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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 및재생방법

요약

본 발명은,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 및 재생방법에 관한 것으로,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

록 저장된 다수의 오디오 곡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가사(Lyric)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User Input Data) 등

과 같은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 기록하고, 그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를 재생 제어하기 위한

관리정보를 부가 기록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시간 연속 재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시켜 구분 인식할 수 있도록

재생 출력하거나 또는 구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가사 또는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부가 데이터,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정보, 분할 기록, 동기, 가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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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AMG) 정보를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AMG) 정보를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정보(CI)를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가사 데이터 유니트(SG_L_TXT)가 재생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AMG) 정보를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에 따른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 테이블(ALFIT)과 오디오 가사 파일(ALF)간의 연결 관계

를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재기록 가능 디브이디 2 : 광픽업(P/U)

3 : 기록신호처리부 4 : 엔코더(Encoder)

5 : 샘플러(Sampler) 6 : 시스템 제어부

7 : 메모리(Memory) 8 : 재생신호처리부

9 : 디코더(Decod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오디오 곡 데이터와 함께 기록되는 가사 데이터(Lyric Data) 데이터와 사용자 입

력 데이터(User Input Data) 등과 같은 부가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되도록 기록 재생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 및 재생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음질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씨디(CD: Compact Disk)와 같은 기록매체는, 현

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편화된 디지털 오디오 기록매체로서, 상기 씨디는, 고음질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기록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고화질의 동영상 데이터 또는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기록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고밀도 

광디스크인 디브이디(DVD: Digital Versatile Disc)가 개발 출시되어, 널리 보급 상용화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데, 상

기 디브이디 종류에는, 재생 전용의 DVD-ROM, 1회 기록 가능한 DVD-R, 그리고 재기록 가능한 DVD-RAM 또는 D

VD-RW(DVD-Rewritable) 등이 있으며, DVD-RAM 또는 DVD-RW 등에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포맷에 

대한 규격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도 1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비디오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또는 재생하는 일반적인 광디스크 장치의 

주요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광디스크 장치에는, 재기록 가능한 DVD, 예를 들어 DVD-RW(10)에 기록된 신호를

독출하거나, 또는 기록신호 처리된 데이터 스트림을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광픽업(11); 상기 광픽업(11)

으로부터 독출되는 신호를 재생신호 처리하는 재생신호처리부(12); 상기 재생신호를 디코딩 출력하는 디코더(13); 외

부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신호를 샘플링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샘플러(18); 상기 변환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앰팩(MPEG) 방식, 엘피씨엠(LPCM) 방식 또는 에이 쓰리(AC-3) 방식 등으로 엔코딩하는 엔코더(17); 상기 

엔코딩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에 적합한 형태의 신호로 변환 처리하는 기록신호처리부(16);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상

기 구성수단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14); 및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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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15)가 포함 구성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광디스크 장치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샘플러(18)에서는, 그 오디오 

신호를 소정 주파수로 샘플링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 엔코더(17)로 인가하게 되고, 상기 엔코더(17)에서는, 

그 디지털 데이터를, 사전에 설정된 포맷, 예를 들어 앰팩 포맷으로 엔코딩하여, 상기 기록신호처리부(16)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기록신호처리부(16)에서는, 상기 엔코딩된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에 적합한 신호로 바꾸어서, 

상기 DVD-RW(10)에 기록하게 되며, 또한 앰팩 포맷으로 이미 엔코딩된 후, 입력되는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에 

적합한 신호로 바꾸어서 상기 DVD-RW(10)에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DVD- RW(10)에 기록 저장된 오

디오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Navigation) 데이터를 생성 기록하게 된다.

도 2는,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AMG: Real Time Record Audio Manage

ment) 정보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AMG) 정보는, 상기 DVD-RW(10)에 기록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로서, 실시간 오디오 관리 일반정보(RTR_AMGI), 오디오 파일 정보 테이블(

AUDFIT), 오디오 스틸 비디오 파일 정보 테이블(ASVFIT), 오리지널 프로그램 체인정보(ORG_PGCI),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 체인정보 테이블(UD_PGCIT),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및 제조 정보 테이블(MNFIT)에 대한 관

리 정보들이 포함 기록된다.

한편,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정보에는, 상기 DVD-RW(10)에 기록 저장된 다수의 오디오 곡 데이터

들에 대한 가사(Lyric) 데이터 등과 같은 부가 데이터가 포함 기록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상기 시스템 제어부(14)에

서는, 상기 DVD-RW(10)에 기록 저장된 다수의 오디오 곡 데이터들 중 임의의 한 오디오 곡 데이터를 독출 재생하는

경우, 그 오디오 곡 데이터에 해당하는 가사 데이터를,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정보 상에서 검색 독출한 후, 영상 화

면을 통해 문자로 재생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DVD-RW(10)에 기록 저장된 다수의 오디오 곡 데이터들 중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오디오 곡 

데이터를 선택하여 재생 청취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가사 데이터를 영상 화면을 통해 문

자로 확 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정보에 포함 기록되는 가사 데이터 등과 같은 부가 데이터는, 하나의 

오디오 곡 데이터 전체에 각각 대응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응되는 일부분의 부가 

데이터만을 동기시켜 부분 재생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서,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 저장된 다수의 오디

오 곡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가사(Lyric)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User Input Data) 등과 같은 부가 데이터를,

사용자가 실시간 연속 재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시켜 구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디오 데이터와 부

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 및 재생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의 재생시간 길이에 대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하는 2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

트의 재생 시작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

트에 대응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와의 동기 재생을 위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하는 2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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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

트가,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되어 구별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하

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

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탐색하는 1단계; 및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

에 인접 기록된 재생시간 길이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재생 출력 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

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탐색하는 1단계; 및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

에 인접 기록된 재생 시작시간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재생 출력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

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탐색하는 1단계; 및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

에 인접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터와의 동기 재생을 위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재생 출력하는 2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방법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

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탐색하는 1단계; 및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

를,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되어 구별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구별 표시

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 및 재생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에서는, DVD-RW 등과 같은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터에 해당되는 가사(Lyric)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User Input Data) 등

과 같은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Unit)로 분할하여,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에 연계 기록함과 아

울러,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연속 재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시켜 구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부가 기록하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AMG) 정보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실시간 기록 오

디오 관리정보에는, 도 2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실시간 오디오 관리 일반정보(RTR_AMGI), 오디오 파일 정보 

테이블(AUDFIT), 오디오 스틸 비디오 파일 정보 테이블(ASVFIT), 오리지널 프로그램 체인정보(ORG_PGCI), 사용

자 정의 프로그램 체인정보 테이블(UD_PGCIT),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및 제조 정보 테이블(MNFIT)에 

대한 관리 정보들이 포함 기록되되,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정보에는, 다수 개로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 예를 들어 하나의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응되는 가사 데이터가,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들(SG_L_TXT 

#1 ∼ #n)로 분할 기록되고, 그 분할 기록된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는, 시간 정보(Time)가 인접 기록된다.

한편, 상기 시간 정보(Time)는, 각각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SG_L_TXT)가 재생 출력될 시간 길이(Time Duration)를

나타내는 시간 정보, 또는 상기 가사 데이 터 유니트가 재생 출력될 재생 시작시간(Start Time)을 나타내는 시간 정보

로서 부가 기록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시간 정보는, 인접 기록된 해당 가사 데이터 유니트가,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 다른 가사 데이터 유니트들과 함께 표시되되, 다른 가사 데이터 유니트들과는 구별되는 특정 색(Color) 또는 특정 

문자 폰트(Font) 등으로 소정 시간 동안 구분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시간 정보로서 부가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분할 기록되는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식별 코드(IDCD: ID Code)가 

부가 기록될 수 있는 데, 상기 식별 코드는,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시간 정보가 부가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식별 코드로서 부가 기록되거나, 또는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기록된 데이터의 유형이 가사 데이터인 지 또

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인 지를 나타내기 위한 식별 코드로서 부가 기록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부가 기록된 시간 정보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한 식별 코드로서 부가 기록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시간 정보와 식별 코드가 부가 기록된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들, 즉 하나의 오디오 곡에 

대응되는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들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정보(TXTDT_MG)

에 포함 기록된 서치 포인터(Search Pointer)에 지시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A

LUI Search Pointer)는, 하나의 오디오 곡에 대응되는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들 중 첫 번째 가사 데이터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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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시작 기록위치를 가리키게 된다.

한편, 상기 오리지널 프로그램 체인정보(ORG_PGCI)에 포함 기록되는 셀 정보(CI)에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해

당 셀에 대응되는 오디오 집합체(AOB: Audio Object)를 탐색 독출하기 위한 오디오 집합체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A

OBI_SRPN)와, 그 오디오 집합체에 연계된 정지 영상 데이터인 오디오 스틸 비디오 유니트(ASVU: Audio Still Video

Unit)를 탐색 독출하기 위한 오디오 스틸 비디오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ASVUI_SRPN), 그리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정보에 포함 기록된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를 가리키는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ALUI_SPRN)가 포함 기록된다.

즉,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MG) 정보에 포함 기록된 오리지널 프로그램 체인정보(ORG_PGCI)에서의 셀 정보

(CI)에는,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ALUI_SRPN)가 포함 기록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

DT_MG) 정보에는, 상기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에 대응되는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

터가 기록되며, 상기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에 의해 지시되는 가사 데이터는,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

니트로 분할되어,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정보에 포함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분할 기록된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는, 도 3을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시간 정보(Time)와 식별

코드(IDCD)가 부가 기록된다.

따라서, 광디스크 장치의 시스템 제어부(14)에서는, 상기 셀 정보에 포함 기록된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

터 번호(ALUI_SPRN)를 검색 확인한 후, 그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에 대응되는 오디오 가사 유니

트 정보 서치 포인터(ALUI_Search Pointer)를, 상기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정보에서 검색하여, 그 오디

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가 가리키는 첫 번째 가사 데이터 유니트(SG_L_TXT #1)의 시작 기록위치를 탐색하

게 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사 데이터 유니트(SG_L_TXT #1)에 분할 기록된 가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 재생하는 일

련의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때 상기 시스템 제어부(14)에서는.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부가 기록된 식별 코

드가, 상기 시간 정보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한 식별 코드로서 부가 기록된 경우, 예를 들어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S

G_L_TXT)에 부가 기록된 식별 코드(IDCD)에 의해, 상기 시간 정보(Time)가 가사 데이터 유니트(SG_L_TXT)가 재

생 출력될 시간 길이(Time Duration)를 나타내는 시간 정보라고 판별되는 경우,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사 데이

터 유니트에 분할 기록된 오디오 가사 데이터를 소정시간 동안 재생 출력하여, 실시간으로 연속 재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와 부분적으로 동기 출력되도록 제어하게 된다.

또한, 상기 식별 코드(IDCD)에 의해, 상기 시간 정보가, 가사 데이터 유니트가 재생 출력될 재생 시작시간(Start Tim

e)을 나타내는 시간 정보라고 판별되는 경우에는, 가사 데이터 유니트의 재생 시작시간을 결정하여, 그 시작시간에 가

사 데이터 유니트에 분할 기록된 오디오 가사 데이터를 재생 출력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연속 재생되는 오디오 곡 데

이터와 부분적으로 동기 출력되도록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14)에서는, 상기 식별 코드가,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부가 기록된 시간 정보의 유형

을 나타내는 식별코드로서 부가 기록된 경우, 그 시간 정보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사 데이터 재생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게 되며, 또한 상기 식별 코드가,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부가 기록된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내는 식별코드

로서 부가 기록된 경우, 그 부가 데이터의 유형에 상응하는 재생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식별코드가, 상기 시간 정보의 기록유무를 나타내는 식별코드, 예를 들어 상기 시간 정보가 부가 기록되

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식별 코드로서 부가 기록된 경우에는, 상기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분할 기록된 가사 데이터

를 순차적으로 독출 재생하는 통상적인 가사 데이터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분할 기록되는 가사 데이터 유니트는, 상기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정보에 포함 기록되는 텍스트 

데이터 관리(TXTDT_MG) 정보와는, 별도의 독립된 부가 데이터 파일에 기록 저장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RTR_AMG) 정보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실시간

기록 오디오 관리정보에는, 가사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 등과 같은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 기록된 별도의 부가 데이터 파일, 예를 들어 사전에 정의된 오디오 가사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 테이블(ALFIT)이 추가로 포함 기록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 테이블(ALFIT)에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 테이블 정보

(ALFITI)와,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ALFI)가 포함 기록되며, 상기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 테이블 정보(ALFITI)에는,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들에 대한 개수(ALFI_Ns) 정보와, 오디오 가사 정보들에 대한 개수(AL_I_Ns) 정보,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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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가사 파일 정보 테이블에 대한 끝 어드레스(ALFIT_EA) 정보가 포함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ALFI)에는,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에 대한 일반정보(ALFI_GI)와, 다수의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들이 포함 기록되며, 상기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에는, 해당되는 오디오 

가사 유니트의 시작 어드레스(ALU_SA)와 사이즈(ALU_SZ), 그리고 가사 속성(L_ATR) 정보가 포함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에서의 시작 어드레스(ALU_SA) 정보는, 별도로 기록 관리되는 오

디오 가사 파일, 예를 들어 'AR_Lyric.ARO' 파일에 포함 기록된 임의의 한 오디오 가사 유니트(ALU)의 시작 위치를 

지시하게 되며, 상기 오디오 가사 유니트(ALU)에는, 하나의 오디오 곡 데이터에 해당되는 가사 데이터(Lyric Text)

가 기록되되, 상기 가사 데이터는,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SG_L_TXT # 1 ∼ #k)로 분할 기록된다.

또한, 상기 다수 개의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식별 코드와 시간 정보가 부가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셀 정보(CI)에서의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AULI_SRPN)는, 상기 오디오 가사 파일 

정보(ALFI)에서의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를 지시하게 되고, 상기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

터는, 별로의 오디오 가사 파일에 포함 기록된 오디오 가사 유니트의 기록 시작위치를 지시하게 되므로, 상기 시스템 

제어부(14)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셀 정보에 포함 기록된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 번호(ALUI_

SPRN)를 검색 확인한 후, 그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처리 포인터 번호에 대응되는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ALUI_Search Pointer)를, 상기 오디오 가사 파일정보(ALFI)에서 검색하여, 그 오디오 가사 유니트 정보 서치

포인터가 가리키는, 오디오 가사 유니트의 기록 시작위치를, 상기 오디오 가사 파일 'AR_Lyric.ARO' 에서 검색하게 

된다.

즉, 상기 오디오 가사 파일 'AR_Lyric.ARO' 에 포함 기록된 오디오 가사 유니트(ALU)를 탐색하여, 결국 그 오디오 가

사 유니트에 분할 기록된 첫 번째 가사 데이터 유니트(SG_L_TXT #1)를 탐색하게 되고, 그 가사 데이터 유니트에 부

가 기록된 식별 코드와 시간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분할 기록된 가사 데이터 유니트를, 실시간으로 연속 재생되는 오

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되도록 재생하거나, 또는 구별 표시되도록 하는 일련의 가사 데이터 재생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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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위를 통해 변경, 대체 또는 부가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 및 재생방법은, 재기록 가

능 기록매체에 기록 저장된 다수의 오디오 곡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가사(Lyric)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Use

r Input Data) 등과 같은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 기록하고, 그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를 재생 제어하기 위한 관리정보를 부가 기록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시간 연속 재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시켜

구분 인식할 수 있도록 재생 출력하거나 또는 구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가사 또는 부가 정

보들을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

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의 재생시간 길이에 대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2.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

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의 재생 시작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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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

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대응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와의 동기 재생을 위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

트에 인접 기록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4.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다수 개의 부가 데이터 유니트로 분할하

는 1단계; 및

상기 분할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가,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되어 구별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데이터는,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가사 데이터, 또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된 정보의 기록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 코드를, 상기 부가 데

이터 유니트에, 더 부가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기록된 데이터의 유형 식별을 위한 식별 코드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

에, 더 부가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8.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된 정보의 유형 식별을 위한 식별 코드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

트에, 더 부가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데이터는,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의 재생 제어를 위한 관리정보 내에 포함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데이터는,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와는 독립된 별도의 파일에 포함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

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기록 관리방법.

청구항 11.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 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

를 탐색하는 1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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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된 재생시간 길이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재생 출력하

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방법.

청구항 12.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

를 탐색하는 1단계; 및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된 재생 시작시간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재생 출력하

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방법.

청구항 13.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

를 탐색하는 1단계; 및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에 인접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터와의 동기 재생을 위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

트를 재생 출력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

방법.

청구항 14.
재기록 가능 기록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곡 데이터에 대한 부가 데이터가 다수 개로 분할 기록된 부가 데이터 유니트

를 탐색하는 1단계; 및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상기 오디오 곡 데이터와 동기되어 구별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정보에 따라, 상기 부가 

데이터 유니트를 구별 표시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와 부가 데이터간의

동기 재생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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