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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하는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방법및 재생장치

요약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하는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방법 및 재생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방법은 (a)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메모리에 캐시하는 단계; 및 (b) 캐시된 탐색 정보

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마크업

언어 문서에 대한 탐색 정보를 캐시해두고 이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함으로써 마크업언어 문서 파일을

보다 빨리 읽어들일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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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시스템의 개요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200)의 기능 블록도,

  도 3은 DVD(300)의 디스크 구조도,

  도 4 및 5는 ISO9660 파일 시스템의 일 예,

  도 6은 DVD(300)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 예,

  도 7은 도 6의 디렉토리 구조에 따른 ISO9660 파일 시스템,

  도 8은 DVD(300)의 디렉토리 구조의 다른 예,

  도 9는 도 8의 디렉토리 구조에 따른 ISO9660 파일 시스템,

  도 10은 DVD(300)의 디렉토리 구조의 또 다른 예,

  도 11은 도 10의 디렉토리 구조에 따른 ISO9660 파일 시스템,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한 플로우챠트,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한 플로우챠트,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한 플로우챠트,

  도 15는 도 14의 1411단계의 일 구현예,

  도 16은 도 14의 1411단계의 다른 구현예,

  도 1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ISO9660 파일 시스템을 채용한 경우 파일 시스템을 해석하는 과정을 보다 상세

히 기술한 재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방법 및

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PC(Personal Computer)에 탑재된 DVD 드라이브에 로딩하여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가능한 인터렉티브 DVD가 판매

되고 있다. 인터렉티브 DVD란 AV 데이터와 함께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DVD를 의미한다. 인터렉티브 DVD에 기록된

AV 데이터는 두 가지 모드로 재생될 수 있다. 하나는 일반 DVD와 동일하게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 모드이고, 다른 하나

는 AV 데이터가 재생된 AV 화면이 마크업언어 문서에 의해 정의되는 표시창을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인터렉티브 모드이

다. 사용자에 의해 인터렉티브 모드가 선택되면 PC에 탑재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마크업언어 문서 뷰어

(예를 들면 HTML문서를 해석하여 보여줄 수 있는 브라우저)는 인터렉티브 DVD에 기록되어 있는 마크업언어 문서를 해

석하고 디스플레이한다. 마크업언어 문서의 표시창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AV 데이터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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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업언어 문서로는 대표적으로 HTML 문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V 데이터가 영화일 경우 HTML 문서의 표시창

에는 동영상이 출력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영화의 대본, 줄거리, 출연배우의 사진, 등 영화에 관한 다양한 부가 정보가 표시

된다.

  한편, 종래 DVD는 파일 시스템으로서 UDF(Universal Disk Format) Bridge 또는 UDF를 채용하고 있다. UDF Bridge

는 UDF의 서브셋(subset)과 ISO9660을 혼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렉티브 모드에서는 AV 데이터는 물론 복수개의 마

크업언어 문서를 읽어들여야 한다. DVD-Video 표준에서 정의된 AV 데이터 구조에 따르면 AV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것

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의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AV 데이터에 대한 재생 제어 정

보 파일 VIDEO_TS.IFO을 찾기만 하면 재차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필요없이 재생 제어 정보 파일

VIDEO_TS.IFO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원하는 AV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크업언어 문서를 읽어

들이기 위해서는 매번 파일 시스템의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가령, 인터렉티브 DVD에 기록된 하나의 파일에 접근할 때마다 매번 불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광픽업이 6

회씩 이동해야하고 1회 이동시 100msec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마크업언어 문서 1개와 이에 링크되어 함께 디스플레이

되어야 할 이미지 파일 1개를 읽어들이기 위해서 광픽업은 총 12회를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200msec가 소요된

다. 마크업언어 문서에 링크되어 함께 디스플레이되어야 할 이미지 파일이 5개라면 파일을 읽어들이는데만 6×5×100 =

3000msec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마크업언어 문서 및/또는 이에 링크된 파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읽어들일 수 있는 데이터 구조

로 기록된 정보저장매체, 그 기록방법, 기록장치, 그 재생방법,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

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 및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는 메모리에 캐시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되어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 중 적어도 일부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가 저장된 비디오 디렉토리; 및 상기 AV 데이터를 인

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는 서브 디렉토리로서 캐시 디렉토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캐시 디렉토리의 데이터 구조는 메모리에 캐시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

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는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

가 기록되고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 중 그 데이터 구조가 메모리에 캐시되

는 캐시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캐시 디렉토리 지정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데이터 구조는 상기 캐시 디렉토리에 속하는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로서 상기 메모

리에 캐시되고, 상기 데이터 구조는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상기 파일 시스템은 UDF 및 ISO9660 중 적어도 일부를 채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

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메모리

에 캐시하는 단계; 및 (b)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a)단계는 (a1)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단계; 및 (a2) 분석

된 파일 시스템 중 적어도 일부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메모리에 캐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특허 10-0514733

- 3 -



  또한,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리

드-인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b)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단계; (c)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파일 시스

템 중 적어도 일부를 메모리에 캐시하는 단계; (d) 캐시된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하는 단계;

및 (e) 독출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c)단계는 (c1)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인 캐시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메모리에 캐시하거나, (c2)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재생 제어 정

보가 기록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분석하여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캐시 디렉토리를 알아내고, 알아낸 캐시 디렉토

리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메모리에 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ISO9660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DVD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볼륨 영역을 해석하는 단계; (b) 앵커 포인트를 참조하여 메인 볼륨 기술자 시퀀스를 해석하는 단계; (c) 파일 셋 기술

자를 해석하는 단계; (d)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하는 단계; (e) 루트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하는 단계; (f) 인

터렉티브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하는 단계; (g)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하는 단계; (h) 파일 식별자 기

술자를 읽어들여 시작 문서의 파일 엔트리를 찾아내는 단계; (i) 적어도 일부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경로테이블을 캐시

하는 단계; (j) 상기 경로테이블에 대응하는 디렉토리 레코드를 캐시하는 단계; 및 (k) 캐시된 경로테이블 및 디렉토리 레코

드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읽어들여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

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리더; 상기 리더로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독출할 것을 명령하고 상기 캐시 메모리에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할

것을 명령하는 콘트롤러; 상기 리더에 의해 독출된 탐색 정보를 캐시하기 위한 캐시 메모리; 상기 리더에 의해 독출된 마크

업언어 문서를 해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 상기 AV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위한 버퍼 메모리; 상기 버퍼 메모리에 버퍼링

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디코더; 및 상기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된 AV 데이터와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에 의해 해석

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블렌딩하여 출력하는 블렌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고 분석된 파일 시스템 중 적어도 일부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독출할 것을 상기 리더로 명령하고 독출된 파일 시스템이 상기 캐시 메모리에 캐시되

도록 상기 캐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에서「마크업언어 문서」는 HTML,

XML 등의 마크업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물론 Script 언어, Java 등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가 링크되거나 삽입된 문서를 총

칭하며, 나아가 마크업언어 문서에 링크된 파일을 망라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마크업언어 문서는 AV 데이터를 인터렉

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하는 동시에 AV 데이터와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부가 정보

를 담고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시스템의 개요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재생 시스템은 본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매체인 DVD(300), 재생장치(300),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

레이 장치로서 TV(100) 및 리모트 콘트롤러(400)를 포함한다. 리모트 콘트롤러(400)는 사용자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재생장치(200)로 전달한다. 재생장치(200)는 DVD(300)에 기록된 데이터가 읽혀지기 위한 DVD 드라이브가 마련되어 있

다. DVD 드라이브에 DVD(300)가 로드되고 사용자가 인터렉티브 모드를 선택하면 재생장치(200)는 대응 마크업언어 문

서를 사용하여 해당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여 TV(100)로 전달한다. TV(100)에는 재생된 AV 데이터에

따른 AV 화면과 마크업언어 문서로부터 얻어진 마크업문서 화면이 함께 표시된다. 「인터렉티브 모드」는 AV 데이터를

마크업언어 문서에 정의된 표시창에 AV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도록 재생하는 방식, 즉 마크업문서 화면과 AV 화면을 함께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AV 화면은 AV 데이터를 재생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화면을 가리키고

마크업문서 화면은 마크업언어 문서가 해석되어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화면을 가리킨다. 한편, 「비디오 모드」는

AV 데이터를 종래 DVD-Video를 재생하는 방식, 즉 해당 AV 데이터를 재생하여 얻어진 AV 화면만을 디스플레이하는 방

식을 말한다. 본 실시예에서 재생장치(200)는 인터렉티브 모드와 비디오 모드를 모두 지원한다. 나아가, 재생장치(200)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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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200)의 기능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재생장치(200)는 리더(1), 버퍼 메모리(2), 캐시 메모리(3), 콘트롤러(5), 디코더(4), 및 블렌더(7)를 포

함한다. 콘트롤러(5)에는 프리젠테이션 엔진(6)이 탑재되어 있다. 리더(1)에는 DVD(300)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광 픽업(11)이 마련되어 있다.

  리더(1)는 콘트롤러(5)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 광픽업(11)을 제어하여 DVD(300)로부터 AV 데이터 및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한다.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른 탐색 정보를 독출한다. 탐색 정보는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정보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다. 탐색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버퍼 메모리(2)는 AV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위한 메모리이고 캐시 메모리(3)는 DVD(300)에 기록된 AV 데이터 및/또는

마크업언어 문서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캐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캐시하기 위한 메모리이

다. 특히, 캐시 메모리(3)는 본 발명에 따른 탐색 정보를 캐시한다.

  콘트롤러(5)는 DVD(300)에 기록된 AV 데이터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비디오 모드 또는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되도록

리더(1), 프리젠테이션 엔진(6), 디코더(4), 및 블렌더(7)를 제어한다. 특히, 콘트롤러(5)는 본 발명에 따라 리더(1)로

DVD(300)에 기록된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독출하여 캐시 메모리(3)에

캐시되도록 한다.

  콘트롤러(5)의 일부로서 프리젠테이션 엔진(6)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마크업언어 및 클라이언트해석 프로그램 언어,

예를 들면 JavaScript, Java, ASP, PHP, 등을 해석하여 실행하는 해석엔진이다. 나아가, 프리젠테이션 엔진(6)은 다양한

플러그-인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플러그-인은 마크업언어 문서에 포함되거나 마크업언어 문서에 링크된 다양한 포맷의 파

일을 열 수 있게 해준다. 즉, 프리젠테이션 엔진(6)은 마크업언어 문서 뷰어 역할을 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프리젠테이

션 엔진(6)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소정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

  인터렉티브 모드에서 프리젠테이션 엔진(6)은 본 발명에 따라 캐시 메모리(3)에 캐시된 탐색 정보, 즉 파일 시스템을 참

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가져온 다음 해석하여 디코더(4)로부터 출력된 AV 데이터 스트림이 디스플레이되기 위한

표시창의 위치를 확인한다. 블렌더(7)는 AV 데이터 스트림이 마크업언어 문서에 의해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되도

록, 즉 AV 화면이 마크업문서 화면에 매립되도록(embedded), AV 데이터 스트림과 해석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블렌딩하

여 TV(100)로 출력한다.

  도 3은 DVD(300)의 디스크 구조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DVD(300)는 리드-인 영역 ①, 볼륨 구조 영역 ②, 파일 구조 영역 ③, 비디오 파일 영역 ④, 기타 파일

영역 ⑤, 및 리드-아웃 영역 ⑥으로 구분된다. 리드-인 영역 ①에는 리드-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리드-인 정보는 기준

코드 및 제어 데이터를 포함한다. 기준 코드는 트랙에 기록되는 변조 신호의 피트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제어 데

이터는 디스크 크기, 판독면의 개수, 제작자 정보, 저작권 정보 등을 의미한다. 볼륨 구조 영역 ② 및 파일 구조 영역 ③에는

DVD(300)에 기록된 AV 데이터 및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볼륨 구조 및

파일 구조는 UDF(Universal Data Format) Bridge 파일 시스템 또는 ISO9660 파일 시스템으로 기록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탐색 정보는 UDF(Universal Data Format) Bridge 파일 시스템 또는 ISO9660 파일 시스템의 적어도 일부이다. 비

디오 파일 영역 ④에는 AV 데이터가 기록된다. 기타 파일 영역 ⑤에는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다. LSN은 논리 섹터 번

호(Logical Sector Number)를 가리킨다.

  이처럼, 파일 시스템이 기록된 영역과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영역이 통상 분리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마크업언어 문

서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 캐시되지 않는다면 매번 DVD(300)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을 읽어들인 다음 이

를 참조하여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재생방법, 재생장치, 및 정보저장매체는 마크업언

어 문서를 읽어들이기 위해 참조하는 탐색 정보, 즉 파일 시스템 중 적어도 일부를 캐시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파일 시스템 중 캐시될 부분을 정하는 것, 즉 제한된 파일 시스템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제한된 파일 시스템은 크게

용량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과 경로명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만 이하의 설명은 모두 ISO9660 파

일 시스템을 기초로 한 것이다. ISO9660 파일 시스템은 종래의 DVD-Video 규격에서 채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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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문제가 없고 UDF 파일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 크기가 작으므로 캐시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시 메모

리의 용량이 충분하고 다른 이유로 UDF 파일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UDF 파일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 파일 시스템의 전체 용량에 따라 결정하는 예

  도 4 및 5와 같이 파일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논리 섹터 LSN(Logical Sector Number) 257 to p - 1 범위에는 ISO9660

파일 시스템이 저장되므로 그 크기를 512KB 만큼의 섹터들(1 섹터의 크기가 2KB이면 256개의 섹터가 됨) 또는 경로테이

블과 디렉토리 레코드의 총량이 512KB가 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디렉토리 명이 30자이고 256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경로테이블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L 경로테이블 크기(Path table size) = 5 섹터 (=> 8+(8+30)*256)

  섹터 내의 디렉토리 레코드를 위한 최대 크기(Maximum size for Directory record in sectors) = 256 섹터 - 5 섹터 =

251 섹터가 된다. 여기서 파일명이 모두 30자고 각 디렉토리별로 분산되어 저장된다면 최대 수용가능한 파일의 갯수는 약

7000개가 된다.

  2. 디렉토리 경로명에 따라 결정하는 예

  1) ISO9660 파일 시스템(논리 섹터 LSN 257 to p - 1) 중 소정 디렉토리 경로에 해당하는 공간의 크기를 제한한다.

  2)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탐색 정보가 기록된 소정 디렉토리의 경로테이블의 크기와 디렉토리 레코드의 크기를 제한하

여 이를 제한된 파일 시스템으로 결정한다.

  이하에서는 특히 ISO9660 파일 시스템에 기초한 2의 2)에 관한 다양한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도 6는 DVD(300)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 예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루트 디렉토리에는 AV 데이터가 저장된 비디오 디렉토리 VIDEO_TS가 마련되어 있다. VIDEO_TS에

는 비디오 타이틀 전체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된 재생 제어 정보 파일 VIDEO_TS.IFO이 배치되어 있다. 이어서, 첫

번째 비디오 타이틀 셋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된 재생 제어 정보 파일 VTS_01_0.IFO가 기록되어 있고, 비디오 타

이틀 셋을 구성하는 AV 데이터들 VTS_01_0.VOB, VTS_01_1.VOB,‥이 기록되어 있다. VTS_01_0.VOB,

VTS_01_1.VOB,‥는 비디오 타이틀, 즉 비디오 오브젝트(Video Object)이다. 각 VOB에는 네비게이션 팩, 비디오 팩, 및

오디오 팩이 패킹된 VOBU가 담겨 있다. 보다 상세한 구성은 DVD-Video 표준안 「DVD-Video for Read Only Memory

disc 1.0」에 개시되어 있다.

  루트 디렉토리에는 또한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DVD_ENAV

가 마련되어 있다. DVD_ENAV에는 시작 문서로서 INDEX.XML이 기록되어 있다. 나아가, DVD_ENAV에는 기타 마크업

언어 문서가 저장된다. 즉, MAINSCRN.PNG은 INDEX.XML에 삽입되는 파일이고, ASCRN.XML은 해당 비디오 타이틀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파일이며, ASCRN1.PNG와 ASCRN2.PNG는 ASCRN.XML에 삽입되어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파일

들이다.

  도 7은 도 6의 디렉토리 구조에 따른 ISO9660 파일 시스템을 보여준다.

  도 7을 참조하면, ISO9660 파일 시스템에 따라 기록된 경로 테이블과 디렉토리 레코드 구조를 알 수 있다. 회색으로 표

시된 영역 - 논리 섹터 번호 LSN 257과 261 - 에는 캐시 메모리(3)에 캐시될 수 있는 탐색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캐시 메

모리(3)에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DVD_ENAV에 기록된 파일을 읽어들이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탐색 정보, 즉 파일 시스템

의 일부(논리 섹터 번호 LSN 257과 261에 기록된 정보)가 캐시된다. 이에, 재생장치(200)의 콘트롤러(2)는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DVD(300)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을 읽기 위해 매번 리더(1)로 제어 신호를 보내어 광픽업(11)을 움직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콘트롤러(2)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마크업언어 문서를 보다 신속하게 읽

어들일 수 있게 된다.

  도 8은 DVD(300)의 디렉토리 구조의 다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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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을 참조하면, 루트 디렉토리에는 AV 데이터가 저장된 비디오 디렉토리 VIDEO_TS가 마련되어 있다. 비디오 디렉토

리 VIDEO_TS는 도 4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루트 디렉토리에는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DVD_ENAV가 마련되어 있다. DVD_ENAV에는 시작 문서로서 INDEX.XML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각 마크업언어 문

서가 저장된 서브 디렉토리로서 캐시 디렉토리 CACHED와 DIR_1이 마련되어 있다. 캐시 디렉토리 CACHED에 저장된

MAINSCRN.PNG은 INDEX.XML에 삽입되는 파일이고, ASCRN.XML은 해당 비디오 타이틀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파일

이며, ASCRN1.PNG와 ASCRN2.PNG는 ASCRN.XML에 삽입되어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파일들이다. 서브 디렉토리

DIR_1에 저장된 FILE1.XML 및 FILE2.XML은 해당 비디오 타이틀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파일이며 PIC1.PNG 및

PIC2.PNG는 FILE1.XML 또는 FILE2.XML에 삽입되는 파일들이다.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 즉 캐시 디렉토리 CACHED에 접근하기 위한 탐색 정보는 캐시 메모리(3)에 저장된다.

  도 9는 도 8의 디렉토리 구조에 따른 ISO9660 파일 시스템을 보여준다.

  도 9를 참조하면, ISO9660 파일 시스템에 따라 기록된 경로 테이블과 디렉토리 레코드 구조를 알 수 있다. 회색으로 표

시된 영역 - 논리 섹터 번호 LSN 257과 262 - 에는 캐시 메모리(3)에 캐시될 수 있는 탐색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본 실시

예에서 캐시 메모리(3)에는 DVD_ENAV의 서브 디렉토리인 캐시 디렉토리 CACHED에 기록된 파일을 읽어들이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탐색 정보, 즉 파일 시스템의 일부(논리 섹터 번호 LSN 257과 262에 기록된 정보)가 캐시된다. 이에, 재생

장치(200)의 콘트롤러(2)는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캐시 디렉토리 CACHED에 속하는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콘트롤러(2)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마크업언어 문서를

보다 신속하게 읽어들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캐시 디렉토리 CACHED가 아닌, 예를 들어 서브 디렉토리 DIR_1에 저장된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탐색 정보는 캐시되지 않으므로 직접 DVD(300)로부터 읽어들여야 한다.

  이처럼 모든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탐색 정보를 캐시하지 않고 그 일부만이 캐시되도록 하는 이유는, 즉 파일 시스템이

캐시되는 캐시 디렉토리를 별개로 마련해두는 디렉토리 구조를 채용하는 이유는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기록된 마크업언

어 문서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탐색 정보를 캐시하기 위해 할당된 캐시 메모리(3)의 저장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을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마크업언어 문서의 수가 많아지면 이들에 접

근하기 위한 탐색 정보, 즉 해당 파일 시스템의 크기 또한 매우 커지게 되므로 캐시 메모리(3)의 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차

지하거나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빈번한 접근이 예상되는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서브 디렉토리를 별

개로 마련해두고 이들에 대한 파일 시스템만을 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0은 DVD(300)의 디렉토리 구조의 또 다른 예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루트 디렉토리에는 AV 데이터가 저장된 비디오 디렉토리 VIDEO_TS가 마련되어 있다. 비디오 디렉

토리 VIDEO_TS는 도 6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루트 디렉토리에는 인터렉티브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DVD_ENAV가 마련되어 있다. DVD_ENAV에는 각각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서브 디렉토리로서 DIR_1 및 DIR_2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DVD_ENAV에는 재생 제어 정보 파일 DVD_ENAV.IFO이 기록되어 있다. 재생 제어 정보 파일에는

예를 들어 해당 디렉토리의 정의, 구성, 포함된 타이틀의 개수, 타이틀에 관한 기본 정보, 타이틀에 사용된 언어, 자막, 폰트

등에 관한 정보, 해상도와 색상 등의 마크업언어 문서 표시정보, 저작권 정보 등이 기록된다. 특히, 본 실시예에서 재생 제

어 정보 파일 DVD_ENAV.IFO에는 본 발명에 따른 캐시 디렉토리 지정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캐시 디렉토리 지정 정보는

그 데이터 구조가 캐시되도록 지정된 디렉토리가 어느 것인지 알려주는 정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회색으로 표시된 서브

디렉토리 DIR_1이 캐시 디렉토리이다(①). 따라서, 서브 디렉토리 DIR_1에 접근하기 위한 탐색 정보는 캐시 메모리(3)에

저장된다.

  서브 디렉토리 DIR_1에는 시작 문서로서 INDEX.XML이 기록되어 있다. MAINSCRN.PNG은 INDEX.XML에 삽입되는

파일이고, ASCRN.XML은 해당 비디오 타이틀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파일이며, ASCRN1.PNG와 ASCRN2.PNG는

ASCRN.XML에 삽입되어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파일들이다. 서브 디렉토리 DIR_2에 저장된 FILE1.XML 및 FILE2.XML

은 해당 비디오 타이틀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파일이며 PIC1.PNG 및 PIC2.PNG는 FILE1.XML 또는 FILE2.XML에 삽

입되는 파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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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실시예와 달리 캐시 디렉토리 지정 정보에 의해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전체가 캐시 디렉토리로 지정되거나(②)

루트 디렉토리 전체가 캐시 디렉토리로 지정될 수 있다(③). 나아가, 캐시 디렉토리 지정 정보는 재생 제어 정보가 저장된

시작 문서(예 INDEX.XML)에 기록될 수 있다.

  도 11은 도 10의 디렉토리 구조에 따른 ISO9660 파일 시스템을 보여준다.

  도 11을 참조하면, ISO9660 파일 시스템에 따라 기록된 경로 테이블과 디렉토리 레코드 구조를 알 수 있다. 회색으로 표

시된 영역 - 논리 섹터 번호 LSN 257과 262 - 에는 캐시 메모리(3)에 캐시될 수 있는 탐색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본 실시

예에서 캐시 메모리(3)에는 DVD_ENAV의 서브 디렉토리인 캐시 디렉토리 DIR_1에 기록된 파일을 읽어들이기 위해 참조

해야 하는 탐색 정보, 즉 파일 시스템의 일부(논리 섹터 번호 LSN 257과 262에 기록된 정보)가 캐시된다. 이에, 재생장치

(200)의 콘트롤러(2)는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캐시 디렉토리 DIR_1에 속하는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콘트롤러(2)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마크업언어 문서를 보다 신속

하게 읽어들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캐시 디렉토리 DIR_1이 아닌, 예를 들어 서브 디렉토리 DIR_2에 저장된 마크업언어 문

서에 대한 탐색 정보는 캐시되지 않으므로 직접 DVD(300)로부터 읽어들여야 한다.

  이처럼 파일 시스템이 캐시되는 캐시 디렉토리 DIR_1를 별개로 마련해두는 디렉토리 구조를 채용하는 이유는 도 7을 참

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기초로 본 발명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2에 개시된 바와 같이, 재생장치(200)는 인터렉티브 모드가 선택되면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

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캐시한다(1201단계). 다음으로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DVD(300)로부터 읽어들인다(1202단계). 다음으로, 읽어들인 마크업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해당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한다(1203단계).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재생장치(200)에 구비된 DVD 드라이브에 DVD(300)를 로딩하면(1301단계), 재생장치

(200)는 DVD(300)에 기록된 리드-인 영역으로부터 디스크 타입 등 리드-인 정보를 알아낸다(1302단계). 다음으로, 재생

장치(200)는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고(1303단계), 분석된 파일 시스템 중 적어도 일부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캐시한다(1304단계). 다음으로, 재생장치(200)는 캐시된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읽어들인다(1305단계). 이어, 재생장치(200)는 읽어들인 마크업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한다(1306단계).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재생방법을 설명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사용자가 재생장치(200)에 구비된 DVD 드라이브에 DVD(300)를 로딩하면(1401단계), 재생장치

(200)는 DVD(300)에 기록된 리드-인 영역으로부터 디스크 타입 등 리드-인 정보를 알아낸다(1402단계). 다음으로, 재생

장치(200)는 파일 시스템의 볼륨 구조를 분석하고(1403단계), 파일 시스템의 파일 구조를 분석한다(1404단계). 이어, AV

데이터가 저장된 비디오 디렉토리를 탐색하여(1405단계), AV 데이터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캐시한다(1406단계).

다음으로,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를 탐색하고(1407단계),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저장된 시작

문서를 탐색한다(1408단계). 시작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1409단계), 선택된 비디오 타이틀을 구성하는 AV 데이터를 비

디오 모드로 재생한다(1410단계). 시작 문서가 존재하면(1409단계), 상기 1403단계 및 1404단계에서 분석된 파일 시스

템 중 적어도 하나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캐시한다(1411단계). 캐시된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

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읽어들여 선택된 비디오 타이틀을 구성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한다(1412

단계).

  도 15는 도 14의 1411단계의 일 구현예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재생장치(200)는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인 캐시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

템을 캐시한다(150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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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은 도 14의 1411단계의 다른 구현예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분석하여 캐시 디렉토리

를 알아낸 다음(1601단계), 알아낸 캐시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캐시한다(1602단계).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ISO9660 파일 시스템을 채용한 경우 파일 시스템을 해석하는 과정을 보다 상세

히 기술한 재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DVD 드라이브에 DVD(300)를 로딩하면 재생장치(200)는 DVD(300)에 기록된 리드-인 영

역으로부터 디스크 타입 등 리드-인 정보를 알아낸다. 다음으로, 재생장치(200)는 논리 섹터 16을 시작으로 볼륨 인식 영

역을 읽어들인다(1701단계). 보다 구체적으로, 주 볼륨 기술자(Primary Volume Descriptor)를 이용하여 ISO9660의 경

로 테이블(Path Table) 크기와 위치를 알아낸다. 다음으로, 앵커 포인트를 참조하여 메인 볼륨 기술자 시퀀스(Main

Volume Descriptor Sequence)를 해석한다(1702단계). 보다 구체적으로, 논리 섹터 256의 첫번째 앵커 포인트(Anchor

Point)를 참조하여 메인 볼륨 기술자 시퀀스의 위치를 찾는다. 만약 앵커 포인트가 훼손되어 읽을 수 없다면 두번째 앵커

포인트인 마지막 논리 섹터를 참조하여 메인 볼륨 기술자 시퀀스의 위치를 찾는다. 만약 메인 볼륨 기술자 시퀀스가 훼손

되었다면 백업용 볼륨 기술자 시퀀스(Reserved Volume Descriptor Sequence)를 읽는다. 시퀀스 내에 존재하는 논리 볼

륨 기술자(Logical Volume Descriptor)에서 파일 셋 기술자(File Set Descriptor)의 시작 위치를 찾아낸다. 또한 시퀀스

내에 존재하는 파티션 기술자(Partition Descriptor)를 참고하여 파티션의 시작 위치를 찾는다. 다음으로, 파일 셋 기술자

를 해석한다(1703단계). 즉, 파일 셋 기술자로부터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의 위치와 길이를 읽어들인다. 다음으로,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한다(1704단계). 즉,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를 읽어들여 디렉토리 레코드

(Directory record)가 위치하는 영역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루트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한다(1705단계). 즉, 루트 디렉

토리 내의 파일 식별자 기술자(File Identifier Descriptor)를 읽어들여 비디오 디렉토리 VIDEO_TS의 파일 엔트리를 찾

아낸다. 다음으로, 찾아낸 비디오 디렉토리 VIDEO_TS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한다(1706단계). 즉, 비디오 디렉토리

VIDEO_TS의 파일 엔트리를 읽어들여 디렉토리 레코드 영역을 찾아낸다. 이어, 찾아낸 디렉토리 레코드 영역으로부터 비

디오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한다(1707단계). 해석한 결과 알아낸 재생 제어 정보 파일 VIDEO_TS.IFO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하여 VMG(Video Manager)를 캐시 메모리(3)에 캐시한다. 또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DVD_ENAV의 파일 엔트리

를 해석한다(1708단계). 즉, DVD_ENAV의 파일 엔트리를 읽어들여 디렉토리 레코드 영역을 찾아낸다. 이어, 찾아낸 디렉

토리 레코드 영역에 기록된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한다(1709단계). 즉, 파일 식별자 기술자(File Identifier Descriptor)

를 읽어들여 시작 문서(예를 들면 INDEX.XML)의 파일 엔트리를 찾아낸다. 다음으로, 상기 1701단계에서 해석된 위치를

참고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ISO9660 경로테이블을 캐시 메모리(3)에 캐시한다(1710단계). 이어, 해당 마크업

언어 문서에 대한 ISO9660의 디렉토리 레코드를 탐색하여 캐시 메모리(3)에 캐시한다(1711단계). 캐시된 경로테이블 및

디렉토리 레코드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읽어들여 선택된 비디오 타이틀을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한다

(1712단계).

  본 발명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은 파일 시스템 해석 과정을 통해 캐시 메모리(3)에는 제한된 ISO9660 파일 시스템이 적

재된다.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타 파일 영역 ④에 저장된 마크업언어 문서 INDEX.XML에 접근하는 경우

캐시 메모리(3)에 적재된 ISO9660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여 접근이 가능해 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로테이블을 참조하여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레코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레코드에서 INDEX.XML의 위치를 확인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읽어들일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의 위치를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메모리 엑세스에 의해 수행되므로 광픽업(11)은 직접 INDEX.XML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픽업(11)의 점프 거리가 종래에 비하여 감소된다. 마크업언어 문서에 보다 많은 파일이 링크된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현저하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탐색 정보를 캐시해두고 이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

서에 접근함으로써 마크업언어 문서 파일을 보다 빨리 읽어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렉티브 모드에서의 재생 속도 및

사용자와의 반응 속도 개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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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 및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는 메모리에 캐시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되어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 중 적어도 일부에 접근

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이며,

  상기 탐색 정보는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

장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V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탐색 정보는 상기 AV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탐색 정보는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 중 별개의 디렉토리에 저장된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정보

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모드는 상기 AV 데이터가 재생된 AV 화면이 상기 마크업 문서에 의해 정의되는 표시창을 통해 디스플

레이되는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시스템은 UDF 및 ISO9660 중 적어도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6.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가 저장된 비디오 디렉토리; 및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는 서브 디렉토리로서 캐시 디렉토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캐시 디렉토리의 데이터 구조

는 메모리에 캐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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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캐시 디렉토리에는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탐색 정보로서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7.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

장된 적어도 하나의 서브 디렉토리가 마련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는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되고, 그 데이터 구조가 메모리에 캐

시되는 캐시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캐시 디렉토리 지정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캐시 디렉토리에는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탐색 정보로서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상기 캐시 디렉토리에 속하는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로서 상기 메모

리에 캐시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9.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모드는 상기 AV 데이터가 재생된 AV 화면이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의해 정의되는 표시창을 통해 디

스플레이되는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0.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시스템은 UDF 및 ISO9660 중 적어도 일부를 채용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1.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메모리에 캐시하는 단계; 및

  (b)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탐색 정보는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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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항에 있어서,

  (c) 독출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터랙티브 모드는 상기 AV 데이터가 재생된 AV 화면이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의해 정의되는 표시창을 통해 디

스플레이되는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단계; 및

  (a2) 분석된 파일 시스템 중 적어도 일부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메모리에 캐시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리드-인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b)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단계;

  (c)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파일 시스템 중 적어도 일부를 메모리에 캐시하는 단계;

  (d) 캐시된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하는 단계; 및

  (e) 독출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캐시된 파일 시스템은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으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c1)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인 캐시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

템을 메모리에 캐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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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c)단계는

  (c2)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가 저장된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재생 제어 정보가 기록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분석

하여 상기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인 캐시 디렉토리를 알아내고, 알아낸 캐시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위한 파

일 시스템을 메모리에 캐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e1) 상기 AV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디렉토리를 탐색하여 상기 AV 데이터를 위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메모

리에 캐시하는 단계; 및

  (e2) 캐시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참조하여 해당 AV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시스템은 UDF 및 ISO9660 중 적어도 일부를 채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ISO9660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록된 DVD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볼륨 영역을 해석하는 단계;

  (b) 앵커 포인트를 참조하여 메인 볼륨 기술자 시퀀스를 해석하는 단계;

  (c) 파일 셋 기술자를 해석하는 단계;

  (d)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하는 단계;

  (e) 루트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하는 단계;

  (f) 인터렉티브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하는 단계;

  (g) 인터렉티브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하는 단계;

  (h) 파일 식별자 기술자를 읽어들여 시작 문서의 파일 엔트리를 찾아내는 단계;

  (i) 적어도 일부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대한 경로테이블을 캐시하는 단계;

  (j) 상기 경로테이블에 대응하는 디렉토리 레코드를 캐시하는 단계; 및

  (k) 캐시된 경로테이블 및 디렉토리 레코드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읽어들여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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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캐시된 경로테이블 및 디렉토리 레코드는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으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l) 비디오 디렉토리의 파일 엔트리를 해석하는 단계;

  (m) 비디오 디렉토리 레코드를 해석하는 단계; 및

  (n) 비디오 디렉토리에 저장된 재생 제어 정보 파일을 해석하여 필요한 재생 제어 정보를 캐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k)단계는 상기 재생 제어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AV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AV 데이터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한 마크업언어 문서가 기

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인터렉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리더;

  상기 리더로 상기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되는 탐색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독출할 것을 명령하고 상기 캐

시 메모리에 캐시된 탐색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마크업언어 문서를 독출할 것을 명령하는 콘트롤러;

  상기 리더에 의해 독출된 탐색 정보를 캐시하기 위한 캐시 메모리;

  상기 리더에 의해 독출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해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

  상기 AV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위한 버퍼 메모리;

  상기 버퍼 메모리에 버퍼링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디코더; 및

  상기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된 AV 데이터와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에 의해 해석된 마크업언어 문서를 블렌딩하여 출력

하는 블렌더를 포함하며,

  상기 탐색 정보는 볼륨 구조와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고 분석된 파일 시스템 중 적어도 일부의 마크업언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독출할 것을 상기 리더로 명령하고 독출된 파일 시스템이 상기 캐시 메모리에 캐시되

도록 상기 캐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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