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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기록한 정보저장매체 및 그 재생장치

요약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재생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기록한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장치 및 방

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정보 저장 매체는, AV 데이터, 상기 AV 데이터의 재생에 관련된 네비게이션 커맨드의 집합인 네

비게이션 데이터 및 복수개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포함하며,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

는 프로그램의 실행결과에 따라, 하나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이 선택되어 재생된다. 본 발명은, 여러 언어로 작성된

문자 정보와 각 언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하나의 메뉴 스트림에 저장하므로써, 데이터를 중복하여

저장하지 않으므로 저장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VD의 언어유닛(language unit)에 저장되어 있는 각 언어별 메뉴 스트림을 도시한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611970

- 1 -



도 2는 DVD 재생장치가 미리 설정된 시스템 파라미터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하여 선택된 언어로 만들어진 메뉴 스트림을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은 언어별로 만들어진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중에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에 대응되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이 재생되는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5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중에서 언어정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일례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6은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이 영화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재생장치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렉티브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재생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기록한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어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메뉴도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

된다. 이러한 메뉴를 통하여, 컨텐츠 제작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들 선택 사항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영화재생과 같은 AV 스트림의 단순한 재생 뿐만 아니라 챕터별

재생, 보너스 영상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받는다.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메뉴는 문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문자정보라 함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각 언어별로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컨텐츠 제작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컨텐츠를 저장한 저장매체를 판

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진 메뉴를 만들어 저장매체에 저장한다. 종래의 DVD의 경우는 이러한 메뉴를 구

성하는 데이터들이 각 언어마다 별도로 만들어져 저장되어 있다. 그 이유는 DVD 재생장치에서 이들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도 1은 DVD의 언어유닛(language unit)에 저장되어 있는 각 언어별 메뉴 스트림을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메뉴 스트림이란 오디오, 비디오, 서브 픽처, 하이라이트 정보 등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메뉴가 하나의 스트림으로

다중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도 1을 참조하면 각 언어별로 메뉴 스트림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도 2는 DVD 재생장치가 미리 설정된 시스템 파라미터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하여 선택된 언어로 만들어진 메뉴 스트림을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DVD 재생장치는 미리 결정된 규칙에 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언어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미리

설정한 언어 정보는 시스템 파라미터 저장부(210)에 저장되어 있다. 메뉴 언어 선택부(220)는 예를 들어, 시스템 파라미터

0번(system parameter #0 : SPRM0)에 저장된 메뉴 언어 코드(Menu Language Code) 정보를 읽어, 메뉴 언어 코드와

동일한 값을 갖는 메뉴 스트림을 도 1을 참조하여 상술한 메뉴 스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읽어온다. 디코더(230)는

읽어온 메뉴 스트림을 재생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메뉴를 별개로 만들면, 데이터량이 많은 비디오 데이터와 같이 언어에 제약을 받는 문자

정보가 아닌 정보들도 각 언어별로 만들어진 메뉴에 각각 포함되므로 저장공간의 낭비가 심하다. 또한 비디오를 재생하는

중간에 언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언어 이외

의 기준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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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복수개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렉티브 그래

픽 스트림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의 실행결과에 따라,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선택 재생하는 방법, 장치 및 그 인터렉

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기록한 정보저장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하는 단계; 및 (b)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

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읽어와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AV 데이터; 상기 AV 데이터의 재생에 관련된 네비게이션 커맨드

의 집합인 네비게이션 데이터; 및 복수개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포함하며,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의 실행결과에 따라, 하나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이 선택되어 재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저장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터

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읽어와 재생하는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한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상기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언어별로 만들어진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중에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에 대응되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이 재생되는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재생에 관련된 네비게이션 커맨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고, 사용자

오퍼레이션에 의해서는 변경될 수 없다. 네비게이션 커맨드는 네비게이션 레지스터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재

생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플레이어 상태 레지스터(Player Status Register, PSR)가 있다. 플레이어 상태 레지스터에 대

해서는 표 1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이제, 플레이어 상태 레지스터들 중 언어와 관련된 레지스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처음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 2라고 하면 영어로 만들어진 메뉴 스트림이 재생된다. 그리고 하나의 플레이 아이템

(playitem)의 재생이 끝나면 다음 플레이 아이템을 재생하여야 하는데, 영어로 만들어진 플레이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한국어로 만들어진 플레이 아이템이 재생되다가 다시 영어로 만들어진 플레이 아이템이 재생될 수

도 있고(310), 아니면 한국어 플레이 아이템은 건너뛰고 그대로 영어 플레이 아이템만 재생될 수도 있다(320). 이렇게 재

생중에 다른 언어의 메뉴 스트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읽어 그 값과 메뉴 스트림의 언어에

해당하는 아이디 값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도 4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재생장치(400)에 처음 전원이 가해지거나 또는 사용자가 메뉴용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면 프로세서(420)는 프로그램(440)을 로드하여 실행시킨다. 이 프로그램(440)은 재생장치의 시스템 레지스터(410)

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속성에 따라 만들어진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한다. 시스템 레지스터(410)에 들어있는 정보는 도 4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언어정보뿐만 아니라, 시청등급정보, 서브

타이틀 언어정보 등이 있다. 따라서, 디코더(430)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정보를 참조하여 하나의 메뉴 데이터를 읽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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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딩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네비게이션 커맨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오브젝트에 포함된 네비게이션 커맨드

로써, AV 스트림을 재생하는 커맨드인 PlayList의 수행전에 수행되어, 사용자나 컨텐츠의 저작자가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

트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 가지 속성에 따라 만들어져 다중화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

다. 시스템 레지스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언어정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사전에 사용자 또는 재생장치 생산자에 의해 설정된 메뉴 언어 정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부모 레벨(parental level)이라고 하는 시청등급설정 정보를 활용하여 성인용 메뉴와 어린이용 메뉴

를 따로 재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언어가 없는 경우 서브타이틀(subtitle) 또는 오디오 언어를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특정 메뉴를 재생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일반 목적용 레지스터(general purpose

register)를 활용하여 그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에 대응되는 메뉴를 재생하는 방법 등이 있다.

표 1은 플레이어 상태 레지스터(Player Status Register, PSR)를 나타낸다.

[표 1]

 Value  Name  Meaning

 0  Interactive Graphics  Interactive Graphics Stream Number

 1  Audio  Audio Stream Number

 2  Presentation Graphics  Presentation Graphics Stream Number

 3  Angle  Angle Number

 4  Title  Title Number

 5  Chapter  Chapter Number

 6  PlayList  PlayList Number

 7  PlayItem  PlayItem Number

 8  Presentation Time  Presentation Time in 90Khz

 9  Timer  Navigation Timer

 10  Selected Button  Button Number in Selected State

 11  -  reserved

 12  -  reserved

 13  Parental  Parental Level

 14  Video Configuration  Player Configuration for Video

 15  Audio Configuration  Player Configuration for Audio

 16  Audio Language  Language Code for Audio

 17  Subtitle Language  Language Code for Presentation Graphics

 18  Menu Language  Language Code for Menu Description

 19  Interactive Graphics Language  Language Code for Interactive Graphics

 20  -  reserved

 ...  ...  ...

 63  -  reserved

표 1을 참조하면, 상술한 언어 정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속성정보가 플레이어 상태 레지스터에 기록됨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어 메뉴 언어 정보는 PSR 18번 레지스터에 기록되어 있는데, 초기에 이 PSR 18번 레지스터를 읽어서 그 값이 한국어

(ko)에 해당되면 PSR 0번 레지스터를 0 으로, 영어(en)이면 PSR 0번 레지스터를 1로 설정하고 플레이 리스트를 플레이한

다. PSR 0번 레지스터의 값이 0인가 1인가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재생할 것인가 영어로 작

성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재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설정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메뉴 스트림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공유 스트림과,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일예로써,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진 문자 정보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가지 언어로 작성된 문자 정보 스트림은 텍스트

뿐만 아니라 그래픽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도 4에서는 이러한 문자 정보 스트림이 메뉴 스트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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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재생장치 생산자에 의해서 하나의 언어가 선택되면 프로세서(420)는 선택한 언어 정보를 디코더(430)에 전달

하고, 디코더(430)는 복수개의 다중화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복호화한다. 이때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 또는 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을 가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그래픽을 많이 사용한

다.

도 5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중에서 언어정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일례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전원이 인가되거나 사용자의 명령 등에 의해 프로그램이 하나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선택하여

재생하는 경우와, 영화의 재생 중 영화 스트림과 함께 다중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하나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이 선택되어 재생되는 경우를 보여 준다.

메뉴 언어 레지스터(menu language register)에는 메뉴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정보가 스트림 아이디로써 저장되어 있다.

우선 메뉴 언어와 동일한 언어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아이디를 소정의 레지스터에 저장한다(S510). 즉, 프로그램은

메뉴 언어 레지스터(menu language register)에 저장된 언어에 해당하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아이디 정보를 찾

아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번호를 저장하는 소정의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만일 인터렉티브 그

래픽 스트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디폴트(default) 값을 저장하며, 디폴트 값의 예로 0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레지스터에 스트림 아이디를 저장한 후 영화 클립(movieclip)을 재생하는 명령을 수신한다(S520). 이때 영화 클립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구성된 메뉴 또는 영화 콘텐츠 자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재생중에,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에 포함된,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변경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속성정보(현재 예에서는 언어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선택된 인터랙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읽어와 재생하여야 하는데, 이

를 수행하기 전에 오류체크 단계(S530)를 먼저 수행한다. 즉,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재생중에,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에 포함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변경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그에 의해 읽어온 속성정보를 가지는 인터렉티

브 그래픽 스트림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30). 여기서 변경 프로그램은 버튼 오브젝트에 포함

된 버튼 커맨드이다.

판단하는 방법은 선택된 영화 클립에 다중화되어 있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 번호 중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 존재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존재한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저장된 값을 유지하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효하

지 않은 레지스터 값으로 판단하여 디폴트 값인 0으로 바꾸어 저장한다. 그리고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에 대응되는 인터렉

티브 그래픽 스트림이 존재하면 복호화하여 재생한다(S540). 그러다가 다른 언어를 선택하는 명령이 수신되면(S550), 상

기 오류를 체크하는 단계(S530)로 되돌아간다.

도 6은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이 영화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재생장치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영화 스트림의 특정 부분에 컨텐트 제공업자가 사전에 준비하였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때 프로세서(620)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와 재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값(610)들, 사

용자 입력 등을 활용하여 메뉴 스트림을 결정한다. 이렇게 선택된 메뉴 스트림은 디코더(630)에 의해서 오디오, 비디오 등

다른 스트림과 함께 재생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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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여러 언어로 작성된 문자 정보와 각 언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하나의

메뉴 스트림에 저장하므로써, 데이터를 중복하여 저장하지 않으므로 저장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메뉴 스트림의 선택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속성정보에 따라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AV 데이터;

상기 AV 데이터의 재생에 관련된 네비게이션 커맨드의 집합인 네비게이션 데이터; 및

복수개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포함하며,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의 실행결과에 따라, 하나의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이

선택되어 재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속성정보에 따라 선택하

며, 그 속성정보는 메뉴언어 정보, 시청 등급 정보, 서브 타이틀 언어 정보 및 오디오 언어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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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읽어와 재생하는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들 중, 그 속성정보에 기초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하여 속성정보

를 얻고, 이 속성정보를 가지는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네비게이션 커맨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오브젝트에 포함된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재생중에,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에 포함된, 상기 인터렉티브 그래픽 스트림의

변경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새로운 속성정보에 따라 선택된 인터랙티브 그래픽 스트림을 읽어와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프로그램은 버튼 오브젝트에 포함된 버튼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정보는 메뉴언어 정보, 시청 등급 정보, 서브 타이틀 언어 정보 및 오디오 언어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재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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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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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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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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