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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및 그에 따른고밀도 광디스크

요약

본 발명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및 그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에 관한 것으로, 재생 전용 블루

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메뉴 등에 해당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관리함과 아울러, 서브타이틀 등에 해당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관리하고, 상

기 메뉴 또는 서브타이틀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의 기록 순서(Ordering)를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고

밀도 광디스크에 기록된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디코딩 및 전송하여,

보다 신속하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13

색인어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 메뉴,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 서브타이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 프레젠테이

션 타임 스탬프, 디코딩 타임 스탬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에 의해 다수의 메뉴들이 출력 표시된 상태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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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가 기록 관리되는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 신택스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 신택스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 신택스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 신택스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8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에 의해 다수의 서브타이틀들이 출력 표시된 상태

를 도시한 것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가 기록 관리되는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 신택스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12 내지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에 의해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기록 순서를 결정하

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 2 : 광픽업

3 : 드라이브 4 : 소오스 디패킷타이저

5 : 디멀티플렉서 6 : AV 디코더

7 : 소오스 패킷타이저 8 : 멀티플렉서

9 : AV 엔코더 10 : 컨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및 그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 저장할 수 있는 광디스크, 예를 

들어 디브이디(DVD: Digital Versatile Disc)가 개발 출시되어 상용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브이디 플레이어(DVD-Pl

ayer) 또는 디브이디 레코더(DVD-Recorder) 등과 같은 광디스크 장치가 개발 출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한편, 상기 디브이디에는, 메인 비디오 데이터와 중첩 표시되는 자막 또는 로고 등과 같은 서브타이틀(Subtitle) 데이

터가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저장되며, 상기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상기 메인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상기 서브타이틀

의 그래픽 데이터를 독출 재생하여, 텔레비전과 같은 외부 연결기기의 화면을 통해 출력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광디스크 장치를 구비한 사용자는, 디브이디로부터 독출 재생되는 메인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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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기 서브타이틀 데이터의 자막 또는 로고 영상 등을, 텔레비전과 같은 외부 연결기기의 화면을 통해 동시에 시청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디브이디(DVD)에 비해 기록밀도가 높은 고밀도 광디스크, 예를 들어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

-ROM)에 대한 규격화 작업이 관련업체들간에 논의되고 있으며, 상기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의 메뉴(Menu) 등에

해당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인터랙티브(Interactive)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관리함과 아울러, 상기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의 서브타이틀(Subttile) 등에 해당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와 같은 고밀도 광디스크 내에, 상기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와 프레젠테

이션 그래픽 데이터를 기록 저장함과 아울러, 그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디코딩하여 보다 신속하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픽 데이터의 관리 및 재생 방안이 아직 마련

되어 있지 않아, 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

밀도 광디스크의 메뉴 등에 해당하는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와 서브타이틀 등에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 및 재생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

법 및 그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메뉴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하되, 상기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를, 인터

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와,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

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리함과 아울러,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를,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

서대로 기록하는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메뉴 데이터가,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되되, 

상기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가,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

그먼트와,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됨과 아

울러,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가,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를, 프레

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하되, 상기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를, 페이지 컴포지션 세

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와,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

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리함과 아울러,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를,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

록하는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서브타이틀 데이터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되되, 상기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가,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와,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됨과 아울러,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가,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

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및 그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에 대한 바람직한 실

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은, 예를 들어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

)와 같은 고밀도 광디스크를 제작(Authoring)하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에

는, 메뉴 등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픽 데이터가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저장됨과 아울러, 서브타이틀 등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픽 데이터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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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BD-ROM에 기록 저장되는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다수의 메뉴들로 재생 표시될 수 있으며, 일반 표시(Normal Display) 상태, 유저 선택(User Selected) 상태, 그

리고 유저 선택에 따른 액티브(Activated) 상태에 각각 해당하는 메뉴의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가, 다수의 오브젝

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Object Data Segment)들로서 기록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IC

S: Interactive Composition Segment)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CDS: Color lookup table Definition Seg

ment),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END: End of Display set Segment)와 함께 연계되는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일반 표시 상태, 유저 선택 상태, 그리고 유저 선택에 따른 액티

브 상태 순으로 기록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에 해당하는 소오스(Source) 패킷, 예를 들

어 피이에스(PES: 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에는, 재생 제어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 Pr

esentation Time Stamp)와, 디코딩 제어를 위한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 Decoding Time Stamp)가 포함 기록된

다.

한편,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ICS)에 해당하는 소오스 패킷, 예를 들어 피이에스 패킷에 포함 기록되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템프(PTS_ICS)는,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중, 첫 번째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

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포함 기록되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1_1) 이상 내지, 마지막 번째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포함 기록되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SD k_3) 미만의 값이 기록된다

.

즉,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재생 제어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

에는, 마지막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피에이스 패킷에 기록되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 k_3) 보

다 작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ICS < PTS_ODS k_3)가 기록 저장되므로, 상기 BD-ROM에 기록된 인터랙

티브 그래픽 데이터를 독출 재생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를 독출 참조하여, 상기 마지막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메뉴가 모두 디코딩되

기 이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뉴를 출력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ICS)가, 

일반 표시 상태의 마지막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k_1)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

(PTS_ODS k_1)와 동일한 값으로 기록되는 경우,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일반 표시 상태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

들(ODS 1_1, ODS 2_1...ODS_k_1)이 디코딩되면, 그 해당 메 뉴를 출력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저 선택 상태와 액티브 상태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1_2∼ODS_k_2, ODS 1_3∼

ODS_k_3)이 디코딩되지 않더라도, 일반 표시 상태의 메뉴들을 보다 신속하게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되는 데, 상기 인

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페이지 타임 아웃 피티에스 정보(page_time_out_pts)와,

선택 타임 아웃 피티에스 정보(selection_time_out _pts), 그리고 컬러 룩업 테이블을 연계하기 위한 아이디(ref_to_

CLUT_id) 정보가 포함 기록된다.

또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 표시 상태에 대한 정보(normal_state_ info)로서, 시작 오브젝트 아이디(start_o

bject_id_normal)와 종료 오브젝트 아이디(end_onject_id_normal) 정보가 포함 기록되고, 유저 선택 상태에 대한 정

보(selected_state_info)로서, 시작 오브젝트 아이디(start_object_id_selected)와 종료 오브젝트 아이디(end_object

_id_selected) 정보가 포함 기록되며, 유저 선택에 따른 액티브 상태에 대한 정보(actioned_state_info)로서, 시작 오

브젝트 아이디(start_object_id_activated)와 종료 오브젝트 아이디(end_onject_id_acti vated) 정보가 포함 기록된

다.

한편, 상기 시작 오브젝트 아이디와 종료 오브젝트 아이디에 의해 지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애니메이션 표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며, 상기 애니메이션 표시 간격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애

니메이션 프레임 레이트 코드(animation_frmae_rate_code)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CDS)에는, 동기 바이트(sync byte), 세그먼트 타

입(segment type), 세그먼트 렝스 (segment length), 컬러 룩업 테이블 아이디(CLUT_id), 그리고, 컬러 룩업 테이블

엔트리 아이디(CLUT entry id), 휘도 값(Y-value), 레드 컬러 값(Cr-value), 블루 컬러 값(Cb-value), 그리고 투명

도 값(T-value)이 포함 기록된다,

한편,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에는, 동기 바이트(sync byte), 세그먼트 타입(segm

ent_type), 세그먼트 렝스(segment_ length) 등이 포함 기록되며, 각 오브젝트 데이터 피이스(object_data_pie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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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브젝트 아이디(object_id), 오브젝트 폭(object_width), 오브젝트 높이(object_ height)와 런 렝스 코드(run_len

gth_code)가 기록된다.

또한,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EDS)에는, 동기 바이트(sync byte)와, 세그먼트 타

입(segment_type), 그리고 세그먼트 렝스(segment_length) 등이 포함 기록되며,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디스크

장치에는, 상기 BD-ROM(1)에 기록된 데이터 스트림을 광픽업(2), 드라이브(3), 소오스 디패킷타이저(4), 디멀티플

렉서(5), AV 디코더(6), 그리고 컨트롤러(10)가 포함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광디스크 장치가, 예를 들어 광디스크 기록기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A/V 데이터를, 재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또는 1 회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기록 저장하기 위한 AV 엔코더(9), 멀티플렉서(8), 그리고 소오

스 패킷타이저(7)가 더 포함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컨트롤러(10)에서는, 상기 소오스 디패킷타이저(4)를 통해 입력되는 소오스 패킷의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

탬프, 예를 들어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ICS)

가, 일반 표시 상태의 마지막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k_1)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

탬프(PTS_ODS k_1)와 동일한 값으로 기록되는 경우, 도 2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 표시 상태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1_1, ODS 2_1...ODS_k_1)이 디코딩되면, 그 해당 메뉴들이 출력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일련

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저 선택 상태와 액티브 상태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1_2∼ODS_k_2, ODS 1_3∼

ODS_k_3)이 디코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 표시 상태의 메뉴들이 신속하게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상

기 유저 선택 상태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1_2∼ODS_k_2)과, 상기 액티브 상태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

그먼트들(ODS 1_3∼ODS_k_3)에 대한 디코딩 동작이 수행되도록 한 후, 유저 선택에 상응하는 해당 메뉴가 출력 표

시되도록 제어하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BD-ROM에 기록 저장되는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비디오 데이터

와 함께 서브타이틀의 오브젝트로 재생 표시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하나의 메인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표시될 서브

타이틀은, 2 개의 서브타이틀로 제한될 수 있으며, 상기 서브타이틀의 프레젠테이션 그래 픽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Object Data Segment)들로서 기록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는,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

PCS: Page Composition Segment)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CDS),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

트(END)와 함께 연계되는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은, 재생 표시될 순서대로 하나 이상이 기록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에 해당하는 소오스(Source) 패킷, 예를 들어 피이에스(PES) 패킷에는, 재생 제어를 위

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와, 디코딩 제어를 위한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가 포함 기록된다.

한편, 상기 프레젠테이션 컴포지션 세그먼트(PCS)에 해당하는 소오스 패킷, 예를 들어 피이에스 패킷에 포함 기록되

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템프(PTS_PCS)는,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중, 첫 번째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포함 기록되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 1) 이상 내지, 마지막 번째 오브젝

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포함 기록되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 k) 미만의 값이 기록된

다.

즉,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재생 제어하기 위한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

에는, 마지막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피에이스 패킷에 기록되는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 k) 보다 

작은 프레젠 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PCS < PTS_ODS k)가 기록 저장되므로, 상기 BD-ROM에 기록된 프레젠테이

션 그래픽 데이터를 독출 재생하는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상기 프레젠테이션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를 독출 참조하여, 상기 마지막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메뉴가 모두 디코딩되

기 이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타이틀을 출력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프레젠테이션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PCS)

가, 두 번째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2)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 2)와

동일한 값으로 기록되는 경우,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1,2)이 디

코딩되면, 그 해당 서브타이틀을 출력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3∼ODS k)이 디코딩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오브

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서브타이틀을 보다 신속하게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되는 데, 상기 페이지 컴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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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페이지 타임 아웃 정보(page_time_out)와, 페이지 상태 정보(page_state), 

그리고 컬러 룩업 테이블을 연계하기 위한 아이디(ref_to_CLUT_id) 정보 등이 포함 기록되며, 각 오브젝트와의 연계

및 재생 제어를 위한 정보들이 포함 기록된다.

한편, 도 8을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광디스크 장치의 컨트롤러(10)에서는, 상기 소오스 디패킷타이저(4)

를 통해 입력되는 소오스 패킷의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 예를 들어 상기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의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PCS)가, 두 번째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2)의 피이에스 패킷

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 2)와 동일한 값으로 기록되는 경우, 첫 번째 및 두 번째 오브젝트 데

이터 세그먼트들(ODS 1,2)이 디코딩되면, 그 해당 서브타이틀들이 출력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

게 되므로, 나머지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3∼ODS k)이 디코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브타이틀을 신속

하게 출력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이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에 기록 관리되는 메뉴 또는 서브타이틀에 해당하는 오브젝

트 데이터 세그먼트(ODS)의 기록 순서(Ordering)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정 기록하여, 메뉴 또는 서브타이틀의 오브젝

트들이 디스플레이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뉴 데이터에 해당하는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가,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

그먼트(ICS)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CDS), 그리고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1∼k)과, 디

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END)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리되되, 제1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1)에 해당

하는 제1 오브젝트(Object1)를 디코딩하는 데 소요되는 디코딩 시간이, 제2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 2)에 해

당하는 제2 오브젝트(Object2)를 디코딩하는 데 소요되는 디코딩 시간 보다 짧으면서, 상기 디코딩된 제1 오브젝트(

Object1')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그래픽 버퍼(미도시)로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전송 시간이, 상기 디코딩된 제2 

오브젝트(Object2')를 그래픽 버퍼로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전송 시간 보다 짧은 경우, 상기 제1 및 제2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제1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간과,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간, 그리고 제2 오

브젝트의 전송시간의 합이 된다.

한편,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ICS)의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총 시간에 일치하는 시간 간격을 갖는 디

코딩 타임 스탬프(DTS_ICS)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ICS)가 기록되며, 상기 제1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

트(ODS1)의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제1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작 시간과 전송 시작시간에 일치하는 디코딩 타임 스

탬프(DTS_ODS1)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1)가 기록된다.

또한, 상기 제2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2)의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작 시간과 전

송 시작 시간에 일치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_ODS2)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2)가 기록되는 데,

상기와 같이 기록 관리되는 제1 실시예(Case 1) 보다, 상기 제1 및 제2 오브젝트들을 신속하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제2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2)를, 제1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SD1) 보다 앞선 순서로 기록 관리하게 

된다.

즉,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 그리고 제1 오브젝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

간의 합을 각각 산출한 후, 그 합들을 비 교하여,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이 더 큰 제2 오브젝트를 제1 

오브젝트보다 먼저 기록하게 된다.

한편, 상기 제2 및 제1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간과, 제1 오브

젝트의 디코딩 시간, 그리고 제1 오브젝트의 전송시간의 합이 되므로, 도 12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실시예 

보다 신속하게 제2 및 제1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되며,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ICS)의 피이

에스 패킷에는, 상기 총 시간에 일치하는 시간 간격을 갖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_ICS)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

프(PTS_ICS' < PTS_ICS)가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제2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2)의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작 시간과 

전송 시작 시간에 일치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_ODS2)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2)가 기록되고, 

상기 제1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1)의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제1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작 시간과 전송 시

작시간에 일치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_ODS1 > DTS_ODS2)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1 > DTS

_ODS2)가 기록된다.

한편,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브타이틀 데이터에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가, 페이지 컴포지션 세

그먼트(PCS)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먼트(CDS), 그리고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ODS 1∼m

)과,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END)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리되되, 본 발명에서는, 예를 들어 도 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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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술한 바와 같이,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제2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

S2)를, 제1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SD1) 보다 앞선 순서로 기록 관리하게 된다.

즉,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 그리고 제1 오브젝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

간의 합을 각각 산출한 후, 그 합들을 비교하여,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이 더 큰 제2 오브젝트를 제1 

오브젝트보다 먼저 기록하게 된다.

한편, 상기 제2 및 제1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간과, 제1 오브

젝트의 디코딩 시간, 그리고 제1 오브젝트의 전송시간의 합이 되므로, 도 12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실시예 

보다 신속하게 제2 및 제1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데, 상기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PCS)의 피이에

스 패킷에는, 상기 총 시간에 일치하는 시간 간격을 갖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_PCS)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

프(PTS_PCS' < PTS_PCS)가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제2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2)의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제2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작 시간과 

전송 시작 시간에 일치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_ODS2)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2)가 기록되고, 

상기 제1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1)의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제1 오브젝트의 디코딩 시작 시간과 전송 시

작시간에 일치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DTS_ODS1 > DTS_ODS2)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PTS_ODS1 > DTS

_ODS2)가 기록된다.

이에 따라, 도 8을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광디스크 장치에서는, 상기와 같 은 순서로 기록된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

트들을, 해당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디코딩 타임 스탬프를 참조하여, 순차적으로 디코딩하면서, 또한 해당 피이에스

패킷에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를 참조하여, 상기 디코딩된 오브젝트들을 그래픽 버퍼(미도시)로 전송하여,

메뉴 또는 서브타이틀의 오브젝트들을 보다 신속하게 디스플레이하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본 발명은,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

크 이외에도, 메뉴 또는 서브타이틀 데이터가 기록 저장되는 광디스크에 적용 가능하며,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

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또다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

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및 그에 따른 고밀도 광디스크는

, 재생 전용 블루레이 디스크(BD-ROM)와 같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메뉴 등에 해당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관리함과 아울러, 서브타이틀 등에 해당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 관리하고, 상기 메뉴 또는 서브타이틀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ODS)의 기록 순서(Ordering)를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 서대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고밀도 광디스크에 기록된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디

코딩 및 전송하여, 보다 신속하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밀도 광디스크의 메뉴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하되,

상기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를,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

그먼트와,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리함

과 아울러,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를,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

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

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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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기록 순서에 상응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차례대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

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에 일치하 는 시간 간격을 갖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청구항 4.
고밀도 광디스크의 메뉴 데이터가,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되되,

상기 인터랙티브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가,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

그먼트와,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됨과 아

울러,

상기 다수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가,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

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기록 순서에 상응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티브 컴포지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

딩 소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에 일치하는 시간 간격을 갖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

청구항 7.
고밀도 광디스크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하되,

상기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를,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

먼트와,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 관

리함과 아울러,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를,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

송 소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

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기록 순서에 상응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차례대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

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에 일치하는 시간 간격을 갖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기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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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고밀도 광디스크의 서브타이틀 데이터가,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로 기록되되,

상기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데이터 및 그 재생 제어 정보가,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와, 컬러 룩업 테이블 정의 세그

먼트와,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료 세트 세그먼트의 계층적 구조로 기록됨과

아울러,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들의 기록 순서가,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요시간과 전

송 소요시간의 전체 합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각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상기 기록 순서에 상응하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컴포지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피이에스 패킷에는,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데이터 세그먼트의 디코딩 소

요시간과 전송 소요시간의 합에 일치하는 시간 간격을 갖는 디코딩 타임 스탬프와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가 기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광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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