도시된 무비 셀 일반 정보(M_C_G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3은 도 31에 도시된 동영상 셀 진입점(entry point) 정보(M_C_EP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4는 도 1에 도시된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를 이용하여 비디오 프로그램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재생하는 장치(RT
R 비디오 레코더)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35는 도 34에 도시된 장치에서의 기록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6은 소거 레벨 셋업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7은 도 36에 이어지는 흐름도이다.

도 38은 소거 레벨의 설정시 디스플레이되는 윈도우의 예들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9는 셀 분할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0은 소거 레벨 플래그가 설정되는 셀의 복구(재저장) 및 실제 소거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1은 소거 레벨 플래그가 설정되는 셀의 복구(재저장)시 및 실제 소거시 디스플레이되는 윈도우의 예들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2는 소거 레벨 플래그가 설정되는 셀의 자동 소거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3은 소거 레벨 플래그가 설정되는 셀 소거시 디스플레이되는 윈도우의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4는 도 34에 도시된 장치의 재생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5 내지 도 48은 VOB와 셀을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한 세트의 흐름도이다.

도 49는 하나의 셀이 하나의 VOB와 동등한 셀을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도 50은 하나의 셀이 하나의 VOB와 동등하지 않은 VOB를 분할하는 방법을 서명하고 있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동일한 참조 번호 및 
기호는 전체 도면에 걸쳐 기능이 같은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그의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의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또한, 도 1은 광 디스크(10)
의 데이터 기록 영역과 그 데이터 기록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기록 트랙 간의 대응성을 도시하고 있다.

먼저, 광 디스크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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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과 관련하여, 광 디스크(10)는 각각이 기록층(17)(한 개 또는 두 개의 층)을 갖는 한 쌍의 투명 기판(14)을 접착
층(20)을 이용하여 접착하여 얻는 구조를 갖는다. 각 기판(14)은 0.6 ㎜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으로 형성되고, 
첩작층(20)은 두께가 40 ㎛ 내지 70 ㎛인 자외선 세팅 수지로 이루어져 있다. 한 쌍의 기판(14)은 상호 접착되어 그들
의 기록층(17)이 접착층(20)의 표면상에서 상호 접촉할 때 1.2 ㎜ 두께의 대용량의 광 디스크(10)가 얻어진다.

참조 번호 22는 중앙 개구부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 24는 파지 영역을 나타낸다. 참조 번호 25는 정보 영역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 26은 리드아웃 영역을 나타내며, 참조 번호 27은 리드인 영역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 28은 데이터 기록 영역
을 나타낸다. 정보 영역(25)의 기록층(17)상에는 기록 트랙이 예컨대 나선 패턴으로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연
속 트랙은 복수의 물리적 섹터로 분할되고, 그 물리적 섹터는 일련 번호를 가지며 기록 유닛으로서 이용된다.

도 1과 관련하여, 디스크(10)가 재기입 가능한 DVD-RAM/DVD-RW(또는 1회 기입용 DVD-R)일 때, 이 디스크는 
카트리지 안에 하우징된다. DVD-RAM 디스크(10)를 하우징하는 카트리지는 디스크 기록/재생 장치(DVD 비디오 레
코더 또는 DVD 비디오 플레이어)에 적재되고 인출될 때, 그 장치 안에는 디스크(10)만 남게 된다.

기록층(17)의 데이터 기록 트랙은 각각이 소정의 기억 용량을 갖는 복수 개의 논리 섹터(최소 기록 유닛)로 분할되고, 
데이터는 이들 논리 섹터와 관련하여 기록된다. 논리 섹터당 기록 용량은 하나의 팩 데이터 길이와 동등한 2,048 바이
트가 되도록 결정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의 논리 구조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정보 영역(25)은 예컨대 도 2에 도시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구조의 논리 포맷은 표준 포맷 중 하나
로서 예컨대 다목적 디스크 포맷(UDF) 브릿지(UDF와 ISO9660의 잡종)와 일치하도록 정해진다.

도 2와 관련하여, 데이터 기록 영역(28)은 볼륨 공간으로서 할당된다. 볼륨 공간(28)은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의 정보
에 관한 공간(볼륨/파일 구조)(70), DVD 사양과 호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공간(DVD 비디오 영역)(71) 및 
DVD 사양 이외의 사양과 호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공간(기타 기록 영역)(73)을 포함한다.

볼륨 공간(28)은 일련 번호를 갖는 다수의 섹터로 물리적으로 분할된다. 이 볼륨 공간(28)상에 기록된 데이터의 논리 
어드레스는 UDF 브릿지에 의해 정해진 논리 섹터 번호를 의미한다. 이 공간의 논리 섹터의 크기는 물리 섹터의 크기에
서와 같이 2,048 바이트이다. 논리 섹터 번호에는 물리 섹터 번호의 오름 차순으로 일련 번호가 할당된다. 각 물리 번
호에는 논리 섹터와는 달리 에러 정정 정보 등이 첨부되는 것에 주목한다.

볼륨 공간(28)은 볼륨/파일 구조 영역(70), 하나 이상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n)(72)로 이루어진 DVD 비디오 
영역(71) 및 기타 기록 영역(73)을 포함하는 계층 구조이다. 이들 영역은 논리 섹터의 경계에서 분할된다. 하나의 논
리 섹터는 2,048 바이트라고 정하고 하나의 논리 블럭도 2,048 바이트라고 정하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하나의 논
리 섹터는 하나의 논리 블럭과 등가적으로 정해진다.

볼륨/공간 구조 영역(70)은 UDF 브릿지에 의해 정해진 관리 영역에 상응한다. 이 영역(70)의 기술에 기초하여, 본 발
명의 장치의 내부 시스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는 비디오 관리가 VMG의 내용이 기억되어 있다.

DVD 비디오 영역(71)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72)와 이 VTS를 관리하는 비디오 관리자(VMG)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74A)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VMG는 필요에 따라 비디오 관리자 정보(VMGI), 관리자 메뉴를 위
한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MGM_VOBS) 및 VMGI의 백업 파일(VMGI_BUP)을 포함하는 것에 주목한다.

각 VTS(72)는 필요에 따라 비디오 타이틀 세트 메뉴를 위한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TSM_VOBS), 비디오 타이틀 세
트 타이틀을 위한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TSTT_VOBS), VTSTT_VOBS를 관리하기 위한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VTSI) 및 VTSI의 백업 파일(VTSI_BUP)를 포함하는 파일(74B)에 의해 구성된다.

기타 기록 영역(73)은 전술된 VTS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또는 VTS와 관련 없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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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TT_VOBS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VOB)의 한 세트를 정의하는 것임을 주목한다. 각 VOB는 하나 이상의 
셀의 한 세트를 정의한다. 한 세트의 하나 이상의 셀은 프로그램 체인(PGC)을 생성한다. 1 PGC가 하나의 드라마에 상
응한다고 가정하면, 이 PGC를 만드는 복수 개의 셀은 그 드라마의 여러 장면에 상응할 수 있다.

    
하나의 디스크(10)의 볼륨 공간(28)이 복수 개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n)를 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도 2에 도
시된 구조가 적절하게 이용된다. 그러나, 하나의 디스크(10)의 볼륨 공간(28)이 하나의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만
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조가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의 일례는 도 17과 관련하여 후술된다. 이 구조
에 있어서, 도 2에 도시된 파일(74A)은 생략되고, 파일(74B)과 유사한 파일이 DVD 비디오 영역(71)의 데이터 영역
에 대신 기억된다.
    

도 3은 광 디스크(10)에 기록된 정보(데이터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의 서브디렉토리, 오디오 타이틀 집합(ATS)의 서브디렉토리 등은 
루트 디렉토리 하에서 연결되어 있다. 각종 비디오 파일(VMGI파일, VMGM파일, VTSI파일, VTSM파일, VTS파일 등)
은 VTS의 서브디렉토리 내에 포함되어 시스템적으로 관리된다. 특정한 파일(예컨대 특정한 VTS)이 루트 디렉토리에
서 그 파일에 이르는 경로를 지정함으로써 액세스될 수 있다.

DVD-RAM (DVD-RW) 디스크(10) 또는 DVD-R 디스크(10)는 도 3(또는 나중에 설명될 도 20)에 도시된 디렉토
리 구조를 갖도록 미리 포맷될 수 있고, 미리 포맷된 디스크(10)는 DVD 비디오 기록용 미사용 디스크(원시적 디스크)
로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즉, 미리 포맷된 원시적 디스크(10)의 루트 디렉토리는 VTS(또는 도 20에 도시된 DVD_RTR)로 명명된 서브디렉토
리를 포함한다. 이 서브디렉토리는 각종 관리 데이터 파일(도 3에 도시된 VIDEO_TS.IFO, VTS_01_0.IFO; 도 20에 
도시된 RTR.IFO)), 각종 관리 데이터 파일의 정보를 백업하기 위한 백업 파일(VIDEO_TS.BUP, VTS_01_0.BUP; 도 
20에서는 백업 파일이 생략되어 있다), 및 관리 데이터 파일의 내용에 기초하여 관리되고 디지털 동영상 정보를 저장하
는 비디오 데이터 파일(도 3의 VTS_01_0.VOB 등; 도 20의 RTR_MOV.VRO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브디렉토리(도 3의 VTS 디렉토리 또는 도 20의 DVD_RTR 디렉토리)는 필요에 따라 소정의 메뉴 정보를 저
장하기 위한 메뉴 데이터 파일(VMGM, VTSM)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디스크(10)상에는 비디오 관리자(VMG)라고 칭하는 파일이 이 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네비게이션 데이
터)로서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타이틀 세트(VTS)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파일(도 20의 경우에 있어서의 
RTR.IFO), 비디오 파일 및 VTSI의 백업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도 4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타이틀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TSTT_VOBS)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계층 구조를 도시
하고 있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TSTT_VOBS)(83)은 한 집합에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
젝트(VOB)(83)의 한 세트로서 정의된다. 각 VOB(83)는 한 집합의 하나 이상의 셀(84)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
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VOBU)(85)의 한 세트를 형성하고 있다. 각 VOBU는 각종 데이터 팩(86 내지 
91)의 한 세트로 구성된다.

이들 팩의 각각은 데이터 전송의 최소 유닛으로서 기능한다. 논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최소 단위는 셀이며, 논리적인 
처리는 셀 유닛으로 행해진다.(후술될 도 20 내지 도 33에 도시된 데이터의 구조가 이용되는 경우, 셀보다 작은 유닛인 
진입점을 이용하는 처리가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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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BU의 재생 시간은 하나 이상의 영상 그룹[MPEG에서의 그룹 오브 픽쳐(GOP)]으로 형성된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시간에 상응하고, 0.4 초 내지 1.2 초의 범위 안에 속하도록 설정된다. 한 개의 GOP는 통상 재생 시간이 MPEG 포맷으
로 약 0.5 초인 스크린 데이터이고, 이 기간 중에 대략 15 개의 이미지를 재생하도록 압축된다.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부영상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재생 데이터 조차도 하나의 유닛으로서의 VOBU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DVD 비디오 레코더가 광 디스크(10) 상에 이 구조(도 20의 RTR_MOV.VRO)를 갖는 VOBS를 기록하는 경우에, 사용
자는 자주 기록 이후에 기록 내용을 편집하길 원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더미팩이 각 VOBU에 적절히 삽입
될 수 있다. 각 더미팩은 편집 데이터를 나중에 기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메뉴에 관한 VOBS는 복수 개의 메뉴 스크린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VOB를 구성하고 있
다. 반면에, 통상적으로 타이틀 집합의 VOBS는 복수개의 VOB를 구성하고 있다.

VOB에는 식별 번호(IDN#i; i = 0 내지 i)가 할당되고, 그 VOB는 그 식별 번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통상의 비디
오 스트림은 복수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지만, 흔히 하나의 메뉴 비디오 스트림은 하나의 셀을 구성하고 있다. 각 셀에
는 VOB에서와 같이 하나의 식별 번호(C_IDN#j)가 할당되어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비디오 파일[도 2에서의 파일(74A 또는 74B)]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의 파일은 하나 이상
의 프로그램 체인(PGC)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각각은 차례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셀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셀 각각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VOBU)에 의
해 구성되어 있다. 각 VOBU는 각각이 각종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팩은 하나 이상의 패킷
과 하나의 패킷 헤더로 구성되어 있다.
    

비디오 오브젝트(VOB)는 PCG 유닛의 관리 데이터 PGCI에 상응한다(이 PGCI는 후술될 도 21의 ORG_PGCI 또는 도 
26의 UD_PGCI에 상응한다). PGCI는 셀들을 관리하기 위한 셀 재생 정보 테이블(C_PBIT)를 저장하고, 셀들은 C_P
BIT에서 설명된 순서로 재생된다. 실제 셀 재생 어드레스는 C_PBIT에 셀 재생 정보(C_PBI)로서 기록된다(셀 재생 정
보는 후술되는 도 27의 CI에 상응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PGC에 관한 관리 정보와 셀에 관한 관리 정보는 상호 독립되어 있을 수 있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계층 구조의 최하위층에 있는 팩의 내용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이 팩의 시퀀스는 네비게이션 
팩(86), 비디오 팩(88), 더미팩(89), 부영상 팩(90), 오디오 팩(91) 등을 포함한다.

네비게이션 팩(86)은 팩 헤더(110), 재생 제어 정보/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 패킷(116) 및 데이터 검색 정보(
DSI) 패킷(117)을 포함한다. PCI 패킷(116)은 패킷 헤더(112) 및 PCI 데이터(113)와, 패킷 헤더(114) 및 DSI 데
이터(115)의 DSI 패킷(117)으로 형성되어 있다.

PCI 패킷(116)은 예컨대 재생 각도를 이음새가 없지 않게 전환할 때 이용되는 제어 데이터를 포함한다. DSI 패킷(11
7)은 예컨대 재생 각도의 넌심리스 전환(non-seamlessly swiching) 이용되는 제어 데이터를 포함한다. '각도 전환'

이란 피사체 영상이 보여지는 각도(카메라 각도)로 변경됨을 의미하는 것에 주목한다.

후술될 도 17 및 도 18에 도시된 구조가 이용되는 경우, 네비게이션 팩(86)은 이용되지 않고 도 20에 도시된 네비게이
션 데이터(RTR_VMG)가 대신 이용된다.

비디오 팩(88)은 팩 헤더(881)와 비디오 팩(882)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미팩은 팩 헤더(891) 및 패딩 패킷(890)과, 
패킷 헤더(892) 및 패딩 데이터(893)의 패딩 패킷(890)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딩 데이터(893)는 중요하지 않은 데
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주목한다.

부영상 팩(90)은 팩 헤더(901)와 부영상 패킷(902)으로 형성되어 있다. 오디오 팩은 팩 헤더(911)와 오디오 팩(91
2)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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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팩(882)은 패킷 헤더(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포함하고 있고, 패킷 헤더는 디코드 시간 스탬프(DST) 및 프리
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주의한다. 부영상 패킷(902)과 오디오 패킷(912)의 각각은 패킷 
헤더(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포함하고 있고, 패킷 헤더는 프리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를 기록한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 데이터(113)]의 내용을 도시하고 있다.

PCI 데이터에는 PCI 일반 정보(PCI_GI), 넌심리스 재생 각도 정보(NSML_AGLI), 하일라이트 정보(HLI) 및 기록 정
보(RECI)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 정보(RECI)는 국제 표준의 저작권 관리 코드(ISRC)를 포함할 수 있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의 일반 정보(PCI_GI)에 대한 내용을 도시하고 있다.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의 일반 정보(PCI_GI)는 네비게이션 팩의 논리 블럭 번호(NV_PCK_LBN), VOBU의 카테고리
(VOBU_CAT), VOBU의 사용자 조작 제어(VOBU_UOP_CTL), VOBU의 시작 프리젠테이션 시간(VOBU_S_PTM), 
VOBU의 종료 프리젠테이션 시간(VOBU_E_PTM), VOBU의 시퀀스 단부의 종료 프리젠테이션 시간(VOBU_SE_PTM) 
및 셀 경과 시간(C_ELTM)을 설명하고 있다.

논리 블럭 번호(NV_PCK_LBN)는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CPI)를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OBS)의 첫
번째 논리 블럭들의 상대 번호에 의해 그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를 포함하고 있는 네비게이션 팩의 어드레스(기
록 위치)를 표현하는 것에 주목한다.

    
VOBU_CAT는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를 포함하고 있는 VOBU의 비디오 및 부영상 데이터에 상응하는 아날로그 
신호의 복사 방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VOBU_UOP_CTL은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를 포함하고 있는 
VOBU의 디스플레이(프리젠테이션) 기간 중에는 금지되는 사용자 조작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VOBU_S_PTM은 프리
젠테이션 제어 정보(PCI)를 포함하고 있는 VOBU의 디스플레이(프리젠테이션)의 시작 시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특
히, 이 VOBU_S_PTM은 VOBU의 최초 GOP의 디스플레이 순서대로 최초 비디오(최초 영상)의 시작 디스플레이 시간
을 나타낸다.
    

VOBU_E_PTM은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를 포함하고 있는 VOBU의 디스플레이(프리젠테이션)의 종료 시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VOBU_E_PTM은 VOBU의 최종 GOP의 디스플레이 순서대로 최종 비디오(최종 영상)의 
종료 디스플레이 시간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 VOBU에 비디오 데이터가 없는 경우 또는 그 VOBU의 재생이 정지된 경우, 이 VOBU_E_PTM은 필드 
간격의 시간 그리드(NTSC 비디오의 경우에는 1/60 초)로 배열된 가상 비디오 데이터의 종료 시간을 나타낸다.

    
VOBU_SE_PTM은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를 포함하고 있는 VOBU의 비디오 데이터의 시퀀스 종료 코드에 기
초하여 디스플레이(프리젠테이션)의 종료 시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종료 시간은 영상이 시퀀스 종료 코드
를 포함하고 있는, VOBU의 디스플레이 순서대로 최종 비디오(최종 영상)의 종료 디스플레이 시간을 나타낸다. 만일, 
VOBU에 시퀀스 종료 코드를 갖는 비디오(영상)가 없다면, VOBU_SE_PTM에는 00000000h(h는 16진수의 약자)가 
설정된다.
    

C_ELTM은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PCI)를 포함하고 있는 셀의 디스플레이 순서로 최초 비디오 프레임에서 BCD 포
맷과 프레임으로 시간, 분 및 초로 PCI를 포함하고 있는 VOBU의 디스플레이 순서로 최초 비디오 프레임에서 상대적인 
디스플레이(프리젠테이션) 시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VOBU에 비디오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가상 비디오 데이터의 최
초 비디오 프레임이 비디오 프레임으로서 이용된다.

도 8은 도 2에 도시된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의 내용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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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VTS는 복수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일에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비디오 타이틀 세트 메뉴에 
관한 오브젝트 세트(VTSM_VOBS), 비디오 타이틀 세트 타이틀에 관한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TSTT_VOBS) 및 비
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에 관한 백업 정보(VTSI_BUP)가 포함되어 있다.

    
VTS의 시작분에 설정된 VTSI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VTSI_MAT), VTS part_of_title(예컨대, 임
의의 프로그램의 챕터)에 관한 타이틀 검색 포인터 테이블(VTS_PTT_SRPT), VTS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VT
S_PGCIT), VTS 메뉴 PGC 정보 유닛 테이블(VTSM_PGCI_UT), VTS 시간 맵 테이블(VTS_TMAPT), VTS 메뉴 
셀 어드레스 테이블(VTSM_C_ADT), VTS 메뉴 VOBU 어드레스 맵(VTSM_VOBU_ADMAP), VTS 셀 어드레스 테
이블(VTS_C_ADT) 및 VTS VOBU 어드레스 맵(VTS_VOBU_ADMAP)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관리 테이블(VTSI_MAT)(후술되는 도 22에 도시된 VMGI_MAT에 상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VTSI_MAT는 VTS 식별자, VTS의 종료 어드레스, 광 디스크(10)에 기록된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번 완전히 재
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재생 플래그, 광 디스크(10)에 기록된 프로그램이 소거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할 때 소
거 에러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아카이브 플래그(ARCHIVE_FLAG; 이 플래그는 생략될 수도 있고, 후술하는 바
와 같이 셀 유닛의 플래그로 대체될 수도 있다), VTSI의 종료 어드레스, 이 광 디스크(10)가 사용하는 포맷 및 그 포
맷의 버전 번호, VTS 카테고리, VTSI_MAT의 종료 어드레스, VTS 메뉴 VOBS의 시작 어드레스 및 VTSTT_VOBS
의 시작 어드레스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VTSI_MAT는 VTS 부분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part_of_title 검색 포인터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V
TS_PTT_SRPT_SA)와, VTS의 재생 순서를 설정하는 PGC 정보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VTS_PGCIT_SA)와, VT
S 메뉴 디스플레이 제어를 위한 PGC 정보 유닛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VTMS_PGCI_UT_SA)와, VTS의 경과 시간
을 나타내는 시간 맵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VTS_TMAST_SA)와, VTS 메뉴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는 셀에 대한 
셀 어드레스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VTMS_C_ADT_SA)와, VTS 메뉴 디스플레이에 대한 VOBU의 어드레스 맵의 
시작 어드레스(VTSM_VOBU_ADMAP_SA)와, VTS 셀 어드레스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VTS_C_ADT_SA)와, VT
S VOBU 어드레스 맵의 시작 어드레스(VTS_VOBU_ADMAP_SA)와,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부영상 데이터 
등의 속성 정보와, VTS의 부영상 스트림 속성 테이블 및 VTS의 다중 채널 오디오 스트림 속성 테이블을 기술한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비디오 타이틀 세트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VTS_PGCIT)의 내용을 도시한다.

이 VTS_PGCIT는 VTS 프로그램 체인 정보 테이블 정보(VTS_PGCITI)와, VTS 프로그램 체인 정보 검색 포인터(V
TS_PGCI_SPR#1 내지 VTS_PGCI_SRP#n) 및 VTS 프로그램 체인 정보(VTS_PGCI)를 포함한다.

복수개의 정보(VTS_PGCI) 피스의 순서는 복수개의 VTS 프로그램 체인 정보 검색 포인터(VTS_PGCI_SRP#1 내지 
VTS_PGCI_SRP#n)와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단일 프로그램 체인 정보(V
TS_PGCI)는 하나이상의 프로그램 체인 정보 검색 포인터(VTS_PGCI_SRP)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프로그램 체인 정보(PCGI)의 내용을 도시한다.

PGCI는 PGC 일반 정보(PGC_GI)와, PGC 커맨드 테이블(PGC_CMDT), PGC 프로그램 맵(PGC_PGMAP)과, 셀 재생 
정보 테이블(C_PBIT) 및 셀 위치 정보 테이블(C_POSIT)로 구성된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셀 재생 정보 테이블(C_PBIT)의 내용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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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셀 재생 정보 테이블(C_PBIT)은 최대 255 피스(pieces)의 셀 재생 정보(C_PBITn; #n = #1 내지 #255)를 포
함한다.

도 2에 도시된 구조에서 사용되는 셀 재생 정보(C_PBI)는 도 17의 구조에서 사용되는 셀 정보(CI, 도 27과 도 30)에 
대응한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셀 재생 정보(C_PBI, C_PBI#1 내지 C_PBI#n)의 내용을 도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각 C_PBI는 셀 카테고리(C_CAT)와, 셀 재생 시간(C_PBTM)과, 셀의 첫번째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
VOBU)의 시작 어드레스(C_FVOBU_SA)와, 셀의 첫번째 인터리브 유닛(ILVU)의 종료 어드레스(C_FILVU_EA)와, 
셀의 최종 VOBU의 시작 어드레스(C_LVOBU_SA) 및 셀의 최종 VOBU의 종료 어드레스(C_LVOBU_EA)를 포함한다.

더욱이, 이러한 C_PBI에 있어서, 소거 레벨 플래그를 기술하는 1 바이트 필드(셀 타입)가 보장된다.

이 소거 레벨 플래그가 00h라면, 이 플래그가 부가되는 셀은 재생될 수 있으며(혹은, 소거 상태로 설정되지 않는다), 
이 플래그는 자동 소거 금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거 레벨 플래그가 01h라면, 이 플래그가 부가된 셀은 재생되는 것이 금지되며(혹은 소거 상태로 설정된다), 이 플래
그는 자동 소거 허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2에 도시된 상기 셀 소거 레벨 플래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도 33에서 도시된 기본 텍스트 정보(PRM_TXTI)로 기
술될 수 있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셀 카테고리(C_CAT)의 내용을 도시한다.

    
이 C_CAT는 하위 8 비트에 의한 셀 커맨드의 갯수와, 다음 8 비트(b8 내지 b15)에 의한 셀 정지 시간과, 다음 5 비트
에 의한 도 12에 도시된 것과 상이한 내용으로된 셀 타입과, 다음 1 비트에 의한 액세스 제한 플래그와, 다음 예비 비트 
후에 1 비트에 의한 심리스(seamless) 각도 변경 플래그와, 다음 1 비트에 의한 시스템 시간 클럭(STC) 불연속 플래
그(STC를 리셋하거나 그렇지 않기 위한)와, 다음 1 비트에 의한 인터리브 할당 플래그(C_PBI에 의해 지정된 셀이 연
속 블럭 또는 인터리브 블럭에 위치하는지 나타냄)와, 다음 1 비트에 의한 심리스 재생 플래그(C_PBI로 지정된 셀이 
심리스 재생되는 지를 표시)와, 다음 2 비트에 의한 셀 블럭 타입(예컨대, 각도 블럭) 및 최종 2 비트에 의한 셀 블럭 
모드(예컨대, 블럭의 첫번째 셀)를 지시한다.
    

셀 블럭 모드 비트가 00b(b는 바이너리(binary)를 의미)라면, 그 셀은 블럭에 있는 셀이 아니며, 그 비트가 01b라면 
그 셀은 그 블럭에서 첫번째 셀이고, 비트가 10b이면, 그 셀은 그 블럭에 있는 셀이며, 비트가 11b이면 그 셀은 그 블
럭에 있는 셀임을 의미한다.

만약 셀 블럭 타입 비트가 00b이면 셀 블럭은 대응하는 블럭에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비트가 01b이면 대응 블럭은 
각도 블럭(다중 각도 셀을 포함하는 블럭)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셀 블럭 타입 = 01b이 재생 중에 검출된다면, 상기 장치는 사용자에게 각도 마크를 깜박거림으로써(혹은 각도 
마크의 형태나 ON 컬러를 바꾸면서) 현재 각도 블럭 재생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정보로, 사용
자는 또다른 각도에 있는 이미지가 현재 재생되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이용가능함을 확신할 수 있다.

인터리브 할당 플래그가 0b인 것은 대응 셀이 연속 블럭에 속함을 나타내고(연속으로 복수개의 VOBU를 기록함을 나
타내고), 인터리브 할당 플래그가 1b인 것은대응 셀이(한 개 이상의 VOBU를 포함하는 ILVU 각각을 인터리브 기록하
는 것을 나타냄) 인터리브 블럭에 속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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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심리스 각도 변경 플래그가 설정된다면(= 1b), 이것은 대응 셀이 심리스 재생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심리
스 각도 변경 플래그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0b), 대응 셀은 넌심리스(non-seamless) 재생됨을 나타낸다.

즉, 인터리브 할당 플래그 = 1b이고, 심리스 각도 변경 플래그 = 0b이면, 각도는 넌심리스 변경될 수 있으며, 인터리
브 할당 플래그 = 1b이고, 심리스 각도 변경 플래그 = 1b이면, 각도는 심리스 변경될 수 있다.

매우 짧은 액세스 시간을 갖는 매체 드라이브 시스템(1 비디오 프레임 주기안에 원하는 각도 블럭 시작 부분을 액세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각도가 인터리브 할당 플래그 = 0b, 즉 인터리브 기록되지 않는 VOBU 세트(상이한 
각도 셀) 사이일지라도 원할하게 변경될 수 있다.

    
비교적 느린 액세스 속도를 갖는 광 디스크(10)가 기록 매체로 사용될 경우, 그 디스크의 1 기록 트랙은 양호하게 1 인
터리브 블럭의 기록에 할당된다. 이러한 포맷으로, 광 헤드의 추적 종착지는 1 트랙 폭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거리만큼 
단지 디스크의 반경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임 래그가 없는 트랙 점프(심리스 각도 변경에 적합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1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VOBU)에 대한 트랙 점프가 행해진다면, 디스크의 최대 1 회전 동
안 타임 래그는 생성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VOBU 유닛에서 점프를 필요로 하는 각도 변경은 넌심리스 각도 변경에 
적합하다.
    

대응 타이틀 세트의 셀 데이터가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후에 관찰자(사용자)가 임의대로 판독 데이터에서 심리스 각
도 변경 플래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DVD 비디오 레코더를 설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네비게이션 팩(86)에서 기술되는 각도 정보가 심리스 또는 넌심리스 각도 정보인지를 심리스 각도 변경 플래그가 나타
낼 경우, 사용자가 이 플래그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사용자는 또한 네비게이션 팩(86)에서 각도 정보(도시 생략)를 수
정해야만 한다(예컨대 심리스 각도 정보에서 넌심리스 각도 정보로 수정).

셀 재생 모드가 0b일 경우에는, 셀에서 연속 재생을 표시하고, 그 모드가 1b일 경우에는 셀에서 VOBU에서의 정지 재
생을 표시한다.

사용자가 기록 및 재생 등을 할 경우 액세스 제한 플래그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직접 선택을 금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질문 모음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셀에 액세스 제한 플래그가 설정될 경우(= 1b), 사용자가 남몰래 답을 
판독하는 것이 금지된다.

도 12에 도시된 셀 타입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갖는 도 13의 셀 타입은 자신의 5 비트 내용으로써 다음의 사실을 나
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셀이 가라오케용으로 형성될 경우를 나타낸다.

    
그 5 비트가 00000b라면, 지정되는 셀 타입은 없으며, 그 5 비트가 00001b라면 가라오케의 타이틀 영상이 지정되며, 
5 비트가 00010b이면 가라오케의 도입 부분이 지정되고, 5 비트가 00011b이면, 클라이맥스(브릿지) 이외의 노래 파
트가 지정되며, 5 비트가 00100b라면 첫번째 클라이맥스 파트의 노래 파트가 지정되며, 5 비트가 00101b라면 두번째 
클라이맥스 파트의 노래 파트가 지정되고, 5 비트가 00110b라면 남성 보컬용 노래 파트가 지정되고, 5 비트가 00111
b라면 여성 보컬용 노래 파트가 지정되며, 5 비트가 01000b라면 혼합 보컬용 노래 파트가 지정되고, 5 비트가 01001
b라면 간주 파트(연주 파트)가 지정되고, 5 비트가 01010b라면 간주 파트의 페이드인이 지정되고, 5 비트가 01011b
라면 간주 파트의 페이드 아웃이 지정되며, 5 비트가 01100b라면 첫번째 종료 부분이 지정되고, 5 비트가 01101b라
면 두번째 종료 부분이 지정됨을 나타낸다. 나머지 5 비트 코드의 내용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각도 변경은 가라오케의 배경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각도 변경에 적용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
이드 보컬을 노래하고 있는 싱어의 완전 형상 장면, 얼굴과 입의 클로즈업 장면 등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소정의 소절을 뒤로 가게 함으로써 혹은 원하는 소절 사이에서 재생을 반복하는 중에 가라오케 음악 흐름에 따라 심리
스 각도 변경이나 넌심리스 각도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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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셀 정지 시간의 8 비트 내용이 00000000b라면 영(0) 정지 시간이 지정되고, 만약 그 내용이 11111111b라면 
제한 없는 정지 시간이 지정되며, 00000000b에서 11111111b의 범위 내에 그 내용이 속한다면, 10진 값(1에서 256
까지)으로 규정되는 지속 기간을 갖고 내용에 의해 명시되어 초로 표현되는 정지 디스플레이 기간이 지정된다. 셀 커맨
드의 갯수는 해당 셀의 재생 완료시 실행될 셀 커맨드의 갯수를 나타낸다.

도 14는 정규 프로그램 체인(PGC)에 대한 일반 정보(PGC_GI)의 내용을 도시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프로그램 체인 일반 정보(PGC_GI)는 PGC 내용(PGC_CNT), PGC 재생 시간(PGC_PB_TM), PGC 
사용자 조작 제어 정보(PGC_UOP_CTL)와, PGC 오디오 스트림 제어 테이블(PGC_AST_CTLT)과, PGC 부영상 스트
림 제어 테이블(PGC_SPST_CTLT)과, PGC 네비게이션 제어 정보(PGC_NV_CTL)와, PGC 부영상 팔레트(PGC_SP
_PLT)와, PGC 커맨드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PGC_CMDT_SA)와, PGC 프로그램 맵의 시작 어드레스(PGC_PGMA
P_SA)와 PGC의 셀에 대한 재생 정보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C_PBIT_SA) 및 PGC의 셀에 대한 위치 정보 테이블의 
시작 어드레스(C_POSIT_SA)를 나타낸다.
    

PGC_CNT는 상기 PGC에서의 프로그램 갯수와 셀 갯수(최대 255 개)를 나타낸다. 비디오 오브젝트(VOB)가 없는 P
GC에서의 프로그램 갯수는 "0"이다.

PGC_PB_TM은 상기 PGC에서의 프로그램의 총 재생 시간을 시간, 분, 초로 나타내고, 비디오 프레임 갯수를 나타낸다. 
이 PGC_PB_TM은 또한 비디오 프레임의 타입을 표시하는 플래그(tc_flag)를 기술하고, 프레임율(초당 25 또는 30 
프레임) 등은 이 플래그의 내용에 의해 지정된다.

PGC_UOP_CTL은 재생되고 있는 PGC에서 금지되는 사용자 조작을 가리킨다.

PGC_AST_CTLT는 8 개의 오디오 스트림 각각에 대한 제어 정보를 포함한다. 각 제어 정보는 해당 오디오 스트림이 
상기 PGC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플래그(가용도 플래그)와, 디코드될 오디오 스트림 갯수로부터 오디오 스
트림 갯수로의 변환 정보를 포함한다.

PGC_SPST_CTLT는 상기 부영상이 해당 PGC에서 이용가능한지를 가리키는 플래그(가용도 플래그)와, 부영상 스트
림 갯수(32 개)에서 디코드될 부영상 스트림의 갯수로의 변환 정보를 포함한다.

PGC_NV_CTL은 현재 재생되고 있는 PGC 이후 다음 재생될 PGC의 갯수를 가리키는 Next_PGCN과, 네비게이션 커맨
드("LinkPrevPGC" 또는 "PrevPGC_Seacrch()")에 의해 인용된 PGC의 갯수(PGCN)를 가리키는 Previous_PGCN
과, PGC가 리턴될 PGC의 가리키는 GoUp_PGCN과, 프로그램의 재생 모드(연속적 재생, 임의적 재생, 셔플(shuffle) 
재생 등)을 가리키는 PG 재생 모드 및 상기 PGC가 되어 된 후의 정지 시간을 나타내는 정지 시간 값을 포함한다.

PGC_SP_PLT는 상기 PGC의 부영상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컬러 차신호와 루미넌스 신호에 대한 16 개의 세트
를 기술한다.

PGC_CMDT_SA는 PGC가 재생되기 이전에 실행된 프리-커맨드와, PGC 재생 후에 실행되는 포스트-커맨드와, 셀 재
생 후에 실행되는 셀 커맨드를 위한 기술 영역을 보장한다.

PGC_PGMAP_SA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 상대 어드레스에 의한 PGC의 프로그램 구성
을 나타내는 시작 어드레스(PGC_PGMAP)를 기술한다.

C_PBIT_SA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 상대 어드레스에 의한 PGC의 셀 재생 순서를 결정
하는 셀 재생 정보 테이블(C_PBIT)의 시작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C_POSIT_SA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 상대 어드레스에 의한 PGC에서 사용된 VOB 식별 
번호와 셀 식별 번호를 가리키는 셀 위치 정보 테이블(C_POSIT)의 시작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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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파일 소거용 "트래시 박스" 파일을 제공하는 트래시 PGC에 대한 프로그램 체인 일반 정보(PGC_GI)의 내용을 
도시한다.

도 15에 도시된 트래시 PGC_GI는 도 14에 도시된 PGC_GI에 트래시 PGC 플래그(TRASH_PGC_FLG)을 부가함으로
써 구성된다.

이 트래시 PGC 플래그가 01h이면, 해당 PGC가 "소거된 셀의 재생에 관련한 트래시 PGC"인 것을 가리킨다. 한편, 이 
트래시 PGC 플래그가 00h이면, 해당 PGC가 "트래시 PGC"가 아니고 정상 PGC인 것을 가리킨다.

도 15에 도시된 트래시 PGC_GI는 PGC가 셀의 재생을 허용하도록 구성될 경우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또는 
트래시 박스 아이콘에서 파일 아이콘을 드래그하는 마우스 동작에 의해), 외양은 삭제되는(실제로 기록 데이터는 삭제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만, 소거 레벨 플래그에 의해 재생되는 것이 금지된다) PGC 일반 정보이다.

이 경우에, 트래시 PGC 플래그 = 01h(예를 들어, "트래시 박스")인 PGC에서 특정 셀에 대한 특정 키워드 입력은 트래
시 박스로부터 "트래시 박스"(트래시 아이콘)에 버려진 비디오 파일(파일 아이콘)을 복구시키는 동작에 해당한다.

도 16은 트래시 PGC에서의 셀 재생 정보(C_PBI)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6에 도시된 트래시 PGC의 C_PBI는 도 12에 도시된 C_PBI의 셀 타입이 트래시 박스로 버려지는 셀이 속한 원PG
C 번호를 지정하는 PGC_N과, 상기 셀 번호를 지정하는 C_IN_N으로 교체되는 구성을 갖는다.

트래시 PGC의 이러한 C_PBI에는 도 12에 도시된 "소거 레벨 플래그"가 없다.

도 16에 도시된 셀 재생 정보(C_PBI)는 도 15에 도시된 트래시 PGC 플래그 = 01h인 PGC에 속하는 "겉으로는 삭제
되는 셀"을 복구시키는데 사용된다.

도 15 및 도 16에 도시된 "트래시 박스에 버려진 셀"을 재생시키고 복구시키는 관리 정보(PGC_GI, C_PBI)는 장치(D
VD 비디오 레코더)의 내부 메모리에 남겨질수 있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정보로서 디스크(10) 상에 
기록될 수 있다.

도 17은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에 기록된 디지털 정보의 포맷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구조에 있어서, 리드인(lead-in, 27) 영역은 엠보싱 패턴을 지닌 빛 반사 표면을 구비한 엠보싱 데이터 존과, 표면
이 평평한(거울 표면) 거울 존 및 재기록가 한 재기록 가능 존을 포함한다. 리드아웃 영역(lead-out, 26)도 역시 정보 
재기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데이터 기록 영역(볼륨 공간, 28)은 볼륨/파일 관리(구조) 정보(70)와 사용자에 의해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데
이터 영역(DA)으로 구성된다.

볼륨/파일 관리 정보(70)는 오디오의 파일 정보와 데이터 영역(DA)에 기록되는 비디오 데이터 및 전체 볼룸에 관계하
는 정보를 기록한다.

데이터 영역(DA)은 임의로 컴퓨터 데이터 기록용 영역(DA1, DA3)과,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기록용 비디오 및 오디
오 데이터 영역(DA2)을 무작위로 기록할 수 있다. 컴퓨터 데이터와 비디오/오디오 데이터의 기록 순서와, 기록 정보 
사이즈 등은 임의대로 결정될 수 있다. 데이터 영역(DA)은 컴퓨터 데이터 또는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단독으로 기록
할 수 있다.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영역(DA)은 제어 정보(DA21)와, 비디오 오브젝트(DA22)와, 영상 오브젝트(DA23) 및 오
디오 오브젝트(DA2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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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정보(DA21)는 기록(이미지 그리고/또는 오디오 기록), 재생, 편집, 검색 등 각종 프로세스의 실행시 필요한 제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 정보(DA21)는 도 20(이후에 설명)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데이터(RTR_VMG)의 파일(RTR,IFO)을 
포함할 수 있다.

비디오 오브젝트(DA22)는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의 내용 정보를 포함한다.

영상 오브젝트(DA23)는 정지 영상, 느린 영상 등의 정지 영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오디오 오브젝트(DA24)는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의 내용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비디오 오브젝트(DA22)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트(VOBS)으로 구성됨에 주목해야 한다. 이 VOBS는 상이한 방법에 의
해 셀 재생 순서를 각각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체인(PGC#1 내지 PGC#k)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리드인 영역(27)의 엠보싱 데이터 존은 사전에 다음의 정보를 기록한다.

(1) DVD-ROM, DVD-RAM(또는 DVD-RW), DVD-R 등의 디스크 타입; 12 ㎝, 8 ㎝ 등의 디스크 사이즈; 기록 용
량; 기록 시작/종료 위치를 가리키는 물리 섹터의 번호 등 전체 정보 저장 매체에 관계한 정보

(2) 기록 능력과 기록 펄스 폭; 소거 능력; 재생 능력; 기록/소거에 따른 선속도 등의 기록/재생/소거 특성에 관계한 정
보

(3) 제작 번호 등의 개별 정보 기록 매체의 제조에 관계한 정보

각각의 리드인 영역(27)과 리드아웃 영역(28)의 재기록 가능 존은 다음의 필드를 포함한다.

(4) 각각의 정보 기록 매체의 유일한 디스크명(名)을 기록하기 위한 필드

(5) 테스트 기록 필드(기록/소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및

(6) 데이터 영역(DA)의 결함 필드에 관계한 관리 정보 기록용 필드

DVD-RTR 레코더/플레이어(RTR 비디오 레코더 또는 DVD-RAM 드라이브를 장착한 개인용 컴퓨터)는 (4) 내지 (
6)의 필드에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디스크(10)가 DVD-TR 레코더/플레이어(RTR 비디오 레코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리드인 영역(27)의 정보가 판
독된다. 리드인 영역은 소정의 참조 코드를 기록하고 섹터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제어한다.

리드-인 영역(27)에 존재하는 참조 코드는 2 개의 에러 정정 코드 블럭(ECC블럭)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ECC 블럭은 
16 개의 섹터를 가지고 있다. 이 2 개의 ECC 블럭(32 섹터)은 스크램블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발생된다. 스크램블 
데이터가 추가된 참조 코드의 재생시, 재생측에서는 파일 연산 등이 특정 데이터 심볼(예, 172)을 재생시키기 위해 행
해져서 연속적인 정확한 데이터 판독을 보장한다.

리드인 영역(27)의 제어 데이터는 192 개의 ECC블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어 데이터 필드에 있어서, 각 블럭에 존
재하는 16 개의 섹터에 대한 내용은 192 회 반복 기록된다.

16 개의 섹터를 구성하는 이 제어 데이터는 첫번째 섹터(2048 바이트)에서 물리적 포맷 정보와, 연속적인 섹터의 디스
크 제작 정보 및 내용 제공자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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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데이터에 포함된 물리적 포맷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가진다.

즉, 첫번째 위치는 기록 정보가 따르는 DVD 사양의 버전을 나타낸다.

두번째 위치는 기록 매체(광 디스크(10))의 사이즈(12 ㎝, 8 ㎝ 등) 및 최소 판독율을 나타낸다. 판독 전용 DVD 비디
오의 경우, 2.52 Mbps, 5.04 Mbps 및 10.08 Mbps가 최소 판독율로 지정되고, 기타의 최소 판독율은 보존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 기록이 가변 비트율로 기록할 수 있는 RTR 비디오 레코더에 의해 2 Mbps의 평균 비트율로 수행될 경우, 
최소 판독율은 1.5 내지 1.8 Mbps로 보존 필드를 사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세번째 위치는 디스크의 구조(기록 매체(광 디스크(10))에 대한 기록가능한 층번호, 트랙 피치, 기록가능한 층의 타입 
등)를 기술한다. 기록가능한 층의 타입에 근거하여, 상기 디스크(10)가 DVD-ROM, DVD-R 또는 DVD-RAM(DVD
-RW)인지 식별할 수 있다.

네번째 위치는 기록 매체(광 디스크(10))의 기록 밀도(선형 밀도 및 트랙 밀도)를 기술한다. 선형 밀도는 비트 당 기
록 길이(0.267 ㎛/bit, 0.293 ㎛/bit 등)을 나타낸다. 트랙 밀도는 이웃 트랙간의 간격(0.74 ㎛/트랙, 0.80 ㎛/트랙 등)
을 가리킨다. 네번째 위치는 DVD-RAM 또는 DVD-R용 선형 밀도 및 트랙 밀도로서 다른 수치값을 지정하기 위한 보
존 필드를 포함한다.

다섯번째 위치는 기록 매체(광 디스크(10))의 데이터 영역(28)의 시작 및 종료 섹터 번호 등을 기술한다.

여섯번째 위치는 버스트 컷팅 영역(BCA, burst cutting area) 디스크립터를 기술한다. 이 BCA는 옵션으로서 DVD-
ROM 디스크에만 적용되며, 디스크 제작 프로세스 완료 후에 기록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일곱번째 위치는 기록 매체(광 디스크(10)의 자유 공간을 기술한다. 예컨대, 디스크(10)가 단면, 단층의 기록 DVD-
RAM 디스크일 경우, 2.6 GB를 표시하는 정보(또는 이 바이트의 갯수에 해당하는 섹터 번호)가 디스크(10)의 상기 위
치에 기술된다.

기타 위치는 나중 사용을 위해 보존된 것이다.

도 18은 도 17에 도시된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VOB)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오브젝트(DA22)를 형성하는 각각의 셀(셀#m)은 한 개 이상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
닛(VOBU)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VOBU은 비디오 팩과, 부영상 팩, 오디오 팩, 더미팩 등으로서 구성된다.

    
이 팩 각각은 소정의 사이즈, 즉 2048 바이트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전송시 최소 유닛으로로서 기능한다. VOBU의 재
생 시간은 하나 이상의 영상 그룹(GOP)으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시간에 대응하며, 0.4 s에서 0.2 s의 범위내
에 속하도록 설정된다. 1 GOP는 통상 MPEG 포맷에서 약 0.5 s의 재생 시간을 가지는 스크린 데이터이고, 이 간격 동
안 대략 15 개의 이미지를 재생하도록 압축된다. (갭이 비디오 데이터 흐름에서 형성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VOB
U는 GOP의 정수 번호를 포함한다. 즉, VOBU는 GOP에 동기를 맞춘 비디오 정보 압축 유닛이다.)
    

VOBU가 비디오 테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은 비디오 팩, 부영상 팩 및 오디오 팩 등을 구성하는 
각각의 GOP(MPEG 포맷을 따름)를 정렬시켜 형성한다. 그러나, VOBU는 GOP 갯수와 무관하게 GOP 재생 시간을 참
조하여 결정된다.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부영상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재생 데이터라 할지라도 1 유닛으로서 VOBU를 사용하여 형성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VOBU가 오직 오디오 팩만으로 형성될 경우, 오디오 데이터가 속한 VOBU의 재생 시간 내에 재생될 오디오 
팩은 비디오 데이터의 비디오 오브젝트에서처럼 상기 VOBU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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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VOBU를 형성하는 팩은 더미팩을 제외하면 유사한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일례로서 오디오 팩이 취해진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팩 헤더는 팩의 시작 부분에 할당되고, 패킷 헤더와 부스트림 ID가 뒤따르며, 오디오 데이터가 
팩 단부에 할당된다. 이러한 팩 포맷으로, 팩 헤더는 패킷의 첫번째 프레임의 시작 시간을 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시간 
스탬프(PTS)에 대한 정보로 기록된다.

한편, 비디오 팩은 도 18에 도시된 오디오 팩에서 부스트림 ID를 배제시킴으로써 획득되는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VO
BU의 시작 비디오 팩은 상기 팩과 패킷 헤더간에 소정의 시스템 헤더를 가지고 있다).

광 디스크(10)에 도 18의 도시된 구조로된 비디오 오브젝트(DA22)를 포함하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는 
DVD-RTR 레코더/플레이어에서 사용자는 기록 후에 기록 내용을 자주 편집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
해, 더미팩이 각 VOBU에 적절하게 삽입될 수 있다. 각 더미팩은 나중에 편집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8에 도시된 더미팩은 도 19에 나타낸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하나의 더미팩(89)은 팩 헤더(891)와, 소정의 스트림 ID를 구비한 패킷 헤더(892) 및 소정의 코
드로 패드된 패딩 데이터(893,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패킷 헤더(892)와 패딩 데이터(893)이 패딩 패킷
(890)을 형성함에 주목해야 한다. 미사용 더미팩에서의 패딩 데이터(893)의 내용은 특히 중요하기 않다.

이 더미 패킷(89)은 도 1에서 도시된 디스크(10)상에서 이루어진 후에 소정의 이미지 기록이 편집될 경우 및 기타의 
경우(예컨대, 더미팩이 애프터 레코딩의 오디오 정보를 저장할 오디오 팩으로서 사용될 경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더미팩은 이하의 목적으로 각 VOBU에 삽입된다. 즉,

이미지 기록후에 추가적으로 기록될 정보의 부가(예를 들어, 애프터 레코딩 정보가 오디오 팩으로 삽입되어 더미팩과 
교체되는 것을 나타내는 메모 정보는 부영상 정보로서 부영상 팩에 삽입되어 더미팩과 교체된다)와,

ECC 블럭 사이즈(32 k 바이트)의 정수배로된 VOBU 사이즈에 매칭하도록 32 k 바이트의 정수배로부터 짧은 사이즈의 
보상 등을 목적으로 삽입된다.

또한, 더미팩은 필요한 대로, 사용자 메뉴에 디스플레이되는 축소형 스케일 이미지(섬네일(thumbnail)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20은 도 17에 도시된 상기 데이터 구조를 갖는 도 1에 도시된 광 디스크상에 기록된 정보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례
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의 디지털 기록/재생이 가능한 DVA-RTR의 사양에 따르면, DVD-RTR 디스크의 내용은 도 
20에 도시된 상기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하여 관리되고, ISO9660, UDF 등의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저장된다.(RTR은 "
실시간 기록(real-time recording)"의 약칭이다.)

도 17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가 상기 디스크/장치측에 사용될 지라도, 이 데이터 구조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사
용자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데이터 구조는 도 20에 도시된 계층적 파일 구조이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DVD_RTR 디렉토리, VIDEO_TS 디렉토리, AUDIO_TS 디렉토리, 컴퓨터 데이터 파일 디렉토리 
등과 같은 디렉토리는 도 17에 도시된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는 데이터 타입에 부합하는 메뉴창과 아이콘 등에 의해 루
트 디렉토리의 디스플레이 스크린(도시되지 않음)상에 도시된다.

도 20에 도시되는 DVD_RTR 디렉토리는 네비게이션 데이터(RTR_VMG)의 파일(RTR.IFO), 무비 비디오 오브젝트(
RTR_MOV.VOB)의 파일(RTR_MOV.VRO), 정지영상 비디오 오브젝트(RTR_STO.VRO)의 파일(RTR_STO.VRO), 
정지영상용 부가 오디오 오브젝트(RTR_STA.VOB)의 파일(RTR_STA.VRO) 등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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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TR.IFO)은 동영상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세트, 프로그램, 진입점 포인터, 플레이 리스트 등을 저장한
다.

파일 RTR_MOV.VRO은 기록된 동영상 정보와 그것의 오디오 정보를 저장하고, 파일 RTR_STO.VRO는 기록된 정지영
상 정보와 그것의 오디오 정보를 저장하고, 파일 RTR_STA.VRO는 정지영상용 애프터 레코딩 데이터를 저장한다.

DVD-RTR 레코더/플레이어(RTR 비디오 레코더)는 도 20에 도시된 디렉토리를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하고, DVD 
비디오 디스크(ROM 디스크)를 재생하는 기능을 하며, DVD 비디오 디스크는 자신의 디스크 드라이브로 설정되며, 도 
20에 도시된 VIDEO_TS 디렉토리는 활성화된다. 이 경우, VIDEO_TS 디렉토리가 개방되면, 상기 설정된 디스크의 기
록 내용이 추가로 디스플레이된다.

DVD-RTR 레코더/플레이어(RTR 비디오 레코더)는 도 20에 도시된 디렉토리를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하고, DVD 
오디오 디스크(ROM 디스크)를 재생하는 기능을 하며, DVD 오디오 디스크는 자신의 디스크 드라이브로 설정되어 있
으며, 도 20에 도시된 AUDIO_TS 디렉토리는 활성화된다. 이 경우, AUDIO_TS 디렉토리가 개방되면, 상기 설정된 디
스크의 기록 내용이 추가로 디스플레이된다.

더욱이, DVD-RAM 레코더/플레이어는 DVD-RAM 드라이브를 장착한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하고, 컴퓨터 데이터 처
리 기능을 가지며, 기록된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는 DVD-RAM(또는 DVD-ROM)디스크는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로 설
정되고, 도 20에 도시된 상기 컴퓨터 데이터 디렉토리는 활성된다. 이 경우, 컴퓨터 데이터 디렉토리가 개방되면, 상기 
설정된 디스크의 기록 내용이 추가로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는 도 20에 도시된 디렉토리 구조로 디스플레이되는 메뉴 스크린이나 윈도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관찰하면서, 
DVD 비디오 소스와, DVD 비디오 ROM과, DVD 오디오 및 컴퓨터 데이터(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의 기록 소스를 마
치 사용자가 개인용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액세스할 수 있다.

도 21은 도 20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데이터 파일(RTR_VMG)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네비게이션 데이
터로서 RTR 비디오 관리자(RTR_VMG)는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종 종류의 정보로 구성된다.

도 21과 관련해서, RTR 비디오 관리자 정보(RTR_VMGI)는 도 1에 도시된 기록가능한 광 디스크(RTR 디스크, 10)
의 기본 정보를 나타낸다. 이 RTR_VMGI는 비디오 관리자 정보 관리 테이블(VMGI_MAT)과 플레이 리스트 검색 포
인터 테이블(PL_SRTP)를 포함한다.

RTR_VMGI는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_AVFIT)과, 정지영상 AV 파일 정보 테이블(S_AVFIT) 및 원PGC 정보
(ORG_PGCI), 사용자 정의 PGC 정보 테이블(UD_PGCIT), 텍스트 데이터 관리자(TXTDT_MG) 및 제작자 정보 테
이블(MNFIT)를 추가로 포함한다.

도 22는 도 21에 도시된 비디오 관리자 정보 관리 테이블(VMGI_MAT)의 내용을 도시한다.

도 22와 관련해서, VMG 식별자(VMG_ID)는 ISO646 문자 세트 코드를 사용하여 RTR_VMG 파일을 규정하는 "DVD
_RTR_VMG0"을 기술한다.

RTR_VMG_E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 상대적 바이트 수로 RTR_VMG의 종료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VMGI_E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 바이트 수로 RTR_VMGI의 종료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VERN은 비디오 기록(실시간 비디오 기록)용 DVD 사양의 버전 번호를 기술한다.

    
TM_ZONE은 RTR 디스크의 시간 존을 기술한다. DVD_RTR 사양에 있어서, 5 개의 상이한 데이터 필드(PL_CREAT
E_TM, VOB_REC_TM, FIRST_VOB_REC_TM, LAST_VOB_REC_TM 및 VOBU_REC_TM)가 규정된다. 이 5 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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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데이터 필드는 일반적으로 REC_TM이라고 호칭된다. REC_TM은 데이터(TZ_TY, TZ_OFFSET)을 포함한다. 
TZ_TY는 공통 세계 시간 또는 현지 시간을 나타내고, TZ_OFFSET은 분 단위로 공통 세계 시간과의 데이터 오프셋을 
기술한다.
    

STILL_TM은 초 단위로 정지영상의 정지 시간을 기술한다.

CHRS는 기본 텍스트 정보에서 사용된 문자 세트 코드를 나타낸다. 이 CHRS로, 예를 들어, ISO8859-1 문자 세트 코
드 또는 시프트 JIS 한자 코드가 지정될 수 있다.

    
RSM_MRKI는 프로그램 체인 번호(PGCN), 프로그램 번호(PGN), 셀 번호(CN), 마커 포인터(MRK_PT) 및 마커 생
성 시간(MRK_TM)을 나타낸다. 이 정보에서 PGCN은 마커 포인터가 존재하는 프로그램 체인의 번호를 표시한다. 마
커가 원PGC에 존재하는 경우, PGCN은 "0"으로 설정된다. PGN은 마커 포인터가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번호를 표시한
다. 리줌 마커(resume marker)는 사용자 정의 PGC에 존재하는 경우, PGN은 "0"으로 설정된다. CN은 목표 셀에서의 
마커 포인터를 표시한다. 리줌 마커가 무비 셀에 존재하는 경우, MRK_PT는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술(記述) 포맷
을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시간(PTM)을 나타낸다. MRK_TM은 RTR 데이트 기술 표맷을 사용하여 마커 생성 시간을 
기술한다.
    

REP_PICIT은 프로그램 체인 번호(PGCN), 프로그램 번호(PGN), 셀 번호(CN), 영상 포인터(PICT_PT) 및 대표 영
상 생성 시간(CREAT_TM)을 나타낸다.

    
이 정보에서의 PGCN은 디스크의 대표 영상이 존재하는 프로그램 체인 번호를 표시한다. 디스크의 대표 영상은 원PG
C의 상기 포인터에 의해서만 지정된다. 그러므로, 이 대표 영상 포인터가 존재할 경우, PGCN은 "0"으로 설정된다. PG
N은 디스크의 대표 영상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번호를 표시한다. 리줌 마커가 사용자 정의 PGC에 존재할 경우, PGN
은 "0"으로 설정된다. CN은 디스크 대표 영상이 존재할 경우에 셀 번호를 표시한다. PICT_PT는 목표 셀에서 디스크 
대표 영상을 표시한다. 대표 영상이 무비 셀에 존재할 경우, PICT_PT는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술 포맷을 사용하
여 프리젠테이션 시간(PTM)을 기술한다. 이러한 대표 이미지가 정지영상 셀에 존재할 경우, PCIT_PT는 해당 정지영
상(VOB) 그룹(S_VOG)에서의 정지영상(VOB) 엔트리 번호(S_VOB_ENTN)를 기술한다. CREAT_TM은 RTR 데이
트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디스크의 대표 영상 생성 시간을 기술한다.
    

M_AVFIT_S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인 바이트 수로 도 21에 도시된 무비 AV 파일 정보 테
이블(M_AVFIT)의 시작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S_AVFIT_S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인 바이트 수로 도 21에 도시된 정지영상 AV 파일 정보 
테이블(S_AVFIT)의 시작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ORG_PGCI_S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인 바이트 수로 도 21에 도시된 원PGC 정보(ORG_PG
CI)의 시작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UD_PGCIT_S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인 바이트 수로 도 21에 도시된 사용자 정의 PGC 정보 
테이블(UD_PGCIT)의 시작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만약 UD_PGCIT을 이용 불가능하다면, UD_PCIT_SA는 "0000 0
000h"로 설정된다.

TXTDT_MG_S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인 바이트 수로 도 21에 도시된 텍스트 관리자)TXT
DT_MG)의 시작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만약 TXTDT_MG이 이용 불가능하다면, TXTDT_MG_SA는 "0000 0000h"
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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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FIT_SA는 RTR_VMG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인 바이트 수로 도 21에 도시된 제작자 정보 테이블(MNF
IT)의 시작 어드레스를 기술한다. 만약 MNFIT이 이용 불가능하다면, MNFIT_SA는 "0000 0000h"로 설정된다.

도 23은 도 21에 도시된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_AVFIT)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M_AVFIT은 무비 AV 파일(도 20에 도시된 RTR_MOV.VRO 파일)의 정보를 기술하고,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 정
보(M_AVFITI), 무비 VOB 스트림 정보(M_VOB_STI#1 내지 M_VOB_STI#n)에 대한 하나 이상의 피스 및 무비 A
V 파일 정보(M_AVFI)를 포함한다.

M_AVFIT은 소정의 파일명(RTR_MOV.VRO)을 가지는 무비 AV 파일 정보이며, 무비 AV 파일 정보 일반 정보(M_A
VFI_GI), 하나 이상의 무비 VOB 정보의 검색 포인터(M_VOBI_SRP#1 내지 M_VOBI_SRP#n) 및 하나 이상의 무비 
VOB 정보(M_VOBI#1 내지 M_VOBI#n)의 피스를 포함한다.

하나의 무비 AV 파일은 하나 이상의 VOB를 포함할 수 있고 각 VOB는 M_AVFI에서 VOB용 무비 정보(M_VOBI)를 
가지고 있다. M_AVFI에서의 하나 이상의 M_VOBI 피스는 무비 AV 파일에 저장된 VOB 데이터와 동일한 순서로 기술
된다.

도 24는 도 23에 도시된 무비 VOB 정보(M_VOBI)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M_VOBI는 
무비 VOB 일반 정보(M_VOBI_GI), 심리스 정보(SMLI), 오디오 갭 정보(AGAPI) 및 시간 맵 정보(TMAPI)를 포함
한다.

    
도 24에 도시된 M_VOBI_GI는 VOB 타입을 기술하는 VOB_TY와, RTR 데이트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VOB에서 시작 
필드의 기록 시간을 기술하는 VOB_REC_TM과, 비디오 필드 수로 VOB에 시작 필드의 기록 시간(서브-초 정보)을 나
타내는 VOB_REC_TM_SUB와, 무비 VOB 스트림 정보 번호를 기술하는 M_VOB_STIN과,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
술 포맷을 사용하여 VOB의 첫번째 비디오 필드의 프리젠테이션 시작 시간을 기술하는 VOB_V_S_PTM 및 RTR 프리
젠테이션 시간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VOB의 최종 필드의 프리젠테이션 정료 시간을 기술하는 VOB_V_E_PTM을 포함
한다.
    

VOB_TY는 상기 VOB가 일시적으로 소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TE와, 오디오 스트림(#1)의 상태를 지시하는 A0_ST
ATUS와, 아날로그 카피 보호 포맷 또는 이 카피 보호의 온/오프 상태를 표시하는 아날로그 보호 시스템(APS)과, VO
B가 심리스 재생되는지를 나타내는 SML_FLG와, 오디오 갭이 오디오 스트림(#1)에 존재하는지를 나타내고 만약 존
재한다면, 오디오 갭의 위치를 나타내는 A1_GAP_LOC을 포함한다.

VOB_REC_TM은 갱신되어 소정의 VOB의 시작 필드가 삭제(소거)될 경우에 남아있는 VOB의 시작 필드의 기록 시간
을 지정한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신규 VOB_REC_TM = 구(old) VOB_REC_TM + 소거된 필드의 재생 지속 기간"이다.

한편, 만약 소거된 필드의 재생 지속 기간이 초 단위로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소거된 필드의 재생 지속 
기간이 60.5 s일 경우),

"신규 VOB_REC_TM + 신규 VOB_REC_TM_SUB = 구 VOB_REC_TM + 구 VOB_REC_TM_SUB + 소거된 필드의 
재생 지속 기간"이 된다.

VOB_REC_TM은 비디오 기록 데이트를 기술하므로, 오디오 데이터가 수정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수정은 VOB_REC_
TM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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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서 언급한 RTR 데이트 기술 포맷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이 포맷으로, 재생 시간(PTM)이 PTM 베이스
와 PTM 확장으로써 표현된다. PTM 베이스는 유닛으로 90 ㎑를 사용하여 측정된 값이고, PTM 확장은 유닛으로 27 
㎒를 사용하여 측정된 값이다.

도 24에 도시된 SMLI는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현재 VOB의 첫번째 팩의 SCR(시스템 클럭 참
조)을 기술하는 VOB_FIRST_SCR과,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이전 VOB의 최종 팩의 SCR을 
기술하는 PREV_VOB_LAST_SCR을 포함한다.

도 25는 도 24에 도시한 시간 맵 정보(TMAPI)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시간 맵 정보(TMAPI)는 특정한 재생(예컨대, 사용자 정의된 PGC를 사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유일한 순서대로 셀 
재생) 및 시간 검색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시간 맵 정보(TMAPI)는 시간 맵 발생 정보(TMAPI_GI), 하나 이상의 시간 엔트리(TM_ENT#1 내지 TM_ENT#r) 
및 하나 이상의 VOBU 엔트리(VOBU_ENT#1 내지 VOBU_ENT#q)을 포함한다.

각각의 VOBU 엔트리는 VOBU의 크기 및 재생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VOBU 크기는 섹터(2k 바이트) 유닛으
로 제시되고, 재생 시간은 비디오 필드(1 필드 = 1/60 s(NTSC 방식), 1 필드 = 1/50 s(PAL 방식))의 유닛으로 제
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VOBU 크기는 섹터 유닛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VOBU는 섹터 유닛의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각각의 VOBU 엔트리는 참조 영상 사이즈 정보(1STREF_SZ), VOBU 재생 시간 정보(VOBU_PB_TM) 및 VOBU 사
이즈 정보(VOBU_SZ)를 포함한다.

VOBU_PB_TM은 비디오 필드 유닛으로 대상의 VOBU에 관한 재생 시간을 나타낸다. 한편, 참조 영상 사이즈 정보(1
STREF_SZ)는 섹터 유닛으로 대생의 VOBU에 관한 제1 참조 영상(MPEG의 I-영상에 대응함)의 크기를 나타낸다.

한편, 각각의 시간 엔트리는 대응 VOBU의 어드레스 정보(VOBU_ADR) 및 시간차 정보(TM_DIFF)를 포함한다. 이 
시간차 정보는 시간 엔트리에 의해 지정된 재생 시간 및 VOBU 프리젠테이션 시작 시간 사이의 차이를 표시한다.

2 개의 연속 시간 엔트리 사이의 시간 간격(시간 단위, TMU)이 10 초라고 가정하면, 이 시간 엔트리 간격은 예컨대, 
NTSC 비디오에서 600 필드에 대응한다.

통상, "이웃 VOBU 사이의 시간 간격"은 VOBU 엔트리의 필드 수로 표현된다. 다른 방법으로서, "클럭 카운터에 의해 
소정의 VOBU로부터 다음 VOBU까지의 카운트값"은 "이웃 VOBU 사이의 시간 간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웃 VOBU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하나의 VOBU의 시작 위치에서 프리젠테이션 시간 스탬프 값 및 바로 이어
지는 VOBU의 시작 위치에서 PTS값 사이의 차이"를 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유닛의 시간 간격은 그 유닛으로 클럭 카운터의 차이값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간 맵 생생 정보(TMAP_GI)는 그 시간 맵 정보에서 시간 엔트리의 수를 표시하는 TM_
ENT_Ns, 그 시간 맵 정보에서 VOBU 엔트리 수를 표시하는 VOBU_ENT_Ns, 그 시간 맵 정보를 위한 시간 오프셋(T
M_OSF) 및 그 시간 맵 정보의 어드레스 오프셋(ADR_OFS)을 포함한다.

NTSC 비디오에서 600 필드(PAL 비디오에서 500 필드)에 해당하는 값(10 sec 또는 그 등가)이 시간 단위(TMU)로
서 사용되는 경우에, 시간 오프셋(TM_OSF)은 TMU 내의 시간 오프셋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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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BU 크기가 섹터의 수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에, 어드레스 오프셋(ADR_OFS)은 AV 파일의 시작부터 파일 포인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25에 도시한 시간 엔트리(TM_ENT)는 VOBU 엔트리에 해당하는 수를 표시하는 VOBU_ENTN, 시간 엔트리에 의
해 지정된 VOBU의 재생 시간 및 계산된 재생 시간 사이의 시간 차를 표시하는 TM_DIFF 및 목표 VOBU 어드레스를 
표시하는 VOBU_ADR을 포함한다.

시간 단위(TMU)가 NTSC에서 600 필드로 표시되는 경우(시간 단위(TMU)가 PAL에서 500 필드로 표시되는 경우)
에, 시간 엔트리(#j)에 대한 "계산된 재생 시간"은 TMU × (j-1) + TM_OSF로 주어진다.

한편, VOBU_ADR은 VOBU 크기가 섹터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에 대상의 VOBU 이전의 VOBU 총 사이즈에 의해 목표 
VOBU 어드레스를 표시한다.

전술한 데이터 구조에서, 어느 VOBU의 중간으로부터 재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 액세스 포인트는 결정되어야 한다. 
이 액세스 포인트는 시간 진입점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간 진입점은 시간 엔트리(TM_ENT)에서 시간차 정보(TM_DIFF)에 의해 표시된 시간차만큼 VOBU의 무비 어드
레스 정보로 표시된 위치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놓여진다. 이 시간 집입점은 시간 맵 정보(TMAPI)에 의해 표시된 특수
한 프리젠테이션 시작점(또는 시간 검색점)으로서 기능한다.

도 26은 도 21에 도시한 사용자 정의 PGI 정보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트래시 PGC가 생성될 때, 트래시 PGC는 사용자 정의 PGI 정보(UD_PGCI)의 일부로서 정의된다. 트래시 PGC가 정의
되지 않는 경우에, 주어진 PGCN는 트래시 PGC에 할당될 수 있다.

UD_PGCIT는 사용자 정의 PGC 정보 테이블 정보(UD_PGCITI),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정의 PGCI 검색 포인터(UD_P
GCI_SPR#1 내지 UD_PGCI_SPR#n),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정의 PGC 정보(UD_PGCI#1 내지 UD_PGCI#n) 피스를 
포함한다.

모든 UD_PGC는 UD_PGCIT에서 UD_PGCI_SRP의 기술 순서대로 1에서 99까지 범위의 할당된 프로그램 체인 번호이
다. 이 PGCN는 각각의 PGC를 규정할 수 있다.

UD_PGCITI는 UD_PGCI_SRP의 수를 표시하는 UD_PGCI_SRP_Ns 및 UD_PGCIT의 종료 어드레스를 표시하는 UD
_PGCIT_EA를 포함한다.

UD_PGCI_SRP_Ns의 최대값이 예컨대, "99"로 설정된다. UD_PGCIT_EA는 UD_PGCIT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
대적인 바이트 수로 UD_PGCIT의 종료 어드레스를 표시한다.

UD_PGCI_SRP는 UD_PGCI의 시작 어드레스(UD_PGCI_SA)를 포함한다. 이 UD_PGCI_SA는 UD_PGCIT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 바이트 수로 UD_PGCI의 시작 어드레스를 표시한다.

도 27은 PGC 정보(PGCI)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PGCI는 프로그램 체인(PGC)를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포함한
다.

프로그램 체인의 2 가지 상이한 타입 즉, 원PGC 및 사용자 정의 PGC를 이용할 수 있다(도 21에 도시한 RTP_VMG의 
내용을 참조함). 원PGC는 VOB 및 PGCI를 가진다. 그러나, 사용자 정의 PGC는 그 자체의 VOB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원PGC의 VOB를 참조한다.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PGC 정보(PGCI#i)는 PGC 일반 정보(PGC_GI),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정보(PGI#1 내지 
PGI#m) 피스, 하나 이상의 셀 정보 검색 포인터(CI_SPR#1 내지 CI_SPR#n) 및 하나 이상의 셀 정보(CI#1 내지 C
I#n) 피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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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정보(CI)의 시작 어드레스는 PGCI의 첫번째 바이트로부터의 상대적인 바이트 수로 기술된 CI_SA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 도 27의 PGCI는 도 9의 VTS_PGCI에 해당하고, 이 VTS_PGCI는 도 26의 UD_PGCI 및 원PGI(ORG_PGC
I)의 조합에 해당한다.

도 28은 도 27에 도시한 PGC 일반 정보(PGC_GI)의 내용을 도시한다.

이 PGC_GI는 PGC의 프로그램 수를 나타내는 PG_Ns와, PGC에서의 CI_SRPs 수를 기술하는 CI_SRP_Ns를 포함한다.

사용자 정의 PGC의 경우에, PG_Ns는 "0"으로 설정된다. 한편, 원PGC에서 프로그램(PG)의 최대 수는 "99"이고, PG
C에서 셀의 최대 수는 "999"이다.

이 PGI_GI는 또한 도 15에 도시한 트래시 PGC의 PGC_GI에서와 같이 트래시 PGC 플래그를 포함한다.

도 29는 도 27에 도시한 프로그램 정보(PGI)의 내용을 도시한다.

이 PGI는 프로그램의 타입을 기술하는 PG_TY와, PG에서 셀의 갯수를 나타내는C_Ns와, 텍스트 데이터가 PG에 해당
하는 IT_TXT의 검색 포인터 수(IT_TXT_SRPTN) 및 섬네일 포인터 정보(THM_PTRI)를 포함한다.

PRM_TXTI는 128 바이트 필드로 구성되고, 그 필드의 첫번째 64 바이트는 ASCII 문자 세트에 의해 기술된다. ASC
II 텍스트는 64 바이트 이하이고, "00h"는 블랭크 바이트로 기입된다.

128 바이트 필드의 두번째 64 바이트는 다른 문자 세트의 주요 텍스트(예컨대, 시프트 JIS 또는 ISO8859-15)를 기
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른 문자 세트"의 코드는 VMGI_MAT로 기술되고, 디스크에서 기본 텍스트 정보의 모든 피
스에 의해 공유된다.

"01h"에서부터 "1Fh"에 이르는 범위의 값을 취하는 단자 제어 코드는 PRM_TXTI로 전혀 기술되지 않는다.

THM_PTRI는 섬네일 포인터의 정보를 기술한다. THM_PTRI는 섬네일 포인터가 존재하는 셀의 수를 기술하는 CN과, 
목표 셀에서 섬네일 포인터를 기술하는 THM_PT를 포함한다.

리줌 마커가 무비 셀에 존재하는 경우에, THM_PT는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시
간(PTM)을 기술한다.

한편, 섬네일이 정지영상 셀에 존재하는 경우에, THM_PT는 해당 정지영상 VOB 그룹(S_VOG)에서 정지영상 VOB 엔
트리 번호(S_VOB_ENTN)를 기술한다.

THM_PTRI는 RTR 레코더 또는 플레이어로 선택적으로 설정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RTR 레코더가 THM_PTRI를 처
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지 않는 경우에, 8 바이트 THM_PTRI의 모든 피스는 "FFh"로 설정될 수 있다. 한편, RTR 플
레이어가 THI_PTRI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지 않는 경우에, THM_PTRI는 간단히 무시될 수 있다.

도 30은 도 27에 도시한 셀 정보(CI)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도 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2 종류의 셀 정보, 즉 무비 셀 정보(M_CI) 및 정지영상 셀 정보(S_CI)가 있다.

진입점에 관한 정보(M_C_EPI)는 도 20에 도시한 네비게이션 데이터 파일(RTR.IFO)에 무비 셀 정보(M_CI)로 기입
된다.

도 31은 도 30에 도시한 무비 셀 정보(M_CI)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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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에 도시한 바와 같이, M_CI는 무비 셀 일반 정보(M_C_GI) 및 하나 이상의 무비셀 진입점 정보(M_C_EPI#1 내
지M_C_EPI#n)의 피스를 포함한다.

도 32는 도31에 도시한 무비 셀 일반 정보(M_C_GI)의 내용을 도시한다.

즉, M_C_GI는 셀 타입을 기술하는 C_TY, 이 셀의 VOB에 해당하는 무비 VOBI 검색 포인터 번호를 기술하는 M_VOB
I_SRPN, 셀 진입점 정보의 피스 수를 나타내는 C_EPI_Ns,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이 셀의 프
리젠테이션 시작 시간을 기술하는 C_V_S_PTM 및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기술 포맷을 사용하여 이 셀의 프리젠테이
션 종료 시간을 나타내는 C_V_E_PTM을 포함한다.

C_V_S_PTM 및 C_V_E_PTM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1) 원PGC의 셀 경우에 있어어, C_V_S_PTM는 해당 VOB의 처음 4 개의 VOBU로 설정되어야 하고,

C_V_S_PTM는 해당 VOB의 최종 4 개의 VOBU로 설정되어여 한다.

(2) 사용자 정의 PGC의 셀 경우에 있어서,

O_C_V_S_PTM ≤C_V_S_PTM < C_V_E_PTM ≤O_C_V_E_PTM이 유지되어야한다.

여기서, C_V_S_PTM는 이 셀에 의해 참조된 VOB에 대응하는 원셀의 프리젠테이션 시작 시간을 표시하고, O_C_V_E
_PTM는 이 셀에 의해 참조된 VOB에 대응하는 원셀의 프리젠테이션 종료 시간을 표시한다.

도 33은 도 31에 도시한 무비 셀 진입점 정보(M_C_EPI)의 내용을 도시한다.

이 M_C_EPI는 2 가지 타입(타입 1 및 타입 2)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텍스트 정보없이 타입 1의 M_C_EPI는 EP_TY
과 EP_PTM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텍스트 정보없이 타입 2의 M_C_EPI는 EP_TY과 EP_PTM 및 PRM_TXTI로 구성
된다. 도 33은 타입 2의 M_C_EPI를 나타낸다.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M_C_EPI는 진입점의 타입을 기술하는 EP_TY와, RTR 프리젠테이션 시간 포맷을 사용하
여 진입점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기술하는 EP_PTM 및 진입점의 주요 텍스트 정보 등을 기술하는 PRM_TXTI를 포
함한다.

재생시, EP_PTM 값 및 셀 재생 시간은 시간 맵(TMAP) 정보(도 25에 도시)에 의해 VOBU에 지시하는 파일 포인터
로 변환되고, 또 파일 시스템에 의해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된다.

M_C_EPI에서 PRM_TXTI는 128 바이트 필드로 구성된다. 그 필드의 첫번째 64 바이트는 ASCII 문자 세트를 사용하
여 기본 텍스트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ASCII 텍스트가 64 바이트 이하인 경우에, "00h"는 블랭크 바이트를 채운
다. 128 바이트 필드의 후자 64 바이트는 다른 문자 세트의 기본 텍스트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문자 세트"
는 VMGI_MAT으로 기술되고, 디스크에서 기본 텍스트 정보의 모든 피스에 의해 공유된다.

01h"로부터 "1Fh"에 이르는 범위의 값을 취하는 단자 제어 코드는 PRM_TXTI로 전혀 기술되지 않음에 주목한다.

M_C_EPI에서 EP_TY는 2 비트 타입 식별 코드를 포함하는 1 바이트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식별 코드가 "00b"인 경
우에, M_C_EPI는 타입 1(빈 기본 텍스트 데이터 또는 무 데이터)로 표시되고, 코드가 "01b"인 경우에, 타입 2(기본 
텍스트 데이터)로 표시된다.

이 EP_TY는 타입 1 또는 타입 2를 식별하는 2 비트 타입 식별 코드 외에도 6 비트 예비 필드를 가진다. 이 예비 필드
의 일부 또는 모든 필드를 사용하여, M_C_EPI에서 PRM_TXTI의 내용은 추가로 규정될 수 있다.(6 비트 모두가 사용
되는 경우에, 최대 64 개의 다른 사양이 만들어 질 수 있다. 6 비트 이상의 비트가 많은 타입을 규정하도록 이 지정 코
드에 할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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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예비 필드를 사용하는 비트는 후술하는 기본 텍스트 정보의 내용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 코드로서 지칭된다.

지정 코드에서 특정한 비트는 도 33에 도시한 M_C_EPI에서 PRM_TXTI가 "정보 타입" 및/또는 "정보 데이트"를 가진 "
텍스트 정보" 또는 "정보 타입" 및/또는 "정보 데이트" 없이 "정보 데이트" 또는 "텍스트 정보" 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더욱이, 지정 코드에서 특정한 비트는 도 33에서 도시한 M_C_EPI에서 PRM_TXTI가 "정보 타입" 및/또는 "정보 데이
트" 외에 "섬네일 정보"를 가진 "텍스트 정보" 또는 "섬네일 정보"가 없는 "텍스트 정보"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섬네
일 정보"는 도 29에 도시한 예컨대, 섬네일 포인터 정보(THM_PTRI)에 해당한다.)

더욱이, 지정 코드에서 특정한 비트는 도 33에서 도시한 M_C_EPI에서 PRM_TXTI가 "텍스트 정보" 없이 단지 "섬네
일 정보" 또는 "텍스트 정보"를 가진 "섬네일 정보"로 구성되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EP_TY에서 지정 코드(도시 안됨)가 도 33에 도시한 "정보 타입", 정보 데이트" 및 텍스트 정보"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 피스는 후술하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정보 타입"은 "입력 포인트"의 속성을 기술하고, "정보 데이트"는 진입점의 등록(디스크에 기록) 일자를 기술하
고 "텍스트 정보"는 진입점에 관한 추가 정보(진입점에서 영상의 간략한 코멘트)를 기술한다.

"정보 타입"로 기술된 진입점의 속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정보 타입[1] = 0, 사용자 마크(사용자는 진입점를 등록한다)

정보 타입[1] = 1, 설정 마크(DVD_RTR 비디오 레코더 등의 장치는 진입점를 등록한다)

정보 타입[1] = 3, 소거 금지 마크(도 12에 도시한 C_PBI의 셀 타입으로 기술된 소거 레벨 플래그에 대응함)

정보 타입[1] = 4, 트래시 박스 마크(도 16에 도시한 트래시 PGC의 정보에 대응함)

정보 타입[1] = 5 내지 7, 다른 마크

정보 타입 [1]에서 [1]은 정보 타입의 제1 데이터 필드를 의미한다. 이 데이터 필드가 3 비트 구성을 가지는 경우에, 
정보 타입 [1]은 8 개의 다른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도 34는 도 1에 도시한 광 디스크( DVD-RAM, DVD-RW 또는 DVD-R 디스크, 10)를 사용하여 가변 기록율로 디지
털 동영상 정보(비디오 프로그램 등)를 기록(기록/재생)하기 위한 장치(RTR 비디오 레코더)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도 34에 도시한 RTR 비디오 레코더 장치의 본체는 기록 디스크를 회전하여 디스크상에서 정보를 판독/기록하기 위한 
디스크 드라이브(32), 기록측을 구성하는 인코더(50), 재생측을 구성하는 디코더(60) 및 전체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
기 위한 마이크로컴퓨터(MPU, 30)를 가진다.

인코더(50)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 51), 셀렉터(52), 비디오 인코더(53), 오디오 인코더(54), 부영상 인
코더(55), 포맷터(56) 및 버퍼 메모리(57)를 포함한다.

ADC(51)는 AV 입력(42)으로부터의 외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또는 TV 튜너(44)로
부터의 아날로그 TV 신호 +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수신한다. 이 ADC(51)는 입력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예컨대, 
샘플링 주파수 = 13.5 ㎒ 및 양자화 비트의 수 = 8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특히, 휘도 성소(Y), 색차 성분 C
r 또는 Y-R 및 색차 성분 Cb 또는 Y-B는 각각 8 비트로 양자화된다.)

마찬가지로, ADC(51)는 입력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예컨대, 샘플링 주파수 = 48 ㎑ 및 양자화 비트의 수 = 16로에
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 24 -



등록특허 10-0381290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ADC(51)로 입력되는 경우에,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ADC(51)를 통과
한다.

ADC(51)로부터 디지털 비디오 신호 출력은 셀렉터(52) 및 비디오 인코더(53)를 경유하여 포맷터(56)로 공급된다. 
또한, ADC(51)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인코더(54)를 경유하여 포맷터(56)로 공급된다.

셀렉터(52)는 비디오 믹서(200)로부터 신호 출력을 선택하고 편집(후술함)을 위한 축소 스케일 이미지(섬네일 영상)
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신호를 비디오 인코더(53)로 전송한다.

비디오 인코더(53)는 입력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MPEG2 또는 MPEG1 사양을 기초로 가변 비트율로 압축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디오 인코더(54)는 입력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MPEG 또는 AC-3 사양을 기초로 고정 비트율로 압축된 디지털 신호
(선형 PCM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 2 내지 도 5, 또는 도 17 및 도 18에 도시한 구조를 가진 디지털 비디오 신호(예컨대, 부영상 신호의 독립 출력 단
자를 가진 DVD 비디오 플레이어로부터의 신호)는 AV 입력(42)으로부터 입력되고, 또는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가진 
DVD 비디오 신호가 방송되어 TV 튜너(44)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 DVD 비디오 신호에서 텔레텍스트 신호(클로즈드 
캡션) 성분은 부영상 인코더(55)에 입력된다.

부영상 인코더(55)에 부영상 데이터 입력은 소정의 신호 포맷으로 배열된 다음, 포맷터(56)로 전송된다.

포맷터(56)는 작업 영역으로서 버퍼 메모리(57)를 사용하여 입력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 부영상 신호 등의 소정의 
신호 처리를 실행하고, 전술하는 포맷(파일 구조)에 일치하는 기록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기(36)로 출력한다.

이 처리에서, 셀은 주영상 데이터(비디오 데이터)의 최소 단위로서 설정되고, 도 11에 도시한 셀 재생 정보(C_PBI)(또
는 도 27에 도시한 셀 정보(CI))가 생성된다. 다음에, 프로그램 체인(PGC), 주 영상, 부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의 속성
등을 구성하는 셀 구성은 설정되고(속성 정보의 일부 피스는 각 데이터를 인코딩 시 획득되는 정보를 사용함), 각종 정
보를 포함하는 정보 관리 테이블 정보(VMGI, 도 3에 도시한 VTSI 또는 도 20에 도시한 RTR_VMG)가 발생된다.

인코드 주 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부영상 데이터는 각각 소정의 사이즈(2048 바이트)를 가지는 팩으로 세그먼
트된다. 더미팩은 필요에 따라 이 팩들 내 삽입된다. PTS(프리젠테이션 시간 스탬프), DTS(디코드 시간 스탬프) 등의 
시간 스탬프는 필요에 따라 더미팩 이외의 팩에서 기술된다. 부영상 데이터의 PTS에 관해, 동일한 재생 시간 대에서 
주영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PTS로부터 임의로 지연된 시간이 기술될 수 있다.

데이터 셀은 데이터의 시간 코드 순서로 재생 가능하도록 VOBU 단위로 배열되고, 이에 따라 복수의 셀을 구성하는 V
OB를 형성한다. 하나 이상의 VOB를를 조합하는 VOB는 도 3에 도시된 VTS 또는 도 20에 도시된 RTR_MOV.VRO와 
일치하는 파일 구조로 포맷된다.

도 34에 도시한 RTR 비디오 레코더는 기록가능한 DVD_RTR 디스크에 대해 정보를 판독/기입(기록 및/또는 재생)하
는 수단으로서 디스크 드라이브(32), 임시 버퍼 메모리(34), 데이터 처리기(D-PRO 유닛, 36) 및 시스템 시간 클럭
(STC, 38)을 포함한다.

임시 버퍼 메모리(34)는 D-PRO 유닛(36)을 경유하여 디스크(인코더(5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상에 기입될 소정의 
데이터 양을 버퍼하고, D-PRO 유닛(36)을 경유하여 디스크(인코더(60)로부터 입력될 데이터)로부터 재생된 데이터 
양을 버퍼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컨대, 임시 버퍼 메모리(34)가 4M byte 반도체 메모리(DRAM)을 포함하는 경우에, 4Mbps의 평균 기록율로 대략 
8 초 동안 기록 또는 재생 데이터를 버퍼할 수 있다. 임시 버퍼 메모리(34)가 16M 바이트 EPROM(플래시 메모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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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경우에, 4 M 바이트의 평균 기록율로 대략 30 초 동안 기록 또는 재생 데이터를 버퍼할 수 있다. 더욱이, 임
시 버퍼 메모리(34)가 100 M 바이트의 소형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경우에, 4 Mbps의 평균 기록율
로 대략 3 분 이상 동안 기록 또는 재생 데이터를 버퍼할 수 있다. 또한, 디스크가 기록 중에 소모되어 그 디스크가 새 
디스크로 교체될 때까지, 임시로 기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D-PRO 유닛(36)은 인코더(50)에서 디스크 드라이브(32)로 DVD 기록 데이터를 공급하고, 디스크로부터 재생되는 
DVD 재생 신호를 드라이브(32)로부터 수신하고, 디스크 상에 기록된 관리 정보(디렉토리 레코드, VMGI_MAT, VT
SI_MAT, RTR_VMG 등)를 재기입하고, MPU(30)의 제어하에 디스크 상에 기록된 데이터(VTS 의 일부 또는 전체 
필드, RTR_MOV.VRO 등)를 소거한다.

MPU(30)는 마이크로컴퓨터의 CPU 코어 이외에 각종 제어 프로그램 등으로 기입된 ROM,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워드 영역을 제공하는 RAM 등을 포함한다.

이 MPU(30)는 ROM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기록에 사용되는 디스크의 자유 공간 검출, 기록 공간(기록된 팩
의 갯수) 검출, 잔여 공간 검출, 경고, 기록 모드 변경 명령 등과 같은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더욱이, MPU(30)는 셀 유닛(또는 진입점 유닛)에 소거 레벨 부가 범위 지정 기능, 소거 레벨 설정 기능, 셀 분할 기능, 
소거 레벨 검출 기능 등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으로, RTR 비디오 레코더 시스템의 사용자 작동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MPU(30)에 의해 각종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DVD_RTR 비디오 레코더의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DVD
_RTR 비디오 레코더의 디스플레이 패널(48) 상에 표시되거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로서 모니터 디스플레이 상
에 표시된다.

    
디코더(60)는 전술한 팩 구조를 갖는 DVD_RTR 재생 데이터로부터 각 팩을 분할하는 분할기(62), 팩 분할 및 다른 
신호 처리 실행시 사용된 메모리(63), 분할기(62)에 의해 분리된 비디오 팩의 내용을 디코드하기 위한 비디오 디코더
(64), 분할기(62)에 의해 분리된 부영상 팩의 내용을 디코드하기 위한 부영상 디코더(65), 분할기(62)에 의해 분할된 
오디오 팩의 내용을 디코드하기 위한 오디오 디코더(68) 및 부영상(65)로부터 출력된 부영상 데이터와 비디오 디코더
(caption )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 출력을 적절히 혼합하기 위한 대화 상자 즉, 주영상 데이터 상에 메뉴, 하이라이트 
버튼, 중첩 대화 상자 등의 부영상 데이터를 중첩하기 위한 비디오 처리기(66)를 포함한다.
    

비디오 디코더(64)는 예컨대, MPU(30)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MPEG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소정의 I-영상 부분을 추
출하고 축소함으로써 획득된 이미지(섬네일 영상)를 발생하기 위한 섬네일 영상 발생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섬네일 영상은 비디오 믹서(200)와 DAC(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경유하여 외부 TV 모니터로 출력되거나 또
는 비디오 믹서(200) 및 셀렉터(52)를 경유하여 비디오 인코더(63)에 공급된다.

비디오 인코더(53)에 공급된 섬네일 영상 데이터는 포맷터(56)에 의해 소정의 더미팩(도 18 및 19을 참조)에 기입될 
수 있다.

비디오 처리기(66)로부터의 출력은 비디오 믹서(200)에 공급된다. 비디오 데이터를 혼합하기 위해 사용된 프레임 메
모리(201)는 비디오 믹서(200)에 연결된다.

비디오 믹서(200)을 경유하여 비디오 처리기(66)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신호는 비디오(DAC)(67)를 경유하여 텔레
비젼 수상기와 같은 외부 모니터(도시 안됨)에 공급된다.

또는 비디오 처리기(66)으로부터 디지털 신호는 내장된 액정 디스플레이(도시 안됨) 또는 유사 장치에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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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디코더(68)로부터의 출력은 오디오 DAC(69)를 경유하여 외부 소자에 공급한다.

도면에 관련 연결이 도시되지 않았지만, 비디오 믹서(200)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비디오 또는 오디오 DAC(68)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는 적절한 디지털 출력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외부로 출력될 수 있다.

더욱이, DVD-RTR 레코더의 동작 상태 등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키 입력 유닛(49) 및 디스플레이 패널(48)이 MP
U(30)에 접속된다.

도 35는 도 34에 도시한 장치에 의한 이미지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키 입력 유닛(49)(또는 원격 제어기(도시 생략)에서 보존 기록 프로그램 또는 키 동작)으로부터의 이미지 기록 명령을 
수신시, 도 34에 도시한 MPU(30)는 디스크 드라이브(32)(단계 A2)를 경유하여 디스크(10)로부터 관리 데이터를 
판독하고 기록 영역(단계 A4)을 결정한다.

다음에, MPU(30)는 결정 영역에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도록 관리 영역에 관리 데이터를 설정(도 3에 도시한 VMGI 
및 VTSI 파일을 발생하거나 또는 도 20에 도시한 RTR_VMG 파일을 발생)하고, 데이터 기록(단계 A5) 준비를 위해 
디스크 드라이브(32)에서 비디오 데이터의 기록 시작 어드레스를 설정한다.

기록 가능 공간이 없다면[단계(A3)의 NO], 경고음 또는 메세지가 발생되거나 표시된다.

다음에, MPU(30)는 STC(38)에서 시간을 리셋한다. STC(38)는 시스템 타이머이고, 기록 또는 재생은 이 STC의 측
정값과 관련하여 실행된다.

또한, MPU(30)는 다른 설정을 실행한다[단계(A6, A7)].

기록시 비디오 신호의 흐름은 이하와 같다.

도 34에 도시된 TV 튜너(44) 또는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된 AV 신호는 A/D 변환되고,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인코더(
53)에 공급되며,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인코더(54)에 공급된다. 또한, 텔레텍스트 신호(teletext signal) 등은 TV 튜
너(44)로부터 SP 인코더(55)에 공급된다.

각각의 인코더(도 34의 53, 54, 55)는 입력 신호를 압축하고 패킷화하며(각각의 패킷은 2,048 바이트/팩의 크기를 갖
도록 형성됨), 패킷을 포맷터(56)에 입력한다. 필요에 따라, 각각의 인코더는 STC(38)의 값에 따라서 각 패킷의 PT
S 및 DTS를 결정한다.

포맷터(56)는 임시로 패킷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57)에 저장한 다음, 입력 패킷 데이터를 팩하고, 그것들을 GOP 단위
로 혼합한다. 필요에 따라, 포맷터(56)는 네비게이션 팩을 각각의 GOP의 헤드에 부가하고, 팩을 D-PRO 유닛(36)에 
입력한다.

    
D-PRO 유닛(36)은 16팩의 유닛으로 ECC 그룹을 형성하고, ECC 데이터를 이 ECC 그룹에 첨부하며, 그것을 디스크 
드라이브(32)에 전송한다. 디스크 드라이브(32)가 디스크에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D-PRO 유닛(36)은 
임시로 ECC 그룹 데이터를 임시 버퍼 메모리(34)에 전송하며, 디스크 드라이브(32)가 기록 가능할 때까지 대기한다. 
디스크 드라이브(32)가 기록 가능한 경우, 기록이 시작된다. 이 경우에, 고속 액세스에 의해 몇 분 또는 그 이상 동안 
기록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 버퍼 메모리(34)로 대용랑의 메모리가 고려된다.
    

기록의 종료 부분에서, MPU(30)는 네비게이션 팩(또는 네비게이션 데이터)의 어드레스 데이터를 각각의 네비게이션 
팩(또는 네비게이션 데이터)의 고속 포워딩 또는 각각의 네비게이션 팩(또는 네비게이션 데이터)의 데이터 필드를 고
속 리와인딩으로 기록하고, 기록후에 소요 정보를 관리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기록을 종료한다[단계(A8∼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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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에 도시된 MPU(30)는 도 1에 도시된 디스크(10) 상에서 파일 관리 영역 등의 각종 정보를 판독하고, 명령을 데
이터 버스를 통하여 D-PRO 유닛(36)에 전송함으로써 이 디스크의 기록 영역에 각종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기록의 종료 부분에서, 소거 레벨 플래그는 셀 단위로 설정하고, RTR 비디오 레코더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고, 재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클리어된다[단계(A13)]. 즉, 모든 셀의 재생은 초기 기록시에 가능하다.

이 소거 레벨 플래그는 C_PBI에서 기술된다(도 12). 아카이브 플래그(archive flag)(소거 금지 플래그)는 VMG에 저
장되고, 또한 클리어된다.

RTR_VMG의 M_C_EPI(도 33)가 소거 레벨 플래그 또는 트래시 PGC 정보(trash PGC imformation)를 포함하면, 또
한 클리어된다.

재생시 데이터 처리는 이하와 같다.

재생 명령 수신시, MPU(30)는 디스크 드라이브(32) 및 D-PRO 유닛(36)을 통하여 관리 영역에서 데이터를 판독하
고, 재생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다음에 MPU(30)는 결정된 재생 데이터 어드레스 및 판독 명령을 디스크 드라이브(32)
에 전송한다.

수신된 명령에 따라서, 디스크 드라이브(32)는 섹터 데이터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고, D-PRO 유닛(36)을 사용하여 
에러 정정을 실행하며, 판독된 데이터를 팩 데이터의 형태로 디코더(60)에 출력한다.

    
디코더(60)에서, 분할기(separator)(62)는 판독된 팩 데이터를 수신하여 팩화한다. 데이터 내용에 따라서, MPU(30)
는 비디오 패킷 데이터(MPEG 비디오 데이터)를 비디오 디코더(64)에, 오디오 패킷 데이터를 오디오 디코더(68)에, 
부영상 패킷 데이터를 SP 디코더(65)에 전송하고, 요청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네비게이션 팩(또는 네비게이션 데
이터)의 내용을 그것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MPU(30)는 언제든지 네비게이션 데이터에 신속히 액세
스할 수 있다.
    

각각의 패킷 데이터 전송의 시작 부분에서, 헤더에 포함된 PTS는 STC(38)에 로드된다[MPU(30)는 STC에서 네비게
이션 팩의 PTS를 설정하거나, 또는 비디오 디코더(64)는 STC(38)에서 비디오 데이터의 PTS를 자동으로 설정]. 그 
후에, 각각의 디코더는 패킷 데이터의 PTS 값과 동기하여 데이터를 재생하고, 오디오 및 중첩된 대화 상자 데이터를 
갖는 동영상 데이터는 TV 모니터에서 재생될 수 있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 소거 레벨 플래그는 셀 재생 정보(CPB_I)에 기술된다. 따라서, 셀 재생 이전에, 
소거 레벨은 점검되고, 셀이 임시로 소거되었다면(즉, 레벨 = 01h), 그 셀의 재생을 스킵하여 다음 셀의 프로세스를 시
작한다.

임시 소거 플래그가 VOB 정보(VOB_GI)에 기술된 경우, 셀 정보에 입력된 VOB의 VOB 정보는 그 셀을 재생하기 전에 
판독된다. 다음에, 임시 소거 플래그의 상태가 점검된다. 그 상태가 임시로 소거된 상태(또는 플래그 = 01h)를 표시한
다면, 그 셀의 재생은 스킵되고, 다음의 셀의 재생 프로세스가 활성화된다.

즉, 이 시스템에서, 소거 레벨 플래그는 셀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소거 설정(재생되도록 소거 레벨 플래그로부터 이
미 결정된 셀을 자동으로 포함하기 위하여)은 셀 단위로 실행되어 좀더 원할한 프리젠테이션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임시 소거 프로세스는 이하와 같이 실행된다.

도 36 및 37은 소거 레벨 설정(임시 소거 프로세스)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8은 이 임시 소거 프로세스에서 표시
되는 윈도우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도 39는 임시 소거 프로세스 실행시 셀 분할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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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에 도시된 키 입력 유닛(49)의 소거키[또는 원격 제어기(도시 생략)]가 눌러지면, 도 34에 도시된 MPU(30)는 
도 36 및 37에 도시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1) PGC가 도 15에 도시된 PGC_GI의 트래시 PGC 플래그 = 01h 인지, 즉 트래시 PGC인지를 점검한다[단계(B2)]. 
트래시 PGC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트래시 PGC의 파일은 준비된다[단계(B3)].

2) 사용자는 타이틀(VTS 또는 PGC)을 선택한다[단계(B4)].

3) 선택된 타이틀(VTS 또는 PGC)의 재생 시간에 상응하는 타임 바(time bar), 시간 영역을 지정하는 커서(도 38에 
도시된 15분 증분의 타임 바를 참고)가 도시된다[단계(B5)].

이러한 타임 바 표시에서, 대상의 PGC는 점선 등을 사용하여 셀 단위로 분할되어, 사용자에게 동일한 장면(하나의 PG
C)에 상응하는 점선에 의해 경계지어진 범위를 알린다. 예컨대,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미지 감지에 있어서, 기록
의 시작부터 기록의 중지 또는 종료에 이르는 범위가 이 장면에 대응한다. TV 드라마에서, 소정의 CM으로부터 다음 
CM에 이르는 범위가 이 장면에 대응한다.

4) 사용자는 키 입력 유닛(49)의 커서 키 및 마커 키를 사용하여 소거 시작 위치를 지정하고[단계(B6)], 지정 위치에 
대응하는 VOBU 어드레스 등은 MPU(30)의 내부 작업 메모리(도시 생략)에 저장된다[단계(B7)].

이 때에, 커서에 의해 지시된 VOBU의 시작 I-영상은 축소된 스케일 이미지(아주 작은 영상)로서 커서 윈도우 상에 동
시에 표시되고, 사용자는 커서 위치에서 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 손쉬운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그 때, 커서 위치에서 재생 시간도 표시될 수 있다. 재생 시간은 네비게이션 팩의 셀 경과 시간(C_ELTM)(도 7) 및 셀 
재생 정보의 셀 재생 시간(C_PBTM)(도 12)을 참조하여 타이틀의 제1 셀로부터 바로 이전 셀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C_PBTM + C_ELTM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또는 커서 위치에서의 재생 시간은 시간 맵 정보(TMAPI)(도 25) 및 무비 셀 일반 정보(M_C_GI)(도 32)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산될 수 있다.

5) 사용자는 키 입력 유닛(49)의 커서키 및 마커키를 사용하여 소거 종료 지점을 표시하고[단계(B8)], 표시된 지점에 
상응하는 VOBU 어드레스 등은 작업 메모리에 저장된다[단계(B9)].

6) 도 38의 디스플레이를 보면, 사용자는 자신이 현재 선택한 범위오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소거 시작으로부터 소거 
종료까지 표시된 범위)[단계(B10)]. 사용자가 그 범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단계(B10)의 NG], 작업 메모리는 단계
(B6∼B9)의 프로세스를 반복하기 위해 클리어된다.

7) 사용자가 표시된 선택된 범위에 동의한다면[단계(B10)의 OK], 셀 분할이 설정 시작 위치에서 필요한지, 즉 셀 시
작 위치가 설정 시작 위치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단계(B11)].

셀 분할이 시작 위치에서 필요하지 않다면[단계(B11)의 NO], 도 37의 단계(B16)로 진행한다.

8) 셀 분할이 시작 위치에서 필요하다면[단계(B11)의 YES], 분할된 셀(CELL_N)은 각각의 셀의 C_PBI의 시작 및 종
료 VOBU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단계(B12)]. 다른 방법으로는, 커서에 의한 설정시 결정되어 저장된 셀 번호가 CELL
_N로서 사용된다. 셀 분할은 이 CELL_N을 사용하여 실행된다.

특히, 시작 어드레스(C_LVOBU_SA), 종료 어드레스(C_LVOBU_EA), CELL_N의 C_PBI의 최종 VOBU의 셀 재생 시
간(C_PBTM)은 작업 메모리에 저장되고, C_LVOBU_SA, C_LVOBU_EA 및 C_PBTM은 분할될 VOBU의 네비게이션 
팩의 검색 정보에 기초하여 재기록된다[단계(B13)].

다음에, CELL_N 다음의 C_PBI는 하나의 셀만큼 이동된다[단계(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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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B13∼B14)의 프로세스도 도 25에 도시된 시간 맵 정보(TMAPI) 및 도 27에 도시된 PGC 정보(PGCI)를 사용하
여 실행될 수 있다.

단계(B14)에서, 다음의 내용을 갖는 신규 셀 재생 정보(C_PBI)는 기록된다[도 37의 단계(B15)].

즉, CELL_N과 같은 동일 셀 카테고리(C_CAT), 분할된 셀의 재생 시간(C_PBTM), 분할된 셀의 제1 VOBU의 시작 
어드레스(C_FVOBU_SA), 분할된 셀의 제1 ILVU의 종료 어드레스(C_FILVU_EA), 분할된 셀의 최종 VOBU의 시작 
어드레스(C_LVOBU_SA) 및 분할된 셀의 최종의 VOBU의 종료 어드레스(C_LVOBU_EA)는 분할된 셀의 새로운 셀 
재생 정보(C_PBI)로서 기록된다.

9) 연속해서, 설정 시작 셀의 소거 레벨 플래그(즉, 도 39의 하위 셀 배열의 셀 3)는 재생 금지(임시 소거) 상태로 설
정된다.

단계(B11∼B15)와 동일한 프로세스는 설정 종료 위치에서 셀에 대하여 반복된다[단계(B16∼B20)].

10) 즉, 셀 분할이 설정 종료 위치에서 필요한지를 점검한다(즉, 셀 종료 위치가 설정 종료 지점과 일치하는지를 점검
하기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지 않다면[단계(B16)의 NO], 단계(B21)로 진행한다.

11) 종료 셀이 분할되어야 한다면[단계(B16)의 YES], 분할되는 셀(CELL_M)이 결정된다[셀은 각각의 셀의 C_PBI
의 시작 및 종료 VOBU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또는 커서에 의한 설정에 따라 결정되어 저장된 셀 번호가 사용된다). 결
정된 셀은 분할된다[단계(B17)].

특히, CELL_M의 셀 재생 정보(C_PBI)의 C_FVOBU_SA 내지 C_LVOBU_EA 및 C_PBTM은 저장되고, 저장된 C_FV
OBU_SA 내지 C_OVOBU_EA 및 C_PBTM은 분할되는 VOBU의 검색 정보에 기초하여 재기록된다[단계(B18)].

다음에, CELL_M 다음의 C_PBI는 1 셀만큼 이동된다[단계(B19)].

단계(B19)에서, 이하의 내용을 갖는 신규 셀 재생 정보가 기록된다[단계(B20)].

즉, CELL_M과 같은 동일 셀 카테고리(C_CAT), 분할된 셀의 재생 시간(C_PBTM), 분할된 셀의 첫번째 VOBU의 시
작 어드레스(C_FVOBU_SA), 분할된 셀의 첫번째 ILVU의 종료 어드레스(C_FILVU_EA), 분할된 셀의 최종 VOBU의 
시작 어드레스(C_LVOBU_SA) 및 분할된 셀의 최종 VOBU의 종료 어드레스(C_LVOBU_EA)는 분할된 셀의 신규 셀 
재생 정보(C_PBI)로서 기록된다.

12) 설정 종료 셀 이전의 각각의 셀의 소거 레벨 플래그(즉, 도 39의 하위 셀 배열의 셀 4)는 재생 금지(임시 소거) 상
태로 설정된다[단계(B21)].

13) 각각의 임시 소거된 셀의 C_PBI(예컨대, 도 39의 하위 셀 배열의 셀 3, 4)는 트래시 PGC에 부가되고, 원PGC 번
호(PGC_N) 및 원셀 번호(C_ID_N)는 이 C_PBI(도 16)에 기록된다[단계(B22)].

14) 소거 레벨 설정(임시 소거 프로세스)될 셀이 아직 존재한다면[단계(B23)의 NO], 연산은 도 36의 단계(B6)로부
터 자체적으로 반복한다.

소거 레벨 설정(임시 소거 프로세스) 완료시[단계(B23)의 YES], 관련 데이터는 파일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
기 위하여 트래시 PGC 일반 정보(도 15)에 기록된다[단계(B24)].

단계(B11∼B24)에서 셀을 분할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한 도 21 내지 도 33에 도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특히, 
분할된 셀의 M_CI의 무비 셀(M_C_GI)(도 32) 및 무비 셀의 진입점 정보(M_C_EPI)(도 33)는 셀 분할에 상응하는 
시간 맵 정보(TMAPI)(도 25)에 기초하여 재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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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네비게이션 팩의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으며, 셀 분할 위치는 도 31에 도시된 진입점 정보(M_C_EPI#1 내
지 M_C_EPI#n)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소거 레벨(임시 소거) 설정 정보는 도 33에 도시된 M_C_EPI의 문자 
정보로 기술될 수 있다.

도 40은 소거 레벨 플래그가 임시 소거 상태로 설정되는 셀의 복구(재기억) 및 실제 소거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1은 소거 레벨 플래그가 설정되는 셀을 복구(재기억)시 및 실제로 소거시 표시되는 윈도우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임시 소거 상태(재생 금지 상태)로부터 재생 허용 상태로 복구하는 프로세스는 셀 단위로 실행된
다. (흐름도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복구 프로세스가 진입점 단위로 실행될 수 있다.)

1) 사용자는 도 41의 위 좌 상부 윈도우를 관찰하면서 원격 제어기(도시 생략) 상의 키 동작에 의해(또는 도시되지 않
은 마우스 동작에 의해) 트래시 박스 마크(아이콘)를 클릭한다[단계(C2)].

2) 트래시 PGC가 트래시 아이콘 클릭시에 선택되었다면, 도 34에 도시된 MPU(30)는 디스크(10)로부터 트래시 PG
C의 정보(도 15, 16)를 판독한다[단계(C3)].

3) 다음에, 도 41의 상위 중앙 윈도우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임 바는 트래시 PGC의 재생 시간에 따라 표시된다[단계
(C4)]. 이 때에, 타이틀 텍스트 "트래시 박스의 내용" 또한 트래시 PGC를 나타내도록 표시된다. 또한, 재생 허용 상태
로 복구되는 셀을 표시하는 커서 및 I-영상의 그 셀의 축소된 스케일 이미지(섬네일 영상)가 표시된다[단계(C5)].

4) 다음에, 사용자는 원격 제어기 상의 커서키 및 마커키(도시 생략)를 사용하여 재생 허용 상태(즉, 임시 소거 상태를 
취소하기 위한)로 복구될 셀을 지정한다[단계(C6)].

전술한 소거 취소 지정이 오동작되었거나 또는 소거 취소된 셀이 아직 존재한다면[단계(C7)의 NG], 단계(C4∼C6)의 
프로세스는 반복된다.

5) 지정된 셀이 확인된 후에[단계(C7)의 OK], 사용자는 지정된 셀이 재생 허용 상태로 복구될 것인지 실제 소거될 것
인지를 결정한다[단계(C8)].

6) 지정된 셀(또는 VOB)이 재생 허용 상태로 복구되는 경우, MPU(30)는 도 16에 도시된 트래시 PGC의 PGC_N 및 
C_ID_N(또는 CI)과 관련하여 선택된 셀(또는 VOB)의 원셀(또는 VOB)을 지정한다. 다음에, MPU(30)는 그 원셀(또
는 VOB)의 소거 레벨 플래그(도 12)를 00h(재생 허용됨)로 클리어하고, 트래시 PGC로부터 임시 소거 상태의 셀(또
는 VOB)의 정보(PGC_N 및 C_ID_N; 또는 CI)를 삭제한다[단계(C9)].

7) 셀에 대해, 지정된 셀이 실제로 소거되는 경우, MPU(30)는 도 16에 도시된 트래시 PGC의 PGC_N 및 C_ID_N과 
관련하여 선택된 셀의 원셀을 규정한다. MPU(30)는 그 원셀을 소거하고, 트래시 PGC로부터 소거된 셀의 정보(도 16
의 PGC_N 및 C_ID_N)를 소거한다[단계(C10)].

7*) VOB에 대해, 지정된 VOB가 실제로 소거되는 경우, MPU(30)는 목표 셀 정보(CI)를 소거하고 PGC_GI 및 PGI가 
갱신되는 소거된 CI의 공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CI 상방으로 시프트한다[단계(C10)].

이 때에, VRO 파일에서의 시작 및 종료 파일 포인터(FP)는 VOB 정보(VOBI)에 따라 검출된다[단계(C10)].

다음에, 목표 VOBI는 소거되고, 소거된 VOBI의 공간은 제거되며, 무비 AV 파일 일반 정보(M_AVFI_GI) 및 무비 V
OBI 검색 포인터(M_VOBI_SRP)는 갱신된다[단계(C10)].

그 후, 목표 비디오 데이터는 VRO 파일로부터 소거되어, 시작 및 종료 파일 포인터 사이의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으로
부터 릴리즈한다[단계(C10)].

도 42는 소거 레벨 플래그가 설정되는 셀의 자동 소거(디스크가 프로세스를 배열)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3은 소
거 레벨 플래그가 설정되는 셀의 소거시 표시되는 윈도우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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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에 도시된 디스크 정렬 프로세스는 기록 시작 이전에 타이머 예약 시간이 디스크(10)의 유지 공간에 상응하는 시
간보다 긴 경우, 디스크(10)의 유지 공간이 기록 시간보다 짧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트래시 PGC의 임시 소거 상태의 
셀의 소거를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 실행된다.

특히, 디스크(10)의 나머지 공간이 적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소거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MPU(30)는 도 42에 도시된 
디스크 정렬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1) 상기 제어가 이 프로세스에 입력되면, 도 43에 도시된 좌상측 윈도우에 표시되는 바와 같이, 메세지 "디스크 정렬 
실행"가 TV 모니터 스크린에 표시된다[단계(D2)].

2) 다음에, MPU(30)는 디스크 드라이브(32)가 디스크 정렬을 시작하도록 명령한다[단계(D3)].

이 명령에 응답하여, 디스크 드라이브(32)의 내부 MPU(도시 생략)는 디스크 정렬 모드의 다음의 프로세스를 실행한
다[단계(D10)].

특히, 내부 MPU는 도 15에 도시된 트래시 PGC 플래그의 내용에 기초하여 트래시 PGC가 현재 설정 디스크(10)에 존
재하는지를 점검한다[단계(D11)].

트래시 PGC 플래그 = 01h를 갖는 트래시 PGC가 검출된다면, 내부 MPU는 디스크(10)[또는 임시 버퍼 메모리(34)
의 버퍼 메모리에 트래시 PGC가 기록되었다면 버퍼 메모리)로부터 그 PGC의 정보(도 15, 16)를 판독한다[단계(D12)
].

내부 MPU는 판독된 정보(도 16의 PGC_N 및 C_ID_N)를 기초로 하여 트래시 PGC의 임시 소거 상태[즉, 소거 레벨 
플래그(도 12)를 갖는 트래시 PGC 플래그 = 01h]의 모든 원셀을 소거하고, 빈(empty) 트래시 PGC도 소거한다[단
계(D13)].

다음에, 내부 MPU는 소거된 셀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상태를 MPU(30)에 다시 전송한다[단계(D14, D15)].

한편, 트래시 PGC가 그 디스크[단계(D11)의 NO]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내부 MPU는 소거될 셀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상태를 MPU(30)에 다시 전송한다[단계(D17, D15)].

3) 디스크 드라이브(32)가 단계(D11∼D17)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중에, 도 43의 우상측 윈도우에 표시된 메세지 "
디스크 정렬 완료"가 TV 모니터 스크린에 표시된다[단계(D4)].

4) 디스크 드라이브(32)가 단계(D11∼D17)의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상태를 다시 전송하면[단계(D5)의 YES], MPU
(30)는 소거된 셀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5) 소거된 셀이 존재한다면[단계(D6)의 YES], 디스크(10)의 나머지 공간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나
머지 기록 가능 시간은 재계산된다[단계(D7)].

이 재계산은 디스크(10)의 기록되지 않은 공간의 섹터의 번호, 다음 기록에 사용되는 모드(MPEG1 또는 MPEG2), 다
음 기록에 사용되는 평균 기록 속도(bits/sec), 더미 팩의 내용(%) 등등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소거된 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단계(D6)의 NO], 디스크(10)의 나머지 공간이 디스크 정렬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
지 때문에, 플로우는 나머지 기록 가능 시간의 재계산을 스킵한다.

6) 전술한 바와 같이, 디스크(10)의 나머지 시간이 얻어진 후에, 도 43의 중앙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세지 "디스크 정
렬 성공적으로 완료. 나머지 기록 가능 시간은 4 Mbps의 평균 속도로 6분 15초임"이 TV 모니터 스크린에 표시된다[
단계(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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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세스로, 사용중인 디스크에 기록된 파일 및 임시 소거된 셀은 실제로 소거됨으로써, 정렬된 디스크의 기록 가능 
공간을 증가시킨다.

또한, 소거 레벨은 소 단위로 설정될 수 있다.

도 44는 상술한 소거 레벨 정보를 기술하는 디스크 상의 내용 재생시의 재생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재생 시작 명령의 수신시, 디스크가 DVD_RTR 디스크인지를 점검한다[단계(E2)].

디스크가 DVD_RTR 디스크이면, 필요에 따라, 관리 정보(VMGI)가 판독되고[단계(E3)], 메뉴 등이 표시된다.

재생되는 타이틀 세트(또는 재생되는 타이틀)가 선택되었다면[단계(E4)], 그 타이틀의 VTSI(또는 RTR_VMG)는 환
경을 설정하기 위해 판독되고[단계(E5)], PGC 정보(PGCI) 또는 VOB 정보(VOBI)는 저장된다.

타이틀(또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어 결정되고[단계(E6)], 재생되는 프로그램 번호, 셀 번호 등등은 재생 명령 등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된다[단계(E7)].

비디오 디코더, 부영상 디코더, 오디오 디코더 등등은 초기에 설정된다[단계(E8)].

다음에, 프리프로세스 커맨드(preprocess command)가 실행되고[단계(E9)], 판독 셀이 임시 소거된 셀인지를 점검
한다[단계(E10)].

또, 프리프로세스 커맨드는 RTR_DVD 시스템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판독 셀이 소거 상태의 플래그를 갖지 않는다면(즉, 임시 소거 상태가 아니라면), 셀 재생은 실행된다[단계(E11)].

판독 셀이 소거 상태(임시 소거 상태) 플래그를 설명한다면, 그 셀의 재생은 스킵되고 그 다음의 셀이 재생된다.

최종 셀이 재생된 후[단계(E12)의 YES], 정지영상은 예약 시간(제로 시간을 포함하는 미리 결정된 시간)동안 재생되
고[단계(E13)], 포스트프로세스 커맨드(postprocess command)가 실행된다[단계(E14)].

최종의 셀이 아직 재생되지 않았다면[단계(E12)의 NO], 셀 번호는 1 씩 증가되고[단계(E18)], 단계(E10, E11, E1
8)의 프로세스가 최종 셀이 재생될 때까지 반복된다.

최종 셀의 재생 완료 및 포스트프로세스 커맨드의 실행에 따라, 사용자가 재생을 중지하기 위하여 원격 제어기의 중지 
버튼을 누른다면[단계(E15)의 YES], 재생을 완료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단계(E16)], 장치(RTR 비디오 레코더)
는 다음의 사용자 명령을 대기하기 위하여 정지하게 된다.

반면에, 최종의 셀의 재생 완료 및 포스트프로세스 커맨드의 실행 후에라도, 사용자가 재생 시작을 지시하기 위하여 원
격 제어기의 재생 버튼을 누른다면[단계(E15)의 NO], 단계(E9∼E15)의 프로세스가 다시 실행된다.

또, 포스트프로세스 커맨드는 RTR_DVD 시스템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도 45 내지 48은 비디오 오브젝트(VOB) 및 셀을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하나의 집합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49는 하나의 셀이 하나의 VOB와 동등한 셀을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도 50은 하나의 셀이 하나의 VOB와 동등
하지 않은 VOB를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4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소거 금지를 설정하는 키를 누를 경우, 제어 장치[예컨대, 도 34의 MPU(30)]는 
디코더(60) 등에서 동작하여,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은 타임 바 및 섬네일 영상이 TV 모니터(도시 생략)의 스크린에 
표시된다[단계(S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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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커서 키의 키 입력 섹션(49) 또는 원격 제어기(도시 생략)를 사용하여 스크린 상에 표시된 커서를 이동할 수 
있다. 커서가 이동되는 경우, 표시된 섬네일 영상의 내용은 그에 따라 변경된다. 커서키가 조정되는 중에, 사용자는 PG
C의 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단계(ST102)]. 이 때에, 선택된 영상은 소거 금지의 시작 부분을 지시한다.

다음에, 선택된 영상의 표시된 위치는 하방으로 이동하고, 이동 영상 선두 VOBU(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의 실행 시간
은 스크린 상에 표시된다. 이 때에, 이 VOBU의 시작 PTM(프리젠테이션 시간)은 MPU(30)의 RAM 또는 레지스터(
도시 생략)에 저장된다[단계(ST104)].

사용자는 PGC의 영상을 더 선택한다[단계(ST106)].

다음에, 선택된 영상의 표시된 위치는 하방으로 이동하고, 선택된 VOBU의 종료 PTM은 MPU(30)의 RAM 또는 레지
스터(도시 생략)에 저장된다[단계(ST108)].

이 때에, 사용자는 표시된 영상에서 자신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다[단계(ST110)].

사용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면[단계(ST110)의 NG], 프로세스는 단계(ST100)로 되돌아간다.

사용자가 만족한다면[단계(110)의 OK], 시작 VOB의 분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점검한다[단계(ST112)].

시작 VOB의 분할이 필요하지 않다면[단계(ST112)의 NO], 프로세스는 이후 설명되는 단계(ST122)로 진행한다.

시작 VOB의 분할이 필요하다면[단계(ST112)의 YES], 분할되는 VOB(VOB#n)(시작 부분에 위치함)가 결정된다[단
계(ST114)].

다음에, VOB#n의 시작 PTM(VOB_S_PTM), VOB#n 의 종료 PTM(VOB_E_PTM) 및 시간 맵 정보(TMAPI)는 M
PU(30)의 RAM 또는 레지스터에 저장된다[단계(ST116)].

이 때에, 결정된 영역의 시작 PTM의 VOBU로 1 씩 진행한 VOBU#m-1의 종료 PTM은 VOB_E_PTM에서 설정된다
[단계(ST116)].

또, 시간 엔트리(TM_ENT) 및 VOBU#m-1 다음의 VOBU의 VOBU 엔트리(VOBU_ENT)는 삭제되고, 시간 맵 일반 
정보(TMAP_GI)의 TM_ENT 및 VOBU_ENT의 각각의 번호는 소거 후에 결정된 TM_ENT 및 VOBU_ENT의 각각에 
상응하는 번호로 갱신되거나 변경된다[단계(ST116)].

다음에, VOB#n 다음의 VOB의 비디오 오브젝트 정보(VOBI)는 1 VOB씩 이동된다(단계 ST118).

단계(ST116)를 생략함으로써 공간이 생성된다. 단계(ST118)의 새로운 VOBI는 생성된 공간에 기록되며(단계 ST1
20), VOB 타입(VOB_TY), VOB 기록 시간(VOB_REC_TM), VOB_REC_TM의 서브 제2 정보(VOB_REC_TM_SUB), 
동영상 VOB 스트림 정보 번호(M_VOB_STIN)는 VOB#n의 것들과 같다. VOB_V_S_PTM은 이 VOB의 시작 PTM를 
나타낸다. VOB_V_E_PTM(이 VOB의 끝 PTM)은 분할된 VOB의 원VOB_V_E_PTM을 나타낸다.

또한, "결정 영역의 시작 PTM을 포함하는 분할된 VOBU의 TM_ENT와 VOBU_ENT"로부터 "최종 VOBU의 TM_EN
T와 VOBU_ENT"로의 그룹의 데이터는 TMAPI에서 설정된다(단계 ST120).

또한, 시간 맵 일반 정보(TMAP_GI)의 VOBU의 TM_ENT와 VOBU_ENT는 TMAPI에서 상기 설정에 의해서 얻어진 
해당 번호로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20).

다음은 도 46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종료 VOB의 분할이 필요한지가 체크된다(단계 ST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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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VOB의 분할이 필요하지 않으면(단계 ST122에서 NO), 프로세스는 이후 기술되는 단계(ST132)로 진행한다.

종료 VOB의 분할이 필요하다면(단계 ST122에서 YES), 프로세스는 이후 기술되는 단계(ST124)로 진행한다.

종료 VOB의 분할이 필요하다면(단계 ST122에서 YES), (마지막 부분에서 놓여지는)분할될 VOB(VOB#k)가 결정된
다(단계 ST124).

다음에, VOB#k(VOB_S_PTM)의 시작 PTM, VOB#k(VOB_E_PTM)의 끝 PTM, 그의 타임 맵 정보(TMAPI)는 M
PU(30)의 RAM 또는 레지스터에 저장된다(단계 ST126).

이 때, 결정 영역의 끝 PTM은 VOB_E_PTM에서 설정된다(단게 ST126).

또한, 결정 영역의 끝 PTM의 VOBU 다음의 VOBU의 VOBU_ENT와 TM_ENT는 삭제되고, TMAP_GI의 VOBU_EN
T와 TM_ENT 각각의 번호는 삭제 후 얻어진 VOBU_ENT와 TM_ENT 각각의 대응 번호로 갱신되거나 변경된다.

다음에, VOB#k 다음의 VOB의 비디오 오브젝트 정보(VOBI)는 하나의 VOB에 의해서 이동된다(단계 ST128).

단계(ST126)의 삭제에 의해서 공간이 생성된다. 단계(ST128)의 새로운 VOBI는 생성된 공간에 기록되며(단계 ST1
30), VOB_TY, VOB_REC_TM, VOB_REC_TM_SUB, M_VOB_STIN은 VOB#n의 것들과 같다. VOB_V_S_PTM은 
결정 영역의 끝의 PTM 다음의 VOBU의 시작 PTM를 나타낸다. VOB_V_E_PTM(이 VOB의 끝 PTM)은 분할된 VOB
의 원 VOB_V_E_PTM을 나타낸다.

또한, "분할 영역의 끝 PTM의 VOBU 다음의 VOBU의 TM_ENT와 VOBU_ENT"로부터 "최종 VOBU의 TM_ENT와 
VOBU_ENT"로의 그룹의 데이터는 TMAPI에서 설정된다(단계 ST130).

또한, TMAP_GI의 TM_ENT와 VOBU_ENT의 각 번호는 TMAPI에서 상기 설정으로써 얻어진 대응 번호로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30).

이처럼, VOB 번호가 갱신 또는 변경된다.

이후, 일시적 소거의 플래그(TE)는 결정 영역에서 VOB의 VOBI(BO_TY)로 설정된다(단계 ST134).

VOB가 분할되지 않으면(단계 ST136에서 NO), 프로세스는 이후 기술되는 단계(ST158)로 진행한다.

어느 VOB가 분할되면(단계 ST136에서 YES), 분할 VOB가 시작 VOB인지 여부가 체크된다(단계 138).

시작 VOB가 분할되지 않으면(단계 ST138에서 NO), 프로세스는 단계(ST158)로 진행한다.

시작 VOB가 분할되면(단계 ST138에서 YES), 시작 VOB의 분할점이 관련 셀들의 경계와 일치하는 지를 더 체크한다
(단계 140).

분할점이 셀들의 경계(또는 VOB의 경계)와 일치하면(단계 ST140에서 YES), 셀 분할(또는 VOB의 분할)은 필요치 
않다. 다음에 분할점 다음 셀들의 무비 셀 일반 정보(M_C_GI)에서 무비 VOBI 검색 포인터 번호(M_VOBI_SRPN)만
이 따라서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42).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ST158)로 진행한다.

분할점이 셀들의 경계(또는 VOB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단계 ST140에서 NO, 도 49 또는 도 50에서 수직 지향
된 화살표를 참조), 분할 영역의 선두 부분 또는 시작 부분에 놓여진 분할될 셀(CELL-N으로 지칭)이 결정된다(단계 
ST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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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N(C_V_E_PTM)의 끝 PTM은 분할된 VOB의 종료 PTM(E_PTM)으로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46).

갱신된 E_PTM 다음에 어느 진입점(EP)이 존재할 때, EP의 진입점 정보는 저장되고, EP는 현재의 셀 정보(CI)로부터 
삭제되며, EPI 갯수(EPI_Ns)는 EPI_Ns가 삭제된 EP 갯수만큼 감소되도록 갱신된다(단계 ST146).

다음에, CELL-N 다음의 셀의 셀 정보(CI)는 1 CI씩 이동된다(단계 ST148).

    
단계 ST146 의 삭제 과정으로 공간이 생성된다. 단계(ST148)의 신규 CI는 생성된 공간에 기록되고, 셀타입(C_TY)
은 CELL-N의 것과 같고, 분할에 의해 생성된 VOB의 M_C_GI의 동영상 VOBI 검색 포인터 번호(M_VOBI_SRPN)는 
갱신 또는 변경되며, 셀의 시작 PTM(C_V_S_PTM)과 셀의 종료 PTM(C_V_E_PTM)은 분할에 의해 생성된 VOB의 
시작 PTM(S_PTM)과 종료 PTM(E_PTM)으로 각각 변경 또는 저장되며, 저장된 진입점 정보(EPI)가 부가되며, EP
I 갯수(EPI_Ns)는 EPI의 부가된 갯수만큼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50).
    

이후, 도 48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종료 VOB가 분할되지 않으면(단계 ST158에서 NO), 프로세스는 단계(ST158)로 진행한다.

종료 VOB가 분할되면(단계 ST158에서 YES), 종료 VOB의 분할점이 관련 셀들의 경계와 일치하는 지를 체크한다(단
계 ST160).

분할점이 셀들의 경계(또는 VOB의 경계)와 일치하면(단계 ST160에서 YES), 셀 분할(또는 VOB의 분할)은 필요치 
않다. 다음에 분할점 다음의 셀들의 무비 셀 일반 정보(M_C_GI)에서 무비 VOBI 검색 포인터 번호(M_VOBI_SRPN) 
만이 따라서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62).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ST172)로 진행한다.

분할점이 셀들의 경계(또는 VOB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단계 ST140에서 NO), 분할 영역의 종료 부분 또는 후미 
부분에 놓여진 분할될 셀(CELL-N으로 지칭)이 결정된다(단계 ST164).

CELL-N(C_V_E_PTM)의 종료 PTM은 분할된 VOB의 종료 PTM(E_PTM)으로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66).

갱신된 E_PTM 다음에 소정의 입력 점(EP)이 존재할 때, EP의 진입점 정보는 저장되고, EP는 현재의 셀 정보(CI)로
부터 삭제되며, EPI의 갯수(EPI_Ns)는 EPI_Ns가 삭제된 EP의 갯수만큼 감소되도록 갱신된다(단계 ST166).

다음에, CELL-N 다음 셀의 셀 정보(CI)는 1 CI씩 이동된다(단계 ST168).

    
단계(ST166)의 삭제에 의해서 공간이 생성된다. 단계(ST168)의 신규 CI는 생성된 공간에 기록되고(단계 ST170), 
셀 타입(C_TY)은 CELL-N의 것과 같고, 분할에 의해 생성된 VOB의 M_C_GI의 동영상 VOBI 검색 포인터 번호(M_
VOBI_SRPN)는 갱신 또는 변경되며, 셀 시작 PTM(C_V_S_PTM)과 셀 종료 PTM(C_V_E_PTM)은 분할에 의해 생
성된 VOB의 시작 PTM(S_PTM)과 종료 PTM(E_PTM)으로 각각 갱신 또는 변경되며, 저장된 진입점 정보(EPI)가 
부가되며, EPI 갯수(EPI_Ns)는 EPI의 부가된 갯수만큼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70).
    

다음에, 분할점 이외의 셀의 M_C_GI에서 각 M_VOBI_SRPN이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172).

이 때, PGC 일반 정보(PGC_GI)에서의 셀의 총 갯수(CI_SRP_Ns), 프로그램 정보(PGI)에서의 셀 갯수(C_Ns), 셀 정
보 검색 포인터(CI_SRP) 등의 정보 피스(pieces)가 또한 갱신 또는 변경된다(단계 ST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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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 정의 PGC 정보(UD_PGCI)가 존재하면, UD_PGCI와 관련하여 유사한 프로세스가 행해질 것이다(단계 
ST172).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임시적인 소거의 설정이 완료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시적인 소거가 완료되지 않으면(단계 ST174에서 NO), 프로세스는 도 45의 단계 ST100로 복귀한다.

사용자가 종료 키 등을 누르면, 임시적인 소거 설정을 완료하는 조건이 입력되고(단계 ST174에서 YES), 도 45 내지 
48의 동작은 완료된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각 흐름도에 도시된 프로세스 순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기록 매체(
도 1 등에 도시한 디스크(10))에 미리 기록되며, 재생 장치(또는 DVD-RAM 드라이브를 갖춘 개인용 컴퓨터)에 의해 
판독되어 각 흐름도의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환경을 자동 설정한다.

즉, 본 발명은 기록 매체가 각 흐름도의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를 갖는 경우를 포
함한다.

상기 실시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록 매체는 하나 이상의 순서(프로그램 체인)로 데이터를 분할 기록하는 관리 영역 및 데이터 영역에 의해서 구성된다. 
각 순서는 하나 이상의 셀로 구성되고, 하나의 셀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유닛으로 구성된다. 각 데이터 유닛은 복수의 
팩으로 소정 기간내에 재생될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패킹함으로써 기록된다. (계층적)관리 영역은 순서를 관리하
는 관리 테이블과, 셀을 관리하는 관리 테이블과, 데이터 유닛을 관리하는 관리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 소거 재생 순서 정보(트래시 PGC의 PGCI)는 관리 영역에 기록되는 것이 한 특징임에 주지해야 한다. 또 다른 특
징은 일시적 소거 재생 순서 정보가 임시적인 소거 셀의 원셀 번호와 원PGC 번호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기록/재생 방법 및 장치는 소거 레벨 정보를 셀 관리 테이블에 부가하는 셀 소거 레벨 설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기록/재생 방법 및 장치는 임시적 소거가 데이터 유닛의 유닛에서 지정될 때 셀 분할 시 지정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는 지를 체크하는 셀 분할 검출 유닛(MPU(30)의 기능)과, 검출 유닛으로부터의 신호에 의거해서 셀이 
분할될 때 셀을 분할하는 셀 분할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과, 지정 데이터 유닛에 대응하는 셀에 소거 레벨 데
이터를 부가하는 소거 레벨 설정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재생 방법 및 장치는 재생 순서에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소거 레벨 범위를 지정하는 소
거 레벨 범위 지정 유닛(MPU(30)의 또 다른 정보)와 지정 시간 위치에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 시간에 가장 가까운 데
이터 유닛의 비디오 데이터를 표시하는 비디오 표시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을 구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손
쉽게 소거 레벨을 설정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재생 방법 및 장치는 재생 시간 순서에 대응하는 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소거 금지 범위를 지
정하는 소거 레벨 지정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과 지정 시간 위치에 대응하는 재생 시간을 표시하는 비디오 표
시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을 구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소거 레벨을 설정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또한, 기록/재생 방법 및 장치는 셀 단위로 임시 소거 영역을 지정하는 셀 지정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과, 지
정 유닛에 의해서 지정된 셀을 복구하는 셀 복구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방법 및 장치는 셀 단위로 임시 소거 영역을 지정하는 셀 지정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과 셀 지정 유닛
에 의해서 지정된 셀을 실제로 소거하는 셀 실제 소거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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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에/로부터 정보를 기록/재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는 잔여 기록 가능한 공간이 소정량 보
다 작게 될 때 임시적 소거 셀을 소거하는 셀 배열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방법 및 장치는 일시적 소거 셀이 소거된 후, 트래시 PGC를 소거하는 PGC 배열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방법 및 장치는 임시 소거된 셀들을 결합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순서로서 재생될 수 있는 순서 정보를 생성하는 트
래시 PGCI 생성 유닛(MPU(30)의 또 다른 기능)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방법 및 장치는 트래시 PGCI 생성 유닛으로부터 순서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유니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방법 및 장치는 임시 소거된 셀들을 결합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순서로서 재생 가능한 순서 정보를 표시하는 트래
시 PGCI 표시 유닛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하면, 소거 레벨이 소 단위로 지정 가능함으로써 유동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무비 정보 기록 매체(도 1의 10)로서,

소정의 기록 유닛으로 기록된 디지털 무비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데이터(예, 도 20의 RTR_MOV.VRO)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도 17의 DA)과,

상기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도 20의 RTR.IFO 또는 RTR_VMG)를 저장하는 
관리 영역(도 17의 DA21)을 포함하며,

상기 관리 영역은,

임시 소거 상태에서 특정 기록 유닛(예, 도 39의 하위 셀(3,4); 도 49의 하위 셀 VOB3 및 VOB4)을 설정하는 소거 레
벨 플래그를 상기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는 제1 저장 필드(예, 도 12의 C_PBI; 도 24의 M_VOBI)를 포함하는 디지털 
무비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거 레벨 플래그로 설정된 상기 특정 기록 유닛이 원래 속하는 기록 필드(PGC)의 정보(PGC_
N, C_ID_N; M_VOBI_GI/VOB_TY/TE)를 저장하는 제2 저장 필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저장 필드의 기록 내용(C_PBI;M_VOBI)은 임시 소거 상태에서 설정된 특정 기록 유닛(도 39의 하위 
셀(3,4); 도 49의 하위 셀 VOB3 및 VOB4)을 소거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16의 PGC_N, C_ID_N; 도 
33의 PRM_TXTI의 트래시 PGC 정보; 도24의 M_VOBI_GI)를 담고 있는 디지털 무비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임시 소거 상태에서 설정된 상기 특정 기록 유닛(도 39의 하위 셀(3,4); 도 49의 하위 셀 
VOB3 및 VOB4)은 상기 제1 저장 필드(도12의 C_PBI; 도24의 M_VOBI)의 기록 내용에 의거해서 실제적으로 소거 
가능하게 되는 디지털 무비 정보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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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영역은 상기 제1 및 제2 저장 필드(C_PBI; M_VOBI)의 기록 내용에 관한 트래
시 박스 플래그(도 15)를 담고 있는 트래시 박스 정보(트래시 PGC)를 포함하며, 임시 소거 상태에서 설정된 특정 기록 
유닛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상기 트래시 박스 플래그의 내용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디지털 무비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5.

디지털 무비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데이터(RTR_MOV.VRO)를 소정의 기록 유닛에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DA)과 상
기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RTR.IFO 또는 RTR_VMG)를 저장하는 관리 영역
을 가진 디지털 정보 기록 매체(10)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방법으로서,

임시 소거 상태에서 데이터 영역의 특정 기록 유닛(도 39에서의 하위 셀(3,4))을 설정하는 소거 레벨 플래그를 관리 
영역(도 37에서의 단계B21)의 제1 저장 필드(도 12에서의 C_PBI; 도 24에서의 M_VOBI)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소거 레벨 플래그로 설정된 특정 기록 유닛이 원래 속하는 기록 필드(PGC)의 정보(PGC_N, C_ID_N
; M_VOBI_GI)를 관리 영역의 제2 저장 필드(도 16에서의 C_PBI; 도 24에서의 M_VOBI)에 저장하는 단계(도 37에
서의 단계 B22)와,

임시 소거 상태에서 설정된 특정 기록 유닛(도 39에서의 하위 셀(3,4); 도 49에서의 하위 VOB3 및 VOB4)을 상기 제
1 및 제2 저장 필드(C_PBI; M_VOBI)의 기록 내용에 의거해서 소거전 상태로 복구하는 단계(도 40에서의 단계 C9)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임시 소거 상태에서 설정된 특정 기록 유닛(도 39에서의 하위 셀(3,4); 도 49에서의 하위 
VOB3 및 VOB4)을 상기 제1 저장 필드의 기록 내용(도 12에서의 C_PBI; 도 24에서의 M_VOBI)에 의거해서 실제로 
소거하는 단계(도 40에서의 단계 C10)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저장 필드(C_PBI; M_VOBI)의 기록 내용에 관한 트래시 박스 플래그를 
담고 있는 트래시 박스 정보(트래시 PGC)를 생성하는 단계(도 36에서의 단계 B3)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디지털 무비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데이터(RTR_MOV.VRO)를 소정의 기록 유닛에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DA)과 상
기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RTR.IFO 또는 RTR_VMG)를 저장하는 관리 영역
(DA21)을 가진 디지털 정보 기록 매체(10)로부터 기록 정보를 추출하는 재생 방법으로서,

상기 데이터 영역의 특정 기록 유닛(도 29에서의 하위 셀(3,4); 도 49에서의 하위 VOB3 및 VOB4)을 임시 소거 상태
로 설정하는 소거 레벨 플래그를 관리 영역의 소정 필드(도 12에서의 C_PBI; 도 24에서의 M_VOBI)로부터 추출하는 
단계(단계 44에서의 단계 E5)와,

상기 소거 레벨 플래그를 임시 소거 상태로 설정할 때, 소거 레벨 플래그로 설정된 특정 기록 유닛의 재생을 스킵하는 
단계(도 44에서의 단계 E10에서 YES)를 포함하는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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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관리 영역의 소정 필드(C_PBI; M_VOBI)가 기록 내용의 임시 소거 상태에 관한 트래시 정보(트래시 
PGC)를 담고 있으면,

트래시 박스 정보(트래시 PGC)의 내용에 의거해서 특정 기록 유닛의 내용을 임시 소거 상태로 나타내는 디스플레이를 
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가 실행되기 전에 임시 소거 상태에서 설정된 정보가 상기 기록 매체상에 기록
됨을 나타내는 트래시 박스 마크를 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와 관리 정보를 저장하는 관리 영역을 가진 기록 매체상에 오브젝트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된 관리 정보와 셀들의 세트로 구성된 오브젝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방법으로서,

재생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지를 오브젝트의 하나 이상의 특정 셀과 관련, 지정하기 위해 소거 레벨 정보의 부가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도 36에서의 B5-B10)와,

소거 레벨 정보 부가 범위의 단자 부분이 현재 셀의 셀 유닛과 매칭하지 않으면 매칭되지 않은 현재 셀을 분할함으로써, 
분할 셀을 설정하는 단계(도 36-37에서의 B11-B20)와,

셀 분할 내용에 따라서 분할 셀과 현재 셀을 재생하기 위해 관리 정보를 변경하고, 소거 레벨 정보 부가 범위에 속하는 
분할 셀의 관리 정보에 소거 레벨 정보를 부가하는 단계(도 37에서의 B21-B24)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13.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와 관리 정보를 저장하는 관리 영역을 가진 기록 매체상에 오브젝트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된 관리 정보와 셀들의 세트로 구성된 오브젝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로서,

재생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지를 오브젝트의 하나 이상의 특정 셀에 대해서 지정하기 위해 소거 레벨 정보의 부가 범위
를 설정하는 소거 레벨 부가 설정 수단과,

소거 레벨 정보 부가 범위의 단자 부분이 현재 셀의 셀 유닛과 매칭하지 않으면 매칭되지 않은 현재 셀을 분할함으로써, 
분할 셀을 설정하는 셀 분할 수단과,

셀 분할 내용에 따라서 분할 셀과 현재 셀을 재생하기 위해 관리 정보를 재생성하고, 소거 레벨 정보 부가 범위에 속하
는 분할 셀의 관리 정보에 소거 레벨 정보를 부가하는 새로운 관리 정보 재생성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4.

셀들의 세트로 구성된 오브젝트를 기록하는 데이터 영역와 상기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데 사용되는 관리 정보를 기록하
는 관리 영역을 가진 기록 매체로부터 기록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된 관리 정보에 의거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소정 셀 유닛으로 표시하는 셀 유닛 디스플레이 
수단과,

재생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지를 상기 셀 유닛 디스플레이 수단에 의해서 표시된 셀 유닛보다 크지 않은 유닛으로 지정
하기 위해 소거 레벨 정보의 부가 범위를 설정하는 소거 레벨 부가 범위 설정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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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거 레벨 정보 부가 설정 수단에 의해서 설정된 상기 소거 레벨 정보 부가 범위가 결정되고 현재 셀이 그에 따라 
분할되면, 새로운 분할 셀 유닛의 순서를 이용하여 오브젝트의 셀 유닛을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5.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와 관리 정보를 저장하는 관리 영역을 가진 기록 매체상에 오브젝트(VOB)를 재생하
기 위해 사용된 관리 정보와 오브젝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방법으로서,

재생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지를 하나 이상의 특정 오브젝트(도 49에서의 VOB3, VOB4)에 대해서 지정하기 위해 소거 
레벨 정보(도 46의 ST134에서의 플래그를 보호)의 부가 범위(도 49에서의 VOB2, VOB3의 상위 도면)를 설정하는 
단계(도 45에서의 ST100-ST110)와,

소거 레벨 정보 부가 범위의 단자 부분(도 49에서의 상위 VOB2-VOB3)이 현재 오브젝트(도 49에서의 상위 VOB2 또
는 VOB3)의 유닛과 매칭하지 않으면 매칭되지 않은 현재 오브젝트(도 49에서의 상위 VOB2 또는 VOB3)셀을 분할함
으로써, 분할 오브젝트를 설정하는 단계(도 45-46에서의 ST112-ST132)와,

오브젝트 분할 내용에 따라서 분할 오브젝트와 현재 오브젝트를 재생하기 위해 관리 정보(VOBI)를 변경하고(도 46에
서의 ST130), 소거 레벨 정보 부가 범위(도 49에서의 하위 VOB3 또는 VOB4)에 속하는 분할 오브젝트(도 49에서의 
하위 VOB3 또는 VOB4)의 관리 정보(VOBI)에 소거 레벨 정보(플래그 보호)를 부가하는 단계(도 46에서의 ST134)
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16.

기록 매체로부터 비디오 정보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장치로서,

임시 소거 부분((도 12의 하위 도면의 CELL3-CELL4; 도 49의 하위 도면에서의 VOB3-VOB4)을 규정하기 위한 임
시 소거 부분 규정 부분과,

상기 임시 소거 부분 규정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임시 소거 부분의 재생 유닛만을 검출하는 임시 소거 부분 검출부분(도 
34에서의 MPU; 도 44에서의 E10)과,

임시 소거 부분(도 12의 하위 도면의 CELL3-CELL4; 또는 도 49의 하위 도면의 VOB3-VOB4)의 상기 재생 유닛을 
표시하는 임시 소거 부분 지시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표시된 재생 유닛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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