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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VD기록기기 및 DVD기록기기의 셀 단위 편집방법에 관한 것으로, DVD드라이브에 장착되는 DVD디스크에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면서 상

기 영상을 이루는 복수의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임시저장하고,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을 상기 DVD기록기기에 연결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상기 대표화면을 보고 상기 복수의 셀의 재생여부를 선택하면 상기

셀 정보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DVD디스크에 저장한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DVD레코더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2는 DVD-비디오 디스크의 논리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3은 도2의 VOBS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4는 도3의 VOBU에 속하는 비디오팩에 저장된 아이픽쳐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5는 프로그램 체인(PGC)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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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은 도1의 DVD레코더에서 셀단위로 편집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7은 도6의 셀단위 편집방법에서 사용자가 셀의 시작시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되는 GUI화면을 예시한 도면이

다.

도8a 및 8b는 도6의 셀단위 편집방법에서 셀단위로 편집하는 과정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기능에 대한 부호의 설명*

13:DVD드라이브 16;제어부

19:리모콘 21a:메뉴버튼

21b:엔터버튼 42:셀

45:V_PCK(비디오 팩) 51:I픽처

60:PGC 61:PGCI

63:프리젠테이션 컨트롤 블럭 102:CELL START버튼

103:대표화면 표시영역 92:재생버튼

93:삭제버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VD기록기기 및 DVD기록기기의 셀 단위 편집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영상을 이루는 셀 단위로

편집을 할 수 있는 DVD기록기기 및 DVD기록기기의 셀 단위 편집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텔레비전방송의 녹화나 촬영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로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를 대신하여 DVD레코더가 보급되고 있

다. DVD레코더는 기록용 DVD를 미디어로 사용하며, 기록용 DVD는 1회 기록용인 DVD-R, 비디오 녹화에 적합한 DVD-

RW, PC용 데이터 기록에 적합한 DVD-RAM 등이 있다.

종래의 DVD레코더는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3-006724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입력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를 MPEG포맷으로 엔코딩하거나 디코딩하는 A/V인코더 모듈 및 A/V디코더 모듈, HDD(Hard Disk Drive)와 DVD 드라

이브로 이루어지는 로더 엔진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래의 DVD레코더는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가 입력되면 A/V인코더에서 엠펙포맷으로 인코딩하고 인코딩된 데

이터스트림을 DVD드라이브에 장착된 DVD-R/RW에 기록하였다.

한편, 종래의 DVD레코더에서 비디오 포맷으로 DVD-R/RW에 영상을 기록할 때는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0221429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영상이 복수의 VTS(Video Title Set)(최대 99개의 타이틀이 기록될 수 있음)에 저장되는데, 각

VTS는 타이틀의 관리정보인 VTSI(Video Title Set Information)와,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VOBS

(Video object Set)와, VTSI_BUP(Backup of Video Title Set)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DVD레코더를 비롯한 기타 DVD

기기들은 VTSI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재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종래의 DVD레코더에서는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고 기록된 영

상을 재생하고자 할 때 재생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타이틀 전체를 재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기록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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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서 사용자가 특정부분만을 재생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타이틀을 모두 재생할 수 밖에 없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부

분까지 재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처럼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종래의 DVD레코더에서는 재생할 영상에 대

한 사용자의 선택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기록된 영상을 셀 단위로 편집하여 재생할 영상의 선

택성을 향상시킨 DVD기록기기 및 DVD기록기기의 셀 단위 편집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DVD드라이브에 장착되는 DVD디스크에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DVD

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면서 상기 영상을 이루는 복수의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임시저장하고,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을 상기 DVD기록기기에 연결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

하고, 사용자가 상기 대표화면을 보고 상기 복수의 셀을 편집하면 상기 셀 정보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

고, 생성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DVD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대표화면은 섬네일(thumbnail)방식으로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대표화면은 해당 셀에 속하는 아이픽쳐(I-picture) 중 하나인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영상을 상기 DVD디스크에 기록시에 각 셀의 시작시점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셀의 시작지점을 사용자가 지정하면 기록중인 셀은 종료하고, 기록된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상기 DVD기록기기

의 임시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영상을 상기 DVD디스크에 기록시에 각 셀의 시작지점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각 셀의 시작시점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지정하거나 장면의 변화시점으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셀의 시작지점이 자동으로 설정되면 기록중인 셀은 종료하고, 기록된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상기 DVD기록기기

의 임시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DVD드라이브에 장착되는 DVD디스크에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에 있어

서, 상기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면서 상기 영상을 이루는 복수의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복수의 셀의 대

표화면을 상기 DVD기록기기에 연결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상기 대표화면을 보고 상기

복수의 셀의 재생 또는 삭제여부를 선택하면 상기 셀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상응하도록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DVD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DVD디스크를 장착하여 상기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거나 상기 DVD디스크에 기록된 영상을 읽는 DVD드라이

브와, 상기 영상을 이루는 복수의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셀 단위로 편집을 하면 상기 셀 정보를 이용하

여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DVD디스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셀 단위의 편집은 각 셀을 삭제하거나 재생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을 상기 DVD기록기기에 연결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

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은 섬네일(thumbnail)방식으로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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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본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의 일시예에 따른 DVD레코더는 각종 입력단자(미도시)로 입력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MPEG-2(Motion Picture

Expert Group)방식으로 압축하는 A/V인코더(11)와, A/V인코더(11)에서 압축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흐름

을 제어하는 스트림 제어부(12)와, DVD 디스크를 장착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기록 및 재생을 수행하는

DVD드라이브(13)와, HDD(14)와,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복호하는 A/V디코더(15)와, 위의 각 장치들을 제어

하는 제어부(16)와, 리모콘(19)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부(16)에 전달하는 리모콘 수신부(17)와, 디스플레이

부(18)를 포함한다. 이 때 리모콘(19)에는 DVD레코더에 연결된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메뉴화면을 로딩하거나

클로징하기 위한 메뉴버튼(21a),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엔터버튼(21b), 화면에 표시된 항목들 사이를 이동할 때 사용

되는 상하좌우 방향버튼(22a,22b,22c,22d) 등이 마련된다.

이러한 DVD레코더는 녹화모드에서 입력단자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 데이터들을 MPEG-2방식으로 압

축하여 데이터 스트림으로 DVD디스크에 저장하고, 반대로 재생모드에서는 DVD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스트림을 읽고

A/V디코더(15)에서 복호하여 DVD레코더의 GUI에 디스플레이한다.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DVD-비디오 디스크의 논리데이터 구조는 볼륨 및 파일구조(31), DVD-비디오 존(32)

및 기타 DVD존(33)으로 나눠지며, DVD-비디오 존(32)은 다시 VMG(Video Manager)(34)와 VTS(35)로 나눠진다. 이

때 VMG(34)는 파이널라이즈에 의해 생성되며, VTS(35)를 관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복수의 파일로 구성된다. VTS(35)

는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서브픽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나의 DVD-비디오 존(32)에서 최대 99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볼륨 및 파일구조(31)는 UDF(Universal Disk Format) 브리지로 정해지는 관리영역에 해당한다.

VTS(35)는 VTSI(Video Title Set Information)와, VOBS(Video object Set) 와, VTSI_BUP(Backup of Video Title

Set)으로 이루어지는데, VOBS(40)는 도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VOB(41)를 가진다. 이 때 각 VOB(41)에는 식별번

호(VOB_IDN #i, 단 i는 자연수)가 부여되고 이 식별번호에 의해 VOB(41)를 특정할 수 있다. VOB(41)는 적어도 하나의

셀(Cell)(42)로 구성되며, 셀(42)에도 VOB(41)와 같이 식별번호(C_IDN #j,단 j는 자연수)가 부여된다.

셀(42)은 적어도 하나의 VOBU(Video Object Unit)(43)로 구성되는데, VOBU(43)는 선두에 1개의 NV_PCK(Navigation

Pack)(44)이 배치되고 그 뒤에 V_PCK(Video Pack)(45), A_PCK(Audio Pack)(46) 및 SP_PCK(Sub Picture Pack)(47)

이 배치된 팩열이다. 즉, VOBU(43)는 하나의 NV_PCK(44)에서 다음 NV_PCK(44)까지의 팩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VOBU(43)의 재생시간은 VOBU(43)에 포함된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시간과 같으며 재생시간이 0.4초이상 1초이하가

되도록 정해진다.

도4에 도시한 바와 같이 V_PCK(44)은 GOP(Group Of Pictures)를 구성하는 I픽처(I-picture)(51), B픽처(B-picture)

(52) 및 P픽처(P-pictures)(53)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I픽처(51)는 인트라(intra) 부호화 영상(즉, 프레임내 부호화 영상),

B픽처(52)는 바이디렉셔너리 프리딕티브(Bidirectionally Predictive) 부호화 영상(즉, 쌍방향 예측 부호화 영상), P픽처

(53)는 프리딕티브(Predictive)부호화 영상(즉, 프레임간 순방향 예측 부호화 영상)이다.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PGC(Program Chain)(60)는 PGCI(Program Chain

Information)(61)와, 셀 들을 가지는 VOBS(40)로 이루어진다. PGCI(61)는 PGC(60)의 프리젠테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네

비게이션 데이터(Navigation Data)이며, 프리커맨드(Precommand)영역(62), 프리젠테이션 컨트롤 블록(Presentation

Control Block)(63) 및 포스트 커맨드(Postcommand) 영역(64)을 가진다.

프리젠테이션 컨트롤 블럭(63)은 각 셀의 시작주소(start address) 등을 가지고 재생할 셀의 순서를 설정하는 셀 재생 정

보 테이블(Cell Playback Information Table)과, 프로그램 재생 모드 등을 포함한다.

한편, PGC(60)는 이미 기술한 VTSI의 VTS_PGCIT(Video Title Set Program Chain Information Table)에 저장되는데,

DVD레코더는 DVD디스크에 저장된 VTS_PGCIT를 이용하여 재생할 셀의 순서를 알 수 있다.

도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DVD레코더의 셀단위 편집방법을 설명한다. DVD레코더에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DVD디스크를 장착하고, 리모콘(19)의 메뉴버튼(21a)을 눌러 표시되는 여러 메뉴항목(예를 들면

녹화, 재생, 셋업(setup) 등)중에서 녹화항목을 선택하면(또는 예약녹화 시작시간이 되면) 녹화가 시작된다(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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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시에 사용자는 셀의 시작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74), 사용자가 셀의 시작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7과 같

은 GUI(Graphic User Interface)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가 셀의 시작시점을 선택하기 위한 GUI화면은 좌측상단

에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표시하는 PIP(Picture In Picture)창(101)이 마련되고, PIP창(102)의 우측에 CELL STATRT버

튼(102)이 마련된다. 그리고 PIP창(101)과 CELL START버튼(102)의 아래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셀 시작시점의 화면들이

순차적으로 표시되는 대표화면 표시영역(103)이 마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PIP창(101)에서 표시되는 영상을 보다가 새로운 셀을 시작하고 싶은 영상이 PIP창(101)에서 표시되면

CELL START버튼(102)을 눌러(리모컨(19)의 엔터버튼(21a)을 이용함) 그 시점에서 새로운 셀이 시작되도록 한다. 사용

자가 CELL START버튼(102)을 누르면 이전 셀은 종료되고 새로운 셀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CELL #2에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CELL START버튼을 누르면 CELL#2는 종료되고 CELL #3가 시

작된다.

위에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새로운 셀의 시작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셀의 시작시점은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새로운 셀이 시작되도록 하거나, 장면의 변화를 검출하여 장면의 변화시점

에서 셀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다.

수동 또는 자동으로 새로운 셀의 시작시점이 설정되면 제어부(16)는 각 셀의 셀 정보를 제어부(16)의 임시 레지스터(미도

시) 또는 RAM(Random Acess Memory)(미도시) 등의 임시 저장매체에 저장한다. 이 때 셀 정보는 셀의 IDN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셀의 시작어드레스 및 종료어드레스 등 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비디오 데이

터 및 오디오 데이터가 DVD디스크에 기록되는 것과는 달리 DVD레코더에 임시저장한다.

다음으로 제어부(16)는 녹화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여 녹화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74단계로 리턴하고, 녹화가 종료되었으

면 편집모드인지 확인한다(80). 편집모드는 사용자가 메뉴항목의 편집항목을 선택했을 때 설정된다.

편집모드에서 제어부(16)는 도8a와 같이 각 셀의 대표화면(A-F)을 썸네일(thumbnail)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한다(82). 여

기에서 대표화면은 각 셀에 포함되는 복수의 I픽쳐 중에서 가장 선두의 I픽쳐를 표시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8a에서 표

시되는 각 셀의 대표화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늦게 기록된 영상의 I픽쳐이다. 또한, 설정

된 셀의 수가 많아서 한 페이지에서 모든 셀의 대표화면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복수의 페이지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각 셀

의 대표화면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대표화면의 우측에는 사용자가 편집을 끝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END버튼(91)이 마

련된다.

한편, 도8a와 같은 각 셀의 대표화면(A-F)을 보고 사용자는 해당 셀을 편집한다(84). 해당 셀의 편집시에는 편집하고자 하

는 셀의 대표화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메뉴버튼(21a)을 누른다. 그러면 대표화면의 우측하단에는 재생(play)(92) 또는

삭제(delete)항목(93)이 표시된다. 이 때 대표화면(A-F)이 디스플레이되는 도8a화면에서는 좌측상단의 대표화면이(A)

먼저 활성화되고, 리모컨(19)의 상화좌우방향이동버튼(22a,22b,22c,22d)을 누르면 상하 또는 좌우의 대표화면이 차례로

활성화된다. 또한, 활성화되는 대표화면은 다른 대표화면보다 더 밝게 하거나 대표화면의 테두리에 유색의 띠가 생기게 하

여 해당 대표화면이 활성화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다.

대표화면의 우측하단에 표시되는 항목(92,93) 중에서 사용자가 엔터버튼(21b)으로 재생항목(92) 또는 삭제항목(93)을 선

택하면 해당 셀의 편집결과가 임시 저장매체에 저장된다. 이 때 사용자가 삭제를 선택하더라도 DVD디스크의 각 셀에 저

장된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다만 재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각 셀의 편집결과가 입력될 때마다 편집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여(86) 편집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82단계로 리턴하고, 편

집이 완료되었으면 각 셀의 편집결과에 따라 셀 정보를 PGCI(61)에 기록한다(88). 예를 들어 사용자가 도8a의 1페이지에

표시된 A, B대표화면을 가지는 셀을 삭제하는 것으로 편집을 하면 A, B대표화면을 가지는 셀의 셀 정보는 PGCI(61)에 기

록되지 않고 재생할 나머지 셀의 셀 정보만 PGCI(61)에 기록되어 재생시에 C-D-E-F대표화면을 가지는 셀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한편, 80단계에서 사용자가 편집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시저장된 셀 정보를 DVD디스크의 PGCI(61)에 기록하여 재생

시 녹화된 영상이 그대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90).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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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기록한 영상을 셀 단위로 편집할 수 있어 기록된 영상에 대한 사용

자의 선택성이 높아진다.

또한, 셀 단위 편집시 각 셀의 대표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어 사용자가 해당 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DVD드라이브에 장착되는 DVD디스크에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면서 상기 영상을 이루는 복수의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임시저장하고,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을 상기 DVD기록기기에 연결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상기 대표화면을 보고 상기 복수의 셀을 편집하면 상기 셀 정보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

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DVD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표화면은 섬네일(thumbnail)방식으로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

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표화면은 해당 셀에 속하는 아이픽쳐(I-picture) 중 하나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을 상기 DVD디스크에 기록시에 각 셀의 시작시점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

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셀의 시작지점을 사용자가 지정하면 기록중인 셀은 종료하고, 기록된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상기 DVD기록기기의 임

시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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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을 상기 DVD디스크에 기록시에 각 셀의 시작지점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의 셀

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각 셀의 시작시점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지정하거나 장면의 변화시점으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

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셀의 시작지점이 자동으로 설정되면 기록중인 셀은 종료하고, 기록된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상기 DVD기록기기의 임

시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10.

DVD드라이브에 장착되는 DVD디스크에 비디오 포맷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면서 상기 영상을 이루는 복수의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을 상기 DVD기록기기에 연결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상기 대표화면을 보고 상기 복수의 셀의 재생 또는 삭제여부를 선택하면 상기 셀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

에 상응하도록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DVD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DVD기록기기의 셀단위 편집방법

청구항 11.

DVD디스크를 장착하여 상기 DVD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거나 상기 DVD디스크에 기록된 영상을 읽는 DVD드라이브와,

상기 영상을 이루는 복수의 셀에 대한 셀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셀 단위로 편집을 하면 상기 셀 정보를 이용하여 네비

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DVD디스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

는 DVD기록기기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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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셀 단위의 편집은 각 셀을 삭제하거나 재생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을 상기 DVD기록기기에 연결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셀의 대표화면은 섬네일(thumbnail)방식으로 상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VD기록기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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