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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영상 정보를 갖는 영상 파일, 정지 화상 정보를 갖는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정보를 갖는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어느 1개의 파일과, 상기 파일 내에 기록된 정보의 재생 제어 방법에 관한 관리 정보를 갖는 1개의 관리 파일을 
정보 기억 매체에 기록함으로써, 정보 기억 매체 상에서 기록 및 소거 장소를 의사적으로 VTR과 같은 1개의 테이프 상
에서의 장소에 대응시킨 데이터 구조로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데이터 파일)의 종래의 디렉토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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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도 2b는 각각 셀과 PGC 정보의 종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a 내지 도 3h는 각각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의 계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데이터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데이터 파일)의 다른 디렉토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데이터 파일)의 또 다른 디렉토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영상 객체와 셀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와 셀 타임 서치 정보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와 셀 타임 서치 정보의 데이터 구조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0a 및 도 10b는 각각 셀과 PGC 정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광 디스크에 대한 정보 기록 재생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2a 및 도 12b는 각각 UDF에 기초하여 구축된 파일 시스템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a 및 도 13b는 각각 UDF에 기초하여 구축된 파일 시스템의 일례를 도 12a 및 도 12b와 함께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4는 도 4에 도시된 계층 파일 시스템 구조와 광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 내용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
면.

도 15는 도 4에 도시된 계층 구조를 가진 파일 구조내에서, 파일(루트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 파일 데이터 등)의 정
보를 기술하는 파일 ID 디스크립터의 일부를 발췌하여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도 4에 도시된 계층 구조를 가진 파일 구조내에서, 지정된 파일의 기록 위치를 표시하는 파일 엔트리의 기술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설명하는 도면.

도 17은 광 디스크상의 연속 섹터 집합체(extent)의 기록 위치를 표시하는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의 기술 내용을 설명
하기 위한 도면.

도 18a 내지 도 18d는 각각 UDF를 이용한 경우의 종래의 파일 기록 위치의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9a 내지 도 19d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UDF를 이용한 경우의 파일 기록 위치의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0은 도 3h에 도시된 셀 타임 일반 정보 및 셀 VOBU 테이블내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1a 내지 도 21d는 각각 도 4에 도시된 영상 파일내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2는 도 3f에 도시된 VOB 제어 정보내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3a 내지 도 23h는 각각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의 계층 구조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4는 도 23a 내지 도 23h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광 디스크에 기록되는 정보(데이터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
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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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원래 PGC에 의한 셀 재생 순서를 사용자 정의(PGC)에 의해 변경한 예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6은 원래 PGC를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7은 도 23d의 네비게이션 데이터에 포함되는 PGC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8은 PGC 정보 중의 PGC 일반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9는 PGC 정보 중의 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0은 프로그램 정보 중의 프로그램 타입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1은 프로그램 정보 중의 미세(thumbnail) 포인터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2는 미세 포인터 정보 중의 미세 포인트를 위한 정지 화상(VOB) 그룹 (S_VOG)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3은 PGC 정보 중의 셀 정보 서치 포인터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4는 PGC 정보 중의 셀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5는 셀 정보 중의 무비 셀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6은 무비 셀 정보를 구성하는 무비 셀 일반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7은 무비 셀 일반 정보 중의 셀 타입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1 : 광 디스크

1002 : 리드인 영역

1003 : 볼륨 및 파일 관리자 정보

1004 : 데이터 영역

1005 : 리드아웃 영역

1009 : 오디오 및 영상 데이터 영역

1011 : 제어 정보

1012 : 영상 객체

1013 : 화상 객체

1014 : 오디오 객체

1021 : 재생 제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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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기록 제어 정보

1023 : 편집 제어 정보

1024 : 미세 화상 제어 정보

1101 : AV 데이터 제어 정보

1104 : 셀 타임 제어 정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정보를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하는 정보 기록 방법 및 이 영상 정보를 정보 기억 매체로부터 재생하는 
정보 재생 방법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되는 영상 정보가 MPEG(Moving Picture Im
age Coding Experts Group) 규격에 기초하여 압축된 디지털 영상 정보인 경우에 적합한 것에 관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근래에는 영상(동화상)이나 음성 등의 정보를 기록한 광 디스크를 재생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예를 들면 LD(Laser Disk)나 영상 CD(Compact Disk) 등과 같이 영화 소프트나 가라오케 등을 재생할 목적으
로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에는 국제 규격화한 MPEG2 방식을 사용하여 AC(Audio Compression) - 3이나 기타 오디오 압축 방
식을 채용한 DVD(Digital Versatile Disk) 규격이 제안되고 있다. 이 DVD 규격에는 재생 전용의 DVD 영상[또는 D
VD - ROM(Read Only Memory)], 라이트 원스의 DVD - R(Recordable), 반복적인 판독과 기록이 가능한 DVD - 
RAM(Random Access Memory) [또는 DVD - RW(Rewritable)] 등이 포함된다.

이 DVD 영상(DVD - ROM) 규격은 MPEG2 시스템 레이어에 따라 동화상 압축 방식으로서 MPEG2, 음성 기록 방식
으로서 리니어 PCM(Pulse Code Modulation) 이외에 AC - 3 오디오 및 MPEG 오디오를 서포트하고 있다.

또한, 이 DVD 영상 규격은 자막용으로서 비트 맵 데이터를 런-렝스(run-length) 압축시킨 부영상 데이터나, 빨리 감
기 재생이나 빨리 되감기 재생에 의한 데이터 서치 등을 위한 재생 제어용 제어 데이터(네비게이션 데이터) 등을 추가
하여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이 DVD 영상 규격은 컴퓨터로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도록,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
zation) 9660 및 UDF(Universal Disk Format)도 서포트하고 있다.

DVD 영상(DVD - ROM)에 이용되는 광 디스크는 현재 한 면의 1층이 직경 12 ㎝인 원반으로, 대략 4.7 GB의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 면 2층으로는 대략 9.5 GB의 기억 용량이 있고, 양면 2층으로는 대략 18 GB의 대기억 
용량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파장 650 ㎚의 레이저 광을 판독에 사용한 경우].

한편, DVD - RAM(DVD - RW)에 이용되는 광 디스크는 현재 직경 12 ㎝인 원반으로, 한 면이 대략 2.6 GB의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고, 양면으로는 5.2 GB의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DVD - RAM의 광 디
스크는 대응하는 사이즈의 DVD - ROM 디스크보다 기억 용량이 작아진다.

재생 전용의 DVD 영상(DVD - ROM)에 있어서,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되는 정보(데이터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의 범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채용하고 있는 계층 파일 구조와 같이, 루트 디렉토리의 
밑에 영상 타이틀 세트(VTS)의 서브 디렉토리와 오디오 타이틀 세트(ATS)의 서브 디렉토리가 연결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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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상 타이틀 세트(VTS)의 서브 디렉토리중에 다양한 영상 파일(예를 들면, VMGI, VMGM, VTSI, VTSM 및 
VTS 등)이 배치되어 각 파일이 정연하게 관리된다. 특정한 파일(예를 들면, 특정한 VTS)은 루트 디렉토리로부터 그 
파일까지의 경로를 지정함으로써 엑세스할 수 있다.

    
즉, DVD 영상 디스크의 루트 디렉토리는 영상 타이틀 세트(VTS)라는 서브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서브 디렉토
리는 다양한 관리 데이터 파일(VIDEO_TS. IFO나 VTS_01_0. IFO)과, 이들 관리 데이터 파일의 정보를 백업하는 백
업 파일(VIDEO_TS. BUP나 VTS_01_ 0. BUP)과, 관리 데이터 파일의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관리되고, 디지털 영상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 파일(VTS_01_1. VOB)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 서브 디렉토리는 소정의 메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뉴 데이터 파일(예를 들면 VMGM 및 VTSM 등)을 포함할 수 있다.
    

DVD 영상 디스크는 1개의 영상 관리자(VMG)와, 적어도 1개로 최대 99개의 영상 타이틀 세트(VTS)로 구성되고, 상
기 영상 관리자(VMG)는 제어 데이터(VMGI), VMG 메뉴용 영상 객체 세트(VMGM_VOBS)와, 백업용 제어 데이터(
VMGI_BUP)로 구성되고, 각 데이터는 각각 단일 파일로서 각각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 영상 디스크는 각각의 영상 타이틀 세트(도 1에서는 '영상 타이틀 세트(VTS #1)'과 '
영상 타이틀 세트(VTS #2)')마다 다른 파일로 나누어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영상 타이틀 세트(예를 들면, '
영상 타이틀 세트(VTS #1)')내에는 각각 제어 데이터(VTSI)와, VTS 메뉴용 영상 객체 세트(VTSM_VOBS)와, 백
업용 제어 데이터(VTSI_BUP)가 각각의 파일로서 기록되는 동시에, VTS내의 타이틀용 영상 데이터(VTS_01_1. VO
B 및 VTS_01_2. VOB)가 복수의 파일로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다.
    

DVD - RAM 디스크에서는 파일 시스템으로서 FAT(File Allocation Table)가 아니라 UDF를 채용하고 있으며, 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상기 UDF에서는 FAT와 같이 파일의 계층 구조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를 각각의 파일 
단위로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한다. 종래에는 UDF도 FAT도 모두 그 파일내에 기록되는 데이터로 가득차 있고, 본 
발명과 같이 동일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갖지 않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면, PC(Personal Computer)상에서 동작하는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이치다로, 워드, 아미프로 등)으로 문장을 작성한 경우, 작성된 문장은 1개의 파일로서 정보 기억 매체에 
기록된다. 이 경우 1개의 파일내에는 모두 텍스트 정보로 메워지고 있다. 비록, 작성된 문장의 중앙 부분에 있어서, 문
장이 기록되지 않은 '공간 영역' 또는 '연속 엔터 마크 부분'이 길게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보존된 파일내에는 그 부분
에도 '공간 정보'나 '엔터 정보'가 가득차 있고, 파일내에는 '완전한 미기록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그 문서 파일을 독출하여 문장의 중앙 부분을 삭제한 후 데이터를 보존한 경우에도, 이 보존된 정보에는 '
미기록 영역'이 정의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부분의 전후 데이터가 차서 서로 연결된 형태의 파일로서 정보 기
억 매체에 기록된다. 그 결과 정보 기억 매체에 기록된 파일의 사이즈는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부분의 데이터량만큼 작
게 되어 있다.

    
게다가, 일반 PC상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편집용으로 정보 기억 매체로부터 판독한 파일은 PC
상의 버퍼 메모리(반도체 메모리)에 전부 그대로 전송되고, 편집 후의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PC상의 버퍼 메모리에 보
존된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파일 보존'이 지시되면 PC상의 버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편집 후의 데이터가 파일 
전체로서 정보 기억 매체에 덮어쓰기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FAT나 UDF와 같은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데이터의 변경
시에는 덮어쓰기 처리에 의해 파일내의 데이터 전부를 한 번에 변경하고, 본 발명과 같이 파일내의 일부분만의 데이터 
변경은 행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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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도 2b는 DVD 영상 디스크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체인(PGC)을 이용한 영상 정보 재생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재생 데이터를 셀로서 셀 A에서 셀 F까지의 재생 구간이 지정되어 있고, 도 2b에 도시된 바
와 같이 각 프로그램 체인(PGC #1 ∼ #3)에 있어서 PGC 정보가 정의되어 있다. 즉,

1. 프로그램 체인(PGC #1)은 연속하는 재생 구간을 지정한 셀로 구성되는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재생 순서는 셀 
A →셀 B →셀 C가 된다.

2. 프로그램 체인(PGC #2)는 단속된 재생 구간을 지정한 셀로 구성되는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재생 순서는 셀 D 
→셀 E →셀 F가 된다.

3. 프로그램 체인(PGC #3)은 재생 방향이나 중복 재생에 관계없이 띄엄띄엄 재생이 가능한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재생 순서는 셀 E →셀 A →셀 D →셀 B →셀 E가 된다.

이와 같이 다른 복수의 프로그램 체인(PGC)을 정의함으로써, 동일한 셀에 대한 다른 표시 순서를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DVD 영상 디스크에서는 프로그램 체인(PGC) 설정의 자유도로부터, 반드시 1개의 프로그램 체인(PGC)으로 모든 
셀 정보를 표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으로, 재생 전용의 DVD 영상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 정보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DVD 패밀리
의 일형태로서 DVD - RAM 디스크 또는 DVD - RW 디스크를 이용한 영상 정보의 재기록 가능한이 가능한 정보 기
억 매체의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재기록 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상의 영상 정보 기록 포맷은 DVD 영상 디스크의 데이터 구조와의 계속성 및 관련성이 
있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DVD - RAM 디스크 또는 DVD - RW 디스크에 대한 파일 시스템은 재생 전용의 DVD 영
상 디스크와 같이 UDF를 채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종래기술은 일본 특허 출원 제 040876 호, 제 040877 호 및 제 040879 호에 개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이 기록 가능한(녹화 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의 데이터 구조로서, 상술한 DVD 영상 디스크의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고, 또한 파일 시스템으로서 상기한 종래의 UDF(또는 FAT)를 이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제어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가 복수의 파일로 분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개의 파일이 잘못 소거된 경우에, 재생 도
중에 소거된 파일을 재생하고자 하여 처음으로 에러 개소를 알 수 있다. 즉, 재생 전용의 DVD 영상 디스크에서는 사용
자에 의한 파일 소거의 위험성이 전무하지만, 기록과 소거가 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파일이 잘못 
소거될 위험성이 발생한다.

    
2. 제어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가 복수의 파일로 분산 기록됨과 더불어, 데이터 구조가 컴퓨터 데이터와 같은 계층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 가정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소거 장소나 기록 장소를 이해하기 어
렵다. 즉, 영상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금까지 VTR 밖에 모르는 일반 가정 사용자에 있어서, 영상을 기록 
또는 소거한 장소가 ' 1개의 테이프 안에서 어떤 장소인가? ' 라는 의문이 생겨 미세한 파일 단위의 기록이나 소거 처리 
결과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혼란이 생기게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 영상 디스크에서는, 각각의 영상 타이틀 세트(VTS)마다 별도의 파일로 나누어 기록하
기 때문에, 복수의 영상 타이틀 세트(도 1에서는 VTS #1과 VTS #2)가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VT
R 밖에 모르는 사용자는 어떤 순서로 재생하면 좋을지 알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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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화한 정보에 대하여 프로그램 체인(PGC)에 대응한 특정한 셀을 일반 가정 사용자에게 선택시키는 방법에서는 사
용자에 따라서는 혼란이 생기기 쉽다. 즉,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금까지 VTR밖에 모르는 일반 가정 사용
자에 있어서, 영상을 기록 또는 소거한 장소가 ' 1개의 테이프 안에서 어떤 장소가 되는가 ' 라고 하는 발상이 먼저 서기 
때문에, 재생 전용의 DVD 영상 디스크에서의 프로그램 체인(PGC)에 의한 셀 선택의 개념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4. 종래의 UDF 또는 FAT에서 기록된 데이터 파일내에는 미기록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내의 특정 데이터
의 부분 소거 처리나 약간의 영상 정보의 추가 기록 처리를 행한 경우, 부분 소거 장소 전후의 데이터를 채워 서로 연결
시키거나, 기존 데이터에 최후의 정보 추가 등, 그 때마다 데이터 파일 전체의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한 데이터 파일 
전체를 정보 기억 매체상에 재기록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 편집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즉, 종래의 UDF 또는 FAT에서는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파일내 데이터를 부분 소거할 때, 소거 
장소를 미기록 영역으로 변경하는 처리나, 전체의 파일 사이즈를 변경시키지 않고, 파일내의 미기록 영역에 추가 데이
터를 기록하는 등의 처리를 행할 수 없게 되고, 부분 소거나 데이터의 추가가 행해질 때마다 파일 사이즈의 변경이 필요
하게 된다.

따라서, 파일 전체를 정보 기억 매체상에 재기록할 필요가 있게 되고, 영상 정보가 기록된 영상 파일인 경우, 1개의 영
상 파일 사이즈가 수 100 MB를 넘는 방대한 양이 된다. 그저 약간의 변경에 대해서도 그 때마다 수 100 MG를 넘는 방
대한 파일 전체를 정보 기억 매체상에 재기록하게 되면 파일 내용의 변경에 방대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금까지 
VTR밖에 모르는 일반 가정 사용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기억 매체상
에 있어서 정보의 기록 및 소거 장소를 의사적으로 VTR과 같은 1개의 테이프상의 장소에 대응시킨 데이터 구조로 하
기 위한 정보 기록 방법 및 이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정보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일반 사용자가 잘못하여 파일을 소거한 경우에도, 문제를 바로 알 수 있는 데이터 구조로 하기 
위한 정보 기록 방법 및 정보 재생 방법 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1매의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에 영상 정보를 갖는 영상 파일, 정지 
화상 정보를 갖는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정보를 갖는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어느 1개의 파일을 기록하고 있다. 즉, 
정보가 파일 단위로 기록되고, 또한 재생 조작에 의해 파일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정보 기억 매체에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어느 1개의 파일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파일내에 기록된 모든 정보의 
재생 제어 방법에 관한 관리 정보를 갖는 1개의 관리 파일을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상에 기록하고 있다. 즉, 정보
가 파일 단위로 기록되고, 또한 재생 조작에 의해 파일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으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어느 1개의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 기억 매체에 그 기록 파일내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그것을 재생하기 위한 일련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일내에 기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재생 순서를 나타내는 재생 순
서 정보를 갖는 1개의 관리 파일을 기록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도 3a 내지 도 3h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록 방법으로 정보가 기록된 정보 기억 매체내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 정보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다. 도 3a는 정보 기억 매체로서의 광 디스크(1001)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광 디스크(1001)상에 기록되는 정보의 개략적인 데이터 구조로서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디스크(1001)
의 내주측(1006)에서 외주측(1007)을 향한 순서로 리드인 영역(lead-in : 1002)과, 볼륨 & 파일 관리자 정보(100
3)와, 데이터 영역(1004)과, 리드아웃 영역(lead-out : 100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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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드인 영역(1002)은 광 반사면이 요철 형상을 한 엠보스(embossed) 데이터 영역과, 표면이 평탄(경면)한 미러 
영역과, 정보의 재기록이 가능한 재기록 가능 데이터 영역을 가지고 있다.

상기 볼륨 & 파일 관리자 정보(1003)에는 사용자에 의한 기록이나 재기록이 가능한 재기록 가능 데이터 영역에 오디
오 & 영상 데이터의 파일 또는 볼륨 전체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영역(1004)은 사용자에 의한 기록이나 재기록이 가능한 재기록 가능 데이터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리드 아웃 영역(1005)은 정보의 재기록이 가능한 재기록 가능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리드인 영역(1002)의 엠보스 데이터 영역에는 DVD - ROM / -RAM / -R 등의 디스크 타입, 디스크 사이즈 및 
기록 밀도 등을 나타내는 정보와, 기록 개시 / 기록 종료 위치를 나타내는 물리 섹터 번호 등의 정보 기억 매체 전체에 
관한 정보와, 기록 파워, 기록 펄스폭, 소거 파워, 재생 파워 및 기록이나 소거시의 선속도 등의 기록, 재생, 소거 특성
에 관한 정보와, 제조 번호 등의 1매씩의 정보 기억 매체의 제조에 관한 정보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

상기 리드인 영역(1002)의 재기록 가능 데이터 영역과, 상기 리드아웃 영역(1005)의 재기록 가능 데이터 영역은 각각 
각 정보 기억 매체마다의 고유 디스크명 기록 영역과, 시험 기록 영역(기록 소거 조건의 확인용)과, 데이터 영역(100
4)내의 결함 영역에 관한 관리 정보 기록 영역을 가지며, 이들 각 영역에 대하여 정보 기록 재생 장치에 의한 정보 기록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리드인 영역(1002) 및 리드아웃 영역(1005) 사이에 끼워진 데이터 영역(1004)에는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 데이터와 오디오 & 영상 데이터의 혼재 기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컴퓨터 데이터와 오디오 & 영상 데
이터의 기록 순서나 각 기록 정보 사이즈는 임의로 컴퓨터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영역을 컴퓨터 데이터 영역(1008, 
1010)이라 하고, 오디오 & 영상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영역을 오디오 & 영상 데이터 영역(1009)이라 한다.

    
이 중, 상기 오디오 & 영상 데이터 영역(1009)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녹화(녹음), 재생, 편집 및 검색 등의 각 처리를 행할 때에 필요한 제어 정보인 제어 정보(1011)와, 영상 데이터 내용
(content)의 녹화 정보인 영상 객체(1012)와, 정지 및 슬라이드 등의 정지 화상이나 영상 데이터내의 보고 싶은 장소 
검색용 또는 편집용 미세(thumbnail picture) 등의 정보인 화상 객체(1013)와, 오디오 데이터 내용(컨텐트)의 녹음 
정보인 오디오 객체(1014)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어 정보(1011)의 내용은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 객체(1012)내의 데이터 구조를 관리하고, 
또한 정보 기억 매체인 광 디스크(1001)상에서의 기록 위치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정보인 AV 데이터 제어 정보(1101)
와, 재생시에 필요한 제어 정보인 재생 제어 정보(1021)와, 기록(녹화, 녹음)시에 필요한 제어 정보인 기록 제어 정보
(1022)와, 편집시에 필요한 제어 정보인 편집 제어 정보(1023)과, 영상 데이터내의 보고 싶은 장소 검색용 또는 편집
용 미세(thumbnail picture)에 관한 관리 정보인 미세 화상 제어 정보(1024)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 AV 데이터 제어 정보(1101)의 데이터 구조는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 정보 재생 프로그램(시퀀스)
에 관한 정보인 PGC 제어 정보(1103)와, 영상 정보 기본 단위인 데이터 구조에 관한 정보인 셀 타임 제어 정보(1104)
를 포함하고 있다.

이어, 도 3a 내지 도 3f까지를 개관하면 상기의 내용이 되지만, 각각의 정보에 대하여 이하에서 보충 설명한다. 우선, 
상기 볼륨 & 파일 관리자 정보(1003)에는 볼륨 전체에 관한 정보와, 포함되는 PC 데이터의 파일수나 AV 데이터에 관
한 파일수, 기록 레이어 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기록 레이어 정보로서는 구성 계층수(예를 들면, RAM / ROM 2층 디스크 1매는 2 레이어, ROM 2층 디스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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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2 레이어, 한 면 디스크 n장은 n 레이어로서 카운트함), 각 레이어마다 할당한 논리 섹터 번호 범위 테이블(각 레
이어마다의 용량), 각 레이어마다의 특성(예를 들면, DVD - RAM 디스크, RAM / ROM 2층 디스크의 RAM부, CD-
ROM, CD-R 등), 각 레이어마다의 RAM 영역에서의 영역 단위로의 할당 논리 섹터 번호 범위 테이블(각 레이어마다
의 재기록 가능 영역의 용량 정보도 포함함), 각 레이어마다의 독자의 ID(identifier) 정보(다련(多連) 디스크 팩내의 
디스크 교환을 발견하기 위함) 등이 기록되어 있고, 다련 디스크 팩이나 RAM / ROM 2층 디스크에 대해서도 연속된 
논리 섹터 번호를 설정하여 1개의 큰 볼륨 공간으로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재생 제어 정보(1021)에는 프로그램 체인(PGC)을 통합한 재생 시퀀스에 관한 정보, 이 정보에 관련하여 
정보 기억 매체를 VTR이나 DVC(Digital Video Cassette)와 같이 1개의 테이프라고 간주한 의사적 기록 위치를 나타
내는 정보(기록된 모든 셀을 연속하여 재생하는 시퀀스)인 원래 PGC 정보(도 23e의 2213 또는 도 25의 원래 PGC가 
대응됨), 다른 영상 정보를 갖는 복수 화면 동시 재생에 관한 정보, 검색 정보(검색 카테고리마다 대응하는 셀 ID와 그 
셀내의 개시 시각의 테이블이 기록되고,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 영상 정보로의 직접 엑세스를 가능하게 하
는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상기 기록 제어 정보(1022)에는 프로그램 예약 녹화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고, 상기 편집 제어 정보(1023)에
는 각 프로그램 체인(PGC) 단위의 편집 정보(해당 시간 설정 정보와 특수 편집 내용이 EDL 정보로서 기재되어 있음), 
파일 변환 정보[AV 파일내의 특정 부분을 AVI(Audio Video Interlerving) 파일 등의 PC상에서 특수 편집을 행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고, 변환 후의 파일을 저장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1매의 정보 기억 매체에 1개만의 영상 파일을 가진 디렉토리 구조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즉, 도 3
d에 도시된 영상 객체(1012)의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 그 자체는 도 4에 도시된 유일한 영상 파일(RWVIDEO_O
BJECT. VOB)에 기록된다.

도 3d에 도시된 제어 정보(1011)의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는 도 4에 도시된 파일(RWVIDEO_CONTROL. 
IFO)과, 그 백업 파일(RWVIDEO_CONTROL. BUP)에 기록되어 있다.

    
상기 백업 파일은 파일(RWVIDEO_CONTROL. IFO)의 내용아 갱신될 때마다 동시에 갱신되고, 통상의 영상 정보의 
재생, 추기, 부분 소거 및 편집시에는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로서 파일(RWVIDEO_CONTROL. IFO)이 사용
된다. DVD-RAM 등의 기록 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에서는 재생시보다 기록시 쪽이 정보 기억 매체 표면의 먼지나 흠집
의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표면에 먼지나 흠집이 있는 경우, 재생시에는 파일(RWVIDEO_CONTROL. IFO)로부터
의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을 갱신하고자 하여 파일(RWVIDEO_CONTROL. IFO)의 정보가 
재기록(기록)시에 먼지나 흠집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서 재기록(기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록 
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에서는 특히 관리 데이터를 기록한 파일(RWVIDEO_CONTROL. IFO)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
보를 가진 백업 파일(RWVIDEO_CONTROL. BUP)을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함으로써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
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도 3d에 도시된 화상 객체(1013)의 정보는 정지 화상 데이터와 미세 화상 데이터로 분리되어, 각각 도 4에 도시된 파
일(RWPICTURE_OBJECT. POB)과 파일( RWTHUMBNAIL_OBJECT. POB)에 기록된다. 또한, 도 3d에 도시된 오
디오 객체(1014)는 도 4에 도시된 파일(RWAUDIO_OBJECT. AOB)에 기록되어 있다.

미리,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DVD 영상 디스크에 관한 각 파일이 도시되지는 않지만, 도 4에 도시된 영상 타이틀 세
트(VIDEO_TS)의 서브 디렉토리의 밑에 기록되어 있고,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RWVIDEO_CONTROL. IF
O)의 정보에 따라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RWVIDEO_OBJECT. VOB) 사이에서의 링크가 확장되고, 양쪽 사이에
서의 끊임없는 연속 재생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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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영상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미세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등
이 모두 1개의 파일(RWOBJECT. OB)에 통합하여 기록되어 있다. 도 5에 있어서 녹화 재생용의 모든 데이터는 1파일
에 통합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재생 순서 등의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RWVIDEO
_CONTROL. IFO)는 다른 파일로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5에 도시된 실시예에 비하면, 녹화 재생용 데이터에 관리 
데이터도 포함시킨 데이터가 모두 1파일(RWAVFILE. DAT : Rewritable Audio Video File)에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 이 파일(RWAVFILE. DAT)은 특정한 서브 디렉토리의 밑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루트 디렉토리의 바로 밑에 배
치되어 있다.

이어, 도 7을 참조하여 영상 객체(VOB)와 셀과의 관련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셀(84)은 1이
상의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는 각각 VOBU 선두 팩(8
6)을 선두로 하는 영상 팩(V 팩 : 88), 부영상 팩(SP 팩 : 90) 및 오디오 팩(A 팩 : 91)의 집합체(팩 열)로서 구성되
어 있다.

    
상기 VOBU 선두 팩(86)에는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를 정보 기억 매체에 기록했을 때의 시각이 년, 월, 일, 시
간, 분, 초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기 VOBU 선두 팩(86)내에 기록 시각을 기록함으로써, 상기 영상 객
체 유니트(VOBU : 85)의 재생시에 재생한 상기 기록 시각과, 도 20의 해당 셀 타임을 작성 또는 최후에 변경한 일시
와의 시간 비교를 행함으로써, 현재 재생중인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가 셀 타임 일반 정보(#m 1116)로 지정
한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와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록 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에 대하여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의 선두에 VOBU 선두 팩(86)
을 갖게 하고, 그 VOBU 선두 팩(86)내에 기록 시각을 기록함으로써, 재생시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상기 VOBU 선두 팩(86)내에는 도 11에 도시된 정보 기록 재생 장치내의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내에
서 자동적으로 작성하는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에 관계된 정보도 기록할 수 있다. 상기 영상 객체 유니트(VO
BU : 85)에 관계된 정보로서, 정보 기록 재생 장치가 이용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한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
5)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엑세스 시간의 단축화 등의 장치의 성능 향상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영상 객체 유니트
(VOBU : 85)에 관계된 정보로서, 영상 데이터의 프로그램(EPG)나 영상 등장 인물의 프로파일 정보 등을 텍스트 형식
으로 기록하고, 영상 데이터 재생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는 어떤 VOBU 선두 팩(네비게이션 팩 : 86)으로부터, 그 다음 VOBU 선두 팩
(네비게이션 팩 : 86)의 직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팩의 집합으로서 정의되어 있다. 이들 팩은 데이터 전송 처리를 
행할 때의 최소 단위가 된다. 또한, 논리상의 처리를 행하는 최소 단위는 셀 단위이고, 논리상의 처리는 이 셀 단위로 행
해진다.

상기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의 재생 시간은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중에 포함되는 1이상의 영상 그룹
(GOP : Group of Picture)으로 구성되는 영상 데이터의 재생 시간에 상당하고, 그 재생 시간은 0.4초 ∼ 1.2초의 범
위내에서 정해진다. 1 GOP는 MPEG 규격으로 통상 약 0.5초이며, 그 사이에 15장 정도의 화상을 재생하도록 압축된 
화면 데이터이다.

상기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상 팩(88), 부영상 팩(90) 및 오디오 팩(
91)으로 구성되는 GOP(MPEG 규격 준거)가 배열되고, 영상 데이터 스트림이 구성된다. 그러나, 이 GOP의 수와는 무
관하게 GOP의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가 정해지고, 그 선두에는 도 7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항상 VOBU 선두 팩(86)이 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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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디오 및 / 또는 부영상 데이터만의 재생 데이터에 있어서도, 상기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를 1단위로 하여 
재생 데이터가 구성된다. 예를 들면, VOBU 선두 팩(86)을 선두로서 오디오 팩(91)만으로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영상 데이터의 영상 객체(VOB : 83)의 경우와 같이, 그 오디오 데이터가 속하는 영상 객
체 유니트(VOBU : 85)의 재생 시간내에 재생되어야 하는 오디오 팩(91)이 그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에 저장
된다.
    

그런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의 영상 객체 세트(VOBS : 82)를 포함하는 영상 타이틀 세트(VTS)를 정보 기
억 매체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이 영상 타이틀 세트(VTS)를 기록한 후에 그 기록 내용을 편집
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긴다. 이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상기 각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내에 더미 팩(89)을 적당
히 삽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더미 팩(89)은 후에 편집용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 객체 세트(VTSTT_VOBS : 82)는 1이상의 영상 객체(VOB : 83)의 집합으로서 정의
되어 있과, 상기 영상 객체 세트(VOBS : 82)중의 영상 객체(VOB : 83)는 동일 용도로 이용된다.

메뉴용 영상 객체 세트(VOBS : 82)는 통상 1개의 영상 객체(VOB : 83)로 구성되고, 거기에는 복수의 메뉴 화면 표시
용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것에 대하여 타이틀 세트용 영상 객체 세트(VOBS : 82)는 통상 복수의 영상 객체(VOB : 8
3)로 구성된다.

여기서, 타이틀 세트용 영상 객체 세트(VTSTT_VOBS : 82)를 구성하는 영상 객체(VOB : 83)는 어떤 락 밴드(rock 
band)의 콘서트 영상를 예로 들면, 그 밴드의 연주의 영상 데이터에 상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영상 객
체(VOB : 83)를 지정함으로써, 그 밴드의 콘서트 연주 곡목 예를 들면, 3곡목을 재생할 수 있다.

또한, 메뉴용 영상 객체 세트(VTSM_VOBS)를 구성하는 영상 객체(VOB : 83)에는 그 밴드의 콘서트 연주 곡목 전곡
의 메뉴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메뉴의 표시에 따라 특정한 곡, 예를 들면 앙코르 연주 곡목을 재생할 수 있다.

또, 통상의 영상 프로그램에서는, 1개의 영상 객체(VOB : 83)로 1개의 영상 객체 세트(VOBS : 82)를 구성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1개의 영상 스트림이 1개의 영상 객체(VOB : 83)에서 완결하게 된다.

한편, 예를 들면 복수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집 또는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에서는, 1개의 영상 객체 세트(VOBS : 82)중
에 각 스토리에 대응하여 복수의 영상 스트림(복수의 프로그램 체인(PGC))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영상 스트
림이 각각 대응하는 영상 객체(VOB : 83)에 저장되며, 그 때 각 영상 스트림에 관련되는 오디오 스트림 및 부영상 스
트림도 각 영상 객체(VOB : 83)중에서 완결한다.

각 영상 객체(VOB : 83)에는 식별 번호(IDN #j j = 1 ∼ j)가 붙여지고, 이 식별 번호에 의해 그 영상 객체(VOB : 
83)를 특정할 수 있으며, 상기 영상 객체(VOB : 83)는 1 또는 복수의 셀(84)로 구성된다. 통상의 영상 스트림은 복수
의 셀로 구성되지만, 메뉴용 영상 스트림은 1개의 셀(84)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각 셀(84)에는 영상 객체(VOB : 
83)의 경우와 같이, 식별 번호(IDN #i i = 1 ∼ i)가 붙여지고 있다.

이어, 도 3f에 도시된 셀 타임 제어 정보(1104)는 도 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1111), 셀 타임 
서치 정보(1112) 및 1개 이상의 셀 타임 정보(1113∼1115)로 구성된다.

이 중, 상기 셀 타임 정보(1113∼1115)는 도 3h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 타임 일반 정보(1116) 및 셀 VOBU 테이블
(1117)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기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1111) 및 셀 타임 서치 정보(1112)의 데이터 구조가 도 
8 및 도 9에 도시되어 있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이어, 도 3f에 도시된 프로그램 체인(PGC) 제어 정보(1103)는 프로그램 체인 (PGC)과 셀에 의해 재생 순서가 결정되
고, 상기 프로그램 체인(PGC)은 셀의 재생 순서를 지정한 일련의 재생을 실행하는 단위를 나타내며, 셀은 재생 데이터
를 개시 어드레스와 종료 어드레스로 지정한 재생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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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 체인(PGC) 제어 정보(1103)는 PGC 정보 관리 정보, 1개 이상의 PGC 정보의 서치 포인터 및 PGC 정
보로 구성된다.

상기 PGC 정보 관리 정보에는 프로그램 체인(PGC)의 수를 나타내는 정보(PGC 정보의 번호)가 포함되고, PGC 정보
의 서치 포인터는 각 PGC 정보의 선두를 포인트하고 있어 서치를 쉽게 한다.

상기 PGC 정보는 PGC 일반 정보 및 1개 이상의 셀 타임 정보의 서치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PGC 일반 정보에
는 프로그램 체인(PGC)의 재생 시간이나 셀의 개수를 나타내는 정보(셀 타임 정보의 서치 포인터 번호)가 포함되며, 
상기 셀 타임 정보의 서치 포인터에는 상기한 셀 타임 정보(1113∼1115)의 기록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종래의 DVD 영상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체인(PGC)을 이용한 영상 정보 재생예는 도 2a 및 도 2b에서 설명한 바와 같
다. 이 종래예에서는 반드시 1개의 프로그램 체인(PGC)에서 모든 영상 정보(모든 셀)를 연속적으로 재생할 필요는 없
다. DVD 영상에서는 이미 영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 2a 및 도 2b에서 설명한 재생 방법으로 되어도 사용
자에게 있어서 위화감은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녹화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영상 파일내에는 사용자가 영상 정보를 기록한다. VTR에 친숙한 사용자에
게 있어서, 도 2a 및 도 2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재생 방식의 경우, 모든 녹화 시간과 잔량과의 관계 등으로 혼란을 일
으키기 쉽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 파일내의 모든 영상 정보를 연속 재생하도록, 1개의 
프로그램 체인(PGC)에서 재생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는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 내
주측으로부터 순서대로 영상 객체(VOB)가 VOB_IDN #1 →VOB_IDN #3 →VOB_IDN #2로 배열되고, 그것에 따라 
셀은 디스크 내주측으로부터 셀 A →셀 B →셀 C →셀 F →셀 G →셀 D →셀 E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에 대
하여, 도 10b에 도시된 모든 셀을 연속적으로 재생하는 순서를 나타낸 프로그램 체인(PGC)에서는 셀 A →셀 B →셀 
C →셀 D →셀 E →셀 F →셀 G의 순으로 재생한다.
    

    
도 11은 도 1 또는 도 4에 도시된 영상 파일을 갖는 정보 기억 매체에 대하여 정보의 기록이나 재생을 행하는 정보 기
록 재생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정보 기록 재생 장치는 영상 파일을 가진 정보 기억 매체인 광 디스크(10
01)를 회전 구동하고, 상기 광 디스크(1001)에 대하여 정보의 판독/기록을 실행하는 정보 기록 재생부(32)와, 녹화측
을 구성하는 엔코더부(50)와, 재생측을 구성하는 디코더부(60)와, 장치 본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블
록(30)을 주된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이 중, 상기 엔코더부(50)는 ADC(52)와, V(Video) 엔코더(53)와, A(Audio) 엔코더(54)와, SP(Sub Picture) 엔
코더(55)와, 포맷기(56)와, 버퍼 메모리(57)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ADC(52)에는 AV 입력부(42)의 외부 아날로그 영상 신호 +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또는 TV 튜너(44)의 
아날로그 TV 신호 + 아날로그 음성 신호가 입력된다. 상기 ADC(52)는 입력된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예를 들면, 샘플
링 주파수 13.5 MHz, 양자화 비트수 8비트로 디지털화한다. 즉, 휘도 성분 Y, 색차 성분 Cr(또는 Y-R) 및 색차 성분 
Cb(또는 Y-B)가 각각 8비트로 양자화된다.

동일하게, 상기 ADC(52)는 입력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예를 들면, 샘플링 주파수 48 kHz, 양자화 비트수 16비트
로 디지털화한다.

또, 상기 ADC(52)에 아날로그 영상 신호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입력될 때, 상기 ADC(52)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스루패스(throughpass)시킨다. 단,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내용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 디지털 오디오 신호에 관련된 
지터(jitter)만을 감소시키는 처리, 또는 샘플링 레이트나 양자화 비트수를 변경하는 처리 등은 행해도 좋다.

 - 12 -



등록특허 10-0333116

 
한편, 상기 ADC(52)에 디지털 영상 신호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입력될 때, 상기 ADC(52)는 디지털 영상 신호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스루패스시고, 이들 디지털 영상 신호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에 대해서도 내용은 변화시키지 않
고, 지터 감소 처리나 샘플링 레이트 변경 처리 등은 행해도 좋다.

상기 ADC(52)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영상 신호는 V 엔코더(53)를 통해 포맷기(56)로 보내어지며, 상기 ADC(52)로
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A 엔코더(54)를 통해 포맷기(56)로 보내어진다.

상기 V 엔코더(53)는 입력된 디지털 영상 신호를 MPEG2 또는 MPEG1 규격에 기초하여 가변 비트 레이트로 압축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상기 A 엔코더(54)는 입력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MPEG 또는 AC-3 규격에 기초하여 고정 비트 레이트로 압
축된 디지털 신호 또는 리니어 PCM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다.

부영상 정보가 AV 입력부(42)로부터 입력된 경우(예를 들면, 부영상 신호의 독립 출력 단자부 DVD 영상 플레이어로
부터의 신호), 또는 이러한 데이터 구성의 DVD 영상 신호가 방송되고, 그것이 상기 TV 튜너(44)로 수신된 경우, DV
D 영상 신호중의 부영상 신호(부영상 팩)가 SP 엔코더(55)에 입력되며, 상기 SP 엔코더(55)에 입력된 부영상 신호는 
소정의 신호 형태로 배열되어 포맷기(56)로 보내어진다.

상기 포맷기(56)는 버퍼 메모리(57)를 워크(work) 영역으로 사용하면서, 입력된 영상 신호, 오디오 신호, 부영상 신
호 등에 대하여 소정의 신호 처리를 행함으로써, 도 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포맷(파일 구조)에 합치한 기록 데이터를 
데이터 프로세서(36)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기록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엔코드 처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 즉, 도 11에 도시된 엔코더
부(50)에 있어서, 엔코드 처리가 개시되면 영상(주영상)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엔코드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가 설정된다.

이어, 상기 설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주영상 데이터가 프리엔코드 처리됨으로써, 설정된 평균 전송 레이트(기록 레
이트)에 가장 적합한 부호량의 분배가 계산된다. 이와 같이 하여, 상기 프리엔코드 처리로 얻어진 부호량 분배에 기초
하여 주영상 데이터의 엔코드 처리가 실행되며, 이 때 오디오 데이터의 엔코드 처리도 동시에 실행된다.

    
상기 프리엔코드 처리의 결과, 데이터 압축량이 불충분한 경우(녹화하고자 하는 정보 기억 매체에 희망하는 영상 프로
그램이 수납되지 않은 경우), 다시 프리엔코드 처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예를 들면, 녹화의 소스가 영상 테이프 또
는 영상 디스크 등의 반복 재생 가능한 소스라면), 주영상 데이터의 부분적인 재엔코드 처리가 실행되고, 재엔코드 처
리된 부분의 주영상 데이터가 그 이전에 프리엔코드 처리된 주영상 데이터 부분으로 치환된다. 이러한 일련의 처리에 
의해 주영상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가 엔코드 처리되고, 기록에 필요한 평균 비트 레이트의 값이 큰 폭으로 감소된다.
    

상기한 바와 동일하게, 부영상 데이터를 엔코드 처리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가 설정되고, 엔코드 처리된 부영상 데이터
가 작성된다.

상기와 같이 하여 엔코드 처리된 주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부영상 데이터가 조합되어 상기 영상 타이틀 세트(
VTS)의 구조로 변환된다.

    
즉, 주영상 데이터(영상 데이터)의 최소 단위로서 셀이 설정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
은 셀 타임 정보가 작성된다. 다음에,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프로그램 체인(PGC)을 구성하는 셀의 구
성이나, 주영상, 부영상 및 오디오의 속성 등이 설정되고(이들 속성 정보의 일부는 각 데이터를 엔코드할 때에 얻어진 
정보가 이용됨), 이 경우 여러가지 정보가 포함된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 파일(RWVIDEO_CONTROL. IFO)
이 작성된다.

 - 13 -



등록특허 10-0333116

 
    

    
상기의 엔코드 처리된 주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부영상 데이터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일정 사이즈(2048 
바이트)의 팩으로 세분화되고, 이들 팩에는 더미 팩(89)이 적당히 삽입된다. 또, 상기 더미 팩(89) 이외의 팩 내에는 
적당한 PTS(Presentation Time Stamp)나 DTS(Decoding Time Stamp) 등의 타임 스탬프가 기술된다. 부영상의 
PTS에 대해서는 같은 재생 시간대의 주영상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PTS로부터 임의로 지연시킨 시간을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데이터의 타임 코드 순으로 재생 가능하도록, 영상 객체 유니트(VOBU : 85) 단위로 그 선두에 VOBU 선두 
팩(네비게이션 팩 : 86)을 배치하면서 각 셀이 배치됨으로써,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복수의 셀로 구성되는 영상 객
체(VOB : 83)가 구성된다. 상기 영상 객체(VOB : 83)를 1개 이상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영상 객체 세트(VOBS : 82)
가 도 4에 도시된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 파일(RWVIDEO_OBJECT. VOB)상에 기록된다.

또, DVD 영상 플레이어로부터 DVD 재생 신호를 디지털 복사하는 경우, 상기 셀, 프로그램 체인, 관리 테이블, 타임 스
탬프 등의 내용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단, DVD 재생 신호를 디지털 복사할 
수 있도록 DVD 영상 레코더를 구성하는 경우, 전자 식별 수단이나 기타 저작권 보호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에 대하여 정보의 판독 / 기록(녹화 및/또는 재생)을 실행하는 디스크 드라이브부로
서, 디스크 체인지부(100)와 정보 기록 재생부(32), 임시 저장부(34), 데이터 프로세서(36), STC(System Time C
ounter 또는 System Time Clock : 38)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임시 저장부(34)는 정보 기록 재생부(32)를 통해 정
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에 기록되는 데이터(엔코더부(5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중의 일정분을 버퍼링하거
나, 상기 정보 기록 재생부(32)를 통해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로부터 재생된 데이터(디코더부(60)에 입력
되는 데이터) 중의 일정분을 버퍼링하는데 이용한다.
    

    
예를 들면, 상기 임시 저장부(34)가 4Mbyte의 반도체 메모리[DRAM]으로 구성되는 경우, 평균 4Mbps의 기록 레이
트로 대략 8초분의 기록 또는 재생 데이터의 버퍼링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임시 저장부(34)가 16Mbyte의 이이피롬
(EEPROM : 플래시 메모리)으로 구성되는 경우, 평균 4Mbps의 기록 레이트로 대략 30초의 기록 또는 재생 데이터의 
버퍼링이 가능하다. 게다가, 상기 임시 저장부(34)가 100Mbyte의 초소형 HDD로 구성되는 경우, 평균 4Mbps의 기록 
레이트로 3분 이상의 기록 또는 재생 데이터의 버퍼링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임시 저장부(34)는 녹화 도중에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를 전부 사용해 버린 경우, 상기 정보 기억 매
체(광 디스크(1001))가 새로운 디스크로 교환될 때까지의 녹화 정보를 임시 저장해 두는 것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임시 저장부(34)는 정보 기록 재생부(32)로서 고속 드라이브(2배속 이상)를 채용한 경우에 있어서, 일정 
시간내에 통상 드라이브로부터 여분으로 독출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해 두는 것에도 이용할 수 있다. 재생시의 판독 데
이터를 상기 임시 저장부(34)에 버퍼링해 두면, 진동 쇼크 등으로 도시되지 않은 광 헤드가 판독 에러를 일으켰을 때에
도 상기 임시 저장부(34)에 버퍼링된 재생 데이터를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생 영상이 도중에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 11에서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 기록 재생 장치에 외부 카드 슬롯을 설치해 두면, 상기 이이피롬을 옵션의 IC 
카드로서 별매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기록 재생 장치에 외부 드라이브 슬롯 또는 SCSI(Small Computer Syste
m Interface)를 설치해 두면, 상기 HDD도 옵션의 확장 드라이브로서 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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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에 도시된 데이터 프로세서(36)는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의 제어에 따라 엔코더부(50)로부터 출력된 DVD 
기록 데이터를 정보 기록 재생부(32)로 공급하거나, 상기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로부터 재생한 DVD 재생 
신호를 정보 기록 재생부(32)로부터 취입하거나, 상기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에 기록된 관리 정보를 재기
록하거나, 상기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에 기록된 데이터(파일 또는 영상 타이틀 세트(VTS))를 삭제한다.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은 MPU(Micro Processing Unit)[또는 CPU]와, 제어 프로그램 등이 기록된 ROM과,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워크 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램(RAM)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의 MPU는 그 롬(ROM)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램을 워크 영역으로 이용하여 
결함 장소 검출, 미기록 영역 검출, 녹화 정보 기록 위치 설정, UDF 기록, AV 어드레스 설정 등을 실행한다.

상기 MPU의 실행 결과 중, 정보 기록 재생 장치의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내용은 DVD 영상 레코더의 표시부(48)에 
표시되거나 또는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OSD로 표시된다.

또,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이 디스크 체인지부(100), 정보 기록 재생부(32), 데이터 프로세서(36), 엔코더부
(50) 및 / 또는 디코더부(60) 등을 제어하는 타이밍은 STC(38)로부터의 시간 데이터에 기초하여 실행할 수 있다. 녹
화나 재생의 동작은 통상 상기 STC(38)로부터의 타임 클록에 동기하여 실행되지만, 그 외의 처리는 상기 STC(38)와
는 독립된 타이밍으로 실행되어도 좋다.

    
상기 디코더부(60)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팩 구조를 갖는 영상 정보로부터 각 팩을 분리하여 취출하는 분리기(6
2)와, 팩 분리나 기타 신호 처리 실행시에 사용하는 메모리(63)와, 상기 분리기(62)로 분리된 주영상 데이터(도 7의 
영상 팩(88)의 내용)를 디코드하는 V 디코더(64)와, 상기 분리기(62)로 분리된 부영상 데이터(도 7의 부영상 팩(90)
의 내용)를 디코드하는 SP 디코더(65)와, 상기 분리기(62)에서 분리된 오디오 데이터(도 7의 오디오 팩(91)의 내용)
를 디코드하는 A 디코더(68)와, 상기 V 디코더(64)로부터 얻어지는 주영상 데이터에 SP 디코더(65)로부터 얻어지는 
부영상 데이터를 적당히 합성하여, 주영상에 메뉴, 하이라이트 버튼, 자막이나 기타 부영상을 거듭 출력하는 영상 프로
세서(66)와, 상기 영상 프로세서(66)의 디지털 영상 출력을 아날로그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V-DAC(67)와, 상기 A 
디코더(68)의 디지털 오디오 출력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A-DAC(69)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V-DAC(67)에서 얻어지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 및 상기 A-DAC(69)로부터 얻어지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AV 출력부(46)를 통해 도시되지 않은 외부 컴포넌트(2채널 ∼ 6채널의 멀티 채널 스테레오 장치 + 모니터 TV 또는 
프로젝터)에 공급된다.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에서 출력되는 OSD 표시용 데이터는 상기 디코더부(60)의 분리기(62)에 입력되고, 
상기 V 디코더(64)를 통과하여(특히, 디코드 처리는 되지 않음) 영상 프로세서(66)에 입력된다. 이와 같이 하여, 상기 
OSD 표시용 데이터가 주영상에 중첩되고, 그것이 상기 AV 출력부(46)에 접속된 외부 모니터(TV)에 공급되며, 이것
에 의해 경고문이 주영상과 함께 표시되게 된다.

영상 파일을 기록하는 정보 기억 매체로서 DVD-RAM 디스크를 이용한 경우, 파일 포맷에 UDF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하에 도 12a ∼ 도 17을 참조하여 UDF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A) UDF의 개요 설명(UDF란 무엇인가?)

(A-1) UDF란 무엇인가

UDF란 유니버셜 디스크 포맷의 약자로, 주로 디스크형 정보 기억 매체에 있어서의 '파일 관리 방법에 관한 규약'을 나
타내고 있다. 즉, CD-ROM, CD-R, CD-RW, DVD 영상, DVD - ROM, DVD - R, DVD - RAM은 'ISO9660'으로 
규격화된 UDF 포맷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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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관리 방법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루트 디렉토리를 부모가 가지며, 트리형으로 파일을 관리하는 계층 파일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DVD - RAM 규격(File System Specifications)에 준거한 UDF 포맷에 대한 설명
을 행하지만, 이 설명 내용의 많은 부분은 DVD-ROM 규격 내용과도 일치한다.

(A-2) UDF의 개요

(A-2-1) 정보 기억 매체로의 파일 정보 기록 내용

정보 기억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 정보의 통합을 파일 데이터라고 부르고, 상기 파일 데이터 단위로 기록을 행하
고, 다른 파일 데이터로 식별하기 위해서 파일 데이터마다 독자적인 파일명이 부가되어 있으며, 공통의 정보 내용을 갖
는 복수 파일 데이터마다 그룹화하면 파일 관리와 파일 검색이 용이하게 된다. 이 복수 파일 데이터마다의 그룹을 디렉
토리 또는 폴더라고 부르며, 각 디렉토리(폴더)마다 독자적인 디렉토리명(폴더명)이 부가된다.

게다가, 복수의 디렉토리(폴더)를 통합한 것을 그 위의 계층 그룹으로서 상위의 디렉토리(상위 폴더)로 통합할 수 있으
며, 여기서는 파일 데이터와 디렉토리(폴더)를 총칭하여 파일이라고 부른다.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

○ 파일 데이터의 정보 내용 그 자체

○ 파일 데이터에 대응한 파일명

○ 파일 데이터의 보존 장소(어떤 디렉토리 밑에 기록할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한다. 또한 각 
디렉토리(폴더)에 대한 것이다.

○ 디렉토리명(폴더명)

○ 각 디렉토리(폴더)가 속해 있는 위치[그 부모가 되는 상위 디렉토리(상위폴더)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모두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되어 있다.

(A-2-2)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의 정보 기록 형식

정보 기억 매체상의 모든 기록 영역은 2048바이트를 최소 단위로 하는 논리 섹터 단위로 분할되어 있다. 모든 논리 섹
터에는 논리 섹터 번호가 일련 번호로 붙여져 있다. 상기 정보 기억 매체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 상기 논리 섹터 단
위로 정보가 기록되고, 상기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의 기록 위치는 상기 정보를 기록한 논리 섹터의 논리 섹터 번호로 관
리된다.

도 12a, 도 12b, 도 13A 및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 구조(486)와 파일 데이터(487)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
어 있는 논리 섹터는 특히 '논리 블록'이라고도 불리우고, 논리 섹터 번호(LSN)에 연속 동작하여 논리 블록 번호(LBN)
가 설정되어 있으며, 논리 블록의 길이는 논리 섹터와 동일하게 2048바이트로 되어 있다.

(A-2-3) 계층 파일 시스템을 간소화한 예

계층 파일 시스템을 간소화한 예가 도 14에 도시되어 있으며, UNIX, MacOS, MS-DOS, Windows 등 대부분의 OS 
파일 관리 시스템이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트리형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1개의 디스크 드라이브(예를 들면, 1대의 HDD가 복수의 파티션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파티션 단위를 나타냄)
마다 그 전체의 부모가 되는 1개의 루트 디렉토리(401)이 존재하고, 그 밑에 서브 디렉토리(402)가 속해 있으며, 상기 
서브 디렉토리(402) 중에 파일 데이터(403)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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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로는 이 예에 한정되지 않고 상기 루트 디렉토리(401)의 바로 아래에 파일 데이터(403)가 존재하거나, 복수의 
서브 디렉토리(402)가 직렬로 연결된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다.

(A-2-4) 정보 기억 매체상 파일 관리 정보의 기록 내용

파일 관리 정보는 상기한 논리 블록 단위로 기록되고, 각 논리 블록내에 기록되는 내용은 주로,

○ 파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기술문 FID(File Identifier Descriptor)

즉, 파일의 종류나 파일명(루트 디렉토리명, 서브 디렉토리명, 파일 데이터명 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상기 FID 중
에는 그것에 계속되는 파일 데이터의 데이터 내용이나 디렉토리 내용의 기록 장소를 나타내는 기술문(즉, 해당 파일에 
대응한 이하에 설명되는 FE의 기록 위치)도 기술되어 있다.

○ 파일 내용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기술문 FE(File Entry)

즉, 파일 데이터의 데이터 내용이나 디렉토리(서브 디렉토리 등)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 기억 매체
상의 위치(논리 블록 번호) 등을 기술하고 있다.

파일 ID 디스크립터의 기술 내용이 도 15에 발췌되어 도시되어 있다. 또한, 그 상세한 내용의 설명은 '(B-4) 파일 ID 
디스크립터'로 행하고, 파일 엔트리의 기술 내용은 도 16에 발췌되어 도시되며, 그 상세한 설명은 '(B-3) 파일 엔트리'

로 행한다.

정보 기억 매체상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기술문은 장(long) 할당 디스크립터와 도 17에 도시된 단락 할당 디스크립
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의 상세한 설명은 '(B-1-3)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로 행한다.

예로서, 도 14에 도시된 파일 시스템 구조의 정보를 정보 기억 매체에 기록할 때의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게 된다.

○ 논리 블록 번호 '1'의 논리 블록에 루트 디렉토리(401)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즉, 도 14의 예에서 루트 디렉토리(401) 중에는 서브 디렉토리(402)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기 루트 디렉토리(401)
의 내용으로는 서브 디렉토리(402)에 관한 정보가 파일 ID 디스크립터(404)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시되지 않지만 
동일 논리 블록내에 루트 디렉토리(401) 자신의 정보도 파일 ID 디스크립터로 병기하고 있다.

게다가, 상기 서브 디렉토리(402)의 파일 ID 디스크립터(404) 중에 서브 디렉토리(402)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파일 엔트리(405)의 기록 위치(도 14의 예에서는 2번째의 논리 블록)가 장 할당 디스크립터[LAD 
(2)]로 기재되어 있다.

○ 논리 블록 번호 '2'의 논리 블록에 서브 디렉토리(402)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파일 엔트리(405)
가 기록되어 있다.

즉, 도 14의 예에서는 서브 디렉토리(402) 중에 파일 데이터(403)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기 서브 디렉토리(402)
의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파일 데이터(403)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파일 ID 디스크립터(406)의 기록 위치
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파일 엔트리 중의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에 의해 3번째의 논리 블록에 서브 디렉토리(402)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
는 것[AD(3)]이 기술되어 있다.

○ 논리 블록 번호 '3'의 논리 블록에 서브 디렉토리(402)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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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14의 예에서는 서브 디렉토리(402) 중에는 파일 데이터(403)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기 서브 디렉토리(402)
의 내용으로서, 파일 데이터(403)에 관한 정보가 파일 ID 디스크립터(406)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시되지 않지만 
동일 논리 블록내에 서브 디렉토리(402) 자신의 정보도 파일 ID 디스크립터로 병기하고 있다.

게다가, 상기 파일 데이터(403)에 관한 파일 ID 디스크립터(406) 중에 그 파일 데이터(403)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
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파일 엔트리(407)의 기록 위치(도 14의 예에서는 4번째의 논리 블록에 기록되어 있음)가 장 할
당 디스크립터[LAD (4)]로 기재되어 있다.

○ 논리 블록 번호 '4'의 논리 블록에 파일 데이터(403)의 내용 408, 409가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파일 엔트
리(407)가 기록되어 있다.

즉, 상기 파일 엔트리(407) 내의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에 의해 파일 데이터(403)의 내용 408, 409가 5번째와 6번째
의 논리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술[AD(5), AD(6)]되어 있다.

○ 논리 블록 번호 '5'의 논리 블록에 파일 데이터(403)의 내용 정보(a : 408)가 기록되어 있다.

○ 논리 블록 번호 '6'의 논리 블록에 파일 데이터(403)의 내용 정보(b : 409)가 기록되어 있다.

(A-2-5) 도 14에 도시된 정보에 따른 파일 데이터로의 엑세스 방법

미리 ' (A-2-4) 정보 기억 매체상 파일 관리 정보의 기록 내용 ' 란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일 ID 디스크립
터(404, 406)와 파일 엔트리(405, 407)에는 그것에 계속되는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논리 블록 번호가 기술되어 있다.

루트 디렉토리로부터 계층을 낮추면서 서브 디렉토리를 경유하여 파일 데이터에 도달하는 것과 같이, 파일 ID 디스크립
터와 파일 엔트리내에 기술되어 있는 논리 블록 번호에 따라 정보 기억 매체상의 논리 블록내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재
생하면서 파일 데이터의 데이터 내용으로 엑세스한다.

즉, 도 14에 도시된 정보에 대하여 파일 데이터(403)로 엑세스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에 1번째 논리 블록 정보를 판
독한다. 상기 파일 데이터(403)는 서브 디렉토리(402) 중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번째 논리 블록 정보 중에서 서브 
디렉토리(402)의 파일 ID 디스크립터(404)를 찾아 LAD(2)를 판독한 후, 그것에 따라서 2번째 논리 블록 정보를 판
독한다.

    
2번째 논리 블록에는 1개의 파일 엔트리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의 AD(3)를 판독하여 3번째 논리 블록
으로 이동한다. 상기 3번째 논리 블록에서는 파일 데이터(403)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파일 ID 디스크립터(406)를 찾
아 LAD(4)를 판독한다. 상기 LAD(4)에 따라 4번째 논리 블록으로 이동하면, 거기에는 1개의 파일 엔트리(407) 밖
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D(5)와 AD(6)를 판독하고 상기 파일 데이터(403)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논리 블
록 번호(5번째와 6번째)를 찾아낸다.
    

또, AD(*), LAD(*)의 내용에 대해서는 ' (B)UDF의 각 기술문(디스크립터)의 구체적 내용 설명 ' 란에서 상세히 설
명한다.

(A-3) UDF의 특징

(A-3-1) UDF 특징 설명

이하, HDD, FDD나 MO(Magneto Optics)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FAT와 비교하여 UDF의 특징을 설명한다.

(1) (최소 논리 블록 사이즈, 최소 논리 섹터 사이즈 등의) 최소 단위가 크고, 기록해야 할 정보량이 많은 영상 정보나 
음악 정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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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FAT의 논리 섹터 사이즈가 512바이트인데 비하여, 상기 UDF의 논리 섹터(블록) 사이즈는 2048바이트로 커
지고 있다.

(2) 상기 FAT는 파일의 정보 기억 매체로의 할당 관리표(파일 할당 테이블)가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 국소적으로 집중 
기록되는데 비하여, 상기 UDF에서는 파일 관리 정보를 디스크상의 임의의 위치에 분산 기록할 수 있다.

즉, 상기 UDF에서는 파일 관리 정보나 파일 데이터에 관한 디스크상에서의 기록 위치는 논리 섹터(블록) 번호로서 할
당 디스크립터에 기술된다.

상기 FAT에서는 파일 관리 영역(파일 할당 테이블)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빈번히 파일 구조의 변경이 필요
한 용도(주로, 빈번한 재기록 용도)에 적합하며, 특히 집중 개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정보를 재기록하기 쉽다. 
또한, 상기 파일 관리 정보(파일 할당 테이블)의 기록 장소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록 매체의 높은 신뢰성(결함 
영역이 적은 것)이 전제가 된다.

상기 UDF에서는 파일 관리 정보가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구조의 대폭적인 변경이 적고, 계층의 아래 부분
(주로, 루트 디렉토리보다 아래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부터 새로운 파일 구조를 첨가해 나가는 용도(주로, 추기 용도)
에 적합하다. 즉, 상기 추기시에 이전 파일 관리 정보에 대한 변경 개소가 적게 끝난다.

또한, 분산된 파일 관리 정보의 기록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결함 개소를 피해서 기록할 수 있
고, 상기 파일 관리 정보를 임의의 위치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파일 관리 정보를 한 개소에 통합하여 기록하고, 
상기 FAT의 이점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범용성이 높은 파일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다.

(B) UDF의 각 기술문(디스크립터)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B-1) 논리 블록 번호의 기술문

(B-1-1) 할당 디스크립터

미리 ' (A-2-4) 정보 기억 매체상 파일 관리 정보의 기록 내용 ' 란에 표시한 바와 같이, 파일 ID 디스크립터나 파일 
엔트리 등의 일부에 포함되고 그 후에 계속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위치(논리 블록 번호)를 나타낸 기술문을 할당 
디스크립터라고 부른다. 상기 할당 디스크립터에는 장 할당 디스크립터와 이하에 나타내는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가 있
다.

(B-1-2)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익스텐트(extent)의 길이(410)는 논리 블록수를 4바이트로 표시하고, 상기 익스텐트의 위
치(411)는 해당하는 논리 블록 번호를 4바이트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의 설명문에서는 기술을 간소화하여 ' AD(논리 
블록 번호) '로 기술한다.

(B-2) 할당되지 않은 공간 엔트리

    
정보 기억 매체상의 ' 미기록 상태의 익스텐트 분포 '를 익스텐트마다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로 기술하고, 그것을 배열하
는 기술문으로 공간 테이블(도 12a, 도 12b, 도 13A 및 도 13b 참조)에 이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디스크립터 
태그(descriptor teg : 기술 내용의 식별자를 나타냄), ICB 태그(파일 타입을 나타냄), 할당 디스크립터열의 전체 길
이(4바이트로 총 바이트수를 나타냄) 등이 기술되어 있다. 상기 ICB 태그내의 파일 타입 = 1은 할당되지 않은 공간 엔
트리를 의미하고, 파일 타입 = 4는 디렉토리, 파일 타입 = 5는 파일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다.
    

(B-3) 파일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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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 (A-2-4) 정보 기억 매체상 파일 관리 정보의 기록 내용 ' 란에서 설명한 기술문.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
스크립터 태그(417 : 기술 내용의 식별자를 나타내고, 이 경우는 ' 261 '), ICB 태그(418 : 파일 타입을 나타내고, 내
용은 (B-2)와 동일), 허가(419 : 사용자별 기록, 재생, 삭제 허가 정보를 나타내고, 주로 파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
로 사용됨), 할당 디스크립터(420 : 해당 파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익스텐트마다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를 
배열하여 기술함) 등이 기술되어 있다.
    

(B-4) 파일 ID 디스크립터

    
미리 ' (A-2-4) 정보 기억 매체상 파일 관리 정보의 기록 내용 ' 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일 정보를 기술한 기술문.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립터 태그(421 : 기술 내용의 식별자를 나타내고, 이 경우는 ' 257 '), 파일 특성(42
2 : 파일의 종별을 나타내고, 부모 디렉토리, 디렉토리, 파일 데이터, 파일 삭제 플래그중 어느것을 의미함), 정보 제어 
블록 423(이 파일에 대응한 FE 위치가 장 할당 디스크립터로 기술되어 있음), 파일 ID(424 : 디렉토리명 또는 파일명), 
패딩(437 : 파일 ID 디스크립터 전체의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가된 더미 영역이고, 통상은 모두 ' 0 '이 기록되어 
있음) 등이 기술된다.
    

상기 정보 기억 매체상의 미기록 위치 관리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 공간 비트 맵 방법

공간 비트 맵 디스크립터(470 : 도 12a 및 도 12b 참조)를 이용한 정보 기억 매체내 기록 영역의 모든 논리 블록에 대
하여 비트 맵적으로 ' 기록필 ' 또는 ' 미기록 '의 플래그를 세운다.

○ 공간 테이블 방법

할당되지 않은 공간 엔트리(471 : 도 12a 및 도 12b 참조)의 기술 방식을 이용하여 단락 할당 디스크립터의 열기(列記)
로서 미기록의 모든 논리 블록 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본 실시예의 설명에서는 설명을 위해 일부러 도 12a, 도 12b, 도 13A 및 도 13b에 양 방식을 병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는 양방이 함께 사용되는(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됨)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한쪽만 사용되고 있다.

도 12a, 도 12b, 도 13A 및 도 13b에 기술되어 있는 주된 디렉토리의 내용의 개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시 익스텐트 영역 디스크립터(445) … 볼륨 인식 시퀀스(444)의 개시 위치를 나타낸다.

·볼륨 구조 디스크립터(446) … 볼륨의 내용 설명을 기술.

·부트 디스크립터(447) … 부트시의 처리 내용을 기술.

·종료 익스텐트 영역 디스크립터(448) … 볼륨 인식 시퀀스(444)의 종료 위치를 나타낸다.

·파티션 디스크립터(450) … 파티션 정보(사이즈 등)를 나타낸다. DVD - RAM에서는 1볼륨당 1파티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논리적 볼륨 디스크립터(454) … 논리 볼륨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앵커(anchor) 볼륨 디스크립터 포인터(458) … 정보 기억 매체 기록 영역내에서의 메인 볼륨 디스크립터 시퀀스(4
49)와 예약된 볼륨 디스크립터 시퀀스(467)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 20 -



등록특허 10-0333116

 
·예약(전부 00h 바이트 : 459 ∼ 465) … 특정한 디스크립터를 기록한다. 논리 섹터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
이에 모두 ' 0 '을 기록한 조정 영역을 갖게 하고 있다.

·예약된 볼륨 디스크립터 시퀀스(467) … 메인 볼륨 디스크립터 시퀀스(449)에 기록된 정보의 백업 영역.

이하, 도 18a 내지 도 18d를 이용하여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갖지 않는 종래 방법에 있어서 파일 위치 설정 방
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보 기억 매체상의 데이터 영역(1004) 상에 2개의 PC 파일과 1
개의 영상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 도 18a 내지 도 18d에서의 LBN은 논리 블록 번호(논리적 블록 번
호)를 의미한다.

각 파일의 개시 위치에서의 LBN이 A, F, C인 경우, PC 파일의 파일 엔트리상에서의 기록 위치는 도 12a, 도 12b, 도 
13A 및 도 13b 또는 도 14, 도 16의 표기법을 사용하면, 각각 FE[AD(A)]와 FE[AD(F)]가 된다. 또한, 도 18a에서
는 영상 파일(#1)이 한 개소에 통합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개의 익스텐트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응하는 파일 엔트리는 FE[AD(C)]가 된다.

이어, 상기 영상 파일(#1) 내의 LBN이 D에서 E까지의 부분을 부분 소거한 경우를 생각한다. 종래에는 파일내에 미기
록 영역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 1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보 기억 매체상의 영상 파일(#1)의 기록 위치
가 2개소로 분리된다.

그 결과, 영상 파일의 할당(기록 위치)을 기술하는 익스텐트가 2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상기 영상 파일의 파일 엔트리
는 FE[AD(C), AD(E)]가 된다. UDF상에서는 영상 정보의 연속 기록 및 연속 재생 관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 1
8b의 단계에서 LBN이 D에서 E까지의 영역은 미기록 영역으로 간주되고, 이 영역으로의 별도의 파일의 기록이 허가된
다. 이 때문에 도 1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미기록 영역에 PC 파일(#3)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이어, 별도의 영상 정보를 기록하고자 하여도 LBN이 D에서 E 사이에는 기록할 수 없고, 도 1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
기 영상 파일(#1)로부터 크게 떨어진 LBN이 G로부터 시작되는 장소에 별도의 영상 파일인 영상 파일(#2)로서 기록
된다. 즉,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허가하지 않는 종래 방법의 경우, 정보 기억 매체상에 영상 파일이 점재(点在)
해 버리고, 모든 영상 파일을 연속적으로 재생하고자 하면, 광학 헤드의 엑세스 시간의 영향으로 연속 재생이 어려워진
다. 마찬가지로, 종래 방법으로는 연속 기록이 어려워진다.
    

    
도 19a 내지 도 19d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의 존재를 허용한 경우의 정보 기억 매체상
의 파일 기록 위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도 19a는 도 18a와 일치하고 있다. LBN이 D에서 E까지를 부분 
소거한 경우, 본 실시예에서는 도 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영상 파일(#1) 내에 미기록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영
상 파일의 파일 사이즈는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 파일에 대한 파일 엔트리는 FE[AD(C)]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롭게 PC 파일을 기록한 경우에도 도 1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영상 파일(#1) 사이에 PC 파일이 들
어가는 경우는 없다.
    

또한, 녹화에 의한 영상 정보의 추기를 행한 경우, 상기 LBN이 D에서 E까지의 미기록 영역에 추기 기록 정보가 들어가
서 추기 영역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도 11에 도시된 정보 기록 재생 장치는 소량의 부분 소거나 녹화에 의한 추기에 
대하여, 일일이 UDF의 파일 시스템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정보 기록 재생 장치의 처리가 간편해진다. 게다가, 녹
화해야 할 영상 정보가 증가한 경우 영상 파일 사이즈가 확장된다.

즉, 도 19c의 LBN이 B에서 C의 범위의 미기록 영역이 상기 영상 파일(#1)에 흡수된다. 도 19c에서의 영상 파일의 익
스텐트가 AD(C) 1개인데 비하여, 도 19d에서는 AD(A)의 익스텐트가 1개 증가하여 파일 엔트리가 FE[AD(C), AD(
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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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에 도시된 각 셀에 관한 정보는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 타임 제어 정보(1104)내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
은 도 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누어지며, 또한 각 셀 타임 정보는 도 3h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셀 타임 일반 정보
(#m 1116)와 셀 VOBU 테이블(#m 1117)을 가지고 있다.

·셀 타임 정보(#1 1113 ∼ #m 1115) … 각 셀(1121 ∼ 1124)의 각각에 대한 정보.

·셀 타임 서치 정보(1112) … 특정한 셀 ID를 지정받은 경우의 그것에 대응하는 셀 타임 정보의 기재 위치(AV 어드
레스)를 나타내는 맵 정보.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1111) … 셀 정보 전체에 관한 정보.

    
이어, 도 8에는 셀 타임 정보내의 데이터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이미, 도 4에 도시된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RW
VIDEO_OBJECT. VOB : 이 영상 데이터는 도 3d의 영상 객체(1012)의 기록 내용에 일치함)내의, 도 7에 도시된 각 
셀(84)의 기록 위치를 나타낸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1111)와, 도 4에 도시된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RW
VIDEO_CONTROL. IFO : 이 정보는 도 3d의 제어 정보(1011)내의 데이터와 같은 것임) 상에서의 셀 타임 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장소의 LBN(논리 블록 번호) 정보(2011 ∼ 2013)를 나타낸 셀 타임 서치 정보(1112)로 구성된다.
    

상기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1111)에서는 기록 위치에 대하여 상기한 AV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각 셀
의 위치 정보로서 도 8에서는 선두 위치의 AV 어드레스(2002, 2004, 2006)와 각각의 데이터 사이즈(2003, 2005, 
2007)를 기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도 9에 도시된 다른 예에서는 데이터 사이즈 대신에 종료 위치의 AV 어드레스(20
23, 2025, 2027)를 기술하고 있다.

도 4에 도시된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RWVIDEO_CONTROL. IFO : 이 정보는 도 3d의 제어 정보(1011)내
의 데이터와 같음) 내에 기록되어 있는 셀 타임 정보의 내용이 도 20에 도시되어 있다.

즉, 상기 셀 타임 일반 정보(1116)는 각각의 셀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 각 셀마다 재생 속도(2033)가 
기록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CM 부분만 고속으로 재생하는 등의 가변속 재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각 셀 단위로 패스 워드(2034)와 허가(2035)를 기록할 수 있고, 안전 확보나 부모 록이 걸어지도록 되어 있고, 
각 셀마다 걸어지는 허가 설정 내용은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되어 있다. 게다가 PC에서의 ' 휴지통 '과 같이 UND
O에 의해 부활 가능한 소거 레벨로서, 사용자에 의한 소거 지정 정보(2036)나 녹화시의 잔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거
가 가능한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소거/겹쳐 쓰기 우선 순위 정보(2037)도 설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타임 코드는 도 20의 셀 VOBU 테이블(1117)을 이용한다. 즉, 셀내에 포함되는 영상 프레임수(2042, 2044, 2046)와, 
VOBU마다의 데이터 사이즈(사용 섹터수 : 2041, 2043, 2045)의 쌍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표기 방법을 이용함으로
써 상기 타임 코드를 매우 적은 정보량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하, 상기 타임 코드를 이용한 엑세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다.

1. 사용자로부터 엑세스하고 싶은 셀과 그 시간이 지정된다.

2. 도 11에 도시된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의 MPU는 이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대응되는 영상 프레임의 셀 개시 위
치로부터의 영상 프레임 번호를 산출한다.

3. 상기 MPU는 도 20에 도시된 셀 선두로부터의 VOBU마다의 영상 프레임수(2042∼2046)를 순차적으로 누계 계산
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영상 프레임이 선두로부터 몇 번째의 VOBU내이고, 또 몇 번째의 영상 프레임에 해당하는지를 
산출한다.

4. 도 8은 도 9의 셀 타임 제어 일반 정보(1111)로부터 셀내의 모든 데이터의 정보 기억 매체상의 기록 위치를 산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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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A 내지 도 21d를 이용하여 영상 파일내 데이터의 상세한 구조 설명과 부분 소거나 녹화에 의한 추가 기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영상 파일내에서 VOB에 대한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되는 통합을 UDF와 동일하
게 익스텐트로 표현한다. 도 21A에서는 VOB #1과 VOB #2 모두 각각 1개의 익스텐트(익스텐트 #a와 익스텐트 #b)
로 구성된다.

도 21A에 있어서 셀 D는 PC의 휴지통 파일과 동일하게 사용자에 의한 소거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 10b의 
PGC 정보로부터는 삭제되고 재생시에 사용자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기 휴지통에서 취출하는 처리에 의해 도 10b
의 PGC 정보에 재등록되고 사용자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도 21A의 셀 B내의 최초의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인 완전 소거가 사용자로부터 지정된 경우, 도 11의 MPU는 사용자로
부터의 부분적인 완전 소거 범위를 시간 정보(몇 초째부터 몇 초째까지 완전 소거할 지)로 수취하면, 도 20의 셀 VOB
U 테이블(1117)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시간 범위가 어떤 VOBU에 대응하는지를 산출한다.

이어, 완전 소거의 경계 시간이 포함되는 VOBU[도 21A에서는 셀 B내의 처음부터 4번째 VOBU가 해당함]를 완전 소
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방법에 의해 도 11의 MPU는 완전 소거 대상의 VOBU를 산출하여 도 21B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해당 부분을 소거한다

그 후, 사용자로부터 매우 사이즈가 큰 영상 정보를 추가 기록하고 싶다는 정보를 수취하면, 도 11의 MPU는 영상 파일
내의 모든 AV 어드레스를 맵핑하여 도 22에 도시된 VOB의 위치 정보로부터 이미 기록을 마친 부분의 AV 어드레스를 
소거해 나간다. 그 결과, 남은 AV 어드레스 부분으로부터 미기록 영역의 어드레스를 찾아낸다. 모든 미기록 영역의 사
이즈를 합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전에 지정된 추기 기록 영상 정보 사이즈와 비교한다.

만일, 모든 미기록 영역의 사이즈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 2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거 지정 영역을 완전히 소거한다. 
만일, 그래도 사이즈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도 20의 셀 타임 일반 정보(1116)로부터 소거/겹쳐 쓰기 우선 순위 정보(2
037)를 판독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장소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거 처리를 행한다.

그 결과, 빈 미기록 영역에 도 2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VOB #3의 데이터를 메워 나간다. 도 21d에서는 셀 E가 2개소
로 분리되어 기록되고 있고, 상기 VOB #3의 데이터는 3개의 익스텐트(익스텐트 #c, 익스텐트 #d, 익스텐트 #e)러 
분리되어 기록되고 있다.

도 3f에 도시된 VOB 제어 정보(1106)내의 데이터 구조가 도 22에 도시되어 있는 데, 주로 VOB의 위치 정보와 각 V
OB마다의 그것에 속하는 셀 정보의 관계를 도시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도 21A 내지 도 2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개의 VOB는 영상 파일내에서 복수 지점으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VOB내의 영상 파일내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되는 통합을 UDF와 같이 익스텐트로 표현하고, 상기 영상 파일내의 
AV 어드레스 사이즈는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AV 어드레스의 맵핑으로부터 도 22의 모든 VOB의 위치 정보를 
소거함으로써, 남은 AV 어드레스 부분이 영상 파일내의 미기록 영역의 어드레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도 11에 도시된 정보 재생 장치 또는 정보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의 각종 동작을 설명한다.

○ 잘못하여 사용자가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를 지웠을 경우의 처리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가 장착되면 정보 기록 재생부(32)에서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RWVIDE
O_CONTROL. IFO)를 재생한다. 그 후, 잘못하여 사용자가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 등을 지웠을 경우를 상정하여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RWVIDEO_OBJECT. VOB), 정지 화상 데이터(RWPICTURE_OBJECT. POB), 미세 화상 
데이터(RWTHUMBNAIL_OBJECT. POB), 오디오 데이터(RWAUDIO_OBJECT. AOB)를 검색해 나간다. 그래서, 어
느 데이터가 결여된 경우 DVD 영상 레코더 표시부(48)에 ' 특정한 파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 라는 코멘트가 표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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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시의 영상 파일 사이즈 설정 방법

    
처음으로 새로운 정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를 장착하고, 상기 정보 기록 재생부(32)에서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RWVIDEO_CONTROL. IFO)를 재생한다. 그리고, MPU가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RWVIDEO_OBJ
ECT. VOB)를 미작성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상기 DVD 영상 레코더 표시부(48)에 ' 이제부터 녹화 가능 영역을 작성
합니다. 표준으로 몇 시간의 녹화가 가능하게 설정합니까? '라는 문의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회답을 얻게 된다. 이후, 사
용자로부터의 회답 결과로부터 자동적으로 영상 파일 사이즈를 산출하여 UDF상에 재기록 가능한 영상 데이터(RWVI
DEO_OBJECT. VOB)의 파일을 등록한다.
    

○ DMA 정보를 이용하여 LBN과 AV 어드레스 사이의 어드레스 환산을 행한다

이어, 정보 기억 매체로서 DVD - RAM을 이용한 경우 DMA 영역을 판독하여 LBN과 AV 어드레스 사이의 어드레스 
환산을 행한다. 정보 기억 매체로부터 결함 위치 정보를 판독하는 수단은 도 11에서 정보 기록 재생부(32)를 의미하며, 
상기 결함 위치 정보를 판독하는 수단에 의해 얻어진 결함 위치 정보로부터, 상기 논리 어드레스와 AV 어드레스 사이
의 어드레스 환산을 행하는 환산 수단이 도 11의 MPU에 상당한다.

○ 영상 파일 사이즈 변경에 맞춘 UDF와 AV 어드레스의 연속 동작 처리

    
도 1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녹화를 반복하는 동안에 초기에 설정한 영상 파일 사이즈에 대하여 파일 사이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상기 영상 파일 사이즈 변경에 맞추어 파일 시스템 변경 정보를 작성하는 수단으로서, 도 
11의 MPU가 UDF상에서의 변경 정보를 산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상기 정보 기록 재생부(32)에서 정보 기억 매체
(광 디스크(1001))에 기록한다. 또한 동시에, 상기 파일 시스템 변경 정보에 맞추어 영상 파일내의 AV 어드레스 설정 
상태의 변경 정보를 작성하는 수단도 동일하게 상기 MPU가 담당하고, 그 결과를 상기 정보 기록 재생부(32)로부터 정
보 기억 매체(광 디스크(1001))상의 도 4에 도시된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RWVIDEO_CONTROL. IFO)에 
기록한다.
    

○ 영상 파일 사이즈 변경에 따르는 셀/VOB 어드레스의 재부여

영상 파일 사이즈 변경에 맞추어 파일 시스템 변경 정보를 작성하는 수단도 도 11의 MPU가 담당하고, 상기 파일 시스
템 변경 정보에 맞추어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된 셀의 어드레스 정보 또는 VOB가 기록된 어드레스 정보중 적어도 일
부를 변경하는(재기록하는) 수단으로 상기 정보 기록 재생부(32)가 대응된다.

○ 셀이나 VOB의 어드레스 배치 정보로부터 디스크상의 미기록 위치를 산출한다

이 조작에 대해서는 도 22를 설명할 때 언급한 바와 같다. 상기 정보 기억 매체로부터 각 VOB마다 또는 각 셀마다의 
선두 어드레스와 셀 사이즈의 쌍, 또는 선두 어드레스와 최종 어드레스 쌍의 정보를 판독하는 수단은 도 11의 정보 기
록 재생부(32)를 나타내고, 상기 판독한 각 VOB의 어드레스 정보 또는 각 셀의 어드레스 정보로부터 상기 영상 파일
내의 미기록 영역의 어드레스를 추출하는 수단은 상기 MPU를 의미한다.

○ 셀이나 VOB 단위의 허가 설정에 맞추어 허가 처리 실시 정보가 파일 단위로 기록되고, 또한 재생 조작에 의해 파일
내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고, 적어도 영상 정보를 갖는 영상 파일과,

영상 파일내에 기록된 영상 정보의 재생 제어 방법에 관한 관리 정보를 갖는 관리 파일이 기록되며,

또한, 상기 영상 파일내의 영상 정보는 셀 단위 또는 VOB 단위의 통합을 가지며, 또 셀 단위 또는 VOB 단위로 허가 설
정 정보가 상기 관리 파일상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기억 매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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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 기억 매체로부터 허가 정보를 재생하는 수단은 상기 정보 기록 재생부(32)가 해당하고, 상기 재생한 허가 정
보에 기초하여 재생 영상의 표시 제어를 행하는 표시 제어 수단은 상기 MPU가 담당한다. 또한, 상기 재생한 허가 정보
에 기초하여 영상의 기록이나 소거 제어를 행하는 기록 소거 수단도 상기 MPU인 것을 나타낸다.

○ VOBU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셀 또는 VOB의 사이즈 변경을 행한다.

영상 파일내의 영상 정보의 부분적 소거시, 소거하는 영상 부분에 관계하는 셀 또는 VOB를 판별하는 제1 판별 수단은 
도 11의 MPU가 행하고, 마찬가지로 상기 MPU가 도 20의 셀 VOBU 테이블(1117)을 이용하여 제1 판별 수단(MPU)
에 의해 추출된 셀 또는 VOB를 구성하는 모든 VOBU를 판별한다.

    
게다가, 상기 소거하는 영상 부분에 해당하는 VOBU를 판별하는 동시에 상기 소거하는 영상 부분의 경계 위치가 (해당 
VOBU의) 중앙 위치에 일치한 VOBU를 소거 대상의 VOBU에서 제외하고, 상기 제1 판별 수단(MPU)에 의해 판별된 
셀 또는 VOB에 대하여 제2 판별 수단(MPU)에 의해 판별한 상기 셀 또는 VOB를 구성하는 VOBU로부터, 제3 판별 수
단(MPU)에 의해 판별한 소거 대상의 VOBU를 제거하는 제1 판정 수단(MPU)과, 상기 제1 판정 수단(MPU)의 결과
에 기초하여 셀 또는 VOB를 구성하는 VOBU 정보를 변경하여 재기록 가능한 영상 관리 데이터를 변경 기록하는 기록 
수단으로 도 11의 정보 기록 재생부(32)가 해당된다.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 재기록 가능한 영상 파일을 1개로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하여 파
일을 지웠을 경우 재생 개시시 또는 재생 개시전에 이상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종래의 DVD 영상 디스크와 
같이 복수의 영상 파일의 존재를 허가한 경우, 그 중 1개의 영상 파일을 사용자가 잘못 소거한 경우, 정보 재생 장치 또
는 정보 기록 재생 장치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재생을 개시하며, 소거된 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순서가 되어 비로
소 에러를 표시하게 되어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해 상기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정보 재생 장치와 정보 기록 재생 장치는 영상 정보의 기록/재생시에는 유일 파일명을 지정된 영상 파일(도 4에서는 R
WVIDEO_OBJECT. VOB)에만 엑세스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하여(RWV_TS의 서브디렉토리 밑에) 유사한 영상 
파일을 배치하여도, 상기 정보 재생 장치와 정보 기록 재생 장치는 그 파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피할 수 있다.

상기 정보 기억 매체상에 재기록 가능한 영상 파일을 1개로 하고, 또 이 영상 파일내에 녹화된 모든 영상 정보를 모두 
순차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1개의 PGC에 의해 설정함으로써, VTR과 같이 1개의 테이프에 기록하는 방법에 친숙한 
사용자에게 있어서 사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상기 방법에 의해 녹화한 모든 영상 정보를 1개의 테이프와 같이 연속한 관계로서 표시하는 것이 용이해지며, 상
기 방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있어서 마치 1개의 테이프상의 특정 장소를 녹화, 소거, 재생하도록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의 정의를 가능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a) 파일내 데이터의 부분 소거를 행한 경우, 영상 파일 사이즈를 축소하지 않고서 소거 장소를 미기록 영역으로 변경
하는 처리를 행한다.

(b) 전체의 파일 사이즈를 변경시키지 않고, 파일내의 미기록 영역에 추가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 때문에, 영상 정보의 부분 소거나 영상 정보의 추가 때마다 영상 파일 사이즈의 변경이 불필요하게 되고, 상기 영상 
파일 사이즈의 변경이 불필요하게 되면, 상기 영상 파일내의 변경하지 않은 장소에는 처리하지 않고(재기록 처리를 행
하지 않고), 소거 장소나 미기록 영역내의 추기 데이터 기록 장소 등 변경 개소만 정보의 기록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방대한 파일 사이즈를 갖는 영상 파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파일 전체를 재기록하던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영상 파일내의 변경 개소만의 정보가 재기록 처리에 의해, 정보 기억 매체로의 데이터 변경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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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과 재생 가능한 모든 영상 정보의 재생 순서 정보(PGC)를 가짐으로써, 파일 시
스템(UDF)에 의존하지 않고, 상기 영상 파일을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측에서 영상 파일내의 영상 정보 기록 
장소의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재생 순서 정보(PGC)에 맞춘 영상 정보 기록 장소를 설정할 수 있고 영상 정보
의 연속 기록, 연속 재생이 용이해지게 된다.

상기 정보 기억 매체상의 각 파일의 기록 장소[기록 어드레스: LBN(Logical Block Number)]의 설정은 UDF나 FAT 
등의 파일 시스템에 맡겨지고 있으나, 상기 UDF나 FAT에는 파일명과 파일 사이즈만의 정보밖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
에, 상기 정보 기억 매체상의 빈 영역에 부여된 파일 사이즈의 기록 위치를 순차적으로 적용시키게 된다.

즉, 상기 UDF나 FAT에는 PCG 정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 정보의 연속 기록, 연속 재생에 적합한 기록 장소 
설정을 할 수 없고, 상기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가짐으로써 소량의 영상 정보의 추가나 부분 소거에 대하여 영상 
파일 사이즈의 변경이 불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상기 UDF나 FAT 등의 파일 시스템상에서는 소량의 영상 정보의 추가나 부분 소거시에서의 영상 파일의 기록 
장소(기록 어드레스)의 변경은 행하지 않고, 추가하는 영상 정보의 기록 장소나 부분 소거 장소는 영상 파일을 처리하
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측에서 관리할 수 있다.

즉, 상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측에서 UDF 등의 파일 시스템측으로 부분 소거나 재기록하는 장소의 LBN을 지정하여 
부분적 재기록 처리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상기 영상 파일내의 재생 가능한 모든 영상 정보의 재생 순서 정보(PGC)를 
알고 있기 때문에, PGC 정보에 맞춘 연속 기록, 연속 재생이 가능한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다.

상기 정보 기억 매체상에 유일한 1개의 영상 파일을 기록 가능하게 하고, 게다가 상기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의 정
의를 가능하게 한 결과, 동일한 정보 기억 매체상에 영상 정보를 기록한 영상 파일과 일반 컴퓨터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
터 파일을 혼재하여 기록하여도 영상 정보를 정보 기억 매체상의 특정 지점에 집중하여 기록할 수 있고, 영상 정보의 연
속 기록, 연속 재생이 용이하게 된다.

즉, 동일 정보 기억 매체상에 영상 파일과 컴퓨터 파일을 혼재 기록시킨 경우, 컴퓨터 파일의 정보 기억 매체상의 기록 
장소를 나타내는 어드레스(LBN)는 상기 UDF 등 파일 시스템상에서 설정되고, 그 결과 정보 기억 매체상에 컴퓨터 파
일이 널리 점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후 영상 파일을 기록한 경우, 점재하는 컴퓨터 파일의 사이를 누비고, 서로 크게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복수의 익
스텐트의 집합으로서 영상 파일이 파일 엔트리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가지지 않는 종래의 
파일 구조의 경우, 파일내의 영상 정보의 부분 소거나 추가가 행해질 때마다 영상 파일 사이즈가 변경되고, 그 때에 정
보 기억 매체상의 기록 장소를 나타내는 할당(영상 파일이 기록되는 익스텐트 분포 상황)이 변화한다.

예를 들면, 최초에 장시간 녹화에 의해 정보 기억 매체상의 한 지점에 국소적으로 존재하고, 매우 사이즈가 큰 영상 파
일(이 영상 파일의 파일 엔트리의 할당 디스크립터에는 연속한 어드레스를 할당함)을 작성하고, 그 후에 녹화된 영상 
정보의 중간 부분을 소거한 경우, 종래와 같이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 소거의 결과, 영상 
파일의 할당이 정보 기억 매체상의 2지점으로 분단된다.

그 후, 상기 삭제한 부분에 PC 데이터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이 장소에 PC 데이터를 기록한 후, 게다가 녹화 처리에 
의해 영상 파일 사이즈를 확장하는 경우, 정보 기억 매체상에 있어서 기존 영역의 영상 파일의 기록 영역으로부터 크게 
떨어진 위치에 기록할 필요가 생긴다. 이와 같이 1개의 영상 파일이 정보 기억 매체상 떨어진 위치에 점재하면, 영상 정
보의 연속 기록, 연속 재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본 발명과 같이 동일한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부분 소거와 추기 녹화를 반복하여도 정보 기억 매
체상에서 영상 파일의 기록 위치가 분산되지 않고, 영상 정보의 연속 기록, 연속 재생이 용이해진다.

셀마다 또는 VOB마다의 선두 어드레스와 사이즈의 정보가 통합되어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파일내의 셀(또는 VOB)의 배치 분포를 고속으로 검출할 수 있고, 그 결과 상기 영상 파일내의 미기록 영역의 장소를 
즉석헤서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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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관리 데이터(도 4에서의 RWVIDEO_CONTROL. IFO)를 재생한 후, 영상 파일내의 미기록 장소를 검출하
고, 녹화를 개시한다고 하는 일련의 녹화 개시 처리를 고속으로 행할 수 있다. 도 1의 종래예와 같이, 각각의 영상 정보
가 각각의 영상 파일에 수납되어 있는 경우, 영상 파일내에 미기록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발명과 같이 정보 기억 
매체상에 기록하는 영상 정보를 모두 1개의 영상 파일내에 수납시키는 방식을 채용하여 비로소 ' 영상 파일내의 미기록 
영역 '이 발생하고, 영상 파일내의 셀(또는 VOB)의 배치 분포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영상 파일 사이즈의 변경에 따라 AV 어드레스와 LBN 사이의 대응 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셀과 VOB 어
드레스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셀 타임 일반 정보와 VOB 제어 정보내에 기록하고 있는 셀과 VOB의 어드레스 정보가 
각각의 선두 어드레스와 사이즈의 쌍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어드레스의 변경시에는 각 선두 어드레스만의 변
경으로 끝나 관리 데이터의 변경량이 적게 된다.

그리고, DVD 영상 디스크의 규격으로 영상 타이틀 세트 셀 어드레스 테이블 (VTS_C_ADT)내의 영상 타이틀 세트 셀 
피스(VTS_CPI)에 셀 피스의 선두 어드레스와 종료 어드레스가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 어드레스 변경시에는 선두 어
드레스와 종료 어드레스의 양쪽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상기 방법에서는 셀 사이즈 또는 VOB 사이즈의 변경이 불필
요하게 되기 때문에 변경 개소가 절반이 된다.

또한, 셀 단위 또는 VOB 단위가 미세한 허가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상기 DVD 영상 디스크의 규격으로 부모 록 기능
은 영상 타이틀 단위 또는 PGC 단위로 행해지고 있고, 상기 UDF상에서는 파일 단위의 허가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정보 기억 매체상에서는 1개의 영상 파일과 영상 정보 전체를 간파할 수 있는 PGC를 가지
기 때문에, 영상 정보에 맞춘 미세한 허가의 설정이나 부모 록의 설정 또는 안전 관리를 행할 수 없다. 본 발명에서는 
셀 단위 또는 VOB 단위로 허가 설정용 플래그를 갖게 하였기 때문에, 미세한 설정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영상 정보의 부분 소거에 따른 셀 사이즈 또는 VOB 사이즈의 변경을 VOBU 단위로 행하기 때문에, 재엔코드를 할 필요
가 없이 관리 데이터(예를 들면 도 4에 있어서의 RWVIDEO_CONTROL. IFO)만의 변경으로 고속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종래의 DVD 영상 디스크는 재생 전용이기 때문에, 영상 정보의 부분삭제에 의한 셀 사이즈 또는 VOB 사이즈
의 변경의 필요가 없었으나, 본 발명의 녹화 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에서는 비로소 셀 사이즈 또는 VOB 사이즈의 변경
이 필요하게 된다. 셀 사이즈 또는 VOB 사이즈의 변경마다 VOBU의 재조작(재엔코드)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본 발명의 방법이 고속으로 또한 용이하게 셀 사이즈 또는 VOB 사이즈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된다.

상기 정보 기억 매체에서의 VOB는 1개 이상의 녹화 영역의 덩어리(익스텐트)에 걸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파
일내에 점재하여 기록된 영상 정보의 사이를 ' 징검돌 ' 식으로 복수의 영상 영역의 덩어리(익스텐트)에 걸쳐 기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정보 기억 매체의 데이터 구조의 경우, 1개의 영상 파일내에 모든 영상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녹화와 부분 
소거를 여러번 반복하는 사이에 영상 파일내에 녹화를 끝낸 정보가 점재한다. 그 결과, 상기 영상 파일내에서 작은 사이
즈의 미기록 영역이 다수 분포하게 된다.

녹화시에 항상 연속한 어드레스 영역에만 VOB를 기록한 경우, 큰 사이즈의 VOB를 기록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영
상 파일내의 녹화 가능 용량이 감소하게 되지만, 본 발명과 같이 영상 파일내의 서로 떨어진 위치에 배치된 복수의 영상 
영역의 덩어리(익스텐트)에 걸쳐 1개의 VOB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 분포된 작은 사이즈의 미기록 영상 
영역의 덩어리를 불필요하게 하지 않고 녹화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도 23a 내지 도 23h에 정보 기억 매체로서의 광 디스크(1001)에 기록되는 정보의 계층 구조의 다른 예가 도시
되어 있다. 즉, 도 23a 내지 도 23c는 이미 설명한 도 3a 내지 도 3c에 각각 대응하고 있고, 도 23c에 도시된 오디오 
& 영상 데이터 영역(1009)의 기록 내용과 도 3c에 도시된 오디오 & 영상 데이터 영역(1009)의 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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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d의 네비게이션 데이터(RTR_VMG 2201)는 도 3d의 제어 정보(1011)에 대응하고 있으며, 도 23d의 무비 영상 
기록 객체(RTR_MOV. VRO 2202)는 도 3d의 영상 객체(1012)에 대응하고 있다.

도 23d의 정지 화상 영상 기록 객체(RTR_STO. VRO 2203)은 도 3d의 화상 객체(1013)에 대응하고 있고, 도 23d의 
정지 화상부가 오디오 기록 객체(RTR_STA. VRO 2204)는 도 3d의 오디오 객체(1014)에 대응하고 있다.

또, 도 23d의 제조업체 지정 객체(MSP. VOB 2205) 및 다른 스트림의 객체 (AST. VOB 2206)는 각각 도 3d에서는 
도시되지 않으며, 상기 RTR이란 실시간 기록을 나타내는 생략 표현이다.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RTR_VMG 2201)는 AV 스트림(1 이상의 영상 객체세트 VOBS)의 기록이나 재생 및 편집의 
제어를 행할 때에 이용된다.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RTR_VMG 2201)는 RTR_IFO라 칭해지는 단일 관리 정보 파일
을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즉,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RTRVMG 2201)는 도 2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RTR 영상 관리자 정보(RTR_VMGI 22
10)와,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_AVFIT 2211)과, 정지 화상 AV 파일 정보 테이블(S_AVFIT 2212)과, 원래 
PGC 정보(ORG_PGCI 2213)와, 사용자 정의의 PGC 정보 테이블(UDPGCIT 2214)과, 텍스트 데이터 관리자 (TXT
_DT_MG 2215)와, 제조자의 정보 테이블(MNFIT 2216)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7종류의 정보(2210∼2216)는 상기 파일(RTR_IFO)에 상기한 순서로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고, 상기 파일(RTR
_IFO)에 기술된 정보의 대부분은 도 11에 도시된 마이크로 컴퓨터 블록(30)의 램에 기억된다.

상기 RTR 영상 관리자 정보(RTR_VMGI 2210)에는 RTR 디스크(광 디스크(1001))의 기본적인 정보(DVD 영상 R
OM에 있어서의 영상 관리자 정보 VMGI와 동일한 정보)가 기술된다. 또한, 상기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AVFI
T 2211)에는 도 24에 도시된 무비 영상 기록 객체(RTR_MOV. VRO)에 상당하는 무비 AV 파일이 기술된다.

도 3d의 제어 정보(1011)의 AV 데이터 제어 정보(1101)에 대응하여 도 23d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데이터(RTR_VM
G 2201)는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_AVFIT 2211)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_AVFIT 2211)은 도 2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비 AV 파일 정보 테이블(M_AV
FIT 2220)과, 1이상의 무비 VOB 스트림 정보(M_VOB_STI #1 ~ M_VOB_STI #n2221)과, 무비 AV 파일 정보(M
_AVFI 2222)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무비 AV 파일 정보(M_AVFI 2222)에는 무비 영상레코딩 객체(RTR_MOV. VRO)의 파일명을 갖는 무비 AV 파
일의 정보가 기술된다.

상기 무비 AV 파일 정보 M_AVFI 2222는 도 2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비 AV 파일 정보(M_AVFI)의 일반 정보(M
_AVFI_GI 2230)과, 1이상의 무비 VOB 정보 서치 포인터(M_VOBI_SRP #1 ∼ M_VOBI_SRP #n 2231)과, 1이상
의 무비 VOB 정보(M_VOBI #1 2232 ∼ MVOBI #n 2233)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무비 AV 파일 정보(M_AVFI 2222)내의 n개의 무비 VOB 정보(M_VOBI #1 2232 ∼ M_VOBI #n 2233)는 무
비 AV 파일에 저장된 VOB 데이터와 같은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상기 각 무비 VOB 정보(M_VOBI #1 2232 ∼ M_VOBI #n 2233)는 도 23h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비 VOB 일반 정
보(M_VOBI_GI 2240)와, 계속되는 정보(SMLI 2241)과, 오디오 갭 정보(AGAPI 2242)와, 타임 맵 정보(TMAPI 
2243)를포함하고 있다. 상기 타임 맵 정보(TMAPI 2243)에는 도 3h에서 도시된 셀 일반 타임 정보(1116)나 셀 VO
BU 테이블(1117)이 포함되어 있다.

도 24에는 도 23a 내지 도 23h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며, 광 디스크(1001)에 기록되는 정보(데이터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광 디스크(1001)나 그 재생 장치측에서 도 23a 내지 도 23h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취하고 있어도, 사용자에게는 이 데이터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가 지각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는 
도 24와 같은 계층 파일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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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23b의 데이터 영역(1004)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루트 디렉토리의 표시 화면(도시 생략)에는 DVD
_RTR 디렉토리, VIDEO_TS 디렉토리, AUDIO_TS 디렉토리, 컴퓨터 데이터 파일의 디렉토리 등이 메뉴 화면 또는 아
이콘 등에 의해 표시된다.

    
도 24의 DVD_RTR 디렉토리는 도 4에서 말하면 RWV_TS 파일에 상당하고, 그 밑에는 도 23d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RTR_VMG)의 파일(RTR. IFO)과, 상기 RTR. IFO의 백업 파일(RTR. BUP)과, 무비 영상객체(RTR_MOV. VOB)
의 파일(RTR_MOV. VRO)과, 정지 화상 영상객체(RTR_STO. VOB)의 파일(RTR_STO. VRO)과, 정지 화상 부가 오
디오 객체(RTR_STA. VOB)의 파일(RTR_STA. VRO)과, 제조업체 지정 객체의 파일(MSP. VOB)과, 다른 스트림의 
객체의 파일(AST. SOB)이가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파일(RTR_IFO)은 이 설명이 기록된 내용과 같은 길이로 존재하고,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이 파일(RTR
_IFO) 중에 기록된다.

상기 파일(RTR_MOV. VRO)에는 무비 VOB에 속하는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파일은 무비 VOB와 같은 
길이로 존재한다.

상기 파일(RTR_STO. VRO 및 RTR_STA. VRO)에는 정지 화상(VOB)에 속하는 스트림 데이터가 이들 2개의 파일에 
기록된다. 상기 파일(RTR_STO. VRO)은 임의의 부화상 유니트와 영상부분에 관련되는 임의의 오디오 부분을 포함하
는 영상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원래 VOB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파일(RTR_STA. VRO)은 뒤따르는 기록으로 기록된 오디오 스트림을 재연하는 부가 오디오 부분을 기록하기 위
해서 사용되고, 상기 파일(RTR_STA. VRO) 중에 기록된 오디오 부분은 파일(RTR_STO. VRO) 중에 기록된 영상부
분 중 어느 하나와 조합되도록 사용된다.

상기 파일(RTR_STO. VRO)은 정지 화상(VOB)과 같은 길이로 존재하고, 상기 파일(RTR_STA. VRO)은 파일(RTR
_STO. VRO)에 기록된 영상부분과 함께 부여되는 부가 오디오 부분과 같은 길이로 존재한다.

또한, 복수의 PGC중에서, 원래 PGC만은 파일(VRO)중에 저장된 모든 스트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1개의 원래 P
GC만이 디스크 중에 존재한다.

사용자 정의(PGC)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지만 프로그램을 접속한다. 단, 상기 사용자 정의(PGC)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은 원래 PGC에 속하는 스트림 데이터로 돌아간다. 그 때문에, 사용자 정의(PG
C)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은 원래 PGC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VOBU는 영상데이터의 1개 이상의 GOP로 이루어지는 VOB의 기본 단위이다. 그 재생 시간은 무비 VOB의 경우, 0.4 
내지 1초이다. 정지 화상 VOB의 경우, VOBU는 단 1개의 영상화상를 포함하며 모든 VOB는 VOBU로 이루어진다.

상기 무비 VOB의 최후의 VOBU가 0.4초 이하의 재생 시간인 것이 예외이다.

원래 PGC 중의 셀은 원래 셀이라 불리고, 사용자 정의(PGC) 중의 셀은 사용자 정의 셀이라 불리고, 2개의 타입의 셀
은 각각 무비 VOB와 정지 화상 VOB를 위해 정의되어 있다. 셀 타입이 무비 VOB를 위한 것일 때 셀은 무비 VOB의 전
부 또는 일부로 돌아갈 뿐이다.

PGCI는 PGC가 종합적인 설명을 재연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이고,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지만 원래 PGC와 사용자 정의
(PGC)의 양쪽을 위해 사용되며, 상기 사용자 정의(PGC)는 PGCI만을 가지며 상기 PGCI중의 셀은 원래 PGC의 VOB
로 돌아간다. 상기 PGC의 종합적인 설명은 PGCI중에 정의되는 셀의 설명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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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래 PGC는 PGCI, VOBI 및 VOB로 이루어지고, 상기 PGCI는 1개의 셀이나 1개 이상의 연속하는 셀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원래 PGC의 종합적인 설명은 셀 설명의 연속이 되며, 셀 설명 순서는 PGC1중에 기술된 
셀 정보의 순서와 같다.

    
본 발명의 가장 큰 특징은 원래 PGC로 표시된다. 즉, 상기 원래 PGC에 의해 도 24에 도시된 RTR_MOV. VRO내의 모
든 영상데이터를 1개의 테이프와 같이 서로 관계를 가지며 재생하는 재생 순서가 표시된다. 게다가, 상기 원래 PGC는 
RTR_MOV. VRO내의 모든 영상데이터 뿐만 아니라, RTR_STO. VRO내의 모든 정지 화상 정보와 RTR_STA. VRO의 
추가 오디오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통괄적으로 1개의 테이프와 같이 서로의 관계를 가지며 재생 순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든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셀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셀 정보는 VOB 번호와, 설명 개시 시간과, 설명 종료 시간을 포함하
고 있다.

상기 원래 PGC에 있어서 각 셀은 모든 VOB의 설명 기간으로 돌아가고, 셀의 설명 개시 시간과 설명 종료 시간은 각각 
VOB의 최초의 영상화상의 설명 시간 및 VOB의 최후의 영상화상의 설명 시간과 같아지게 된다.

상기 VOB 파일 중에 기록된 VOB를 엑세스하기 위해서, VOBI는 파일에 관한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시간 검색과 같은 특수 재생이 실행되었을 때, 상기 VOB 데이터의 중앙으로 엑세스하기 위해 VOBI는 타임 맵(TMAP)
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타입 맵은 관련된 무비 VOB내의 부여된 설명 시간으로부터 상기 VOB내의 관련된 VOBU 어드
레스로의 변환 테이블이다.

상기 VOB가 신설될 때, 그것은 VOB 파일의 최후에 부가되고 관련되는 셀과 관련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상기 PGCI의 
최후에 부가된다.

도 25는 최초의 녹화 내용(원래 PGC)의 셀의 재생 순서를 후에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PGC)에 의해 변경한 경우를 개
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 23c의 오디오 & 영상데이터 영역(1009)에 기록되는 영상데이터(영상객체세
트 VOBS)는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체인(PGC)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상기 각 PGC는 1개 이상의 셀의 집합인 프로그램이 모인 것으로, 어떤 셀을 어떠한 순서로 재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가는 도 23e의 원래 PGC 정보 (ORG_PGCI 2213) 또는 사용자 정의의 PGC 정보 테이블(UD_PGCIT 2214)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상기 원래 PGC 정보(ORG_PGCI 2213) 또는 사용자 정의의 PGC 정보 테이블 (UD_PGCIT 2214)로 지정된 셀의 재
생 시간 및 그 재생 순서는 도 23h의 타임 맵 정보(TMAPI 2243)내의 테이블(TMAP)에 의해 재생하고자 하는 셀 각
각을 구성하는 VOBU의 어드레스로 변환된다.

즉, 상기 원래 PGC(최초의 녹화 상태의 셀 재생 순서)에서 재생을 행할 때, 도 23e의 원래 PGC 정보(ORG_PGCI 22
13)의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타임 맵 정보 테이블(TMAP)을 통해 재생해야 할 시간대의 VOBU의 어드레스가 요구되
며, 그 순서대로 재생이 행해진다.

한편,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정의한 PGC(녹화 후 재생 순서를 사용자가 편집한 경우 등)에서 재생을 행할 때, 도 23e의 
사용자 정의의 PGC 정보 테이블 (UD_PGCIT 2214)의 내용에 기초하고, 상기 타임 맵 정보 테이블(TMAP)을 통해 
재생해야 할 시간대의 VOBU 어드레스가 요구되며 그 순서대로 재생이 행해진다.

상기 사용자 정의의 PGC 정보 테이블(UD_PCCIT 2214)에 의한 셀 재생 순서는 상기 원래 PGC 정보(ORG_PGCI 22
13)에 의한 셀 재생 순서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또, 상기 재생 시간과 재생 대상 VOBU의 어드레스는 타임 
맵 정보(TMAPI)내의 타임 엔트리 및 VOBU 엔트리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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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 PGC를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예를 들면, 녹화 시간이 다
른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을 나누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동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원래 PGC의 재생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디스크를 판독함으로써 파일 시스템 정보를 얻고, 파일(RTR. IFO, RTR_MOV. VRO)을 듣는다.

2. 메모리로부터 전체의 파일(RTR. IFO)을 판독하고 PGCI를 조사한다.

3. VOB 데이터 위치에 관한 어드레스와 사이즈가 기술된 파일 익스텐트를 얻기 위해서, 파일(RTR_MOV. VRO)의 파
일 시스템 정보를 조사한다.

4. PGCI중의 각 셀이 가장 빠른 셀 번호인 것으로부터 개시하기 위해, 셀에 관련되는 VOB 번호를 사용하는 VOBI를 
얻고, 파일(VRO) 중에 오프셋된 어드레스를 설명 개시 시간과 설명 종료 시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VOBI중의 대응하
는 TMAP를 찾아낸다.

5. 파일로부터 VOB 데이터의 판독을 개시하고 VOB 데이터의 상당량이 트랙 버퍼에 보호될 때까지 초기 버퍼링을 실
행하고, 상기 초기 버퍼링은 판독이 계속되지 않는 셀 경계를 만날 때마다 필요하게 된다.

6. 트랙 버퍼중에 보호된 VOB 데이터의 디코드를 개시하고 셀이 완전히 재생될 때까지 판독과 디코드를 계속한다.

7. 원래 PGC중의 모든 셀이 완전히 재생될 때까지 상기 단계 5로 되돌아간다.

이어, 상기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는 프로그램 체인(PGC)을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이다. 이 설명 중에서 원래 PG
C과 사용자 정의(PGC) 2개의 타입의 프로그램 체인(PGC)가 정의되어 있다. 상기 원래 PGC는 PGCI와 같이 VOB를 
갖고, 단 사용자 정의(PGC)는 그 자신의 VOB를 가지지 않고, 원래 PGC중의 VOB로 돌아간다.

상기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는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PGC 일반 정보(PGC_GI)와,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정보
(PGI #1 ∼ PGI #m)와, 1개 이상의 셀 정보 서치 포인터(CI_SRP #1 ∼ CI_SRP #n)와, 1개 이상의 셀 정보(CI #
1 ∼ CI #n)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PGC 일반 정보(PGC_GI)는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바이트의 예약과, 1바이트의 PG_Ns와, 2바이트의 CI_
SRP_Ns를 가지고 있다. 상기 PG_Ns는 이 PGC중의 프로그램 수를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 정의(PGC)의 경우 상기 P
G_Ns는 ' 0 '이 세트되고, 원래 PGC를 위한 프로그램의 최대수는 99개이다. 상기 CI_SRP_Ns는 이 PGC중의 셀 정보 
서치 포인터의 수를 기술하고 있고, PGC중의 셀의 최대수는 999개이다.

상기 프로그램 정보(PGI)는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바이트의 예약과, 1바이트의 PG_TY와, 2바이트의 C_Ns와, 
128바이트의 PRM_TXTI와 2바이트의 IT_TXT_SRPN과, 8바이트의 THM_PTRI를 가지고 있다.

상기 PG_TY는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타입을 기술하고 있고,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 비트 b7이 ' 0 '일 때, 
이 프로그램이 방지된 상태가 아닌 것을 나타내고, 상기 보호 비트가 '1'일 때, 이 프로그램이 방지된 상태인 것을 나타
내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이 방지된 상태일 때, 모든 VOB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소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설명에 
속해져 사용되고, 방지 플래그는 혹시 모든 VOB가 노멀 상태의 PGC에 속해지지 않으면, '1'로 세트되지 않는다.

상기 C_Ns는 이 프로그램중의 셀의 개수를 기술하고 있다.

상기 PRM_TXTI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프라이머리 텍스트 정보를 기술하고 있고, 이 128바이트 필드의 최초 64바이
트는 ASCⅡ 특성 세트의 프라이머리 텍스트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만일, ASCⅡ의 프라이머리 텍스트가 64바
이트보다 짧으면 나머지 바이트는 '00h'로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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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128바이트 필드의 최후 64바이트는 Shift JIS 또는 ISO 8859-15와 같은 다른 특성 세트의 프라이머리 
텍스트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른 특성 세트 코드는 VMGI_MAT중에 기술되고, 디스크 중의 모든 초기 텍스트 정보에 의해 분배되고, ' 01h '에서 ' 
11h '의 값을 취하는 단자 제어 코드는 PRM_TXTI중에 기술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IT_TXT_SRPN은 이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텍스트 데이터인 IT_TXT의 IT_TXT_SRP의 수를 기술하고 있
다.

상기 THM_PTRI는 미세 포인터 정보를 기술하고 있고, 상기 미세 포인터 정보를 세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레코더와 플
레이어 양쪽을 위한 임의의 기능이며,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갖지 않은 레코더는 상기 THM_PTRI의 모든 
8바이트에 ' FFh '가 세트된다.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갖지 않은 플레이어는 이 정보를 단순히 무시한다.

상기 THM_PTRI는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바이트의 CN과, 6바이트의 THM_PT를 가지고 있고, 상기 CN은 이 
미세 포인트가 존재하는 셀 번호를 기술하며, 상기 THM_PT는 목표 셀중의 미세 포인트를 기술하고 있다. 이 재개시 
마커(resume marker)가 무비 셀 중에 존재할 때, 상기 THM_PT는 프리젠테이션 타임(PTM)을 기술하고 있다.

이 미세가 정지 화상 셀 중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THM_PT는 도 32에 도시된 정지 화상 VOB 그룹(S_VOG)에 관련
되는 정지 화상 VOB 엔트리수(S_VOB_ENTN)를 기술한다.

도 27에 도시된 셀 정보 서치 포인터(CI_SRP)는 도 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4바이트의 CI_SA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CI_SA는 이 PGCI의 최초 바이트로부터 RBN을 갖는 CI의 개시 어드레스를 기술하고 있다.

도 27에 도시된 셀 정보(CI)는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비 셀 정보 (M_CI)와 정지 화상 셀 정보(S_CI)의 2개의 
타입이 있다.

상기 무비 셀 정보(M_CI)는 도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비 셀 일반 정보 (M_C_GI)로 구성되고 도 36에 도시된 바
와 같이, 1바이트의 예약과, 1바이트의 CTY와, 2바이트의 M_VOBI_SRPN과, 2바이트의 C_EPI_Ns와, 6바이트의 C_
V_S_PTM과, 6바이트의 C_V_E_PTM을 갖고 있다.

상기 C_TY는 이 셀의 셀 타입을 기술하고 있고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이, C_TY1의 3비트 b7∼b5에 무비 셀를 위해 ' 
000b '가 기술되고, 상기 M_VOBI_SRPN은 이 셀의 VOB에 관련되는 무비 VOBI 서치 포인터(M_VOBI_SRP)의 수를 
기술하고 있으며, 상기 C_EPI_Ns는 셀 엔트리 포인트 정보(C_EPI)의 수를 기술하고 있다.

상기 C_V_S_PTM은 RTR의 PTM 기술 형식중의 셀의 재생 개시 시간을 기술하고 있으며, 상기 C_V_S_PTM과 C_V
_E_PTM는 이하의 제한을 만족한다.

(1) 원래 PGC중의 셀의 경우, C_V_S_PTM은 관련되는 VOB의 최초 4개의 VOBU에 있고, C_V_E_PTM은 관련되는 
VOB의 최후 4개의 VOBU에 있다.

(2) 사용자 정의(PGC)중의 셀의 경우 다음 관계가 달성된다.

O_C_V_S_PTM ≤C_V_S_PTM ≤C_V_E_PTM ≤O_C_V_E_PTM

상기 O_C_V_S_PTM과 O_C_V_E_PTM은 이 셀에 속하는 VOB에 관련된 원래 셀의 재생 개시 및 종료 시간이다.

상기 C_V_E_PTM은 RTR의 PTM 기술 형식 중의 셀의 재생 종료 시간을 기술하고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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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정보 기억 매체상에 있어서 정보의 기록 및 소거 장소를 의사적으로 VTR과 같
은 1개의 테이프상의 장소에 대응시킨 데이터 구조를 가짐으로써,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로서 지금까지 VTR밖에 
모르는 일반 가정 사용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를 파일 단위로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정보 기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상에 영상 정보를 갖는 영상 파일, 정지 화상 정보를 갖는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정보를 갖는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1개의 파일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매체상에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에 
기록된 정보의 재생 제어 방법에 관한 관리 정보를 갖는 관리 파일을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과
는 다른 위치에 기록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1개의 파일내의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관계를 가진 적어도 1개의 재생 순서 정보를 갖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순서 정보는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에 재
생 가능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순서를 나타내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순서 정보는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재생 순서 정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의 정보는 소정의 기준 단위
마다 분할되고,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상에 있어서의 상기 기준 단위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
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2개의 파일내의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관계를 가진 적어도 1개의 재생 순서 정보를 갖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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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순서 정보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이고,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
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 내의 정보는 셀 단위 및 객체 단위 중 어느 하나로 분할되어 있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에 설정되는 독자적인 AV 어
드레스를 가지며, 상기 AV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상기 셀 또는 객체의 어드레스 정보가 상기 관리 파일내에 기록되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V 어드레스는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의 최초 기록 
위치를 초기치로 가지며,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의 모든 기록/소거 
가능 영역에 대하여 연속적인 번호를 설정하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파일은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의 재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순서를 나타내는 재생 순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은 복수의 객체 유니트 단위로 
구성되고, 상기 객체 유니트에는 객체 유니트 선두 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4.

영상 정보를 갖는 영상 파일, 정지 화상 정보를 갖는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정보를 갖는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1개
의 파일과, 상기 파일내에 기록된 정보의 재생 제어 방법에 관한 관리 정보를 갖는 1개의 관리 파일이 기록된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관리 파일에 기록된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파일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1개의 파일내의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관계를 가진 적어도 1개의 재생 순서 정보를 갖는 것인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순서 정보는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의 
재생 가능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순서 정보는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인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재생 순서 정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인 
정보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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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내의 정보는 소정의 기준 단위
마다 분할되고,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정보 기록 매체상에 있어서 상기 기준 단위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인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2개의 파일내의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관계를 가진 적어도 1개의 재생 순서 정보를 갖는 것인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1.

영상 정보를 갖는 영상 파일, 정지 화상 정보를 갖는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정보를 갖는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1개
의 파일과, 이 파일내의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관계를 가진 재생 순서 정보를 가진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관리 파
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고, 상기 관리 파일에 대한 백업용 관리 파일을 추가로 갖는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파일, 정지 화상 파일 및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의 파일은 복수의 객체 유니트 단위로 
구성되고, 상기 객체 유니트에는 객체 유니트 선두 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 정보 기록 매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유니트 선두 팩에는 기록시의 시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 정보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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