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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재생장치 및 기록장치에 관한 것으로,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레지스트리 정보가 기록된 광 디스크를 재생

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입력된 검색어에 기초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를 포함하고, 상기 브라

우저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여 상기 검색부로 제공하고 상기 검색부로부터의 검색결과를 수신하여 상기 브라우저로 

전달하는 검색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의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재생장치(10)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3은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와 검색 인터페이스부(15) 및 검색부(19)의 관계도,

도 4는 도 3의 API를 위해 마련된 DVDObject Class의 개요도,

도 5는 도 4의 클래스를 기반을 구현된 검색 인터페이스부(15)의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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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FindTextData(LCD, TT, IDCD)에 따른 검색부(19)의 검색모듈의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

도 7은 FindTextData(LCD, TT, IDCD)에 따른 검색부(19)의 추출모듈의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

도 8은 FindTextData(LCD, TT, IDCD)에 따른 검색부(19)의 추출모듈의 다른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

우챠트,

도 9는 FindPreviousItemText(previous-n)에 따른 검색부(19)의 검색모듈의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

우챠트,

도 10은 FindNextItemText(next-n)에 따른 검색부(19)의 검색모듈의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1a 및 11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록장치의 블록도,

도 12는 도 11a의 구현 예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13은 도 11a 및 11b의 기록장치에 따라 구현된 DVDObject Class의 개요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광 디스크 10: 재생장치

11: 브라우저 15: 검색 인테페이스부

19: 검색부 111: 이미지

112: 입력폼 113: Submit 버튼

120: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해석엔진

100: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기록 및 재생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터넷에 접속가능한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광 기

록매체에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웹서핑이 가능하도록 웹브라우저가 탑재된 DVD(Digital Versatile Disc) 재생장치 및 이를 위한 

DVD(이하 "인터렉티브 DVD"라 함)가 제안되고 있다. 인터렉티브 DVD에 있어서, DVD가 DVD 재생장치에 삽입되면

DVD 또는 DVD 재생장치에 저장된 HTML문서가 디스플레이된다. HTML문서를 통해 메뉴정보가 표시되고 사용자

는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가 DVD에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색기능을 갖는 애플

릿 또는 스크립트를 코딩하여 HTML문서에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검색기능을 갖도록 애플릿 또는 스크립트를 코

딩하여 동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래 제안된 인터렉티브 DVD는 컨텐츠에 관한 텍스트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기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를 들어, JavaScript를 사용하여 이를 구현할 경우 If 구문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검색어에 대응되는 텍스트 문자열을 일일이 애플릿 또는 스크립트 내에 기록해두어야 하므로 코딩양이 매우 많고 복

잡해진다. 특히, 각 언어별로 텍스트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에 따른 텍스트 문자열이 기록

된 애플릿 또는 스크립트를 각각 별개로 마련해야 하므로 그 코딩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애플릿 또는 스크립

트에서 정의된 텍스트 문자열은 그 애플릿 또는 스크립트가 삽입된 HTML문서 내에서만 유용하므로 동일한 텍스트 

문자열이라도 삽입되는 HTML문서마다 매번 다시 정의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즉, 애플릿 또는 스크립트

의 코딩에 장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광 기록매체, 그 기록장치 및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레지스트리 정보가 기록된 광 디스크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 있

어서, 입력된 검색어에 기초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를 포함하고, 상기 브라우저로부터 검색어

를 수신하여 상기 검색부로 제공하고 상기 검색부로부터의 검색결과를 수신하여 상기 브라우저로 전달하는 검색 인

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는 상기 광 디스크의 하나인 DVD(Digital Versatile Disc)에 정의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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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브라우저는 웹서핑이 가능한 웹브라우저로서 웹문서에 삽입된 소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해석엔진

을 구비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를 구현함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이며,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

이터 매니저에 포함된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가리킬 수 있는 속성변수를 갖는 클래스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메쏘

드에 의해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검색하는 검색 메쏘드; 및 상기 클래스에 포함되며 상기 텍

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대한 검색결과를 수신할 수 있는 속성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검색 메쏘드에 의한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위치 이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전방검색 메쏘드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색 메쏘드에 의한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위치 이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검색

하는 후방검색 메쏘드를 더 포함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상기 웹문서는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기 검색부는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와 연동되는 펌웨어(firmware)로 구현되며,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수

신된 검색어에 합치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모듈; 및 상기 검색모듈에 의해 검색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

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는 추출모듈을 포함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광 디스크에 컨텐츠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레지스트리 정보를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록부; 상기 브라우저로부터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레지스트리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기록부로 전달하는 기록 인터페이스부; 입력된 검색어에 기

초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 및 상기 브라우저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여 상기 검색부로 제공하

고 상기 검색부로부터의 검색결과를 수신하여 상기 브라우저로 전달하는 검색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기록장치는, 수신된 레지스트리 정보를 상기 광 디스크로부터 삭제하는 삭제부; 및 상기 브라우저로부터 소정 

레지스트리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삭제부로 전달하는 삭제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는 상기 광 디스크의 하나인 DVD(Digital Versatile Disc)에 정의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포

함한다.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 삭제 인터페이스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

ogram Interface)로 구현되며, 상기 브라우저는 웹서핑이 가능한 웹브라우저로서 웹문서에 삽입된 소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해석엔진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 삭제 인터페이스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

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이며,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 삭제 인터페이스

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된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가리킬 수 있는 속성변수를 

갖는 클래스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메쏘드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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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재생장치(10)는 브라우저(11), 검색 인터페이스부(15), 및 검색부(19)를 구비한다.

브라우저(11)는 재생장치(10)에 구비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저장되어 있고 CPU(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실행되

는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상에서 파일들을 읽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검색 인터페이스부(15)는 브라우저(11)와 검색부(19)를 인터페이싱한다. 즉, 브라우저(11)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여

검색부(19)로 제공하고 검색부(19)로부터의 검색결과를 수신하여 브라우저(11)로 전달한다. 검색부(19)는 검색 인터

페이스부(15)로부터 전달받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광 디스크(1)에 기록된 레지스트리 정보를 검색한다.

한편, 광 디스크(1)에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레지스트리 정보, 및 브라우저에 의해 디스플레이가능한 문서가 저장

되어 있다. 여기서, 「레지스트리 정보」는 「광 디스크(1)에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의미한다. 레지

스트리 정보를 구성하는 필드는 컨텐츠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레

지스트리 정보로는 타이틀, 볼륨(volume), 언어, 제작시기, 제작자, 주연배우, 등을 들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재생장치(10)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브라우저(11)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해석엔진으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해석엔진(120)을 

구비한다. 한편, 광 디스크는 DVD(1)로서 본 실시예에 따라 전술한 menu.html이 기록되어 있다. menu.html은 DVD(

1)에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페이지로서 HTML문서로 작성된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브라우저(11)에 소정 정보 를 표시하기 위한 마크업정보를 의미한다. 마크업은 브라우저(11)

에게 menu.html에 삽입된 글자나 이미지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menu.html에는 DV

D(1)에 기록된 이미지(111)가 삽입되어 표시될 수 있다. 또한, menu.html에는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폼(120)

및 검색어를 전송하기 위한 Submit 버튼(113)이 배치된다. 입력폼(120) 및 Submit 버튼(113)은 검색을 위한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인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과 연동된다. 즉, 검색을 실행하기 위해 menu.html에 삽입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은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해석엔진(120)에 의해 해석되고 브라우저(11)

를 통해 검색부(19)로 전달되어 실행된다.

또한, DVD(1)에는 컨텐츠에 대한 레지스트리 정보로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100)가 기록되어 있다.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TXTDT_MG: Text Data Manager)는 DVD에 기록된 컨텐츠를 설명해주는 텍스트 정보로서 DVD의 규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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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어 있다. 검색부(19)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100)로부터 검색어에 합치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

모듈, 및 검색모듈에 의해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추출모듈을 포함한다. 실제로, 검색부(19)는 재생장치(1

0)에 구비된 펌웨어(firmware)로 구현될 수 있다. 펌웨어는 재생장치(10)에 구비된 프로그램 메모리(도시되지 않음) 

내에 삽입되어 재생장치(10)의 일부가 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펌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배포될 수

있고 재생장치(10)에 설치할 수 있다. 펨웨어는 마이크로코드로 불리우기도 한다.

도 3은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와 검색 인터페이스부(15) 및 검색부(19)의 관 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DVD에 기록된 정보는 비디오 타이틀 셋(Video-TS), 오디오 타이틀 셋(Audio_TS), 및 데이터 타

이틀 셋(Data_TS)으로 분류된다.

비디오 타이틀 셋은 비디오 오브젝트(Video OBJ)와 비디오 매니저 정보(VMGI)로 구분된다. 비디오 오브젝트는 적어

도 하나의 타이틀(TITLE #1,2,3)을 포함한다. 비디오 매니저 정보는 비디오 오브젝트에 속하는 타이틀에 관한 정보

가 정의된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다.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된다.

오디오 타이틀 셋은 오디오 오브젝트(Audio OBJ)와 오디오 매니저 정보(AMGI)로 구분된다. 오디오 오브젝트는 적어

도 하나의 앨범(ALBUM #1,2,3)을 포함한다. 오디오 매니저 정보는 오디오 오브젝트에 속하는 앨범에 관한 정보가 

정의된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된다.

데이터 타이틀 셋은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도 2의 menu.html과 같은 HTML문서를 포함한다. 리소스(RESOURCE)는

도 2의 이미지(111)와 같이, menu.html에 삽입되기 위한 bmp파일 또는 JPEG파일 등을 포함한다. 한편, HTML문서

에는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있다.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검색 인터페이스부(15)로서 구현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에 의해 실행되게 된

다. 이를 위해, 브라우저(11)는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을 해석하여 사용자로부 터 입력된 검색어(sear

ch parameter)를 API로 전달한다. API는 검색결과(Text Information)를 다시 브라우저(11)로 돌려준다.

도 4는 도 3의 API를 위해 마련된 DVDObject Class의 개요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DVDObject Class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검색하기 위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

의 기반이 되는 속성변수와 메쏘드(method)를 정의하는 틀(template)로서, 속성(property)으로 TextData, TextDat

aIDCD를 포함하고 메쏘드(method)로서 FindTextData(LCD, TT, IDCD), FindPreviousItemTest(previous-n), Fi

ndNextItemTest(next-n)를 포함한다.

FindTextData(LCD, TT, IDCD)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검색하는 검색 메쏘드이다. LCD, TT, 및 IDCD는 트리

구조의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가리킨다. LCD는 랭귀지코드(La

guage code)를 가리키며, TT는 DVD-Video의 경우에는 타이틀(title)을 가리키고 DVD_Audio의 경우에는 앨범(alb

um)을 가리키며, IDCD는 식별자코드(Identification code)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FindTextData('KR', 0, 30h)는 

한국어로 volume의 이름(name)을 검색할 것을 지시한다.

FindPreviousItemTest(previous-n) 및 FindNextItemTest(next-n) 또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검색하는 검색 

메쏘드이다. 다만 이들은 FindTextData(LCD, TT, IDCD)가 실행된 이후에 실행될 수 있다. previous-n 및 next-n

는 검색 메쏘드의 실행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매개변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FindPreviousItemTest(10)

는 이전에 검색되었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10번째 전방의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할 것을 지시하고, FindNextItemT

est(9)는 이전에 검색되었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10번째 후방의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할 것을 지시한다.

TextData 및 TextDataIDCD는 검색 메쏘드가 실행됨에 따라 검색된 검색 데이터를 리턴받기 위한 속성변수들이다. 

TextData는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의 문자열(Character String)을 리턴받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x = DVDObject

.TextData로 표시된다. TextDataIDCD는 검색 데이터의 IDCD를 리턴받기 위한 것으로 리턴값은 숫자(Number)가 

되며, 예를 들면 x = DVDObject.TextDataIDCD로 표시된다.

이와 같이 검색 인터페이스부(15)로서 속성과 메쏘드가 정의된 Class가 생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HTML문서에 삽입

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한편, Class에 포함되는 속성 및 메쏘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도 5는 도 4의 클래스를 기반을 구현된 검색 인터페이스부(15)의 일 예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검색 인터페이스부(15)인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인터페이스는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API로서 FindTextData(), FindPreviousItemTest() 및 FindNextItemTest()를 포함하고, 속성변수

로서 TextData, TextDataIDCD를 포함한다.

도 6은 FindTextData(LCD, TT, IDCD)에 따른 검색부(19)의 검색모듈의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이다. 다만, 검색알고리즘은 DVD의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의 데이터 구조에 따라 수행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

하는 TXTDT_LCD(TextData Language Code), TXTDT_LU_SRP #n(Text Data Language Unit Search Pointer 

#n), TXTDT_LU #n(Text Data Language Unit #n), IT_TXT_SRP_SRP_VLM(Item Text Search Pointer Search 

Pointer for volume), IT_TXT_SRP_SRP_TT #n(Item Text Search Pointer Search Pointer for title #n), TXTD

T(TextData), IT_TXT_IDCD(Item Text Identification Code), IT_TXT(Item Text), 및 IT_TXT_SRP #n(Item tex

t Search Pointer #n)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의 데이터 구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필드를 가리킨다.

도 6을 참조하면, FindTextData(LCD, TT, IDCD)은 사용자로부터 매개변수, 즉 LCD, TT, IDCD를 입력받는다(601

단계). 먼저, 입력된 언어코드(LCD)와 동일한 언어코드로 된 텍스트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존재하는지 여

부를 검색한다. 즉, TXTDT_LCD(TextData Language Code)를 가리키는 TXTDT_LU_SRP #n(Text Data Langua

ge Unit Search Pointer #n)를 찾는다(602단계).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동일한 언어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T

XTDT_LCD가 존재하지 않으면,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브라우저(11)로 알리고(603단계), 검색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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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동일한 언어코드가 존재하면, 즉 TXTDT_LCD가 존재하면 동일한 언어코드로 된 텍스트 데

이터가 기록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TXTDT_LU_SRP를 참조하여 TXTDT_LU #n(Text Data Language Uni

t #n)로 이동한다(604단계).

다음으로, 동일한 언어코드로 마련된 텍스트 데이터 중, 입력된 타이틀(TT)과 동일한 타이틀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입력된 TT가 기록 된 위치를 가리키는 서치 포인터, 즉 IT_TXT_SRP_SRP_VLM(Item Text S

earch Pointer Search Pointer for volume) 또는 IT_TXT_SRP_SRP_TT #n(Item Text Search Pointer Search P

ointer for title #n)를 찾는다(605단계). 동일한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해당 서치 포인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브라우저(11)로 알리고(603단계), 검색은 종료된다. 해당되는 IT_TXT_SRP_SRP_

VLM 또는 IT_TXT_SRP_SRP_TT #n가 존재하면 이를 참조하여 입력된 타이틀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가 기록된 위

치, 즉 해당 TXTDT(TextData)로 이동한다(606단계).

마지막으로, 입력된 타이틀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 중 입력된 IDCD와 동일한 식별코드를 갖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

지, 즉 IT_TXT_IDCD(Item Text Identification Code)가 있는지 TXTDT를 검색한다(607단계).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브라우저(11)로 알리고(603단계), 검색은 종료된다. 동일한 식별코드를 갖는 텍스트 데

이터가 존재하면, 즉 IT_TXT_IDCD가 존재하면 검색된 IT_TXT(Item Text)의 위치정보, 즉 해당 IT_TXT_SRP #n(

Item text Search Pointer #n)의 위치를 검색부(19)에 구비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저장한다(608단계).

도 7은 FindTextData(LCD, TT, IDCD)에 따른 검색부(19)의 추출모듈의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이다.

추출모듈은 속성변수 TextData를 이용하여 검색모듈에 의해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브라우저로 전달한다

. 보다 구체적인 추출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도 7을 참조하면, 추출모듈은 상기 608단계에서 저장된 위치정보, 즉 I

T_TXT의 위치정보, 즉 IT_TXT_SRP의 위치를 읽어들인다(701단계). 다음으로, 읽어들인 위치정보로서 기록된 IT_

TXT_SA(Item Text Start Address)를 참조하여 검색된 IT_TXT를 호출된 TextData로서 검색부(19)에 구비된 메

모리(도시되지 않음)에 저장한다(702단계). 즉, 검색결과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가 속성변수 TextData로서 기록된다.

이에 따라, 브라우저(11)는 검색결과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 즉 IT_TXT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 8은 FindTextData(LCD, TT, IDCD)에 따른 검색부(19)의 추출모듈의 다른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

우챠트이다. 추출모듈은 속성변수 TextDataIDCD를 이용하여 검색모듈에 의해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브

라우저로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추출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도 8을 참조하면, 추출모듈은 상기 608단계에서 저

장된 IT_TXT의 위치정보, 즉 IT_TXT_SRP의 위치를 읽어들인다(801단계). 읽어들인 위치정보에 기록된 IT_TXT_I

DCD를 호출된 TextDataIDCD로서 검색부(19)에 구비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저장한다(802단계). 즉, 검색결과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의 식별코드가 속성변수 TextDataIDCD로서 기록된다. 이에 따라, 브라우저(11)는 검색결과 얻

어진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 9는 FindPreviousItemText(previous-n)에 따른 검색부(19)의 검색모듈의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

우챠트이다. 검색모듈은 매개변수 previous-n를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한다. 도 9를 참조하면, FindPreviou

sItemText(previous-n)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매개변수, 즉 previous-n을 입력받는다(901단계). 먼저, 상기 608

단계에서 저장된 IT_TXT의 위치정보, 즉 IT_TXT_SRP #n의 위치를 읽어들인다(902단계).

읽어들인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previous-n 만큼 전방에 위치한 위치정보를 검색한다(903단계).

검색된 위치정보에 대응되는 텍스트 데이터, 즉 IT_TXT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904단계). IT_TXT가 존재

하지 않으면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브라우저(11)로 알리고(905단계), 검색을 종료한다. IT_TXT가 존재하면 I

T_TXT의 위치정보를 검색부(19)에 구비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기록한다(906단계).

도 10은 FindNextItemText(next-n)에 따른 검색부(19)의 검색모듈의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이다. 검색모듈은 매개변수 next-n를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FindNextItemText(n

ext-n)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매개변수, 즉 next-n을 입력받는다(1001단계). 먼저, 상기 608단계에서 저장된 IT_T

XT의 위치정보, 즉 IT_TXT_SRP #n의 위치를 읽어들인다(1002단계).

읽어들인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next-n 만큼 전방에 위치한 위치정보를 검색한다(1003단계).

검색된 위치정보에 대응되는 텍스트 데이터, 즉 IT_TXT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004단계). IT_TXT가 존재

하지 않으면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브라우저(11)로 알리고(1005단계), 검색을 종료한다. IT_TXT가 존재하면 

IT_TXT의 위 치정보를 검색부(19)에 구비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기록한다(1006단계).

도 11a 및 11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록장치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장치(60)는 기록가능한 DVD에 컨텐츠를 기록하고 새롭게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

를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장치(60)는 컨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컨텐츠 기록부(

도시되지 않음)를 구비한다. 컨텐츠 기록부는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에 따른 기록장치(60)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을 구비함에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텍스트 데이

터를 추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 11a를 참조하면, 기록장치(60)는 브라우저(61), 기록 인터페이스부(62), 기록부(63), 검색 인터페이스부(65), 및 

검색부(69)를 포함한다.

브라우저(61)는 기록장치에 구비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저장되어 있고 CPU(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상에서 파일들을 읽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기록 인터페이스부(62)는 브라우저(61)와 기록부(63)를 인터페이싱한다. 즉, 브라우저(61)로부터 기록될 정보를 수

신하여 기록부(63)로 제공한다. 기록부(63)는 기록 인터페이스부(62)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광 디스크(6)에 레지스

트리 정보로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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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 디스크(6)에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레지스트리 정보, 및 브라우저에 의해 디스플레이가능한 문서가 저장

되어 있다. 여기서, 「레지스트리 정보」 는 「광 디스크(6)에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의미한다. 레지

스트리 정보를 구성하는 필드는 컨텐츠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레

지스트리 정보로는 타이틀, 볼륨(volume), 언어, 제작시기, 제작자, 주연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검색 인터페이스부(65)는 브라우저(61)와 검색부(69)를 인터페이싱한다. 즉, 브라우저(61)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여

검색부(69)로 제공하고 검색부(69)로부터의 검색결과를 수신하여 브라우저(61)로 전달한다. 검색부(69)는 검색 인터

페이스부(65)로부터 전달받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광 디스크(6)에 기록된 레지스트리 정보를 검색한다.

도 11b를 참조하면, 기록장치(60)는 브라우저(61), 기록 인터페이스부(62), 기록부(63), 삭제 인터페이스부(64), 삭

제부(66), 검색 인터페이스부(65), 및 검색부(69)를 구비한다. 도 11a의 기록장치에 비해 도 11b의 기록장치는 삭제 

인터페이스부(64), 삭제부(66)를 더 구비한다.

브라우저(61), 기록 인터페이스부(62), 기록부(63), 검색 인터페이스부(65), 및 검색부(69)는 도 11a의 그것과 동일

하므로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12는 도 11a의 구현 예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브라우저(61)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해석엔진으로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해석엔진(720)

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add.html을 디스플레이한다. 광 

디스크는 DVD(1)로서 본 실시예에 따라 전술한 add.html이 기록되어 있다. add.html은 DVD(1)에 기록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검색페이지로서 HTML문서로 작성된다. add.html에는 기록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폼(711) 및 입력폼(711)에 입력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Add 버튼(712)이 배치되어 있다. 입력폼(711) 및 

Add 버튼(712)은 기록을 위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과 연동된다. 즉, 기록을 위해 Add.html에 삽입

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은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 해석엔진(720)에 의해 해석되어 

브라우저(61)를 통해 기록부(63)로 전달되어 실행된다.

또한, 광 디스크(6)는 DVD로서 컨텐츠에 대한 레지스트리 정보로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600)가 기록되어 있다. 텍

스트 데이터 매니저(TXTDT_MG: Text Data Manager)는 DVD에 기록된 컨텐츠를 설명해주는 텍스트 정보로서 DV

D의 규격에 정의되어 있다. 기록부(63)는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600)에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록모듈

을 포함한다. 실제로, 기록부(63)는 기록장치(60)에 구비된 펌웨어(firmware)로 구현될 수 있다. 펌웨어는 기록장치(

60)에 구비된 프로그램 메모리(도시되지 않음) 내에 삽입되어 기록장치(60)의 일부가 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펌

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배포될 수 있고 재생장치(10)에 설 치할 수 있다. 펨웨어는 마이크로코드로 불

리우기도 한다.

한편, 도 11b에 따른 구현 예 또한 도 12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현가능하다.

도 13은 도 11a 및 11b의 기록장치에 따라 구현된 DVDObject Class의 개요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DVDObject Class는 속성(property)으로 TextData, TextDataIDCD를 포함하고 메쏘드(method)

로서 FindTextData(), FindPreviousItemTest(), FindNextItemTest(), Addtextdata(), 및 DeleteTextData()를 포

함한다. 여기서, DVDObject Class의 구성은 도 4의 그것에 더불어 AddtextData(), 및 DeleteTextData()를 더 포함

한다. AddTextData()는 DVD의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메쏘드이다. Delete

TextData()는 DVD의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로부터 특정 텍스트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메쏘드이다. 이와 같이, 검

색 인터페이스부(65)에 더불어, 기록 인터페이스부(62) 및/또는 삭제 인터페이스부(64)로서 속성과 메쏘드가 정의된 

DVDObject Class가 생성되면 비로소 HTML문서에 삽입된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게

된다.

한편, Class에 포함되는 속성 및 메쏘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메쏘드의 알고리즘은 도 6, 9,

및 10에 기술된 그것과 마찬가지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다음은 본 발명에 따라 HTML 문서에 삽입된 JavaScript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의 일 예이다.

<html> <head> <title>Title Name Search </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TitleNa

meSearch() { x = document.form1.TitleNum.value ret = DVDObject.FindTextData('KR',x,80) if (ret == ok) {

document.writeln(DVDObject.TextData) } // !--> </SCRIPT>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

nk="blue" vlink="purple" alink="red"> <OBJECT CLASSID="clsid:A0739DE5-571F-11D2-A0310060977F760

C" ID=DVDObject" HEIGHT=50% WIDTH=60%> <form name="form1"> <p>Title Number :<input type="text" 

name="TitleNum" value="1" maxlength="2" size="2"></p> <input type="submit" name="TitleNameSearchBtn" 

value="TitleNameSearch" OnClick="TitleNameSearch();"> </form> </body> </html>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보다 효율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재생장치 및 기록

장치가 제공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DVD의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된 대량의 텍스트 정보를 웹브라우징하

듯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즉, DVD의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의 검색에 JavaScript API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는 

컨텐츠에 대한 대본정보, 노래가사, 출연진, 영화장면 검색 등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DVD-rewrit

able의 경우 텍스트 데이터의 추가 및 삭제를 위한 API를 통해, 기 정의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첨삭가능한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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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광 디스크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 있어서,

입력된 검색어에 기초하여,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된 콘텐츠를 설명해주는 텍스트 정보인 레지스트리 정보를 검색하

는 검색부를 포함하고,

상기 브라우저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여 상기 검색부로 제공하고 상기 검색부로부터의 검색결과를 수신하여 상기 브

라우저로 전달하는 검색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구현되고,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가리킬 수 있는 속성변수를 갖는 클래스에 정

의된 적어도 하나의 메쏘드에 의해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는 상기 광 디스크의 하나인 DVD(Digital Versatile Disc)에 정의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우저는 웹서핑이 가능한 웹브라우저로서 웹문서에 삽입된 소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해석엔진

을 구비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를 구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이고,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메니저에 포함된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가리킬 수 있는 속성변수를 갖는 클

래스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메쏘드에 의해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검색하는 검색 메쏘드; 및 상기 클래스에 포함되며 상기 텍

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대한 검색결과를 수신할 수 있는 속성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검색 메쏘드에 의한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위 치 이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전방검색 메쏘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검색 메쏘드에 의한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위치 이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후방검색 메쏘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9.
제4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웹문서는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부는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와 연동되는 펌웨어(firmware)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부는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수신된 검색어에 합치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모듈; 및

상기 검색모듈에 의해 검색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는 추출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청구항 12.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광 디스크에 컨텐츠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를 설명해주는 텍스트 정보인 레지스트리 정보를 상기 광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록부;

상기 브라우저로부터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기록부로 전달하는 기록 인터페이스부;

입력된 검색어에 기초하여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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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브라우저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여 상기 검색부로 제공하고 상기 검색부로부터의 검색결과를 수신하여 상기 브

라우저로 전달하는 검색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구현되고,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가리킬 수 

있는 속성변수를 갖는 클래스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메쏘드에 의해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수신된 레지스트리 정보를 상기 광 디스크로부터 삭제하는 삭제부; 및

상기 브라우저로부터 소정 레지스트리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삭제부로 전달하는 삭제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리 정보는 상기 광 디스크의 하나인 DVD(Digital Versatile Disc)에 정의된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우저는 웹서핑이 가능한 웹브라우저로서 웹문서에 삽입된 소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해석엔진

을 구비하고,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 삭제 인터페이스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됨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JavaApplet 또는 JavaScript 프로그램이며,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 삭제 인터페이스부, 및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된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가리킬 수 있는 속성변수를 갖는 클래스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메쏘드에 의해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

는 기록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될 데이터를 기 록하는 기록 메쏘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삭제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포함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삭제 메쏘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 매니저를 검색하는 검색 메쏘드; 및 상기 클래스에 포함되며 상기 텍

스트 데이터 매니저에 대한 검색결과를 수신할 수 있는 속성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검색 메쏘드에 의한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위치 이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전방검색 메쏘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검색 메쏘드에 의한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위치 이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후방검색 메쏘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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