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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스트림내의 픽처 데이터의 기록구간을 지정하고이를 이용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를 네비게이션 단위로 구획하면서 복수의 기록블록으로 기록매체상에 기록할 때,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크기정보를, 그 픽처 데이터를 슬라이스(slice)하여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

킷의 수로 표현하여 기록하거나, 상기 각 기록블록에 대해 그 선두에 128바이트의 헤더정보를 삽입기록하되, 만약, 특정

기록블록이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기록블록의 헤

더정보내에 상기 끝지점을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이로써,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의 구간이 정확히 지

시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I픽처, 정렬, 마지막, 네비게이션, 위치, 패킷, SOBU, TP, align, HD-DVD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HD-DVD의 전송패킷 시퀀스의 기록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HD-DVD의 기록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단위와 패킷그룹간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HD-DVD에 기록된 영상 데이터의 네비게이션 단위와 패킷그룹과의 위치관계를 위한 정보의 예를 도시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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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I픽처와 패킷그룹과의 위치관계를 위한 정보의 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네비게이션 단위마다 할당되는 타임맵의 구조를 예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비게이션 단위마다 할당되는 타임맵의 구조를 예시한 것이고,

도 7은 도 6의 실시예의 구조에 의해,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의 크기가 지시되는 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HD-DVD의 기록블록마다 할당되는 헤더정보내의 일반정보 구조를 예시한 것이고,

도 9는 도 8의 실시예에 따라,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의 종료위치가 지시되는 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10 및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HD-DVD의 기록블록마다 할당되는 헤더정보내의 일반정보 구조를 각각

도시한 것이고,

도 12은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기록 및 재생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13은 본 발명에 따라,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에 해당하는 전송패킷들만 정확히 구분되는 예를 도시한 것이

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2: 광픽업 3: 구동기

4: 디포맷터 5: 디멀티플렉서

6: A/V 디코더 7: 포맷터

8: 멀티플렉서 9: A/V 엔코더

10: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 패킷 시퀀스로 기록할 때 전송패킷 시퀀스에 실려 있는 픽처의 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

하고 이 정보에 근거하여 기록된 전송패킷 시퀀스에서 픽처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영상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매체로서 광 디스크가 자화된 테이프를 대체하고 있다. DVD+/-R이 대표적인 기록가능 광 디

스크 매체인데, 이 디스크는 비디오 데이터를 기록모드에 따라 약 1~6시간 정도 기록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TV 방송신호가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디지털 방식의 TV방송신호는 현재의 아날로그 신호보다 더

높은 화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TV방송신호를 녹화하기 위해서는 DVD+/-R보다 더 큰 기록용량

을 갖는 디스크 기록매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량의 기록가능 디스크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량의 기록가능 디스크는 물론, 현재의 DVD+/-R

과 같은 중용량의 디스크에 디지털 방송에 의한 데이터 스트림을 기록하는 경우, 재생관리를 위해 기록되는 스트림을 네비

게이션(Navigation) 단위로 구획하게 되는 데, 이 네비게이션 단위와 그 단위에 포함되는 픽처가 디스크의 정해진 크기, 예

를 들어 32kB 크기의 기록블록과 정확히 정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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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록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단

위가 소정 크기를 갖는 기록블록에 비정렬된 것에 대한 관리정보와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에 속하는 선두 픽처의 구간을

구분하는 관리정보를 생성하고 기록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기록된 관리정보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단위와 그 선두의 픽처를 액세스하는 재생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를 네비게이션 단위로 구획하면서 복수의 기록블록으로 기록

매체상에 기록할 때,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크기정보를, 그 픽처 데이터를 슬라이

스(slice)하여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의 수로 표현하여 기록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를 네비게이션 단위로 구획하면서 복수의 기록블록으로 기록매체상에 기록할 때, 상기 각

기록블록에 대해 그 선두에 정해진 크기의 헤더정보를 삽입기록하고, 만약,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

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기록블록에 대해서는, 그 헤더정보내에 상기 마지막 데이터에 대한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상기 크기정보를, 네비게이션 단위가 시작되는 패킷의 위치, 네비게

이션 단위의 크기 그리고 네비게이션 단위의 프리젠테이션 타임의 정보와 함께 기록한다.

상기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크기정보를 23비트의 크기로 표현하여 기록하며, 선두 픽처 데이터의 크기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값을 0으로 기록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기록블록에 170개의 전송패킷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데이터에 대한 상기 위치

정보는 1에서 170까지의 전송패킷의 순번에 대한 값을 갖는다.

상기 다른 실시예에서는, 임의의 기록블록이,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

으면 그 기록블록의 헤더에 할당한 상기 위치정보에 대한 필드에는 0을 기록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설명에 앞서, DVD+/-R보다 고용량을 갖는 디스크로서 제안된 HD-DVD의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 기록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도 1은 HD-DVD의 트랜스포트 스트림 기록구조이다. 도 1의 기록구조에서는, 하나의 패킷 그룹(기록블록)은 32,768바이

트의 크기를 가지며 이는 통상 에러정정(ECC)을 위해 엔코딩되는 한 블록의 크기이므로 하나의 패킷 그룹을 읽어서 에러

정정과정을 거쳐야 ECC(Error Correction Code) 처리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패킷 그룹, 즉 하나의 기록블록에는 16개의 논리블록(logical block)이 포함된다. 논리블록은 통상, 데이터를 한번

에 쓰고 읽는 단위이다. 패킷그룹의 크기가 32,768바이트이므로, 하나의 패킷그룹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188바이

트의 MPEG 트랜스포트 패킷( 이하, TP라고 약칭함 )이 170개 그리고 128바이트의 패킷그룹 헤더가 포함된다. 그리고,

각 TP가 수신된 시간이 기록되는 4바이트의 패킷도착시각(PATS:Packet Arrival Time Stamp)이 HD-DVD에 기록되기

전에 각 TP전단에 부가되므로 170개의 TP가 기록됨으로써 하나의 패킷그룹이 완성된다.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하나의 영상물이 HD-DVD에 기록되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크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패킷그

룹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록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액세스를 위해서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네비게이

션 정보는 기록된 하나의 영상물을 하나의 SOB(Stream OBject)로서 관리하며, 또한 그 영상물에 대한 임의(random) 액

세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단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네비게이션 단위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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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에서 정의된 GOP(Group of Pictures)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0.4~1초 내의 프리젠테이션 시간길이를 갖는 데이터

구간에 해당( 이를 SOBU(Stream OBject Unit)라 함 )하며, HD-DVD에 기록된 SOB를 탐색할 때는 SOBU단위로 위치계

산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도 2에 예시된 기록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SOBU에 속하는 기록데이터( 이하, SOBU로 칭함 )가 정

확히 31,960바이트( 하나의 패킷그룹에서 170개의 PATS와 128바이트의 패킷그룹 헤더를 감한 크기 )될 수 없으므로

SOBU의 시작 및/또는 끝이 패킷그룹과 정렬(align)되지 않는다.

그런데, 각 SOBU는 적어도 하나의 완전한 GOP로 구성되고, GOP는 항상 MPEG 방식에서 정의된 인트라(Intra) 코딩된 I

픽처를 그 선두로 하고 있어, 각 SOBU 구간만 정확히 구분하는, 비정렬을 보완하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두는 것이 기록된

신호의 트릭(trick) 플레이시에 데이터의 디코딩처리에 있어서 유리하다. 따라서, 각 SOBU가 패킷그룹과 비정렬되는 것에

대한 관리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각 SOBU내의 선두 I픽처도 패킷그룹과 비정렬되므로, 예를 들어 트릭 플레이시에 디코

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픽처의 비정렬에 대한 관리정보도 필요하다.

도 3은 HD-DVD에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 예를 들어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기록된 하나의 프로

그램(10)의 기록블록, 즉 패킷그룹과 어긋나 있는 정보와 상기 프로그램(10)내의 각 네비게이션 단위가 기록블록과 어긋

나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도 3에서, 기록된 프로그램(10)은 네비게이션 정보에 의해 하나의 SOB로 구분되는 데, 이

SOB(10)의 선두와 끝이 기록블록, 즉 패킷 그룹과 어긋나는 크기에 대한 정보는, SOB_S_PKT_POS(100)와 SOB_E_

PKT_POS(101)의 필드에 각각 기록되며, 이 필드들은 SOB의 관리정보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SOB에 속하는 임의의

SOBU, 예를 들어 SOBU #1이 패킷 그룹과 비정렬되는 것에 대한 정보는 SOBU #1의 관리정보에 포함되는, SOBU_S_

PKT_POS(110)의 필드에 기록된다. 이와 같이 SOBU의 비정렬에 대한 관리정보를 각 SOBU당 생성하여 기록해 둠으로

써, 각 SOBU의 비정렬된 구간은 정확히 지시된다.

그런데, 각 SOBU의 구간이 정확히 지시되어 해당 SOBU만의 데이터를 타 SOBU와 구분해서 처리하는 경우외에, 해당

SOBU의 선두 I픽처만을 디코딩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속의 트릭 플레이시에는 각 SOBU 또

는 몇 개의 SOBU 중 하나씩의 선두에 있는 I픽처만을 읽어서 디코딩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각 SOBU의 선두 기준

(reference) I픽처도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패킷그룹과 그 시작과 끝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런 이유로 해서, 선두에 있

는 기준 픽처(401)외에 후속하는 픽처(402)의 조각(fragment)(402a)이 함께 디코딩처리 요청되면 디코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후속하는 픽처(402)가 I픽처인 경우는 이후의 디코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SOBU의 선두 I픽처에 대한 정확한 구간정보가 필요한 데, 앞서 언급한 SOBU_S_PKT_POS(110)는 각 SOBU의

패킷그룹으로부터의 오프셋(offset)된 선두위치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각 SOBU내의 기준 픽처(401)의 선두위치는 이 정

보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준 픽처에 대한 크기와 기록블록, 즉 패킷그룹으로부터 어긋한 종료위치에 대

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정보는 1STREF_SZ(112)와 1STREF_E_POS(113)에 기록된다. 상기 1STREF_SZ에 기

록되는 크기정보는 패킷그룹(기록블록)의 수로 표현되며, 상기 1STREF_E_POS에 기록되는 위치정보는 TP의 개수로 표

현된다.

상기와 같은 위치에 대한 정보외에 각 SOBU는 그 크기와 재생 시간길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기록된 SOB내

에서 하나의 특정한 SOBU를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SOBU 엔트리에 대한 관리정보는 도 5와 같은 구조를 갖

는다. 도 5와 같은 구조의 관리정보를 SOBU 엔트리의 타임맵(Time Map)이라 한다. 이는 도 5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에

근거한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시간(t)이 주어지면, 각 SOBU 엔트리들의 SOBU_PB_TM 필드에 기록된 재생시간길이

(PTi)를 합산하고 그 합산된 값(PTi)이 상기 주어진 시간 t를 넘지않으면서 그 값에 가장 근접한 SOBU 엔트리를 특정한

다. 그리고, 그 특정된 SOBU 엔트리전의 모든 엔트리들의 SOBU_SZ필드에 기록된 크기정보(Si)를 더하고 그 더해진 값

(Si)에 해당하는 패킷그룹들을 SOB의 시작으로부터 스킵(skip)한 지점이 상기 주어진 t의 프리젠테이션 타임을 갖는

SOBU의 시작위치가 된다.

도 5의 타임맵 구조는, 해당 SOBU의 선두위치가 패킷그룹과 어긋난 크기(SOBU_S_PKT_POS), 해당 SOBU의 크기

(SOBU_SZ)와 프리젠테이션 시간길이(SOBU_PB_TM) 그리고 선두 기준픽처의 크기를 패킷그룹의 수로 표현한 크기

(1STREF_SZ)에 대한 정보외에, 선두 기준픽처의 끝이 패킷그룹과 어긋난 크기(1STREF_E_POS)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구비하여 전체 5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1STREF_SZ, SOBU_S_PKT_POS, 그리고 1STREF_E_POS의 정보에

의해서 해당 SOBU의 선두 기준픽처의 구간이 정확히 지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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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의 타임맵을 포함하는 네비게이션 정보는, HD-DVD의 재생시에 HD-DVD로부터 재생장치의 내부메모리로 로드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메모리에 대한 읽기/쓰기동작은, 예를 들어 16비트 또는 32비트씩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엔트리당 5바

이트와 같은 크기는 네비게이션을 위한 프로그래밍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도 5와 같은 SOBU 엔트리를 위한 타임

맵 구조를 도 6과 같이 짝수로 구성하여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 6의 실시예는, 각 SOBU의 선두 기준픽처에 대한 크기를 위한 필드(1STREF_PACKET_SZ)에 대해 23비트를 할당한

것으로서, 이 필드에는 선두 기준픽처의 크기를, 패킷그룹의 수가 아닌 TP의 개수로 기록한다. 223은 8,388,608이고 하

나의 패킷그룹에 170개의 TP가 수용되므로, 상기 1STREF_PACKET_SZ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지 선두 픽처만의

크기만을 나타낸다면(C701) 약 49,345개의 패킷그룹에 걸쳐서 기록되는 I픽처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두 기

준픽처가 기록된 패킷그룹의 시작점부터 그 기준 픽처의 끝지점까지를 나타낸다면(C702) 수용할 수 있는 I픽처의 크기는

다소( 최대 169 ) 줄어든다.

각 SOBU의 선두 기준픽처의 끝지점에 대한 정보를 앞서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타임맵에 기록하지 않고, 하나의 기록블록,

즉 패킷그룹마다 그 선두에 기록되는 128바이트의 기록블록(패킷그룹) 헤더에 기록할 수도 있다.

도 8은 패킷그룹 헤더에 포함되는 일반정보(General Information)의 구조로서, 8바이트의 선두 기준픽처의 끝지점에 대

한 정보 필드(1STREF_END_POS)를 갖는다. 도 8의 일반정보는 본 발명에 따른 상기 1STREF_END_POS필드외에, 패

킷그룹의 유형(PKT_GRP_TYPE), 패킷그룹의 버전(VERSION), 패킷그룹의 상태(PKT_GRP_SS), 유효패킷의 수

(VALID_PKT_Ns), 그리고 선두 패킷의 PATS의 확장바이트(FIRST_PATS_EXT)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1STREF_

END_POS 필드외는 본 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패킷그룹 헤더내의 선두 기준픽처의 끝지점에 대한 상기 정보 필드(1STREF_END_POS)에는, 해당 패킷그룹이 SOBU의

선두 기준픽처의 종료위치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기준픽처의 마지막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TP의 순번(1부터 170중 하

나)를 기록하고, 해당 패킷그룹이 SOBU의 선두 기준픽처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0을 기록한다. 도 9는

이와 같이 패킷그룹 헤더내의 1STREF_END_POS의 값이 기록된 예를 도시한 것이다.

각 SOBU의 선두 기준픽처에 대한 끝지점에 대한 정보를 도 8과 같은 구조하에 기록하는 실시예에서는, 각 SOBU당 타임

맵의 구조는 도 5에서 1STREF_E_POS가 삭제된 4바이트로 구성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각 SOBU의 선두 픽처의 시작위

치가 SOBU_S_PKT_POS에 의해, 그리고 그 끝은 패킷그룹 헤더내의 1STREF_END_POS에 의해 명확히 정해지므로

1STREF_SZ의 7비트에 기록된, 패킷그룹의 수로 표현된 선두 픽처의 크기는 적어도 선두 픽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간을 신속히 읽어내는 용도로서만 사용되며, 읽혀진 데이터에서 정확한 선두 픽처 데이터의 전송패킷 블록에 대한 구분

은 상기 두 정보(SOBU_S_PKT_POS,1STREF_END_POS)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서, 패킷그룹 헤더내의 일반정보에 앞서 설명한 선두 기준픽처의 끝지점에 대한 정보외에 시작지

점에 대한 정보(1STREF_ST_POS)도 도 10과 같은 구조로 또한 추가할 수 있다. 상기 시작위치에 대한(1STREF_ST_

POS)도 끝지점에 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해당 패킷블록이 선두 I픽처의 시작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시작데이

터가 있는 TP의 순번( 1~170 중 하나 )이 기록된다. 0이 기록되는 경우는, 해당 패킷그룹내에 선두 I픽처의 시작데이터가

없는 경우이다.

도 10의 다른 실시예로서, 시작 또는 마지막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필드를 두고 그 필드가 시작 데이터의 위

치를 가리키는 것인지 마지막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유형(type) 필드를 둘 수도 있다. 도 11은 이

에 따른, 패킷그룹 헤더내의 일반정보의 구조이다. 도 11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유형 필드가, 예를 들어 1이면 위치정보

(1STREF_POS)에 기록된 것이 선두 기준픽처의 시작데이터 위치이고, 예를 들어 2이면 선두 기준픽처의 마지막데이터

위치이다. 그리고, 상기 유형필드에, 예를 들어 0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는 해당 패킷그룹내에는 선두 기준픽처의 시작이나

마지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 기록 및 재생 장치의 일 실시예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A/V 엔코더(9)는, 오디오

비디오 신호를 입력 받아, 예를 들어 MEPG방식에 의해 엔코딩 하여, 코딩 정보와 스트림 특성 정보와 함께 멀티플렉서

(Multiplexer, 8)로 출력한다. 상기 멀티플렉서(8)는, 예를 들어, TP 시퀀스( 또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로 만들기 위해, 상

기 입력되는 코딩 정보와 스트림 특성 정보를 기초로 상기 엔코딩된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다중화한다. 또한, 직접 TP

시퀀스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각 페이로드(payload)에 있는 데이터를 디먹싱(demuxing)하여 상위 레벨, 예를 들어 PES,

Picture, GOP 레벨 등의 헤더정보를 분석한다. 포맷터(Formatter, 7)는 상기 멀티플렉서(8)로부터 입력되는 전송 패킷들

을 광디스크의 오디오 비디오 기록포맷, 예를 들어 패킷그룹(기록블록)에 맞게 구성한다. 이 때, 에러정정을 위해,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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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CRC코드의 부여와 데이터 정렬 등의 동작이 행해질 수 있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A/V 엔코더(9), 상기 멀

티플렉서(8), 그리고 상기 포맷터(7)의 동작은 상기 제어기(10)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제어기(10)가 사용자로부터 기록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A/V 엔코더(9), 상기 멀티플렉서(8), 그리고 상기 포맷터(7)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보내고 또한, 광

디스크(1), 예를들어 HD-DVD에 상기 포맷터(7)의 출력을 도 1과 같은 형태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구동기(3)를 제어한다.

즉, 상기 제어기(10)는, 입력되는 TP시퀀스를(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TP시퀀스로 변환한 다음 ) 네비게이션 단위

로 구획하면서 상기 기록매체(1)상의 복수의 기록블록들( 패킷그룹들 )로 기록되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10)는 광디스크에 기록되고 있는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인 네비게이션

(Navigation)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A/V를 기록할 때는 상기 엔코더(9)와 멀티플렉서(8)에서 제공되

는 엔코딩된 픽처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고,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기록할 때는 상기 멀티플렉서(8)가 분석한 정보에 근거하

여, 상기 제어기(10)는 도 5, 6 그리고/또는 8 (또는 10, 11) 의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한 다음 상기 구동기(3)를 제어하여

광픽업(2)을 통해 기록되게 한다.

상기 제어기(10)는, 각 SOBU당 생성된 도 5 또는 6의 네비게이션 정보( SOBU의 선두 기준픽처의 마지막 위치에 대한 정

보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는, 상기 구동기(3)를 제어하여 장착된 HD-DVD(1)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에 기록되

도록 하며, 도 8의 패킷그룹 헤더정보는 170개의 TP당 생성하여 상기 포맷터(7)에 제공함으로써 HD-DVD의 데이터 기록

영역에 기록되도록 한다.

특히, 상기 제어기(10)는, 엔코딩되는 픽처의 GOP 와 픽처 레벨에 대한 정보를 상기 엔코더(9)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근거

로 네비게이션 단위인 SOBU를 구획하고 그 선두의 I픽처의 길이를 파악하며, 입력되는 디지털 스트림에 대해서는 상기 멀

티플렉서(8)로부터 분석되어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GOP의 시작점을 파악하여 SOBU를 구획한다. 즉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다. 이 때, 상기 제어기(10)는, 하나 또는 연속된 GOP의 프리젠테이션 타임이 0.4~1초사이의

값이 되도록 하나 또는 복수개의 GOP들을 하나의 SOBU로 구획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그 선두의 I픽처의

길이를 파악하여 도 5, 6 또는 8 (또는 10, 11)의 구조하에 각 SOBU의 선두 I픽처에 대한 길이정보 및/또는 선두 I픽처의

마지막위치 (및 시작위치) 의 패킷그룹내의 위치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도 11의 실시예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유형에 대

해서도 기록한다. 만약, 엔코딩시에 또는 디지털 스트림의 분석시에 선두 기준픽처에 대한 크기, 즉, 마지막 위치 (및 시작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 5의 구조에서는, 1STREF_SZ와 1STREF_E_POS를 각각 0으로, 도 6의 구조에서는,

1STREF_PACKET_SZ를 0으로 기록하고, 도 8의 구조에서는, 패킷그룹들의 각 헤더에 1STREF_END_POS를 (도 10의

실시예에서 1STREF_ST_POS, 도 11의 실시예에서 POSITION_TY를) 0으로 기록한다.

재생하는 동안에는, 상기 제어기(10)는, 상기와 같이 기록된 데이터 구조를 재생하도록 상기 구동기(3)를 제어한다. 재생

을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데이터가 먼저 독출되어 메모리( 미도시 )에 로딩된다. 상기 로딩된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기

록 및 재생 장치의 조작 버튼 또는 상기 장치와 관련된 원격 조종)를 통해 받은 사용자 입력을 기초로, 상기 제어기(10)는

상기 광디스크(1)로부터 기록블록들( 패킷그룹들 )을 재생하도록 상기 구동기(3)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기 사용자 입

력은 재생할 기록 프로그램( 이는 네비게이션 정보에 의해 하나의 SOB로 관리되고 있음 )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자 입력은, 예를 들어, 상기 제어기(10)에 미리 프로그램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의 메뉴를 통해 지정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입력과 상기 로딩된 네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기(10)는 지정된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그

재생을 제어한다.

디포맷터(Deformatter, 4)는 상기 구동기(3)에 의해 재생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입력 받아 기록블록( 패킷그룹 ) 단위로 구

성하여 그 헤더와 170개의 TP들을 구분파악하고 헤더정보는 상기 제어기(10)에 제공한다.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

5)는 상기 TP들을 엔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로 역다중화한다. 만약, 상기 제어기(10)에 의해 디지털 스트림 전송모

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입력되는 TP 시퀀스를 디지털 접속단자, 예를 들어 IEEE1394를 통해 그대로 송신한다. A/V 디코

더(6)는 입력되는 엔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 하여 원래의 비디오 오디오 신호로 만든다. 재생하는 동안, 상

기 디포맷터(4), 상기 디멀티플렉서(5), 그리고 상기 A/V 디코더(6)의 동작은 상기 제어기(10)에 의해 조종된다.

한편, 재생 또는 탐색시에, 하나의 SOBU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SOBU당 기록된 SOBU_SZ와 SOBU_PB_TM에 기록된

값의 계산에 의해서 특정되고, 다수의 패킷그룹들에 걸쳐서 기록된 그 SOBU내에서의 선두 기준픽처의 대략적인 크기

(1STREF_SZ) 또는 정확한 크기(1STREF_PACKET_SZ)와 그 위치는, 도 5, 6 또는 도 8 (또는 도 10, 11)의 정보에 의해

서 파악되므로, 상기 제어기(10)는, 읽혀져서 에러정정을 거친 적어도 상기 선두 기준픽처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그룹들,

예를 들어 도 13의 예에서 패킷그룹1, 패킷그룹2,,패킷그룹n 중에서 현재 디코딩해야할 또는 전송해야할 I픽처에 해당하

는 TP들만, 즉 패킷그룹1의 j번째부터 170번째까지의 TP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상기 디멀티플렉서(5)로 전송하도록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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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맷터(4)를 제어하고, 패킷그룹2에서 패킷그룹 n-1까지는 모든 TP들이, 그리고 패킷그룹n에 대해서는 다시 첫번째부

터 k번째까지의 TP들만 정확히 구분하여 전송되도록 상기 디포맷터(4)를 제어한다. 도 13의 예에서, I픽처를 위해 전송되

어야 할 TP블록은 총, (170-j+1)+(n-2)*170+k 개의 TP들로 구성된다.

도 8의 실시예에 대한 다른 재생방법으로서, 트릭플레이와 같은 특수재생시에는 I픽처만이 출력되므로, 상기 제어기(10)

는 이를 위해 상기 디포맷터(4)에 특정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특정모드가 설정되면 상기 디포맷터(4)는 자신이 구성한 하

나의 패킷그룹내에서 그 헤더의 1STREF_END_POS가 가리키는 값이 0이 아니면 그 값에 해당하는 TP까지만 후단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0이면 모든 TP들을 후단으로 전송한다. 이 때도 물론, I픽처의 시작 데이터가 있는 패킷그룹에서 I픽처

데이터를 갖는 TP들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 구분이 상기 디포맷터(4)에서 이루어지도록 상기 제어기(10)가 타임맵내의

SOBU_S_PKT_POS의 값을 참조하여 제어한다.

만약, 도 11 또는 12의 실시예의 경우에는, SOBU_S_PKT_POS의 네비게이션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서도 각 SOBU의 선

두 기준픽처의 시작데이터부터 디코딩이 되게 할 수 있다. 즉, 이 패킷그룹 헤더에 선두 픽처에 대한 시작위치에 대한 정보

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기 특정 모드가 설정된 경우, 상기 디포맷터(4)는 자신이 구성한 하나의 패킷그룹내에서 그 헤더

의 1STREF_ST_POS가 가리키는 값이 0이 아니면 (또는 POSITION_TY의 값이 0이 아니면) 그 값( 또는 1STREF_POS

가 가리키는 값 )에 해당하는 TP부터 후단으로 전송한다. 그 전단의 TP들은 스킵된다.

도 12에는 기록과 재생 장치에 관해 도시하고 있으나, 도 12의 구성 요소 일부만으로 기록 동작 또는 재생 동작만 제공하

는 전용 기록 장치 또는 전용 재생 장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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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또다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제한된 실시예로서 설명된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기준픽처의 구간이 정확히 지정됨으로 인해 트

릭 플레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선두 픽처만의 프리젠테이션시에 디코딩의 에러를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데이터와 그 관리정보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네비게이션 단위로 구획하면서 복수의 기록블록으로 상기 기록매체상에 기록하고,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크기정보를, 그 픽처 데이터를 슬라이스(slice)하여 포함하

고 있는 전송패킷의 수로 표현하여 해당 네비게이션 단위의 관리정보로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블록의 크기는 32,768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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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기록블록에 대해 128바이트 크기의 블록 헤더정보를 생성하여 그 선두에 삽입기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네비게이션 단위는 MPEG에서 정의된 GOP (Group of Pictures) 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는, MPEG에서 정의된 인트라(Intra) 코딩된 픽처의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패킷의 길이는 188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크기정보는 23비트 길이의 값으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크기정보를 0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입력되는 신호가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입력신호를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엔코딩하고, 그 전송

패킷 시퀀스를 네비게이션 단위로 구획하면서 복수의 기록블록으로 상기 기록매체상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10.

공개특허 10-2006-0053425

- 8 -



비디오 데이터와 그 관리정보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신호를 기록하는 광 기록수단을 구동하는 구동기;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입력 데이터를,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포맷인 기록블록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상기 구동기

에 인가하는 포맷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내에 포함되어 있는 헤더정보를 분석하는 수단; 및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분석된 헤더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복수개의 네비게이션 단위들로 구획하고,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크기정보를, 그 픽처 데이터를 슬라이스(slice)하여 포함하고 있는 전송

패킷의 수로 표현하는 정보를 생성하여 해당 네비게이션 단위의 관리정보로서 기록되도록 상기 구동기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크기정보는 23비트 길이의 값으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분석된 헤더정보로부터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크기 정보를 0

으로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입력되는 신호가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입력신호를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엔코딩하여 상기 포

맷터에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엔코더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엔코더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복수개의 네비게이션 단위들로 구분

하고, 구분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에 대한 크기정보를, 그 픽처 데이터를 슬라이스(slice)하여 포함하

고 있는 전송패킷의 수로 표현하는 정보를 생성하여 해당 네비게이션 단위의 관리정보로서 기록되도록 상기 구동기를 제

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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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관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네비게이션 단위의 크기와 프리젠테이션 타임에 근거하여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를

특정하고,

상기 관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특정된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크기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선두 픽

처 데이터에 상응하는 전송패킷 블록을 상기 기록된 전송패킷의 시퀀스에서 구분하고,

상기 구분된 전송패킷 블록을 디코딩하거나 또는 외부 전송하되,

상기 크기정보는, 선두 픽처 데이터를 슬라이스(slice)하여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의 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크기정보는 23비트 길이의 값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7.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광 재생수단을 구동하는 구동기;

상기 광 재생수단에 의해 독출된 상기 관리정보가 저장되는 저장부; 및

상기 저장된 관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네비게이션 단위의 크기와 프리젠테이션 타임에 근거하여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를 특정하고, 상기 관리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특정된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크기정보에 근거

하여, 적어도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를 읽어내도록 상기 구동기를 제어하며 읽혀진 데이터에서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만을

포함하는 전송패킷 블록을 구분하여 디코더에 인가하거나 또는 이를 외부 전송하는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크기정보는, 선두 픽처 데이터를 슬라이스(slice)하여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의 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크기정보는 23비트 길이의 값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9.

비디오 데이터와 그 관리정보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네비게이션 단위로 구획하면서 복수의 기록블록으로 상기 기록매체상에 기록하고,

상기 각 기록블록에 대해 그 선두에 정해진 크기의 헤더정보를 삽입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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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블록에 대해서는, 그 헤더정

보내에 상기 마지막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블록의 크기는 32,768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정보는 128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각 네비게이션 단위는 MPEG에서 정의된 GOP (Group of Pictures) 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는, MPEG에서 정의된 인트라(Intra) 코딩된 픽처의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4.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의 상기 기록블록내에서의 순번이되, 상기 순번은 1부터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패킷의 길이는 188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6.

제 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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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정보의 크기는 1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7.

제 19항에 있어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기록블록에 대해서는, 그 헤더정보에서

상기 위치정보의 기록을 위해 할당된 필드에 '0'을 기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8.

제 19항에 있어서,

입력되는 신호가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입력신호를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엔코딩하고, 그 전송

패킷 시퀀스를 네비게이션 단위로 구획하면서 복수의 기록블록으로 상기 기록매체상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방법.

청구항 29.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시작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블록에 대해서는, 그 헤더정보

내에 상기 시작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정보내에 상기 시작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되어 있는 지 마지막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가 기록되어 있

는 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31.

비디오 데이터와 그 관리정보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신호를 기록하는 광 기록수단을 구동하는 구동기;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입력 데이터를, 상기 기록매체의 기록포맷인 기록블록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상기 구동기

에 인가하는 포맷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내에 포함되어 있는 헤더정보를 분석하는 수단; 및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공개특허 10-2006-0053425

- 12 -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분석된 헤더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복수개의 네비게이션 단위들로 구획하고, 상기

포맷터에 의해 구성되는 각 기록블록에 대해 그 선두에 정해진 크기의 헤더정보를 삽입기록하되,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

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블록에 대해서는, 그 헤더정보내에 상기 마지막 데이

터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의 상기 기록블록내에서의 순번이되, 상기 순번은 1부터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1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기록블록에 대해서는,

그 헤더정보에서 상기 위치정보의 기록을 위해 할당된 필드에 '0'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35.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블록의 헤더정보의 크기는 128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한는 기록장치.

청구항 36.

제 31항에 있어서,

입력되는 신호가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입력신호를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엔코딩하여 상기 포

맷터에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엔코더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37.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구획된 각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시작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블록에 대해서

는, 그 헤더정보내에 상기 시작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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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헤더정보내에 상기 시작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되어 있는 지 마지막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

가 기록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39.

복수의 기록블록들로 기록되어 있는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기록매체로부

터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관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네비게이션 단위의 크기와 프리젠테이션 타임에 근거하여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를

특정하고,

상기 관리정보에서 가리키는, 상기 특정된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시작위치에 있는 전송패킷부터, 그 후

단의 임의의 기록블록의 헤더정보가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의 종료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 그 종료위치에 있는 전송패

킷까지의 전송패킷 블록을 상기 기록된 전송패킷의 시퀀스에서 구분하고,

상기 구분된 전송패킷 블록을 디코딩하거나 또는 외부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위치에 대한 정보는, 상기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의 그 기록블록내에서의 순번으로 기록되어

있되, 상기 순번은 1부터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41.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위치에 대한 정보의 크기는 1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42.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록블록들의 각 헤더정보내의 상기 종료위치를 위한 정보필드는, 해당 기록블록이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

두 픽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갖지 않은 경우 0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43.

복수의 기록블록들로 기록되어 있는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기록매체로부

터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관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네비게이션 단위의 크기와 프리젠테이션 타임에 근거하여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를

특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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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된 네비게이션 단위의 적어도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연속된 복수의 기록블록들에서, 헤더정보가 상기 네비게이

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시작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기록블록내의 상기 시작위치에 있는 전송패킷부터 시작하여,

헤더정보가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의 종료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기록블록내의 상기 종료위치에 있는 전송패킷까지의 전송

패킷 블록을 상기 기록된 전송패킷의 시퀀스에서 구분하여 그 전송패킷 블록을 전송패킷 블록을 디코딩하거나 또는 외부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44.

복수의 기록블록들로 기록되어 있는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기록매체로부

터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광 재생수단을 구동하는 구동기;

상기 광 재생수단에 의해 독출된 상기 관리정보가 저장되는 저장부; 및

상기 저장된 관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네비게이션 단위의 크기와 프리젠테이션 타임에 근거하여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를 특정하고, 상기 관리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특정된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크기정보에 근거

하여, 적어도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를 읽어내도록 상기 구동기를 제어하고, 읽혀진 데이터에서 임의의 기록블록의 헤더정

보가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의 종료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 그 종료위치에 있는 전송패킷까지 디코더에 인가하거나 또

는 이를 외부 전송하는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위치에 대한 정보는, 상기 마지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의 그 기록블록내에서의 순번으로 기록되어

있되, 상기 순번은 1부터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46.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위치에 대한 정보의 크기는 1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47.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록블록들의 각 헤더정보내의 상기 종료위치를 위한 정보필드는, 해당 기록블록이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

두 픽처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갖지 않은 경우 0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48.

복수의 기록블록들로 기록되어 있는 전송패킷의 시퀀스로 구성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기록매체로부

터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광 재생수단을 구동하는 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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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 재생수단에 의해 독출된 상기 관리정보가 저장되는 저장부; 및

상기 관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네비게이션 단위의 크기와 프리젠테이션 타임에 근거하여 하나의 네비게이션 단위를

특정하고, 상기 특정된 네비게이션 단위의 적어도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연속된 복수의 기록블록들을 읽어내도록 상기 구

동기를 제어하고, 읽혀진 데이터에서, 헤더정보가 상기 네비게이션 단위내의 선두 픽처 데이터의 시작위치를 가리키고 있

는 기록블록내의 상기 시작위치에 있는 전송패킷부터 시작하여, 헤더정보가 상기 선두 픽처 데이터의 종료위치를 가리키

고 있는 기록블록내의 상기 종료위치에 있는 전송패킷까지의 전송패킷 블록을 디코더에 인가하거나 또는 외부 전송하는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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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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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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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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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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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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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공개특허 10-2006-0053425

- 22 -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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