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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영상 데이터 및 부가 데이터를 저장한 정보 저장 매체, 그 재생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멀티

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에는 동영상 데이터가 압축 부호화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진 동영

상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포함하는 풀 모드용 데이터 및 각 모드용 데이터 중 최초로 재생하여야 하는 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보다 향상된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 프로그램 기능과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장치 모델에 대한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코아 모드와 풀 모드 모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장치 모델에 대한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코아 모드와 풀 모드를 모두 재생하는 재생 장치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구성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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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코아 모드용 재생 장치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구성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영상 데이터와 그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동영상 데이터 및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과 

브라우징 기능을 위한 부가 데이터를 저 장한 정보 저장 매체, 그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DVD(Digital Versatile Disc)에 저장되는 기본적인 동영상 데이터에는 영화의 재생을 위한 오디오/비디오(AV) 

스트림 및 영화를 네비게이션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동영상의 재생에 있어서 사용자

와의 상호 작용을 더욱 보강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브라우징 기능이 추

가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본적인 동영상 데이터 및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과 브라우징 기능이 추가된 부가 데이터

를 저장한 정보 저장 매체, 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영상 데이터, 동영상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에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프로그램 기

능과 브라우징 기능을 보강한 부가 데이터를 저장한 정보 저장 매체, 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영상 데이터, 동영상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에 추가하여 웹 서비스를 위한 브라

우징 기능 및 다양한 컨텐츠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기반의 인터렉티브 기능을 갖춘 부가 데이터를 저장한 정보 저장 

매체, 그 재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라, 상기의 목적은 동영상 데이터가 압축 부호화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진 동영상 데이터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 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 마크업 언어 및 실

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포함

하는 풀 모드용 데이터; 및 상기 각 모드용 데이터 중 최초로 재생하여야 하는 모드의 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를 포

함하는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의 목적은 코어 모드용 데이터, 브라우저 모드 및/혹은 프로그램 모드를 포함하는

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장

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동영상 스트림 데

이터를 복호화하여 재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위한 네

비게이션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비게이션 엔진;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브라우저용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

는 브라우저 엔진;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프로그램용 데이터를 실행시켜 출력하는 프로그램 엔진; 상기 독출

부에 의해 독출되는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최초로 재생해야 할 모드의 데이터를 결정해서 해당 모드의 엔진을 제

어하며, 모드 변환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및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의 출력과 브라우저 엔진 출력 및/혹

은 프로그램 엔진의 출력을 합하여 하나의 출력으로 제공하는 블렌더를 포함하는 재생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의 목적은 코어 모드용 데이터, 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 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재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 및 상기 독출부에 의

해 독출되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비게이션 엔진을 포함하여, 상기 프

리젠테이션 엔진은 상기 코어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에 지정된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재생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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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의 목적은 코어 모드용 데이터, 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모드용 데이터 중 최초로 재생

하여야 하는 모드의 데이터를 지정하는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코어 모드 또는 풀 모드 중 하나를 지정하는 단

계; 및 상기 지정된 모드에 따라 상기 코어 모드 또는 풀 모드로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에 의해 달성된

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적인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 뿐만아니라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과 브라우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가된 본 발

명에 따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1) MPEG 부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부호화한 후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

2)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관련 데이터

3) 프로그램 기반의 인터렉티브 관련 데이터

4) 마크업 언어 기반의 브라우징 관련 데이터

5) 동영상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등에 대한 각종 속성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 데이터

6) 저장된 데이터의 최초 실행을 위한 스타트 업 데이터

7) 3)과 4)의 데이터에서 1)을 제어하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야 할 데이터의 종류를 도시하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동영상 데이터, 동영상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 인터렉티브 기능과 브라우징 기능을 위한 

데이터, 그리고 정보 저장 매체가 재생 장치에 의해 최초로 재생될 때 이용되는 데이터를 지시하기 위한 스타트 업 데

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인터렉티브 기능과 브라우징 기능을 위한 데이터에는 동영상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API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영상 데이터 및 동영상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코어 데이터(Data for Core) 혹은 코

어 모드를 위한 데이터라고 한다. 코어 모드는 대표적인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인 DVD와 같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상기의 동영상 데이터를 네비게이션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커맨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의해 재생되는 모

드로 영화 모드라고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렉티브 기능과 브라우징 기능을 위한 데이터를 풀 데이터(Dat

a for Full) 혹은 풀 모드용 데이터라고 한다. 통상 재생 장치는 두 가 지 종류가 가능한데 하나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

만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어 및 풀 모드용 데이터 모두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동영상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일 예로 MPEG2(Moving Pictures Export Group-Ⅱ)로

인코딩된 비디오와 오디오, 및 서브타이틀용 데이터 파일, MPEG2 스트림 혹은 JPEG(Joint Pictures Export Group)

파일의 집합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정지영상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진 정지영상 스트림 및/또는 데이터 파일, 상기의 

각종 스트림 및/또는 데이터 파일의 부호화 속성 및 랜덤 액세스를 위한 엔트리 포인트 등을 저장하고 있는 부가 정보

데이터, 동영상 또는 정지영상 스트림의 재생 순서를 정하여 객체(object)로 만든 플레이 리스트(Play List)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플레이 리스트를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단위를 규정하는 재생 단위 데이터라고 지칭할 수 있다.

동영상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통상 바이너리 코드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플레이 리스트들을 

재생시키거나 분기하는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일반적으로 네비게이션 커맨드(Navigation Comm

and)라 한다. 동영상 데이터는 영화 모드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의 일 예로서 에크마(ECM

A) 스크립트(Script) 또는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의 일 예로서 자바(JAVA) 프로그램에서 재생 객체인 플레이 리스

트의 재생을 실시하는 API 함수를 포함하여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제어하도록 하여 프로그램 모드 및 브라우저 모

드에서도 재생 데이터로서 이용할 수 있다.

스타트 업 데이터는 상기에서 설명한 일반 영화(코어) 모드, 브라우저 모드,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 저장 매체가 재생 장치에서 재생될 때 최초로 실행하여야 하는 모드의 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이다.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최초 재생될 모드의 데이터가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해당 모드 데이터에 지정된 대로 동작하며, 또

한 스타트 데이터에는 각 모드를 변경하여 재생할 경우 다른 모드간 연결 정보도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장치 모델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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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저장 매체가 재생 장치에서 재생될 경우, 재생 장치의 '초기 억세스(initial acc

ess)' 시에 스타트 업 데이터 파일이 읽혀지게 되며, 이를 스타트 업 모드라고 지칭할 수 있다. 스타트 업 모드시 정보 

저장 매체에 기록된 스타트 업 데이터 파일을 읽어들이고 해석하여 최초 재생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지시한다.

이러한 최초 재생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지시하는 일 예로서는 일반 영화 모드용 데이터가 최초 재생되어야 하는 경우

첫 번째 재생하여야 할 재생 객체인 플레이 리스트 번호를 지시하는 네비게이션 커맨드를 말하고,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인 경우는 마크업 문서에 의해 참조되는 여러 리소스를 포함하고 하나의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 단위를 말하

며, 프로그램 모드에서는 하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구현되는 프로그램 단위를 말한다. 즉, 재생 장치는 일반

적인 AV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 매체가 아닌 동영상 재생 뿐만 아니라 인터렉티브 기능과 브라우징 기능을 위한 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 저장 매체를 재생할 때 정보 저장 매체에 기록된 다양한 모드의 데이터 중 이 스타트 업 데

이터에 의해 지정된 모드의 데이터를 먼저 재생한다.

또한, 도 2에서는 특정 모드에서 재생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다른 모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모드 간의 전환은 

사용자가 임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저장 매체의 제작 과정에서 네비게이션의 흐름에 의해 특정 모드의 데

이터에서 다른 모드의 데이터로 커맨드에 의해 전환되거나 특정 모드의 데이터 내에 다른 모드의 데이터를 링크하고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매니저(Application Magnager)의 개입으로 인해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각 모드용 데이터에

는 해당 모드 또는 다른 모드용 데이터로 연결하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을 재생하는 재생 장치의 경우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 

중 풀 모드용 데이터로 모드 변환하여 재생을 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재생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스타트 업 데이터

가 풀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고 있는 정보 저장 매체는 처음부터 재생을 할 수 없게 된다.

도 3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스타트 업 데이터 파일이 존재하여 코아 모드와 풀 모드 모두 대응하

기 위한 본 발명의 재생 장치 모델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스타트 업 모드시 코어 스타트 업 데이터와 풀 스타트 업 데이터가 존재한다. 여기서, 풀 스타트 업 

데이터의 경우에는 도 2에서 설명한 스타트 업 데이터와 같다. 코어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만을 위한 스타트 

업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코어 모드를 위한 데이터, 브라우저 모드를 위한 데이터와 프로그램 모드를 위한 데이터가 

모두 기록된 정보 저장 매체가 영화만 재생 가능한 코어 모드용 재생 장치에서 재생될 경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태로 스타트 업 데이터 파일이 하나만 존재하고 또 그 스타트 업 데이터 파일이 최초 실행되어야 하는 모드로 풀 모

드의 데이터를 지시하고 있다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 영화 모드만을 위한 코어 스타트 업 데이터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면 재생 장치

는 코어 스타트 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어 모드용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이러한 경로를 통해 재생되는

데이터는 다른 모드로의 모드 변환용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코어 및 풀 모드 모두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구성 블록도로서,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정보 저장 매체 모두 재생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재생장치는 정보 저장 매체(400)에 기록된 동영상 및 정지영상 스트림 및/혹은 데이터 파일을 특정 

모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방식에 따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장치로서, 독출부(401), 동영상 및 정지영상

을 위한 AV 스트림 및/혹은 데이터 파일용 버퍼(402), 코어 모드용 네비게이션 데이터 버퍼(403),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버퍼(404),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버퍼(405), 프리젠테이션 엔진(406), 코아 네비게이션 엔진(407), 프로그

램 엔진(408), 브라우저 엔진(409), 어플리케이션 매니저(410) 및 블렌더(411)를 포함한다.

독출부(401)는 정보 저장 매체(400)로부터 동영상 및 정지영상을 위한 AV 스 트림 및/혹은 데이터 파일, 코어 모드용

네비게이션 데이터,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스타트 업 데이터를 독출하여 각 데이터용 버

퍼(402 405)에서 버퍼링하고 각 엔진(406 409)에 의해 재생한다. 이때, 스타트 업 데이터 파일은 어플리케이

션 매니저(410)에 전달되어 최초로 재생하여야 할 모드의 데이터를 결정하게 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410)

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수신부 및 처리부가 포함되어 사용자의 입력을 해당 모드의 엔진

에 전달한다. 프리젠테이션 엔진(406)은 동영상 및 정지영상을 위한 AV 스트림 및/혹은 데이터 파일을 복호화하여 

재생하며 프로그램 엔진(408), 브라우저 엔진(409)은 코아 네비게이션 엔진(407)과 마찬가지로 API(Application Pr

ogram Interface)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엔진(406)을 제어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코어 모드용 재생 장치의 구성 블록도로서,도 4에 도시된 재생 장치 구성 중 코어 모드용 데이

터만을 취급하는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출부(501), AV 스트림 및/혹은 데이터 파일용 버퍼(502), 코어 모드용 

네비게이션 데이터 버퍼(503), 프리젠테이션 엔진(504), 코어 네비게이션 엔진(505)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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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독출부(501)는 정보 저장 매체(500)로부터 동영상 및 정지영상을 위한 AV 스트림 및/혹은 데이터 

파일, 코어 모드용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독출하여 해당 버퍼(502,503)에 기입한다.

프리젠테이션 엔진(504)은 동영상 및 정지영상을 위한 AV 스트림 및/혹은 데이터 파일을 복호화하여 재생하며, 코어

네비게이션 엔진(505)은 코어 모드용 네비 게이션 데이터를 재생한다. 즉, 코어 네비게이션 엔진(505)은 코어 모드용

데이터로 존재하는 네비게이션 커맨드들의 집합을 프리젠테이션 엔진(504)으로 전달하여 코어 모드의 재생을 시작

하게 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

가 읽을 수 있는 저장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저장 장치를 포

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저장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

장 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저장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보다 향상된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이 가능하 며,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성을 더욱 보강하

고, 다양한 부가 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영상 데이터가 압축 부호화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진 동영상 데이터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제

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모드

용 데이터를 포함하는 풀 모드용 데이터; 및

상기 각 모드용 데이터 중 최초로 재생하여야 하는 모드의 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스타트 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모드용 데이터는 해당 모드 혹은 다른 모드용 데이터로 연결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최초 재생될 모드의 데이터가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해당 모드 데이

터에 지정된 대로 동작하며, 각 모드를 변경하여 재생할 경우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는 다른 모드간 연결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 데이터는 상기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단위를 규정하는 재생 단위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및/혹은 상기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상기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는 상기 재생 단위를 재생하기 위한 API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혹은 브라우저 모드용 혹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중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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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코어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상기 재생 단위 중 최초 재생할 재

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마크

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

장 매체.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스타트 업과 풀 모드 용 스타트 업 데이터로 구분되고, 상기 코

어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을 지정하고, 상기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혹

은 브라우저 모드용 혹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중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체.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가 코어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상기 재생 단위 중 최초 

재생할 재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

우는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프로

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저장 매

체.

청구항 9.
코어 모드용 데이터, 브라우저 모드 및/혹은 프로그램 모드를 포함하는 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재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비게이션 엔진;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브라우저용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저 엔진;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프로그램용 데이터를 실행시켜 출력하는 프로그램 엔진;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최초로 재생해야 할 모드의 데이터를 결정해서 해당 모드의 

엔진을 제어하며, 모드 변환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및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의 출력과 브라우저 엔진 출력 및/혹은 프로그램 엔진의 출력을 합하여 하나의 출력으로 제공

하는 블렌더를 포함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게이션 매니저는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지정된 모드의 데이터부터 재생을 시작하여 

해당 모드용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연결 데이터가 지정한 대로 해당 모드 혹은 다른 모드용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모드 변환이 필요한 경우는 모드를 변환하여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최초 재생될 모드의 데이터가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해당 모드 데이터에 지정된 대로 동작하도록 제어하며, 각 모드를 변경하여 재생할 경우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포함된 다른 모드간 연결 정보를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저장 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는 상기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단위를 규정하는

재생 단위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및/혹은 상기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상기 

프로그램용 데이터는 상기 재생 단위를 재생하기 위한 API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고, 상기 재생 장치는 각 네비게이

션 엔진 및/혹은 브라우저 엔진 및/혹은 프로그램 엔진이 상기 API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에게 재

생을 제어하는 신호를 주어 동영상 재생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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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혹은 브라우저 모드용 혹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중 하나

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코어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상기 재생 단위 중 최초 재생할 재

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마크

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업 데이터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재생 장치는 스타트 

업 데이터가 재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경우는 상기 네비게이션 엔진, 상기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

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된 경우는 상기 브라우저 엔진, 상기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

정하는 경우는 상기 프로그램 엔진에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스타트 업과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로 구분되고, 상기 

코어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을 지정하고, 상기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혹은 브라우저 모드용 혹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중 하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재생 장치는 풀 모드용 데

이터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인 경우 상기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에 지정된 데이터를 찾아 재생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가 코어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상기 재생 단위 중 최초

재생할 재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

우는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프로

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재생 장치는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가 재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 네비게이션 엔진, 상기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상기 브라우저 엔진, 상기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경우 에는 상기 프로그램 엔진에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수신부 및 처리부가 포함

되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해당 모드의 엔진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8.
코어 모드용 데이터, 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독출부;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재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 및

상기 독출부에 의해 독출되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비게이션 엔진을 

포함하여,

상기 프리젠테이션 엔진은 상기 코어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에 지정된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9.
코어 모드용 데이터, 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스타트 업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모드용 데이터 중 최초로 재생하여야 하는 모드의 데이터를 지정하는 상 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코어 모드 또

는 풀 모드 중 하나를 지정하는 단계; 및

상기 지정된 모드에 따라 상기 코어 모드 또는 풀 모드로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 모드에서는 동영상 데이터가 압축 부호화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진 동영상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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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재생하고, 상기 풀 모드에서는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브라우저 모드 및/혹은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모드로 재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각 모드용 데이터는 해당 모드 혹은 다른 모드용 데이터로 연결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연결 데이터가 지정한 대로 해당 모드 혹은 다른 모드용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모드 변환이 필요한 경우는 모드를 변

환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단계에서는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따라 최초 재생될 모드의 데이터가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해당 모드 데이터에 지정된 대로 

재생하며, 각 모드를 변경하여 재생할 경우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에 포함된 다른 모드간 연결 정보를 참조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 데이터는 상기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단위를 규정하는 재생 단위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 및/혹은 상기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 및/혹은 상기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는 상기 재생 단위를 재생하기 위한 API를 포함하여,

상기 재생 단계에서는 상기 API를 수행하여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혹은 브라우저 모드용 혹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중 하나

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코어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상기 재생 단위 중 최초 재생할 재

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마크

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

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스타트 업과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로 구분되고, 상기 

코어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데이터만을 지정하고, 상기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는 코어 모드용 

혹은 브라우저 모드용 혹은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중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풀 모드용 스타트 업 데이터가 코어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상기 재생 단위 중 최초

재생할 재생 단위를 지정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브라우저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

우는 마크업 언어 및 실행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타트 업 데이터가 프로

그램 모드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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