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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 및 재생방법에 관한 것으로, 재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

W) 또는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 등과 같은 광디스크에 기록된 A/V 데이터 스트림의 독출 및 재생 제어

를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Finalize) 이전에,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로서, 광디스크의 특정 

기록영역에 기록 관리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데이터 기록동작 종료로 인해 비디오 관리정보(VMGI)와 같은 네비게이

션 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서, 상기 임

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를 정상적으로 독출 재생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네비게이션 정보, 디스크 데이터 기록종료(Finalize), 비디오 관리정보(VMGI), DVD-RW, DVD-R, DVD-RO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VDR)와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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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네비게이션 정보 재생방법이 적용되는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와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21 : 광디스크 12,22 : 광픽업

13 : VDR 시스템 14 : 엔코더

23 : VDP 시스템 24 : D/A 변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재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W: Digital Versatile Disc Rewritable) 또는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

DVD-R: DVD-Recordable) 등과 같은 광디스크에 기록된 A/V 데이터 스트림의 독출 및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

션 정보를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 및 재생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재기록 가능한 디

브이디(DVD-RW)와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 그리고 재생 전용 디브이디(DVD-ROM)가 개발 출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한편, 상기 DVD-RW 또는 DVD-R 등에 외부 입력 데이터를 기록 저장할 수 있는 광디스크 장치, 예를 들어,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VDR: Video Disc Recorder)에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디스크(11)에 외부 입력 데이터를 기

록하거나 또는 재생하기 위한 광픽업(12)과 VDR 시스템(13), 그리고 엔코더(14) 등이 포함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외부 입력 데이터를 기록에 적합한 신호로 엔코딩 및 변조하여, 상기 DVD-RW 

또는 DVD-R 등에 기록 저장하는 일련의 데이 터 기록동작을 수행함과 아울러, 그 기록 데이터를 독출 및 재생 제어

하기 위한 네비게이션(Navigation) 정보를 생성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DVD-RW 또는 DVD-R 등에 기록 저장되는 A/V 데이터 스트림을,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Video Disc Player)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독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상기 DVD-RW 또는 DVD-R 등에 기록되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DVD-ROM에 적합하게 기록 저장하는 기록동

작, 예를 들어 'DVD-ROM Compatible Record'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연속 기록(Rec 1_Start 

amp; Stop)된 데이터를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1: Video Title Set #1)로 구분 관리함과 아울러, 그 제1 비디

오 타이틀 세트에 대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사전에 설정된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1)로서 기록 저장하게

된다(S10).

또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후 두 번째 연속 기록(Rec 2_Start amp; Stop)된 데이터를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V

TS #2)로 구분 관리함과 아울러, 그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에 대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사전에 설정된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2)로서 기록 저장하게 되는 데(S20), 이때 사용자가 디스크의 데이터 기록 종료(User_Final

ize)를 요청하는 경우(S30),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이전에 기록 저장된 제1 및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VTSI #1, #2)를 각각 검 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1, #2)를 참조하여,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V

TS #1,VTS #2)를 각각 탐색 및 재생 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 예를 들어 비디오 관리정보(VMGI: Video Ma

nagement Information)를 생성한 후(S40), 사전에 설정된 특정 기록영역에 기록 저장하는 일련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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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상기와 같이 기록 저장된 비디오 관리정

보(VMGI)를 검색 참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를 독출 및 재생 제어하는 일련의 데이터 재

생동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사용자가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User_Finalize)를 요청하기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데이터 기

록동작이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시스템 전원이 비정상적으로 오프(Off)되거나, 또는 디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배출(

Eject)되는 경우, 상기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등에서, 데이터 재생동작 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비디오 관리정

보(VMGI) 등과 같은 네비게이션 정보를 정상적으로 생성 기록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정상적인 데이터 재생동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재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W) 또는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 등과 같은 광디스크에 기록된 A/V 데이터 스트림의 독출 및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Finalize) 이전에,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로서, 광디스크의 특정 기록영

역에 기록 관리함으로써,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서, 상기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재생동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 및

재생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은,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기록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각 타이틀로 구획함과 동시에, 해당 타이틀의 재생 제

어를 위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하여 특정 영역에 기록 저장하는 1단계; 및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시, 상기 

기록 저장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검색 참조하여, 상기 타이틀의 재생 제어를 위한 원래의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

기록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재생방법은, 장치 내에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가 삽입 안

착되는 경우, 타이틀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가 기록된 특정 기록영역을 탐색하는 1단계; 상기 특정 기록영

역에 네비게이션 정보가 정상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기록영역과는 상이한 특정 기록영역에 기록된 임시 네

비게이션 정보를 독출하는 2단계; 및 상기 독출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타이틀을 독출 및 재생 제

어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 및 재생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

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은, 도 1을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VDR)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DVD-RW 또는 DVD-R 등에 기록 저장

되는 A/V 데이터 스트림을,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독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DVD-RW 또는 DVD-R 등에 기록되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DVD-ROM에 적합하게 기록 

저장하는 기록동작, 예를 들어 'DVD-ROM Compatible Record'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치 내에 DVD-RW가 삽입 안착된 상태에서, 사용자

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연속 기록(Rec 1_Start amp; Stop)된 데이터를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1: Video Tit

le Set #1)로 구분 관리함과 아울러, 그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에 대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사전에 설정된 제1 비디

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1)로서 기록 저장하게 된다(S110).

또한, 상기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1)를 검색 참조하여, 상기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1)를 탐색 

및 재생 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 예를 들어 제1 비디오 관리정보(VMGI_#1)를 생성한 후, 사전에 설정된 특

정 기록영역, 예를 들어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Temp.VMGI)에 임시 기록하는 일련의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111).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후 두 번째 연속 기록(Rec 2_Start amp; Stop)된 데이터를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VTS #2)로 구분 관리함과 아울러, 그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에 대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사전에 설정된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2)로서 기록 저장하게 되며(S120), 또한, 상기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2)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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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참조하여, 상기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2)를 탐색 및 재생 제어하기 위한 제2 비디오 관리정보(VMGI_#2)

를 생성한 후, 상기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Temp.VMGI)에 임시 기록하는 일련의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

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120).

참고로, 상기 제2 비디오 관리정보(VMGI_#2)를 생성 기록하는 경우, 이전에 기록된 제1 비디오 관리정보(VMGI_#2)

를 삭제하고, 그 제1 비디오 관리정보와 제2 비디오 관리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로서 갱신 기

록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동작을 수행한 이후, 사용자가 디스크의 데이터 기록 종료(User_Finali

ze)를 요청하는 경우(S130),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상기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Temp.VMGI)에 기

록 저장된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VMGI_#1, #2)들을 각각 검색하여, 사전에 설정된 특정 기록영역에 통상적인 비디

오 관리정보(VMGI)로서 기록 저장하는 일련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140).

따라서, 사용자가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User_Finalize)를 요청하기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데이터 기록동작이 종

료되는 경우에도, 각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에 대한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VMGI)를 사전에 설정된 임시 기록영역

에 생성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로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치 내에 DVD-R이 삽입 안착된 경우,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연속 기록(Rec 1_Start amp; Stop)된 데이터를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1: Video Title Set #1)로 구분 관리함과 아울러, 그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에 대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사전에 설정된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1)로서 기록 저장하게 된다(S510).

또한, 상기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1)를 검색 참조하여, 상기 제1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1)를 탐색 

및 재생 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 예를 들어 제1 비디오 관리정보(VMGI_#1)를 생성한 후, 사전에 설정된 특

정 기록영역, 예를 들어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Temp.VMGI)에 임시 기록하는 일련의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데(S511), 상기 DVD-R에서의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

이, 해당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1)가 기록된 데이터 영역 이후에 별도로 구분 할당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후 두 번째 연속 기록(Rec 2_Start amp; Stop)된 데이터를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VTS #2)로 구분 관리함과 아울러, 그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에 대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사전에 설정된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2)로서 기록 저장하게 되며(S520), 또한, 상기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2)를 검

색 참조하여, 상기 제2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2)를 탐색 및 재생 제어하기 위한 제2 비디오 관리정보(VMGI_#2)

를 생성한 후, 상기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Temp.VMGI)에 임시 기록하는 일련의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

록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데(S520), 상기 DVD-R에서의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은, 이 경우에도, 도 4에 도시

한 바와 같이, 해당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2)가 기록된 데이터 영역 이후에 별도로 구분 할당된다.

한편, 상기와 같은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동작을 수행한 이후, 사용자가 디스크의 데이터 기록 종료(User_Finali

ze)를 요청하는 경우(S530), 상기 VDR 시스템(13)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구분 할당된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Temp.VMGI)을 탐색하여, 그 기록영역에 기록 저장된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VMGI_#1, #2)들을 각각 검색

한 후, 사전에 설정된 특정 기록영역에 통상적인 비디오 관리정보(VMGI)로서 기록 저장하는 일련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540).

따라서, 사용자가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User_Finalize)를 요청하기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데이터 기록동작이 종

료되는 경우에도, 각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에 대한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VMGI)를 사전에 설정된 임시 기록영역

에 각각 생성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픽업(22), VDP 시스템(23) 및 D/A 변환기(24) 등이 포함 구성될 수 있는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장치 내에 DVD-RW 또는 DVD-R 등과 같은 광디스크가 삽

입 안착되는 경우, 통상적인 네비게이션 정보 검색 동작을 수행하여 특정 영역에 기록 저장된 비디오 관리정보를 독출

확인된다.

그리고, 상기 특정 영역에 비디오 관리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 

기록영역(Temp.VMGI)을 탐색하여, 그 영역에 기록된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를 독출 및 검색한 후, 상기 검색된 임시 

비디오 관리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를 독출 재생하는 일련의 데이터 재생동작을 정상

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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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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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 및 재생방법은, 재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W) 또는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 등과 같은 광디스크에 기록된 A/V 데이터 스트림의 

독출 및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를,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Finalize) 이전에,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로서,

광디스크의 특정 기록영역에 기록 관리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데이터 기록동작 종료로 인해 비디오 관리정보(VMGI)

와 같은 네비게이션 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VDP)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에서, 상기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를 정상적으로 독출 재생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기록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각 타이틀로 구획함과 동시에, 해당 타이

틀의 재생 제어를 위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하여 특정 영역에 기록 저장하는 1단계; 및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시, 상기 기록 저장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검색 참조하여, 상기 타이틀의 재생 제어를 위

한 원래의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 기록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재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W)에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기록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각 타이틀로 

구획함과 동시에, 해당 타이틀의 재생 제어를 위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타이틀 기록영역 이전에 

할당된 특정 영역에 기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시, 상기 타이틀 기록영역 이전에 할당된 특정 영역에 기록 저장된 임시 네비

게이션 정보를 검색 참조하여, 상기 타이 틀의 재생 제어를 위한 원래의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한 후, 임시 네비게이

션 정보가 기록되는 특정 영역과는 상이한 네비게이션 기록영역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

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에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기록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각 타이틀로 

구획함과 동시에, 해당 타이틀의 재생 제어를 위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타이틀 기록영역 이후에 

각각 할당된 특정 영역에 기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디스크 데이터 기록 종료시, 상기 타이틀 기록영역 이후에 각각 할당된 특정 영역에 기록 저장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검색 참조하여, 상기 타이틀의 재생 제어를 위한 원래의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한 후, 임시 네비

게이션 정보가 기록되는 특정 영역과는 상이한 네비게이션 기록영역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

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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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비게이션 정보는, 비디오 관리정보(Video Management Informatio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

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 및 2단계는, 재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W) 또는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에 기록되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재생 전용 디브이디(DVD-ROM)에 적합하게 기록 저장하기 위한 기록모드 수행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8.
장치 내에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가 삽입 안착되는 경우, 타이틀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가 기록된 특정 기

록영역을 탐색하는 1단계;

상기 특정 기록영역에 네비게이션 정보가 정상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기록영역과는 상이한 특정 기록영역에

기록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독출하는 2단계; 및

상기 독출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타이틀을 독출 및 재생 제어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재생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장치 내에 재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W)가 삽입 안착된 상태에서,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가 정상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기록영역과 는 상이한 특정 기록영역에 일괄적으로 기록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재생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장치 내에 1 회 기록 가능한 디브이디(DVD-R)가 삽입 안착된 상태에서,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가 정상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기록영역과는 상이한 특정 기록영역에 분산 기록된 임시 네비게이션 정보를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의 네비게이션 정보 재생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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