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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을 기록한저장 매체, 재생 장치 및 그 재생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을 기록한 저장 매체, 재생 장치 및 그 재생 방법에 관한 것으

로,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에 기초한 영상 위에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를 포함하며,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는 영상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에 대

한 대사 정보와, 대사 정보의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스타일 정보와, 대사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출력 스타일을 나타

내는 부분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막 데이터의 개수에 제한 없이 복수의 언어로 자막을 제공할 수 있고, 자막 데이터의 제작과 편집이 용이하

며, 자막 데이터의 출력 스타일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자막의 일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의 스타일을 적용

할 수도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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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 및

상기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에 기초한 영상 위에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는 상기 영상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에 대한 대사 정보와, 상기 대사 정보의 출력 스

타일을 나타내는 스타일 정보와, 상기 대사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분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사 정보는 상기 영상 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인 텍스트 정보와 상기 텍스트 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는 시간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일 정보는 상기 텍스트 정보가 상기 영상 위에 출력될 위치를 나타내는 영역 정보와, 출력되는 폰트의 종류, 크

기, 색상, 굵기, 이탤릭체 등과 같은 폰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일 정보가 복수개 모여 하나의 출력 스타일 그룹인 스타일 시트 정보를 구성하며, 상기 스타일 시트 정보가 복수

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스타일 정보는 상기 텍스트 정보의 일부분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출력 스타일 정보이며, 상기 스타일 정보에 포

함된 폰트의 크기 및/또는 폰트의 색상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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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스타일 정보는 상기 대사 정보 내에 포함되거나, 또는 상기 대사 정보와 별도로 저장되고 상기

대사 정보에는 상기 부분 스타일 정보에 대한 참조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는 저장 매체의 제작자가 정의한 상기 스타일 정보 이외의 소정의

스타일 정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8.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 및 상기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에 기초한 영상 위에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

이틀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영상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인 대사 정보의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스타일 정보 및 상기 대사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

되는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분 스타일 정보가 저장되는 버퍼부; 및

상기 버퍼부로부터 상기 스타일 정보 및 상기 부분 스타일 정보를 읽어들여 상기 대사 정보에 적용하여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텍스트 자막 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9.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 및 상기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에 기초한 영상 위에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

이틀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인 대사 정보와 상기 대사 정보의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스타일 정보 및 상기 대사 정보

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분 스타일 정보를 읽어들이는 단계;

상기 스타일 정보 및 상기 부분 스타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사 정보를 상기 스타일 및 부분 스타일이 적용된 비트맵 이

미지로 변환하는 단계; 및

변환된 비트맵 이미지를 상기 대사 정보에 포함된 출력 시간 정보에 따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영상의 재생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을 기

록한 저장 매체, 재생 장치 및 그 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HD(High Definition)급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저장 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메인 스트림에는, 비

디오 스트림(video stream), 오디오 스트림(audio stream), 서브타이틀을 제공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그래픽 스트림

(presentation graphic stream) 및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위해 버튼 또는 메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그래픽 스

트림(interactive graphic stream)이 다중화(multiplexing)되어 있다. 특히, 서브타이틀을 제공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그

래픽 스트림은 자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비트맵(bitmap) 기반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등록특허 10-0739680

- 3 -



이러한 비트맵 기반의 자막 데이터는 그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인터랙티브 그래픽 등의 다른 스트림과

함께 다중화(multiplexing)되기 때문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최대 비트 전송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중화된

메인 스트림에 포함될 수 있는 자막 데이터의 개수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복수의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이므로, 자막 데이터의 제작과 일단 제작된 자막 데이터의 편집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자막 데이터의 출력 스타일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을 기록한

저장 매체, 재생 장치 및 그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목적은,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영상 데이터에 기초한 영상 위에 자막을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 기

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를 포함하며,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는 영상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에 대한 대사 정보와,

대사 정보의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스타일 정보와, 대사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분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대사 정보는 영상 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인 텍스트 정보와 텍스트 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정보가 영상 위에 출력될 위치를 나타내는 영역 정보와, 출력되는 폰트의 종류, 크기, 색상, 굵

기, 이탤릭체 등과 같은 폰트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스타일 정보가 복수개 모여 하나의 출력 스타일 그룹인 스타일 시트 정보를 구성하며, 스타일 시트 정보가 복수개 포

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부분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정보의 일부분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출력 스타일 정보이며, 스타일 정보에 포함된

폰트의 크기 및/또는 폰트의 색상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부분 스타일 정보는 대사 정보 내에 포함되거나, 또는 대사 정보와 별도로 저장되고 대사 정보에는 부분 스타일

정보에 대한 참조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는 저장 매체의 제작자가 정의한 스타일 정보 이외의 소정의 스타일 정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전술한 목적은, 영상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인 대사 정보의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스

타일 정보 및 대사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분 스타일 정보가 저장되는 버퍼부; 및 버퍼부로

부터 스타일 정보 및 부분 스타일 정보를 읽어들여 대사 정보에 적용하여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텍스트 자막

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또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전술한 목적은, 영상위에 표시될 자막 내용인 대사 정보와 대사 정보의 출력 스타

일을 나타내는 스타일 정보 및 대사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출력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분 스타일 정보를 읽어들이는 단

계; 스타일 정보 및 부분 스타일 정보에 기초하여 대사 정보를 스타일 및 부분 스타일이 적용된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하는

단계; 및 변환된 비트맵 이미지를 대사 정보에 포함된 출력 시간 정보에 따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생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술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멀티미디어 영상이 압축 부호화된 메인 스트림과 별도로 기록된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을 포함하는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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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전술한 바와 같은 비트맵 기반의 자막 데이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텍스트 기반

의 서브타이틀(120)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에는 비디오 스트림(102), 오디오 스트림(104), 프리젠테이션

그래픽 스트림(106), 및 인터랙티브 그래픽 스트림(108)이 다중화된 멀티미디어 영상의 메인 스트림(110)이 포함된다. 또

한, 메인 스트림과는 별도로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120) 데이터도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

틀(120) 데이터는 XML(eXtended Markup Language)와 같은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거나 이진(binary)데이터를 이용하

여 멀티미디어 영상의 자막을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이에 따라, 제작과 편집이 편리하며, 메인 스트림에 다중화되지 않고

별도로 기록됨으로써, 자막 데이터의 크기나 지원되는 언어의 수 등에 제한을 받지않고 복수의 언어로 자막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종래의 비트맵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나 본 발명에 따른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를 모두 재

생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그래픽 디코더(220)를 포함하는 재생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프리젠테이션 그래픽 디코더(220)는, 비트맵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의 경우에는, 스트림 그래픽 처리기(225)에서 디코

딩하여 자막의 비트맵 이미지는 오브젝트 버퍼(227)에 전송하고, 자막의 출력을 제어하는 정보는 컴포지션 버퍼(226)에

전송한다. 또한, 그래픽 제어기(228)에서 컴포지션 버퍼(226)에 저장된 출력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오브젝트 버퍼(227)에

저장된 자막에 대한 비트맵 이미지의 출력을 제어한다. 출력될 자막의 그래픽 이미지는 그래픽 평면(graphic plane)(232)

상에 구성되고 색상 참조 테이블(234)을 참조하여 색상을 적용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의 경우에는, 텍스트 자막 처리기(224)에서 폰트 버퍼(221)에 저장

된 폰트 데이터를 참조하고 후술하는 스타일 정보를 적용하여 텍스트의 대사 정보를 비트맵 그래픽으로 변환하여 오브젝

트 버퍼(227)에 저장한다. 또한, 출력 시간 정보와 같은 출력 제어 정보는 컴포지션 버퍼(226)로 전송한다. 나머지 비트맵

으로 변환된 자막의 처리과정은 전술한 비트맵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재생 장치의 구조에 기초하여 재생될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 데이터의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120)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120) 데이터는 스타일 시트 정보(310) 및 대사 정보(320)를

포함한다. 각 스타일 시트 정보나 대사 정보는 복수개 포함될 수 있다.

스타일 시트 정보(310)는 텍스트로된 대사 정보를 화면 상에 어떻게 출력할지를 나타내는 복수의 스타일 정보(312)를 포

함한다. 스타일 정보(312)는 화면상에 표시될 자막의 출력 영역을 나타내는 영역 정보, 출력 영역 내에서 텍스트 자막의 위

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 텍스트 자막에 적용될 폰트의 종류 및 크기, 배경색 등을 지정하는 폰트 정보 등 출력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대사 정보(320)는 실제 화면에 비트맵으로 변환, 즉 랜더링(randering)되어 표시될 텍스트 정보, 텍스트 정보를 랜

더링할 때 적용할 참조 스타일 정보, 자막이 화면에서 나타나고 사라질 시간을 지정하는 대사 시작 시간 정보와 대사 종료

시간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자막의 텍스트 정보의 일부에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하여 강조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

를 포함한다.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전체에 적용되는 스타일 정보 중에서 영역 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제외하고, 텍

스트 정보의 일부를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폰트 정보나 색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텍스트 서브 타이틀(120) 데이터는 복수개의 스타일시트 정보(310)와 복수개의 대사 정보(320)

로 이루져 있다. 스타일시트 정보(310)는, 모든 대사 정보 각각에 적용되어야 할 스타일 정보(312)의 집합으로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 제작자는 사용자가 텍스트 정보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변경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 스타일시트

정보를 제작하여 텍스트 서브 타이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사용자에 의해 선택 가능하도록 제작된 추가 스타일시트 정보

들은 텍스트 정보에 적용되는 복수의 폰트 정보 및 복수의 색상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사 정보(320)는, 화면상에 출력되는 자막 내용을 담은 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며, 고화질 멀티미디어 영상 전체에 걸쳐 모

든 자막을 처리를 위하여 복수개의 대사 정보가 포함된다. 하나의 대사 정보는 대사 시작 시간에 출력될 텍스트 정보를 참

조 스타일 정보 및/또는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적용하여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하여 대사 종료 시간까지 화면상에 표시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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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갖는 텍스트 서브타이틀을 재생한 결과를 나타내는 참고 도면이다.

도 4a 및 도 2를 참조하면, 재생 장치의 텍스트 자막 처리기(224)는 재생될 대사 정보(420)에 포함된 참조 스타일 정보

(422)에 기초하여 선택된 스타일 시트 정보(410)에 포함된 복수의 스타일 정보 중 참조 스타일 정보가 지시하는 스타일 정

보를 읽고(①), 텍스트 정보(424)에 읽어들인 스타일 정보를 적용하여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시켜 출력한다. 도 4a의 우측

에 재생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즉, 멀티미디어 영상이 출력되면서, 참조 스타일 정보가 지시한 스타일 정보가 적용된 자막

용 텍스트 정보의 비트맵 이미지(432)가 함께 출력된다.

도 4b는 스타일 정보 뿐만 아니라 텍스트 정보의 일부에 적용되는 인라인 스타일 정보가 함께 적용된 경우의 재생 결과를

도시한다. 도 4b 및 도 2를 참조하면, 재생 장치의 텍스트 자막 처리기(224)는 참조 스타일 정보(462)가 지시하는 스타일

정보(452)를 읽어(①) 자막을 위한 텍스트 정보(464)에 적용한다. 또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466)를 읽어(②) 자막을 위한

텍스트 정보(464)의 일부에 적용한다. 즉, 스타일시트 정보 내에 포함된 기본 스타일 정보와 대사 정보 내에 정의되어 있는

인라인 스타일 정보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라인 스타일 정보가 최종 출력에 반영되어 화면상에 표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스타일 정보 뿐만 아니라 인라인 스타일 정보가 적용된 후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되어 화면에 출력된다. 도 4b의 우측

에 재생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멀티미디어 영상과 함께 출력된 자막의 비트맵 이미지(472)는 스타일 정보 뿐만 아니라 일

부분에 인라인 스타일 정보가 적용되어 출력된다.

즉,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영상과 함께 텍스트 기반의 서브 타이틀을 재생하는 경우, 재생장치는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

는 복수개의 스타일시트 정보들 중에서 텍스트기반 서브타이틀의 최초 재생시 적용될 스타일 시트 정보를 선택한다. 스타

일 시트 정보 내에 최초로 적용해야 할 스타일 시트 정보임을 나타내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추가 정보를 참

조하여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여러 스타일 시트 정보 중에서 가장 먼저 정의된 스타일 시트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선택된 스타일 시트 정보는 사용자로부터의 스타일 전환 요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대사 정보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작자가 복수개의 스타일 시트 정보를 제작하여 사용자가 여러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즉 사용자

로부터 스타일 전환 요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용자로부터 스타일 전환 요청이 발생한

경우, 이후에 출력되는 대사 정보에 포함된 참조 스타일 정보에 의해 새로운 스타일시트 정보 내의 새로운 스타일 정보가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새로 적용될 스타일 정보와 이전에 인라인 스타일 정보가 동일한 경우라면, 인라인 스타일 정보에

의해 지시되는 텍스트 정보의 일부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즉, 제작자가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통해 텍스트 정보의

일부를 강조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갖는 텍

스트 서브타이틀의 재생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사용자로부터 스타일 정보 1을 스타일 정보 2로 전환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의 처리 과정이 도시된다.

하단 좌측의 화면(540)은 스타일 전환 요청이 발생하기 전에 스타일 정보 1이 적용되어 출력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참조

스타일 정보에 의해 지시되는 스타일 정보 1이 텍스트 정보 전부에 적용된 후, 인라인 스타일 정보(536)가 텍스트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된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스타일 정보 1이 자막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일부분이 인

라인 스타일 정보에 의해 강조되어 표시된다.

그러나, 하단 우측의 화면(550과 같이, 용자로부터 스타일 전환 요청을 받아 새로운 스타일 정보 2를 적용한 결과(550)는,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이용하여 텍스트 정보의 일부분을 강조하려 했던 제작자의 원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새로운 스타일 정보 2와 인라인 스타일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살

펴본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5에 도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텍스트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기반 서브타이틀의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폰트의 종류 및 상대적

크기 정보와 상대적 색상 정보를 포함한다. 그밖에 굵기 및 이탤릭 등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포함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타일 시트 정보는 폰트의 크기와 색상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므로, 폰트의 종류, 굵기, 이탤릭 효과

등은 사용자에 새로운 스타일 시트 정보로 전환되어도 강조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폰트의 크기나 색상의 경우, 앞

서 도 5에서 상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라인 스타일 정보에 포함되는 폰트

의 크기 및 색상 정보는 그 속성 값으로 절대 값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본 스타일 정보의 폰트 크기 및 색

상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이 적용되도록 폰트의 상대적 크기 정보 및 상대적 색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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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폰트의 크기 및 색상에 대하여 상대적인 속성 값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해 스타일 시트 정보가 바뀌어도 인라인

스타일 정보에 의한 강조 효과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재생장치는 상대적 크기 적용으로 인해 해당 폰트가 구현

할 수 있는 크기의 범위를 벗어 나거나 혹은 색상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에는, 구현 가능한 크기 및 색상의 최소 혹은 최대

값으로 폰트의 크기 및 색상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앞서 도 3에서 상술한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은 스타일 시트 정보(310)와는 별도로 대사 정보(320) 내에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반면, 도 7에 도시된 텍스트 기반의 서브 타이틀은 스타일 시트 정보(710) 내에 기본 스타일 정보(712)와

함께 텍스트 정보의 일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인라인 스타일 정보(714)들을 포함한다. 또한, 대사 정보(720)에는 현재 대

사의 텍스트 정보에 적용할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지시하기 위해 스타일시트 정보 내의 인라인용 스타일 정보의 식별자를

참조하는 참조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더 포함한다.

스타일 시트 정보(710) 내에 포함된 인라인 스타일 정보(714)는 기본 스타일 정보(712)를 기준으로 강조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폰트의 크기 및 색상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스타일시트 정보가 전환되어도 전환되어진 스타일시트

정보 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적용함으로서 텍스트의 일부분을 강조하려는 제작자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인라인용 스타일 정보는 강조될 텍스트의 일부분이 표시되는 영역 및 위치에 대한 정보는 기본 스타일 정보(712)의 속성

을 따르며, 텍스트 정보의 일부분에 강조를 위해 사용될 렌더링 정보로서 폰트의 종류, 크기, 색상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

다.

한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제작자가 테스트 정보에 적용될 스타일 정보를 정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술한 스타

일 정보들이 포함된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을 기록한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장치가 텍스트 정보에 적용되는 스타일

정보를 임의로 설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즉, 기본 속성은 전술한 텍스트 기반 서브 타이틀내에 포함된 스타일 정보를 따

르지만, 폰트의 종류, 또는 폰트의 크기나 색상 등 일부 스타일 정보를 재생장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또는 재

생장치가 자체에 내장하고 있는 스타일 정보를 이용하여 텍스트 정보를 전혀 다른 출력 스타일로 랜더링하여 출력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재생장치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제작자가 의도한 출력 형태와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재생 장치

가 임의의 스타일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재생 장치가 임의로 텍스트 정보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텍스트 기반 서브 타이틀 데이터(120)는 재생장치의 임의 스타일 적용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830)

를 더 포함한다. 임의 스타일 적용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830)는, 제작자가 재생장치에 의해 임의의 스타일이 적용되

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제작자가 임의의 스타일 정보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 재생장치가 지

원하는 임의의 스타일을 적용하여 텍스트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재생장치에 의한 임의 스타일 적용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830)는 텍스트 서브 타이틀 내에 ①과 같이 스타일시트 정

보와 별도로 저장되어, 해당 텍스트 서브 타이틀 내의 모든 스타일 정보에 대하여 임의 스타일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②와 같이 스타일시트 정보 별로 각각 저장되어, 특정 스타일 정보에 한해서 임의 스타

일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저장 매체의 데이터 구조 및 재생 장치의 구조를 기초로 하여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

타이틀을 재생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

타이틀을 재생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저장 매체로부터 대사 정보, 스타일 시트 정보 및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의 서브타

이틀 데이터를 읽어들여(910 단계), 스타일 정보를 대사 정보에 포함된 자막 텍스트에 적용하고, 해당 자막 텍스트의 일부

분에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적용하여, 자막 텍스트를 비트맵 이미지로 전환한다(920 단계). 전환된 비트맵 이미지를 대사

를 출력할 시간 정보에 따라 화면에 출력한다(93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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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디스크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

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

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본질

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실시예에 한

정되지 않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다양한 실시 형태가 포함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을 기록한 저장 매체, 재생 장치 및 그 재생 방

법을 제공함으로써, 자막 데이터의 개수에 제한 없이 복수의 언어로 자막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막 데이터의 제작과

일단 제작된 자막 데이터의 편집이 용이하며, 자막 데이터의 출력 스타일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자막의 일부

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멀티미디어 영상이 압축 부호화된 메인 스트림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텍스트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갖는 텍스트 서브타이틀을 재생한 결과를 나타내는 참고 도면,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갖는 텍스트 서브타이틀을 재생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

면,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5에 도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텍스트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텍스트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재생 장치가 임의의 스타일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기반 서브타이틀을 재생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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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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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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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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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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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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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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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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