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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가 기록된 광 기록매체, 그 재생장치 및 재생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매체는 오디오 데이터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
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면서, 삽입되는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표시되도록 
작성된 복수의 웹문서: 및 상기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참조되는 다국어 웹
문서 지원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인터렉티브 모드에서 웹문서를 통해 표시되는 문자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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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의 블록도,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DVD(300)의 파일 구조를 도시한 참고도,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DVD(300)의 볼륨 공간(Volume Space)의 개략도,

도 4는 도 2 및 3에서 설명한 DVD_ENAV.IFO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의 상세구조도,

도 6은 도 5의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탐색되어 디스플레이된 웹문서의 예,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렉티브 기능을 지원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장치 및 재생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재
생된 데이터 스트림이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되는 광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장치 및 재생방법에 있
어서 다국어 웹문서를 지원하는 기능에 관한 것이다.

    
AV 데이터와 함께 HTML 문서가 기록되어 있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DVD(
이하 " 인터렉티브 DVD" 라 함)가 판매되고 있다. 인터렉티브 DVD에는 종래 DVD-Video에 인터렉티브 기능을 지원
하기 위한 정보가 더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렉티브-DVD에 기록된 AV 데이터는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되
어 두 가지 방법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하나는 일반 DVD-Video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 모드
이고, 다른 하나는 HTML 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을 통해 상기 HTML문서와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인터렉티브 모
드이다. 인터렉티브 모드가 선택되면 DVD 재생장치에 설치된 웹브라우저는 인터렉티브 DVD에 기록되어 있는 HTML 
문서를 디스플레이한다. HTML 문서의 표시창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AV 데이터가 재생되어 디스플레이된다. 예를 들
어, AV 데이터가 영화일 경우 HTML 문서에 의해 정의되는 표시창에는 영화가 상영되고 디스플레이 화면의 나머지 부
분에는 영화의 대본, 줄거리, 출연배우의 사진, 등 다양한 부가정보가 표시될 수 있다. 부가정보는 타이틀(AV 데이터)
과 동기되어 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출연배우가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 배우에 대한 이력정보가 담긴 HTM
L 문서가 호출되어 표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종래 DVD-Video 표준에 따르면 타이틀이 재생될 때 다국어로 자막을 표시할 수 있는 서브픽처 데이터가 정의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원하는 언어로 된 자막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인터렉티브-DVD에 있어서 AV 데이터가 인터렉티브 모드로 디스플레이될 때 함께 표시되는 부가정보가 
문자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한가지 언어로만 표시된다. 즉, 종래 인터렉티브-DVD는 HTML 문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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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부가정보에 대한 다국어 지원기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문자정보를 표시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경우 HTML 문서를 통해 제공되는 문자정보는 무의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터렉티브-DVD가 제공
하는 인터렉티브 모드는 사용자에게 아무런 효용성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터렉티브 모드에서 웹문서를 통해 표시되는 문자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되는 광 정보저장매
체, 그 재생장치 및 재생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
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면서, 삽입되는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표시되도록 
작성된 복수의 웹문서: 및 상기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참조되는 다국어 웹
문서 지원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광 정보저장매체는 상기 AV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AV 데이터는 상기 네비게이
션 데이터를 참조하여 디코딩되어 상기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V 데이터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비디오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고,

상기 웹문서 및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오디오 데이터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 상기 AV 데이터에 대해 복수의 언어로 
마련된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서브픽처 데이터;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 및 디코딩
되어 자막으로 재생된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면서 상기 AV 데이터 또는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와 관련지
어 삽입되는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에 의해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된 복수의 웹문서: 및 상기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참조되는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
장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광 정보저장매체는 상기 AV 데이터 및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AV 
데이터 및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는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참조하여 디코딩되어 상기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V 데이터, 서브픽처 데이터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비디오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고, 상기 웹문서 및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다.

상기 웹문서는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서 각 언어별로 마련된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에 각각 저
장되어 있으며, 상이한 언어로 표시되는 동일한 문자정보가 삽입되는 웹문서는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를 매핑시켜주는 언어선택 전환정보; 및 상기 웹문서가 
각각 저장된 경로를 표시하는 언어별 디렉토리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가능한 언어를 표시하는 지원가
능 언어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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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삽입된 문자정보가 복
수의 언어로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된 웹문서 중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언어로 표시되도록 작성
된 웹문서를 독출하는 단계; (b) 상기 AV 데이터를 독출하여 디코딩하는 단계; 및 (c)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림
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를 독출된 웹문서를 통해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 및 복수의 언어로 된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서브픽처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
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자막을 표시
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수신된 언어정보에 대응되는 언어를 탐색하는 단계; 및 (c) 탐색된 
언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기록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a)단계는 (a1)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는 웹문서 전환용 언어코드를 탐색하는 단계; 및 
(a2) 탐색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a2)단계는 탐색된 언어코드와 동일한 명칭의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단계임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삽입된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로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
된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언어로 표시되도록 작성된 웹문서를 독출하는 단계; (b) 상기 AV 데이터를 독출
하여 디코딩하는 단계; 및 (c)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를 상기 표시창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수신된 언어정보에 대응되는 언어를 탐색하는 단계; 및 (c) 탐색된 언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
토리에 기록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a)단계는 (a1)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 전환용 언어코드를 탐색하는 단계; 및 (a2) 탐색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정보저장매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AV 디코더; 및 삽입된 문자정
보가 복수의 언어로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된 복수의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언어로 표시되도록 작성된 상기 
웹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상기 AV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되어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
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 및 복수의 언어로 된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서브픽처 데이터
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 및 자막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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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상기 광 정보저장매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디코더;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정보를 수신하고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수신된 언
어정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상기 A
V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되어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재생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은 상기 웹문서가 자막과 연동되어 디스플레이 될 경우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
여,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는 웹문서 전환용 언어코드를 탐색하고 탐색된 언어코드에 대응되
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웹문서가 독립되어 디스플레
이될 경우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
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명세서에서 「웹문서」는 웹문서는 
물론, 웹문서에 삽입되기 위해 호출되는 파일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HTML 문서」는 XML, SGML 등의 
마크업언어로 작성되어 웹브라우저에 의해 해석되어 디스플레이가능한 문서를 총칭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재생장치는 본 실시예에 따른 DVD(300)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하여 웹문서에 의해 정의되는 표시창을 통해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하는 재생장치로서, 독
출부(1), 버퍼 메모리(2), 캐시 메모리(3), AV 디코더(4), 및 프리젠테이션 엔진(5)을 포함한다.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설명하면,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재생장
치의 운영체제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인터페이싱하는 응용프로그램인 웹브라우저, 클라이
언트 해석엔진, 및 플러그-인을 포함한다. API는 운영체계나 다른 응용프로그램에게 처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정
해진 특별한 메쏘드이다. 클라이언트 해석엔진은 자바스크립트 또는 자바 해석엔진을 포함한다. 플러그-인은 다양한 
웹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다. 하드웨어 관점에서, 프리젠테이션 엔진(5)에는 인터렉티브 모드가 선택되었
을 때 함께 표시되는 웹문서의 언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즉 웹문서 언어정보에 대한 디폴트값이 설정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 지역에 판매될 재생장치는 문자정보가 영어로 표시되는 웹문서를 선택할 것을 지시하는 웹
문서 언어정보가 설정된다. 웹문서 언어정보는 재생장치의 판매지역 또는 그 지역의 언어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가 웹문서 언어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언어 또는 그에 대응되는 언어로 웹
문서가 표시된다.
    

    
독출부(1)는 DVD(300)로부터 HTML 문서 또는 AV 데이터를 독출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DVD(300)에는 서브픽처 
데이터와 AV 데이터가 함께 멀티플렉싱되어 패키징된 데이터 패킷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AV 데이터를 독출한다는 
의미는 서브픽처 데이터도 함께 독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자막표시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서브
픽처 데이터는 재생되지 않고 버려지게 된다. 버퍼 메모리(2)는 독출부(1)에 의해 독출된 AV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캐시 메모리(3)는 독출부(1)로부터 독출된 HTML 문서를 캐싱한다. AV 디코더(4)는 버퍼 메모리(2)에 저장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AV 데이터 스트림을 출력한다.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독출된 HTML 문서를 해석하여 표시창
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여기에 AV 디코더(4)로부터 출력된 AV 데이터 스트림이 표시창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DVD(300)의 파일 구조를 도시한 참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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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300)는 웹문서에 포함된 문자정보가 다국어로 표시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는 복수개의 웹문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본 발명에 따른 DVD(300)에는 동일한 문자정보가 서로 다른 언어로 
표시되는 웹문서가 복수개 기록되어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루트 디렉토리에는 AV 데이터가 포함된 DVD 비디오 디렉토리 VIDEO_TS와 HTML 문서 등 인터렉
티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가 기록된 DVD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DVD_ENAV가 마련되어 있다.

    
VIDEO_TS에는 비디오 타이틀 전체에 대한 헤더정보가 기록된 VIDEO_TS.IFO이 배치되어 있다. VIDEO_TS.IFO에
는 비디오 타이틀에 대해 디폴트값으로 지정된 언어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첫 번째 비디오 타이틀에 대한 헤더
정보가 기록된 VTS_01_0.IFO가 기록되어 있고, 비디오 타이틀을 구성하는 VTS_01_0.VOB, VTS_01_1.VOB,‥이 
기록되어 있다. VTS_01_0.VOB, VTS_01_1.VOB,‥는 비디오 타이틀 셋을 구성하는 비디오 오브젝트 셋(Video Ob
ject Set: VOBS)으로서, 각 VOB는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서브픽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서브픽처 데
이터는 영화의 자막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구성은 DVD-Video 표준안 「DVD-Video for Read O
nly Memory disc 1.0」에 개시되어 있다.
    

    
DVD_ENAV에는 인터렉티브 정보 전체에 대한 헤더정보가 기록된 DVD_ENAV.IFO 가 기록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해당 디렉토리의 정의, 구성, 포함된 타이틀의 개수, 기본정보, 타이틀에 사용된 언어, 자막 및 폰트에 대한 정보, 
해상도와 색상 등 웹문서 표시정보, 저작권 정보 등이 기록된다. 나아가, DVD_ENAV.IFO에는 본 실시예에 따라 다국
어 웹문서 지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라 
웹문서에 지원되는 언어에 각각 대응되도록 마련된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 KOR, JPN, ENG 등이 마련되어 있다. KO
R은 한국어 디렉토리를, JPN은 일본어 디렉토리를, ENG는 영어 디렉토리를 나타낸다. 각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에는 
동일한 문자정보가 대응 언어로 표시되도록 작성되어 있는 A.HTM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A.HTM에 삽입되어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파일 W.PNG, X.PNG, Y.PNG 등도 대응 디렉토리에 각각 저장되어 있다. W.PNG, X.PNG, Y.PNG 
에는 동일한 내용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파일 명칭을 동일하게 붙일 수 있다. PNG(Portable 
Network Graphics)파일은 압축된 그래픽 이미지 파일을 의미한다. 여기서, PNG 파일 대신 다른 언어로 된 이미지 파
일은 물론 au파일, aiff파일 등의 오디오 파일이 첨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DVD(300)의 볼륨 공간(Volume Space)의 개략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DVD(300)의 Volume Space에는 Volume과 파일에 대한 제어 정보가 기록된 제어정보 영역, 대응 
비디오 타이틀에 관한 데이터가 기록된 DVD-Video 데이터 영역, 및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하는 데이터가 기록된 D
VD-Interactive Data 영역을 포함한다.

DVD-Video 데이터 영역에는 도 2의 DVD 비디오 디렉토리 DVD_TS에 저장된 파일, 즉 VIDEO_TS.IFO, VTS_01_
0.IFO, VTS_01_0.VOB, VTS_01_1.VOB,‥등이 기록되어 있다. DVD-Interactive 데이터 영역에는 도 2의 DVD 인
터렉티브 디렉토리 DVD_ENAV에 저장된 파일, DVD_ENAV.IFO, A.HTM(KOR), A.HTM(JPN), A.HTM(ENG), 
W.PNG, X.PNG, Y.PNG 등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도 4는 도 2 및 3에서 설명한 DVD_ENAV.IFO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DVD_ENAV.IFO에는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국어 웹문서 지원
정보는 지원가능 언어정보, 언어선택 전환정보, 및 언어별 디렉토리정보를 포함한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리젠
테이션 엔진(5)이 웹문서를 자막과 연동시켜 표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표시할 경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언어선
택 전환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의 상세구조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에 포함된 
지원가능 언어정보는 지원가능한 언어의 갯수, 지원가능한 언어의 코드, 및 재생 중 언어변환 가능여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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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언어코드는 ISO-639 언어코드로 표시될 수 있다. 0×0412, 0×0411 및 0×0409는 헥사 값(Hex value)
으로서 순서대로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를 의미한다.

    
언어선택 전환정보인 언어선택 전환 테이블에는 웹문서가 자막과 연동되어 표시될 경우, 자막을 지원하는 언어코드에 
대응하는 언어로 문자정보가 표시되도록 작성된 웹문서를 추출하기 위해 참조하는 HTML 문서 전환용 코드가 매핑되
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5의 예에서 자막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지원되지만 함께 표시되는 웹문서는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의 3 가지로만 지원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막을 표시하는 언어로 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언어가 대응되지만 자막을 표시하는 언어로 중국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영어가 
대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원되는 언어의 개수 및 종류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웹문서가 자막과 상
관없이 독립적으로 표시될 경우에도 언어선택 전환 테이블은 웹문서를 추출하기 위해 참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
장치의 언어가 중국어(ZH)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언어선택 전환 테이블을 참조하여 영어(E
N-US)로 된 웹문서를 표시한다.
    

재생 중 언어전환 가능여부는 AV 데이터를 재생하는 중에 사용자가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가령 
0는 불가함을, 1은 가능함을 나타낼 수 있다.

언어별 디렉토리 정보에는 지원가능한 언어코드에 대응되는 웹문서가 각각 저장된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 및 시작 문
서로 지정된 HTML 문서의 파일명이 매핑되어 있다.

도 6은 도 5의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웹문서가 자막과 연동되어 디스플레이된 경우의 개략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a)는 한국어 자막을 선택하였을 때 표시되는 웹문서의 예이고, (b)는 일본어 자막을 선택하였을 때 
표시되는 웹문서의 예이며, (c)는 영어 또는 중국어 자막을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웹문서의 예이다. 이처럼, 동일한 부
가정보가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문자정보는 각각 다른 언어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인터렉티브 모
드에서 다국어 웹문서가 지원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 또는 사용자가 선택한 자막에 대응되는 언어로 된 문자정보
가 포함된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소정 비디오 타이틀이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되고 
있는 중에 한국어 자막에서 일본어 자막으로 변경한다면 함께 표시되는 웹문서는 (a)에서 (b)로 변경된다. 다시 말해, 
도 5와 같은 언어선택 전환 테이블 및 언어별 디렉토리 정보를 참조하여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 JPN에 저장된 웹문서 
A.HTM을 독출하여 표시한다.
    

다만, 웹문서가 자막과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디스플레이될 경우에는 자막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언어로 된 문자정보가 포함된 웹문서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렉티브-DVD(300)가 재생장치에 삽입되면 재생장치의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정보를 탐색하여 재생장치에 디폴트값으로 설정된 언
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701단계).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에 기록된 언어정보에 재생장치에 디
폴트값으로 설정된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 또
는 DVD_ENAV.IFO에 디폴트값으로 지정된 언어를 웹문서의 재생을 위한 디폴트값으로 설정한다(702단계).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에 기록된 언어정보에 재생장치에 디폴트값으로 설정된 언어가 존재하는 경
우 그 언어를 웹문서 재생을 위한 디폴트값으로 설정한다(70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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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출부(1)는 설정된 언어로 된 웹문서를 독출한다(703단계). 예를 들어, 한국어가 웹문서 재생 을 위한 디폴트값으로 
설정된다면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 중 한국어 디렉토리 KOR에 저장되어 있는 A.HTM을 독출한다. 프리젠테이션 엔
진(5)은 독출된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한다(704단계).

    
사용자가 자막의 언어를 변경하면(705단계),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전술한 바와 같은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
조하여 AV 데이터의 재생 중 언어전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706단계). 가능한 경우, 다시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
보를 참조하여 대응되는 웹문서를 알아내고 독출부(1)는 이를 독출한다(707단계).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독출된 웹
문서를 디스플레이한다(708단계). 사용자가 재생장치의 재생을 종료시키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지만(709단계), 재생 
중 사용자가 또 다시 자막의 언어를 변경하면 상기 706단계 내지 708단계가 반복되어 수행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렉티브-DVD(300)가 재생장치에 삽입되면 재생장치의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정보를 탐색하여 재생장치에 디폴트값으로 설정된 언
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801단계).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에 기록된 언어정보에 재생장치에 디
폴트값으로 설정된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 또
는 DVD_ENAV.IFO에 디폴트값으로 지정된 언어를 웹문서의 재생을 위한 디폴트값으로 설정한다(802단계).
    

인터렉티브-DVD(300)의 VIDEO_TS.IFO에 기록된 언어정보에 재생장치에 디폴트값으로 설정된 언어가 존재하는 경
우 그 언어를 웹문서 재생을 위한 디폴트값으로 설정한다(802단계).

독출부(1)는 설정된 언어로 된 웹문서를 독출한다(803단계). 예를 들어, 한국어가 웹문서 재생 을 위한 디폴트값으로 
설정된다면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 중 한국어 디렉토리 KOR에 저장되어 있는 A.HTM을 독출한다. 프리젠테이션 엔
진(5)은 독출된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한다(804단계).

    
사용자가 웹문서의 언어변경을 요구하면(805단계),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의 지원가능 언어
정보를 해석하여 AV 데이터의 재생 중 언어전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806단계). 가능한 경우, 다시 다국어 웹문
서 지원정보의 언어별 디렉토리 정보를 참조하여 선택가능한 언어가 표시된 메뉴를 디스플레이한다(807단계). 사용자
가 언어를 선택하면(808단계)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언어별 디렉토리 정보(및 언어 선택 전환 테이블)을 참조하여 
대응되는 웹문서를 알아내고 독출부(1)는 이를 독출한다(809단계). 프리젠테이션 엔진(5)은 독출된 웹문서를 디스플
레이한다(810단계). 사용자가 재생장치의 재생을 종료시키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지만(811단계), 재생 중 사용자가 또 
다시 웹문서의 언어변경을 요청하면 상기 806단계 내지 810단계가 반복되어 수행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인터렉티브 모드에서 웹문서를 통해 표시되는 문자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되는 광 정
보저장매체, 그 재생장치 및 재생방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디오 데이터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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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면서, 삽입되는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표시되도록 작성된 복수의 웹문서: 및

상기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참조되는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V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AV 데이터는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참조하여 디코딩되어 상기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V 데이터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비디오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고,

상기 웹문서 및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4.

오디오 데이터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

상기 AV 데이터에 대해 복수의 언어로 마련된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서브픽처 데이터;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 및 디코딩되어 자막으로 재생된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가 디
스플레이되면서 상기 AV 데이터 또는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와 관련지어 삽입되는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에 의해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된 복수의 웹문서: 및

상기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참조되는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AV 데이터 및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에 대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AV 데이터 및 상기 서브픽처 데이터는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참조하여 디코딩되어 상기 AV 데이터 스트림으
로 재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AV 데이터, 서브픽처 데이터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비디오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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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웹문서 및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웹문서는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서 각 언어별로 마련된 다국어 웹문서 디렉토리에 각각 저
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8.

제8항에 있어서,

상이한 언어로 표시되는 동일한 문자정보를 포함하는 웹문서는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
보저장매체.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를 매핑시켜주는 언어선택 전환정보; 및

상기 웹문서가 각각 저장된 경로를 표시하는 언어별 디렉토리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는

지원가능한 언어를 표시하는 지원가능 언어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지원가능 언어정보에는 재생 중 언어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언어선택 전환정보는 자막으로 표시되기 위해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언어가 매핑된 언어선택 전환 테이블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3.

 - 10 -



공개특허 특2002-0094997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
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삽입된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로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된 웹문서 중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
는 언어로 표시되도록 작성된 웹문서를 독출하는 단계;

(b) 상기 AV 데이터를 독출하여 디코딩하는 단계; 및

(c)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를 상기 (a)단계에서 독출된 웹문서에 의해 정의되는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4.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 및 복수의 언어로 된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서브픽처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
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 및 자막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수신된 언어정보에 대응되는 언어를 탐색하는 단계; 및

(c) 탐색된 언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기록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는 웹문서 전환용 언어코드를 탐색하는 단계; 및

(a2) 탐색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a2)단계는

탐색된 언어코드와 동일한 명칭의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7.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
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삽입된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로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된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언어로 표시되도록 
작성된 웹문서를 독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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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AV 데이터를 독출하여 디코딩하는 단계; 및

(c) 디코딩되어 AV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생된 상기 AV 데이터를 상기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8.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
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웹문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수신된 언어정보에 대응되는 언어를 탐색하는 단계; 및

(c) 탐색된 언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기록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0) 재생 중 언어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상기 (b)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
법.

청구항 20.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웹문서 전환용 언어코드를 탐색하는 단계; 및

(b2) 탐색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21.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
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정보저장매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AV 디코더; 및

삽입된 문자정보가 복수의 언어로 각각 표시되도록 작성된 복수의 웹문서 중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는 언어로 표시되도
록 작성된 상기 웹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상기 AV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되어 재생된 A
V 데이터 스트림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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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광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 및 복수의 언어로 된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서브픽처 데이터를 독출하고 디코딩
하여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을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정보저장매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디코더; 및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정보를 수신하고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수신된 언어정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해석하여 상기 웹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상기 AV 디코더에 의해 디코
딩되어 재생된 AV 데이터 스트림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3.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은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선택된 언어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
여 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은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는 웹문서 전환용 언어코드
를 탐색하고 탐색된 언어코드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은

상기 다국어 웹문서 지원정보를 참조하여, 재생 중 언어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은

탐색된 언어코드와 동일한 명칭의 디렉토리에 저장된 상기 웹문서를 탐색하여 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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