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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와, 그 재생장치 및방법

요약

    
본 발명은,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와, 그 재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디브이디(DVD)와 같은 기
록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특정 기록영역에 스크립트 파일(Script File) 형태로 추가 기록
하고, 그 동영상 데이터와 스크립트 파일들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링크 데이터 파일(Link Data File)을 기록하거나, 
또는 그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위치에 대응되는 파일명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기록 관리하여, 디브이디의 동영상 데이터
와, 그와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의 상세 정보가 하나의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통해 동시에 화면 표시되는 스크
립트 파일 재생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디브이디에서 독출 재생되는 특정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
가 보다 용이하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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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0

색인어
디브이디, 스크립트 파일, 연계 정보, 기록단위체 어드레스, 스크립트 플래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에 대한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된 비디오 관리정보(VMGI)와,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와 기록집합체(VOB), 그리고 기록단위체(VOBU)에 대한 계층 구조를 도
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에 기록된 스크립트 플래그(Script_FLG)를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과 링크 데이터 파일간에 연계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과 링크 데이터 파일간에 연계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과 기록단위체간 연계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널 데이터가 기록된 스크립트 파일과 기록단위체간에 연계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의 동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장치 및 방법에 의해 화면 표시되는 동영상 데이터와 상세 정보를 화면 표시한 것이고,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다른 실시예의 동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광디스크11 : 광픽업

12 : 재생처리부13 : 제어부

14 : 메모리부15 : 서보부

16 : 슬레드 모터17 : 스핀들 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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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브이디(DVD: Digital Versatile Disc)와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 저장된 동영상 데이터와 연계 재생될 스
크립트 파일(Script File)이 특정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와 스크립트 파일을 연계하
여 재생하는 재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 저장할 수 있는 광디스크, 예를 들어 디브이디(DVD)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 상기 디브이디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물론 동영상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기록매체
로서 상용화되고 있다.

한편, 상기 디브이디에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 제어를 위해 필요한 네비게이션(Navigation) 데이터들이 기록 
저장되는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과, 상기 동영상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이 기록 저장되는 데이터 스
트림 기록영역이 포함 구성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디브이디 재생장치에서는, 상기 디브이디가 장치 내에 삽입 안착되는 경우,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에 기록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독출하여 장치 내의 메모리에 저장한 후, 그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 기록영역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를 독출 재생하는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디브이디 재생장치를 구비한 사용자는, 상기 디브이디에 기록된 고화질의 동영상 데이터를 장시간 동
안 재생 시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상기 디브이디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디브이디에서 독출 재생되는 특정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디브이디 상에 부가 기록한 후, 사용자 요청에 
따라 독출 재생하는 방안이 관련업체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데,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
으며, 특히 일반적인 디브이디의 규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디브이디(DV
D)와 같은 기록매체의 특정 영역에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기록하고, 그 동영상 데이터와 스크립트 파일들이 상호 연계 
재생되도록 하기 위한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와, 그 재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는,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되
는 제1 영역; 및 상기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상세 정보가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기록되는 제2 영역을 포함하여 구성
되되, 상기 동영상 데이터와, 상기 스크립트 파일을 연계시키기 위한 연계 정보가 포함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법은, 장치 내에 삽입 안착된 기록매체
의 특정 기록영역에,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하는 지를 판별하는 1단계; 상기 판별결과에 따라, 상기 스크립트 파일과 그
에 관련된 동영상 데이터간의 연계 정보를 독출 저장하는 2단계; 및 스크립트 파일 표시 요청시, 상기 연계 정보에 근거
하여 현재 재생 중인 동영상 데이터에 연계된 스크립트 파일을 재생 출력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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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장치는, 장치 내에 삽입 안착되는 기록매
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독출수단; 상기 기록매체의 특정 기록영역에 기록된 스크립트 파일과, 그에 관련된 
동영상 데이터간의 연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및 상기 연계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재생되는 동영상 데이터
에 연계된 스크립트 파일을 재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와, 그 재생장치 및 방법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 예를 들어 디브이디(DVD)에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디브이디의 재생 제어를 위해 필요한 각종 네비게이션 데이터들이 기록 저장되는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Na
vigation Data)과, 동영상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이 기록 저장되는 데이터 스트림 기록영역(Data_Zone) 
이외에도, 상기 동영상 데이터와 관련된 상세 정보인 스크립트 파일들이 기록 저장되는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
_Other Zone)이 포함 구성된다.
    

    
한편, 상기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에는,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과 동영상 데이터를 연계시키기 위한 링크 데이터 파일
(Link Data File)들이 포함 기록될 수 있는 데,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은, 통상적인 HTML(Hyper Text Markup Lan
guage) 형태의 데이터 파일로 기록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은, 일반적인 디브이디의 규격에서 정의하
고 있는 소정 기록크기의 기록단위체(VOBU: Video Object Unit)와 각각 일대일(1:1) 또는 일대다(1: 多)로 연계 기
록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링크 데이터 파일은, 일반적인 디브이디의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 Program 
Chain Information) 마다 하나의 링크 데이터 파일이 대응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VOBU_A
DDR)와, 상기 스크립트 파일을 일대일(1:1) 또는 일대다(1: 多)로 연계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링크 데이터
가 포함 기록된다.

한편,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되는 비디오 관리정보(VMGI: Video Manager Information)에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디오 관리메뉴 기록단위체 어드레스 맵 정보(VMGM_VOBU_ADMAP)가 포함 기록되고, 
상기 비디오 관리메뉴 기록단위체 어드레스 맵 정보에는, 비디오 관리메뉴 기록단위체에 대한 각각의 시작 어드레스 정
보들(VMGM_VOBU_AD # 1∼ # n)이 4 바이트의 기록크기로 기록 관리된다.

또한,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에 포함 기록되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 Video Title Set Informa
tion)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디오 타이틀 세트 기록단위체 어드레스 맵 정보(VTS_VOBU_ADMAP)가 포함 
기록되고, 상기 비디오 타이틀 세트 기록단위체 어드레스 맵 정보에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기록단위체에 대한 각각의 
시작 어드레스 정보들(VTS_VOBU_AD # 1∼ # n)이 4 바이트의 기록크기로 기록 관리된다.

그리고, 상기 비디오 관리정보(VMGI) 또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에 포함 기록되는 프로그램 체인정보(PG
CI)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기록단위체(VOBU)들로 구획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록집합체(VOB)
들을 연결 재생하기 위한 재생 제어정보이다.

한편,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에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4 바이트의 기록크기를 갖는 프로그램 체인 콘텐
츠 정보(PGC_CNT: PGC Contents)가 포함 기록되는 데, 상기 프로그램 콘텐츠 정보에는, 8 비트의 셀 개수 정보(N
umber of Cells)와 7 비트의 프로그램 개수 정보(Number of Programs)가 포함 기록되며, 그 나머지 여유 영역(Re
served)에는 1 비트의 스크립트 플래그(Script_FLG)가 선택적으로 포함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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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크립트 플래그는,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이 디브이디에 기록되어 있는 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예를 들어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이 디브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스크립트 플래그가 'Script_FLG = 1'로 설정되며,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이 디브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스크립트 플래그가 'Script_FLG = 0'으로 설정 기
록된다.

한편, 상기 링크 데이터 파일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대응되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
램 체인정보에 연계되는 파일명으로 기록 저장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제1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 #1)에 대응되는 
제1 링크 데이터 파일은, 'PGC 1.lk'로 기록 관리될 수 있으며, 제2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 #2)에 대응되는 제2 링
크 데이터 파일은, 'PGC 2.lk'로 기록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링크 데이터 파일에 기록되는 링크 데이터(Link Data)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
VOBU_ADDR)와, 해당 스크립트 파일의 기록위치 어드레스(Script File_ADDR)가 연계 기록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임의의 한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가 '10000'이고, 이와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의 기록위치 어드레스가 '001001h' 
인 경우, 이를 연계시키기 위한 링크 데이터는, '10000_001001h'로 기록 저장된다.

    
한편, 상기 링크 데이터 파일에 대한 다른 실시예로서,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링크 데이터 파일은, 해당 프로
그램 체인정보에 대응되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연계되는 파일명(PGC 1.lk, PGC 2.lk...)으로 기록 저
장되되, 상기 링크 데이터 파일에 기록되는 링크 데이터(Link Data)들은,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VOBU_ADDR)와, 
해당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Script File_Name)이 연계 기록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임의의 한 기록단위체의 어드
레스가 '10000'이고, 이와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이 'xxxx0.sc' 인 경우, 이를 연계시키기 위한 링크 데이터는, '
10000_xxxx0.sc'로 기록 저장된다.
    

따라서, 상기 디브이디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서는,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에 포함 기록된 프로그램 체인 콘텐
츠 정보(PGC_CNT)의 여유 영역에, 1 비트의 스크립트 플래그가 'Script FLG = 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디브
이디의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_Other Zone)에 스크립트 파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별한 후, 상기 링크 데이터 
파일들을 독출하여, 장치 내의 메모리에 기록 저장하는 일련의 로딩(Loading)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동영상 데이터와 관련된 상세 정보, 즉 스크립트 파일 재생이 요청되는 경우, 현재 재생 중인 프로
그램 체인정보에 대응되는 링크 데이터 파일을 검색한 후, 그 링크 데이터 파일에 기록된 링크 데이터로부터 기록단위
체의 어드레스와 스크립트 파일의 어드레스, 또는 스크립트의 파일명을 검색하여, 현재 재생 중인 기록단위체에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을 독출 재생하는 일련의 스크립트 파일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동영상 데이터와 그와 관
련된 상세 정보를 재생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링크 데이터 파일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대신,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
을, 그와 관련된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와 대응되도록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제1 스크립트 파일이, '100
00'에 해당하는 시작 어드레스를 갖는 5 번째 기록단위체(VOBU #5)에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인 경우, 상기 제1 스크
립트 파일의 파일명을, '10000.sc'로 기록하고, 제2 스크립트 파일이, '10500'에 해당하는 시작 어드레스를 갖는 K 번
째 기록단위체(VOBU #k)에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인 경우, 상기 제2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을, '10500.sc'로 기록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디브이디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서는,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에 포함 기록된 프로그램 체인 콘텐
츠 정보(PGC_CNT)의 여유 영역에, 1 비트의 스크립트 플래그가 'Script FLG = 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디브
이디의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_Other Zone)에 스크립트 파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별하게 되며, 또한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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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동영상 데이터와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 재생이 요청되는 경우, 현재 재생 중인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와 대응되는 
파일명을 갖는 스크립트 파일을 검색하여, 독출 재생하는 일련의 스크립트 파일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되어, 사용자는 
동영상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재생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상기 스크립트 파일은, 디브이디가 장치 내에 삽입 안착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독출되어 장치 내의 메모리에 기
록 저장되거나, 또는 사용자로부터 스크립트 파일 재생 요청시, 디브이디로부터 독출 재생될 수 있는 데, 상기 장치내의 
메모리 용량이 큰 경우에는,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을 디브이디로부터 일괄적으로 독출하여 메모리에 저장한 후, 재생 
요청시 독출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6 내지 도 8을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은,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와 연계 기록되는 것
으로, 특히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은, 그와 관련된 다수의 기록단위체들 중 첫 번째 기록단위체의 시작 어드레스와 연계 
기록된다.

이에 따라,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L 번째 기록단위체(VOBU #L)부터 m-1 번째 기록단위체(VOBU # m-1)까지, 
별도의 관련 정보가 재생 출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기 L 번째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와 연계 기록된 특정 스
크립트 파일, 즉 '11500.sc'에 널 데이터(Null Data)를 기록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L 번째 기록단위체부터 m-1 번째 기록단위체가 재생되는 동안, 이전에 재생 출력되던 스크립터 파일, 즉 '
10500.sc'가 계속 화면 표시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상호간에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 데이터와 상세 
정보가 동시에 화면 표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특정 스크립트 파일에 널 데이터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대신, 해당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에 '-' 
부호를 부가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상기 L 번째 기록단위체(VOBU #L)의 시작 어드레스에 연계 기록된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을, '-11500.sc'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디브이디 재생장치에서, 이를 구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 부호가 부가된 스크립트 파일을 검색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 재생 출력되던 스크립터 파일이 계속 화
면 표시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상호간에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 데이터와 상세 정보가 동시에 화면 표시되는 것을 방
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상기와 같이 다양한 실시예에 의해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장치 및 방법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
로. 상기 재생장치에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디브이디(DVD)(10)로부터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광픽
업(11); 상기 광픽업에 의해 독출되는 데이터를 재생 처리하기 위한 재생처리부(12); 상기 디브이디를 회전시키기 위
한 스핀들 모터(17); 상기 광픽업을 디브이디의 기록면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슬레드 모터(16); 상기 스핀
들 모터와 슬레드 모터, 그리고 광픽업에 대한 서보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서보부(15); 상기 구성수단의 동작을 제어함
과 아울러,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일반 디브이디 재생 및 스크립트 파일 재생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13); 상기 디
브이디 재생 및 스크립트 파일 재생동작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14)가 포함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재생처리부(12)에는, 상기 광픽업에 의해 독출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신호 처리하는 디지털 시그널 프
로세서(DSP: Digital Signal Processor)와, 상기 디지털 신호를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로 디코딩하는 디코더(Decode
r) 등이 포함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3)에는, 상기 메모리(14)에 기록 저장된 링크 데이터 파일 또는 스크립트 파일
들을 검색 및 독출하는 파일 시스템(File System)과, 상기 파일 시스템과 연동되어 일반 디브이디 재생 및 스크립트 
파일 재생동작을 제어하는 마이컴(Micom) 등이 포함 구성될 수 있는 데, 상기 제어부(13)에서의 재생 제어에 의해 수
행되는 스크립트 파일의 재생동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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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법에 대한 실시예의 동작 흐름
도를 도시한 것으로, 예를 들어, 도 7 및 도 8을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_Other Zone)
에 링크 데이터 파일(Link Data File)이 별도로 포함 기록되어 있는 디브이디(11)가 삽입 안착되는 경우(S10),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디브이디의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디브이디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
영역으로부터 독출하여, 상기 메모리(14)에 기록 저장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메모리에 기록 저장되는 네비게이션 데이터에는, 도 2 및 도 3을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비디오 관리정보(
VMGI)와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가 포함되므로, 결국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와,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 
정보(VOBU_ADDR)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 저장된다(S11).

이후,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포함 기록되는 프로그램 체인 콘텐츠 정보(PGC_CNT)의 여
유 영역을 검색하여, 1 비트의 스크립트 플래그(Script_FLG)를 확인하게 되는 데(S12), 상기 스크립트 플래그가 'Sc
ript_FLG =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디브이디(10)에 별도의 스크립트 파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판별하
여, 일반적인 디브이디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13).

    
한편,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스크립트 플래그가 'Script_FLG = 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디브이디(10)의 스
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_Other Zone)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파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별하게 되는 데, 
상기 판별 동작에 대한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대응되는 파일명을 갖는 링크 데이터 파일이 디브
이디의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_Other Zone)에 존재하는 지를 검색하고, 그 검색결과 존재하는 경우, 스크립트 
파일이 기록된 디브이디이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립트 파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일반 디브이디라고 판별할 
수도 있다.
    

이후,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에 기록된 링크 데이터 파일들을 독출하여, 상기 메모리(1
4)에 기록 저장하게 되며, 또한 상기 메모리(14)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디브이디(10)의 스크
립트 파일 기록영역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파일을 독출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록 저장하게 된다(S15).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디브이디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데(S16), 상기와 같이 일반 디브이디 재생
동작을 수행하는 도중, 사용자로부터 현재 재생되는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상세 정보 표시 요청이 수신되는 경우(S1
7),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메모리(14)에 기록 저장된 비디오 관리정보(VMGI) 또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
(VTSI)에 근거하여, 현재 재생 중인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와,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VOBU_ADDR)를 확인하게 
된다(S18).
    

    
상기 확인된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대응되는 임의의 한 링크 데이터 파일, 예를 들어,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대응되
는 파일명을 갖는 링크 데이터 파일을, 상기 메모리로부터 검색하게 되고(S19), 상기 검색된 링크 데이터 파일에 기록
된 링크 데이터들 중, 현재 재생 중인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VOBU_ADDR)와 연계된 스크립트 파일의 기록위치 어드
레스(Script File_ADDR), 또는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Script File_Name)을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스크립트 파일
을 검색하게 된다(S20).
    

이때,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은, 그와 관련된 다수개의 기록단위체들 중 그 선두 기록단위체의 시작 어드레스에 연계되
므로,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은, 상기 재생 요청 시점에 해당하는 특정 기록단위체 어드레스 보다 작으면서 가장 근
접되는 스크립트 파일이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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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재생동작이, 일반 디브이디 재생동작과 함께 연동되
도록, 상기 재생처리부(12)를 동작 제어함으로써,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브이디의 동영상 데이터와, 그와 관련
된 스크립트 파일의 상세 정보가 하나의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통해 동시에 출력 표시되는 스크립트 파일 재
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21).

한편, 도 9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에 널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에 '-' 부호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재생 출력되던 스크립터 파일이 계속 화면 표시
되지 않도록 무(無) 신호 처리하여, 상호간에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 데이터와 상세 정보가 동시에 화면 표시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법에 대한 다른 실시예의 동
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으로, 예를 들어, 도 9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_Other Zone)
에 링크 데이터 파일(Link Data File)이 별도로 포함 기록되지 않는 대신,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VOBU_ADDR)와 
대응되는 파일명을 갖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기록된 디브이디(11)가 삽입 안착되는 경우(S30), 상기 제어부(13)에서
는, 상기 디브이디의 재생 제어를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상기 디브이디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록영역으로부터 독
출하여, 상기 메모리(14)에 기록 저장하게 되고, 이때, 상기 메모리에 기록 저장되는 네비게이션 데이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디오 관리정보(VMGI)와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가 포함되므로, 결국 프로그램 체인정보(PGC
I)와,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 정보(VOBU_ADDR)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 저장된다(S31).
    

    
이후,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포함 기록되는 프로그램 체인 콘텐츠 정보(PGC_CNT)의 여
유 영역을 검색하여, 1 비트의 스크립트 플래그(Script_FLG)를 확인하게 되며(S32), 상기 스크립트 플래그가 'Scrip
t_FLG =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디브이디(10)에 별도의 스크립트 파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판별하여, 
일반적인 디브이디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되고(S33),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스크립트 플래그가 'Script_FLG = 1'로 설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디브이디(10)의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DVD_Other Zone)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크
립트 파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별하게
    

한편,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메모리(14)의 용량이 큰 경우, 상기 디브이디(10)의 스크립트 파일 기록영역에 
기록된 스크립트 파일을 독출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록 저장하게 되고(S34), 이후,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디브
이디 재생동작이 수행하게 된다(S35).

    
그리고, 상기와 같이 일반 디브이디 재생동작을 수행하는 도중, 사용자로부터 현재 재생되는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상세 정보 표시 요청이 수신되는 경우(S36),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메모리(14)에 기록 저장된 비디오 관리정
보(VMGI) 또는 비디오 타이틀 세트 정보(VTSI)에 근거하여, 현재 재생 중인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VOBU_ADDR)
를 확인하게 되며(S37), 상기 확인된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와 대응되는 파일명을 갖는 임의의 한 스크립트 파일, 즉 
현재 재생 중인 기록단위체의 어드레스(VOBU_ADDR)와 대응되는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Script File_Name)을 확
인 검색하게 된다(S38).
    

이때,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은, 그와 관련된 다수개의 기록단위체들 중 그 선두 기록단위체의 시작 어드레스에 연계되
므로,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은, 상기 재생 요청 시점에 해당하는 특정 기록단위체 어드레스 보다 작으면서 가장 근
접되는 스크립트 파일이 검색된다.

이후, 상기 제어부(13)에서는,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재생동작이, 일반 디브이디 재생동작과 함께 연동되
도록, 상기 재생처리부(12)를 동작 제어함으로써, 도 12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디브이디의 동영상 데이터와, 그
와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의 상세 정보가 하나의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통해 동시에 출력 표시되는 스크립트 
파일 재생동작을 수행하게 된다(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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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9를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에 널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상기 검색된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에 '-' 부호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재생 출력되던 스크립터 파일이 계속 화면 표시
되지 않도록 무(無) 신호 처리하여, 상호간에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 데이터와 상세 정보가 동시에 화면 표시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스크립트 파일명 자체를 '00000'과 같은 널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검색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 재생 출력
되던 스크립터 파일이 계속 화면 표시되지 않도록 무(無) 신호 처리할수 도 있다.

참고로,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브이디의 동영상 데이터와 함께 화면 표시되는 스크립트 파일의 상세 정보는, 인
터넷 정보 검색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우저(Browser) 형태로 화면 표시되어,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스크롤 표시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화면 표시된 상세 정보 중 일부분을 사용자가 선택 지정한 경우, 그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정보들이 표시되도록, 상기 스크립트 파일들을 다단계의 계층적 파일 구조로 기록 관리할 수도 있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 및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와, 그 재생장치 및 방법은, 디
브이디(DVD)와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특정 기록영역에 스크립트 파일(Scrip
t File) 형태로 추가 기록하고, 그 동영상 데이터와 스크립트 파일들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링크 데이터 파일(Link 
Data File)을 기록하거나, 또는 그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위치에 대응되는 파일명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기록 관리함과 
아울러, 디브이디의 동영상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의 상세 정보가 하나의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의 화면
을 통해 동시에 출력 표시되는 스크립트 파일 재생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디브이디에서 독출 재생되는 특정 동영상 데이
터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가 보다 용이하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영상 데이터가 기록되는 제1 영역; 및

상기 동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상세 정보가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기록되는 제2 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동영상 데이터와, 상기 스크립트 파일을 연계시키기 위한 연계 정보가 포함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
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연계 정보는, 상기 제2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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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계 정보는, 스크립트 파일 어드레스(Script File_ADDR)와, 상기 스크립트 파일의 내용이 함께 표시되는 동영
상 데이터 구간의 시작 기록단위체의 주소를 상호 연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
체.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연계 정보는,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Script File_Name)와, 상기 스크립트 파일의 내용이 함께 표시되는 동영
상 데이터 구간의 시작 기록단위체의 주소를 상호 연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
체.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연계 정보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체인정보(PGCI)에 대응되는 하나의 링크 데이터 
파일(Link Data File) 형태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에는, 상기 스크립트 파일의 기록 여부를 식별하게 하는 식별 정보가 포함 기록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체인 콘텐츠 정보(PGC_CNT)의 여유 영역에 1 비트
의 플래그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

청구항 8.

장치 내에 삽입 안착된 기록매체의 특정 기록영역에,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하는 지를 판별하는 1단계;

상기 판별결과에 따라, 상기 스크립트 파일과 그에 관련된 동영상 데이터간의 연계 정보를 독출 저장하는 2단계; 및

스크립트 파일 표시 요청시, 상기 연계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재생 중인 동영상 데이터에 연계된 스크립트 파일을 재생 
출력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
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상기 장치 내에 삽입 안착된 디브이디(DVD)의 프로그램 체인정보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체인 콘텐츠 정
보(PGC_CNT)의 여유 영역에 기록된 1 비트의 플래그 값에 따라, 상기 스크립트 파일의 존재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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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지정된 파일명의 파일을 탐색하고, 그 탐색된 에러에 근거하여, 상기 스크립트 파일의 존재여부를 판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스크립트 파일의 어드레스(Script File_ADDR) 또는 파일명(Script File _Name)과,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단위체 어드레스(VOBU_ADDR)가 연계 기록된 연계 정보를 독출하여, 장치 내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는, 상기 스크립트 파일 표시 요청시, 상기 연계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재생중인 동영상 데이터의 기록단위
체 어드레스 보다 작으면서 가장 근접되는, 상기 연계정보 상의 어드레스에 연계된 스크립트 파일의 어드레스 또는 파
일명을 검색한 후, 그 검색된 파일스크립트 파일을, 상기 동영상 데이터와 함께 재생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
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13.

장치 내에 삽입 안착되는 기록매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독출수단;

상기 기록매체의 특정 기록영역에 기록된 스크립트 파일과, 그에 관련된 동영상 데이터간의 연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및

상기 연계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재생되는 동영상 데이터에 연계된 스크립트 파일을 재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포함 기록된 기록매체를 재생하는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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