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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 및 그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은 선택된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주석(Annotation) 및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Locator)를 포함하는 북마크(bookmark)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북

마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는 소정 컨텐츠의 원하는 

위치에 북마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석을 달 수 있다. 또한, 일 재생장치에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 재생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개요도,

도 2는 도 1의 재생장치(1)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

도 3은 도 2의 재생장치(1)의 상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북마크 정보의 데이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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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북마크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 화면의 개략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북마크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화면의 개략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북마크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화면의 개략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북마크 데이터를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화면의 일 예,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북마크 정보가 저장된 북마크 테이블의 일 예,

도 10은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1은 북마크 정보 전송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2는 수신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13은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하

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3은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광 기록기술의 발달로 영화, 음악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DVD, 및 DVD 플레이어(재생장

치)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전송이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단순히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요

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재생 중에 특정 위치(장면)를 기억시켜두고 다시 재생할 때 기억시켜둔

위치에서부터 곧바로 재생되도록 하거나, 특정 장면에 대한 주석을 달아두고 다시 재생할 때 이를 참조할 수 있는 기

능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기억시켜둔 위치정보 등을 다른 재생장치에서도 볼 수 있기를 원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주석을 달 수 있는 북마크 기능을 지원 하는 재생장치 및 그 북마크 정보 제공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일 재생장치에서 북마크해둔 리스트를 다른 재생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북마크 정보 제공

방법 및 그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르면,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선택된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주석(Annotation) 및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Locator)를 포함하는 북마크(bookmark)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재생장치는 상기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선택된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주석 및 상기 로케이터를 포함하는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신하

는 단계;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로케이터를 상기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네비게이션 정보로부터 독출하는 

단계; 및 독출된 로케이터를 상기 주석에 부가하여 상기 북마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광 기록매체가 기록가능할 경우 상기 광 기록매체에 상기 북 마크 정보를 저장하고, 그

렇지 않을 경우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a1) 상기 컨텐츠의 종류(Type)를 저장하는 단계 및 (a2) 상기 컨텐츠의 제목(T

itle)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a1) 단계는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의 종류를 독출하여 저장하는 단계이고, 상기 (a

2)단계는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제목을 독출하여 저장하는 단계임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북마크 정보를 송수신하는 단계는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단계이며, 상기 이메일 송신 단계는 (b1)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 송신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b2) 변환된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광 기록매체로부터 소정 데이터를 독출하는 픽업부; 상기 픽업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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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공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부; 상기 재생부에 의한 컨텐츠 재생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위치의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Locator)와 상기 컨텐츠에 대한 주석(Annotation)을 포함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인터

넷 접속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광 기록매체로부터 소정 데이터를 독출하는 픽업부; 상기 픽업부로부 터 제공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부; 선

택된 위치의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Locator)와 상기 컨텐츠에 대한 주석(Annotation)을 

포함한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신하는 인터넷 접속부; 및 상기 인터넷 접속부를 통해 

수신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

생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광 기록매체가 기록가능할 경우 상기 북마크 정보를 상기 광 기록매체의 네비게이션 정보가 저장

된 영역에 저장하거나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이메

일에 첨부하여 상기 인터넷 접속부를 통해 상기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며, 이때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 송신가

능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상기 제어부는 이메일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킴에 의해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프

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기 제어부는 인터넷 서버로부터 소정 컨텐츠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하며, 이를 위해 상기 제어부는 브라우저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 코드

를 실행시킴에 의해 브라우저로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개요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수개의 재생장치(1)가 인터 넷에 접속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일 

재생장치(1)는 인터넷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1)로 전송할 수 있고 다른 재생장치(1)로

부터 북마크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재생장치(1)는 본 실시예에 따라 DVD 재생장치로 구현된다. DVD는 DVD-Vide

o, DVD-Interactive, DVD Video-recording, HD-DVD 등 광 디스크를 포함한다. 여기서, DVD-Interactive는 AV 

데이터와 함께 웹문서가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웹문서에 정의된 표시창을 통해 AV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인터렉티

브 모드를 지원하는 DVD를 말한다.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HD-DVD는 고화질 DVD로서 기존의 DVD에 비해 4~5

배의 기록밀도를 갖는 DVD를 말한다. 현재 HD-DVD에 대한 데이터구조의 표준을 채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은 데이터구조 그 자체에 있지 않으므로 표준의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HD-DVD에 적용가능하

다.

도 2는 도 1의 재생장치(1)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재생장치(1)는 픽업부(20), 제어부(30), 재생부(40), 및 인터넷 접속부(50)를 포함한다. 픽업부(20)

는 광 디스크(200)로부터 소정 데이터를 독출한다. 재생부(40)는 픽업부(20)에 의해 광 디스크(200)로부터 독출되어

제공된 컨텐츠를 재생한다. 본 발명에서 『컨텐츠』는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다양한 컨텐츠 데이터를 가리킨다. 따라

서, 컨텐츠는 텍스트 데이터는 물론 AV(Audio/Video)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광 디스크(200)가 DVD

-Video라면 여기에 기록된 영화가, DVD-ROM이라면 이에 기록된 전자책(e-book)이 컨텐츠의 예이다. 따라서, 재

생부(40)는 소정 코딩방식에 따라 코딩되어 기록된 AV 데이터(본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구

비한다. 제어부(30)는 재생부(40)에 의한 AV 데이터의 재생 중 사용자에 의해 북마크된 프레임에 대한 북마크 정보

를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하며, 인터넷 접속부(50)를 통해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거나 다

른 재생장치로부터 수신한다. 특히, 제어부(30)는 광 디스크(200)가 기록가능할 경우 광 디스크(200)에 북마크 정보

를 기록한다. 본 실시예에서 북마크 정보가 광 디스크(200)에 저장될 경우 AV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정보가 기

록된 영역에 저장된다. 인터넷 접속부(50)는 북마크 정보가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접속한다.

도 3은 도 2의 재생장치(1)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재생장치(1)는 픽업부(20), 제어부(30), 재생부(40), 및 인터넷 접속부(50)를 포함한다. 제어부(30)

는 프로세서(31), 휘발성 메모리(32), 및 비휘발성 메모리(33)를 구비한다. 비휘발성 메모리(33)에는 이메일 프로그

램 코드 및 브라우저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되어 있다. 프로세서(31)는 비휘발성 메모리(33)에 저장된 이메일 프로그

램 코드 또는 브라우저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킴에 의해 이메일 클라이언트 또는 브라우저로 동작한다. 프로세서(31

)는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동작함에 의해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 송신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북마크 정보가 

첨부된 이메일을 이메일 서버로 전송하고, 이메일 서버로부터 북마크 정보가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고 수신된 이메

일로부터 북마크 정보를 추출하여 비휘발성 메모리(33)에 저장한다. 프로세서(31)는 브라우저로 동작함에 의해 인터

넷을 브라우징할 수 있다. 즉, 소정 인터넷 서버로부터 다양한 컨텐츠를 수신 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나아가 비휘

발성 메모리(33)에 예를 들어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을 해석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엔진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경우 프로세서(31)는 프리젠테이션 엔진으로 동작하여 DVD-Interative의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한

다.

이해를 돕기 위해 DVD-Interactive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DVD-Interactive는 종래 DVD-Video에 

인터렉티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더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DVD-Interactive에 기록된 AV 데이터는 AV 데

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되어 두 가지 방법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하나는 일반 DVD-Video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

스플레이되는 비디오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웹문서에 정의된 표시창을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인터렉티브 모드이다. 

사용자에 의해 인터렉티브 모드가 선택되면 DVD 재생장치에 탑재된 브라우저는 DVD-Interactive에 기록되어 있는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한다. 웹문서의 표시창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AV 데이터가 재생되어 디스플레이된다. 예를 들어,

AV 데이터가 영화일 경우 표시창에는 영화가 상영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영화의 대본, 줄거리, 출연배우의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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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가정보가 표시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북마크 정보의 데이터 구조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북마크 정보는 북마크 매니저와 북마크 데이터를 포함한다. 북마크 데이터는 북마크된 컨텐츠의 제

목(Title) 및 주석(Annotation)을 포함한다. 주석은 사용자에 의해 기록되는 텍스트 데이터이다. 예컨대 사용자는 광 

디스크(300)에 기록된 AV 데이터(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 원하는 위치(특정 프레임)를 마크하고 이에 대해 주

석을 기록해 둘 수 있다. 즉, 북마크된 프로그램의 제목 및 기록된 주석이 북마크 데이터로서 저장된다. 북마크 매니저

는 해당 프로그램에 있어서 북마크된 위치(AV 데이터의 경우 프레임)을 찾아 재생하고 해당 주석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매니징 정보로서, 타입(Type)과 로케이터(Locator)를 포함한다.

타입은 컨텐츠의 종류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컨텐츠의 종류는 DVD-Video, DVD-ROM, DVD-RAM, DVD-Intera

ctive, 등에 기록된 AV 데이터일 수 있으며 또는 멀티미디어파일로 구현된 전자책(Electronic book)일 수 있다. 이 

경우 0은 DVD-Video, 1은 DVD-ROM, 2는 DVD-Audio, 3은 ABC사에서 발행한 전자책을 가리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타입에 따라 미리 결정된 위치에 북마크 정보가 기록된다. 예를 들어, 타입이 DVD Video-reocrding인 경우 네

비게이션 정보 중 Movie_Cell_Entry Point Information (M_C_EPI)에 북마크 정보가 기록될 수 있다.

로케이터는 해당 컨텐츠를 북마크된 위치에서부터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북마크된 컨텐츠의 위치 및 재생

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해당 컨텐츠가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 경우 로케이터는 URL(Universal Resou

rce Locator)로 표시된다. URL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자원의 주소를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해당 컨텐츠가 DVD에 기록된 경우 로케이터는 DVD의 네비게이션 정보로부터 추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DVD-Vi

deo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로케이터는 프로그램 번호, 셀(Cell) 번호, 네비게이션 팩 주소(Navigation Pack address:

NV_PCK address), 프로그램체인 재생 제어 상태(ProGram Chain playback control status: PGC playback contro

l status), 비디오타이틀 셋 번호(Video Title Set Number: VTSN), 타이틀 번호(TiTle Number), 비디오타이틀 셋 

타이틀 번호(Video Title Set TiTle Number: VTS_TTN), 타이틀 프로그램체인(TiTle ProGram Chain Number: T

T_PGCN), 파트 타이틀 번호(Part of Title Number: PTTN), 하이라이트 버튼 번호(Highlight Button Number: HL

_BTNN), 디스크 식별번호(Disc Unique ID)를 포함한다. DVD Video-recording의 경우 로케이터는 프로그램 번호, 

셀(Cell) 번호, 및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 EP) 번호를 포함한다. DVD-Interactive인 경우 로케이터는 자바스크

립트 변수 상태, 및 화면에 표시된 웹문서의 URL)을 포함할 수 있다. DVD-Audio인 경우 오디오 타이틀 셋 번호(Aud

io Title Set Number: ATSN), 프로그램 번호(ProGram Number: PGN), 오디오 타이틀 그룹 번호(Audio Title Gro

up Number: ATGN), 오디오 타이틀 번호(Audio title Group Number for TT_GR_DOM(title Group domain)), 트랙

번호(Track Number for TT_GR_DOM(title Group domain))을 포함한다. 해당 컨텐츠가 웹문서인 경우 로케이터는

해당 웹문서의 URL을 포함한다. 이처럼 로케이터를 구성하는 정보는 해당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즉 타입에 따라 달

라진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북마크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 화면의 개략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재생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결된 디스플레이장치의 화면에는 북마크된 컨텐츠의 제목(Title)이 표시된다. 또한, 

선택된 제목(Title)에 대한 주석(annotation)이 하단에 표시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북마크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화 면의 개략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북마

크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화면에는 컨텐츠의 제목 및 주석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창이 배치된다. 이에, 사용자는

북마크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제목 및 이에 대한 주석을 입력한다. 입력을 마친 다음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북마크 데

이터(제목과 주석)가 저장되게 된다. 입력화면의 바탕화면에는 AV 데이터의 재생 영상 또는 인터넷 서버로부터 제공

되는 컨텐츠(웹문서 등)가 표시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북마크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화면의 개략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북마크해 둔 컨텐츠에 대해 이후에 주석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창이 하단에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는 북마크된 컨

텐츠의 제목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및 이에 대한 주석을 입력한다. 입력을 마친 다음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북마크 데

이터로서 주석이 저장된다. 마찬가지로, 입력화면의 배경화면에는 AV 데이터의 재생 영상 또는 인터넷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컨텐츠(웹문서 등)가 표시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북마크 데이터를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화면의 일 예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전송

화면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창과 북마크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창이 마련된다. 사용자는 이메일 주

소를 입력하고 북마크 정보를 선택한 다음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북마크 정보가 저장된 북마크 테이블의 일 예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북마크 테이블의 필드는 식별자, 시작주소, 북마크 매니 저, 북마크 데이터로 구성된다. 시작주소는 

비휘발성 메모리(33)에 있어서 해당 북마크 정보가 기록된 시작위치를 알려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마크 매니저는 

북마크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북마크 데이터는 북마크된 컨텐츠의 제목 및 이에 대한 주석을 포함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본 발명에 따른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은 일 재생장치에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과정, 수신

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또는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재생하는 과정 중 적어도 하나의 과정을 포함한다.

도 10은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재생장치가 컨텐츠(광 디스크(300)에 기록된 AV 데이터 또는 인터넷 서버를 통해 수신된 웹문서 

등)를 디스플레이하는 중(1001단계), 사용자가 컨텐츠의 소정 위치에 북마크하기 위해 재생장치에 구비된 북마크 버

튼(도시되지 않음)을 누르면(1002단계), 제어부(30)는 북마크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1

003단계). 사용자가 입력화면에 컨텐츠의 제목 및 주석을 입력하고 제어부(30)는 수신된 북마크 데이터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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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단계). 제어부(30)는 예를 들면, 광 디스크(300)에 기록된 네비게이션 정보, 웹문서, 멀티미디어파일의 헤더정보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북마크 매니저를 생성한 다음 북마크 데이터와 조합하여 북마크 정보를 생성한다(

1005단계). 다음으로 제어부(30)는 생성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한다(1006단계). 보다 구체적으로, 제어부(30)는 해당

컨텐츠의 타입을 참조하여 광 디스크(300)가 DVD-Video인 경우 북마크 데이터를 DVD-Video에 정의된 데이터구

조에 따라 저장하고, DVD-Interactive인 경우 북마크 데이터를 DVD-Interactive에 정의된 데이터구조에 따라 저장

한다. 컨텐츠가 웹문서인 경우 URL 형식으로 북마크 데이터를 저장한다.

도 11은 북마크 정보 전송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북마크 전송버튼(도시되지 않음)을 누르면(1101단계), 제어부(30)는 북마크 정보 전송

을 위한 전송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1102단계). 사용자가 전송화면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1103단계) 북마

크 정보를 선택하면(1104단계), 제어부(30)는 선택된 북마크 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33) 또는 광 디스크(300)로부

터 독출한다(1105단계). 다음으로 제어부(30)는 독출된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가능한 포맷, 즉 이-메일 패킷

으로 패키징한다(1106단계). 이-메일 전송가능한 포맷으로 대표적인 것은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

ensions)을 들 수 있다. MIME은 아스키 데이터만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우편 프로토콜인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를 확장하여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응용프로그램, 기타 여러가지 종류의 데이터 파일들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확장된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서버들은 데이터 전송시 MIME 헤더를 집어넣으며 클라이언트들은 헤

더에 기록된 데이터 포맷을 참조하여 재생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자주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은 브라우저

에 기본적으로 탑재된다.

제어부(30)는 이-메일 전송가능하도록 패키징된 북마크 정보를 상기 1103단 계에서 입력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다

(1107단계).

도 12는 수신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제어부(30)는 북마크 정보가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한 다음(1201단계), 수신된 이메일로부터 북마

크 정보를 추출하여(1202단계) 비휘발성 메모리(33) 또는 광 디스크(300)에 저장한다(1203단계).

도 13은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재생장치

는 소정 컨텐츠를 재생할 때(1301단계), 사용자가 북마크 재생버튼(도시되지 않음)을 누르면(1302단계) 제어부(30)

는 북마크 정보에 포함된 북마크 매니저를 참조하여(1303단계) 북마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다(1304단계). 보다 구

체적으로, 제어부(30) 또는 재생부(40)는 북마크 정보로서 기록된 타입을 참조하여 광 디스크(300)가 DVD-Video인

경우 북마크 데이터를 DVD-Video에 정의된 데이터구조에 따라 디코딩하여 재생하고, DVD-Interactive인 경우 북

마크 데이터를 DVD-Interactive에 정의된 데이터구조에 따라 디코딩하여 재생한다. 컨텐츠가 웹문서인 경우 URL 

형식으로 북마크 데이터를 표시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소정 컨텐츠의 원하는 위치에 북마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석을 달

수 있다. 또한, 일 재생장치에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 재생장치로 전송할 수 있으며 타 재생장치로부

터 북마크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선택된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주석(Annotation) 및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Locator)를 포함하는 북마크(bookmark)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선택된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주석 및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를 

포함하는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로케이터를 상기 광 기록매체에 기록된 네비게이션 정보로부터 독출하는 단계; 및

독출된 로케이터를 상기 주석에 부가하여 상기 북마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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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광 기록매체가 기록가능할 경우 상기 광 기록매체에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

을 경우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a1) 상기 컨텐츠의 종류(Type)를 저장하는 단계 및

(a2) 상기 컨텐츠의 제목(Title)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a1) 단계는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의 종류를 독출하여 저장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a2)단계는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제목을 독출하여 저장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북

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송신 단계는

(b1)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 송신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b2) 변환된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마크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11.
광 기록매체로부터 소정 데이터를 독출하는 픽업부;

상기 픽업부로부터 제공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부;

상기 재생부에 의한 컨텐츠 재생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위치의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L

ocator)와 상기 컨텐츠에 대한 주석(Annotation)을 포함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인터넷 접속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2.
광 기록매체로부터 소정 데이터를 독출하는 픽업부;

상기 픽업부로부터 제공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부;

선택된 위치의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로케이터(Locator)와 상기 컨텐츠에 대한 주석(Annotation)을

포함한 북마크 정보를 다른 재생장치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신하는 인터넷 접속부; 및

상기 인터넷 접속부를 통해 수신된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북마크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제어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3.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광 기록매체가 기록가능할 경우 상기 광 기록매체에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광 기록매체의 네비게이션 정보가 저장된 영역에 상기 북마크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재생장치.

청구항 15.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북마크 정보를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상기 인터넷 접속부를 통해 상기 다른 재생장치로 전송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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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북마크 정보를 이메일 송신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이메일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이메일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킴에 의해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9.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인터넷 서버로부터 소정 컨텐츠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브라우저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킴에 의

해 브라우저로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1.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크 정보는 상기 컨텐츠의 타입 및 제목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독출부는 상기 컨텐츠가 기록된 광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타입 또는 상기 제목을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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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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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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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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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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