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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결 접속된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와 디브이디

(DVD: Digital Versatile Disc)재생기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디브이디 재생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커맨드 세트(Command Set)를 정의하고, 정의된 커맨드 세트에 따라, 상기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영상플레이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상응하여, 디브이디 재생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

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재생과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디브이디(DVD)의 특성에 따른 기능

및 동작을 IEEE 1394와 같은 통신 채널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연결 사용이 확실시 예상되는 디지털 영

상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디브이디(DVD) 재생기의 동작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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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재생과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기록된 다수의 타이틀

(Title) 중 임의의 한 타이틀 또는 임의의 타이틀 내의 특정 기록위치부터 재생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기록된 다수의 프로그램 체

인(PGC) 중 임의의 한 프로그램 체인의 시작위치부터 재생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제공되는 정지영상(Still)출

력모드에서 재생모드로 절환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5.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탐색과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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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기록된 다수의 타이틀

(Title) 중 임의의 한 타이틀 또는 임의의 타이틀 내의 특정 기록위치를 탐색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기록된 프로그램 체인

(PGC)내에서 현재 재생중인 프로그램의 시작위치 또는, 전후 프로그램의 시작위치를 탐색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8.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메뉴와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제공되는 다수의 메뉴 중

임의의 한 메뉴표시를 선택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제공되는 다수의 메뉴언어

중 임의의 한 메뉴언어를 선택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

의 제어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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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이력과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서 제공되는 이력(Resume)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의 동작모드로 복귀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

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오디오에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

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기록된 다수의 서로다른 오

디오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 변경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기록된 다수의 서로다른 오

디오 채널 중 임의의 오디오 채널의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 믹싱하여 출력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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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촬영각, 화면비율 및 부영상에 관련된 동작제어 명

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서로다른 촬영각으로 기록

된 다수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촬영각으로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 변경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제공되는 서로다른 화면비

율의 영상 출력 중 임의의 한 화면비율의 영상 출력을 선택 변경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기록된 다수의 서로다른 부

영상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부영상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재생 요청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22.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시청제한 등급 설정에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

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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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는, 디브이디(DVD)에 제공되는 다단계의 시청제

한 등급(Parental Level)중 임의의 한 시청제한 등급을 선택 변경하는 커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결 접속된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와 디브이디

(DVD: Digital Versatile Disc)재생기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디브이디 재생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커맨드 세트(Command Set)를 정의하고, 정의된 커맨드 세트에 따라, 상기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상응하여, 디브이디 재생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

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A/V 기기에서는, 상기 A/V 기기와 연결 접속된 타 A/V 기기간의 상호 동작 제어를 위

한 제어방법 및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A/V 기기를 동작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동작제어 키

(Key)를 상기 A/V 기기로 각각 입력시켜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의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는 A/V 기기 예를

들면,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기록매체인 컴팩트 디스크(CD: Compact Disc) 또는 미니 디스크(MD: Mini Disc) 재생기에

서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인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타 A/V 기기와 연결 접속하고, 사전에 규격으로 정

의된 커맨드 세트(Command Set)를 이용하여, 상기 A/V 기기간의 디지털 데이터 전송 및 동작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향후 크게 확산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인 디브이디(DVD: Digital Versatile Disc, 이하 DVD

라 함.)는, 현재 구체적인 규격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대용량 고밀도의 기록매체로서, 상기 DVD를 재생하는 DVD 재생

기는, 고화질의 영상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디지털 텔레비전(Digital Television, 이하, D-TV라 함.)과 IEEE 1394 인터페

이스를 이용하여 연결 사용될 것이 확실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결 접속되는 DVD 재생기와 D-TV간의 커맨드 세트 특히, 종래

의 광디스크와는 달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DVD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커맨드 세트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이에 따른 커맨드 세트 정의 및 그에 따른 제어방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서,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결 접속된

디브이디(DVD) 재생기와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간의 상호 동작 제어를 위한 커맨드 세트(Command Set)를 정의하

고, 정의된 커맨드 세트에 따라 상기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상응하여 DVD 재생기의 다양

한 동작 및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

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재생과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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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탐색과 관

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메뉴와 관

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이력과 관

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버튼 선택

및 실행에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오디오에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촬영각, 화

면비율 및 부영상에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커맨드를 수신하는 1단계; 상기 수신된 커맨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디브이디의 시청제한

등급 설정에 관련된 동작제어 명령을 해석하는 2단계; 및 상기 해석된 명령에 따른 기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는 3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디브이디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 및 동작 특성에 상응하는 각각의 커맨드 세트를 사전에 추가 또는 새로이 정의하고, 사

용자가 원하는 DVD 재생기의 동작 및 기능을 IEEE 1394 인터페이스로 연결 접속된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선택 입력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는, 이에 상응하는 정의된 커맨드를 상기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DVD 재생기로 전송하고, 상기 DVD 재생기는, 전송된 커맨드에 상응하여 이에 해당하는 동작 및 기능을 수행함으로

써, 사용자가 원하는 DVD 재생기의 동작 및 기능을 IEEE 1394 인터페이스와 같은 통신채널을 이용하여 연결 접속된 디

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용이하게 선택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DVD 재생기와 D-TV를 실시예로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은, 광디스크(DVD)(1)와, 상기 광디스크로부터 기록데이터를 독출하는 광픽업(P/U)(2)과, 상기 독출된 데이터

를 복조 및 에러정정하는 복조부(3)와, 상기 복조부의 출력데이터에 복사방지용 코드를 부가하는 스크램블러(Scrambler

또는 CSS: Copy Protect System)(4)와, 상기 복사방지용 코드가 부가된 데이터의 출력경로를 선택 출력하는 선택출력부

(5)와, 상기 선택출력부로부터 출력되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프레젠테이션(PT: Presentation)데이터와 네비게이션(NV:

Navigation) 데이터로 구분하고, 상기 구분된 프레젠테이션 데이터(PT)를 다시 오디오, 비디오 및 서브픽처(Sub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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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분리/출력하는 데이터 분리부(Parser)(6)와, 상기 분리된 오디오, 비디오 및 서브픽처 데이터를 속성별로 디코딩

하는 각각의 디코더(7,8,9)와,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 비디오 및 서브픽처 데이터를 조합하여 디지털 오디오신호와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프레젠테이션 엔진(Engine)(10)과, 상기 디지털 오디오신호 및 비디오신호를 아날로그 음성 및 영상신호

로 각각 변환 출력하는 D/A 변환기(11,12)와, 상기 데이터 분리부(6)로부터 구분되어 분리 출력되는 네비게이션 데이터

(NV)를 입력받아 사용자의 키 입력에 상응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광디스크의 독출 동작을 제어하는 네비게이션 매니

저(13)와, 상기 선택출력부(5)로부터 출력되는 출력데이터 즉, 프로그램 스트림(PS: Program Stream)을 트랜스포트 스

트림(TS: Transport Stream)으로 변환하는 PS/TS 변환기(14)와, 상기 변환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S) 및 네비게이션 데

이터(NV)를 D-TV(S2)로 전송하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부(15)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DVD 재생기(S1)와,

상기 DVD 재생기(S1)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스트림 즉, 트랜스포트 스트림(TS)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NV)를 수신하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부(21)와, 상기 인터페이스부(21)로부터 수신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S)을 디먹싱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 출력하는 디먹스(Demux)(23)와, 상기 분리 출력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각각 디코딩하여

디지털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로 출력하는 디코더(24,25)와 상기 디지털 음성신호 및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음성 및 영상신

호로 변환 출력하는 D/A 변환기(26,27)와 사용자의 키 입력에 상응하여 제어신호 즉 커맨드(Command)를 출력하는 유저

(User)인터페이스 컨트롤러(22)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D-TV(S2)와,

상기 DVD 재생기(S1) 및 D-TV(S2)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키 입력수단(100)으로 구성됨을 도시하고 있다.

참고로, 상기 PS/TS 변환기는 설계사항에 따라 D-TV(S2)내에 구성되거나, 또는 외부에 연결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데이터 분리부(6)의 출력 데이터를 TS로 패킷(Packet)화하는 경우, 별도의 PS/TS 변환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DVD 재생기(S1)와 D-TV(S2)의 동작을 설명하면, 먼저 광픽업(P/U)(2)에 의해 광디스크(DVD)에

기록된 데이터가 독출되면, 독출된 기록데이터는, 상기 복조부(3)에 의해 복조 및 에러정정 처리된 후, 상기 스크램블러(4)

에 의해 복사방지코드가 부가되어, 선택출력부(5)로 입력되고, 상기 선택출력부(5)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 데이터 처리부

(6) 및 PS/TS 변환기(14)로 입력된다.

상기 데이터 처리부(6)에 입력되는 데이터 즉, 프로그램 스트림(PS)은 다시 오디오, 비디오 및 서브픽처 데이터로 각각 분

리 출력되어, 상기 디코더(7,8,9), 프레젠테이션 엔진(10) 및 D/A 변환기에 의해 음성 및 영상신호로 변환 출력되는 한편,

상기 PS/TS 변환기(14)에 입력되는 프로그램 스트림(PS)은 D-TV(S2)에서 처리 가능한 데이터 포맷인 트랜스포트 스트

림(TS)의 기록포맷으로 변환된 후, IEEE 1394 인터페이스부(15)를 통해 D-TV(S2)로 전송 출력된다.

또한, 상기와 같이 전송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S)은, D-TV(S2)에 구성된 디먹스(23), 디코더(24,25) 및 D/A 변환기

(26,27)에 의해 음성 및 영상신호로 디스플레이되는 데,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TS)은 등시성(等時性)을 갖는 아이소크

로너스(Isochronous)데이터 패킷 구조로 전송되며, DVD 재생기(S1)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네비게이션 데이터(NV) 및 상

기 D-TV(S2)에서 선택된 사용자 선택키 즉, DVD 재생기(S!)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동작을 제어하는 커맨드(Command)

는 비동시성(非同時性)을 갖는 어싱크로너스(Asynchronous)데이터 패킷 구조로 각각 전송된다.

따라서, 상기 DVD 재생기(S1)의 네비게이션 매니저(13)가 상기 D-TV(S2)에서 선택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커맨드에 상응

하는 제어동작이 수행되도록 상기 DVD 재생기(S1)의 동작을 제어하게 되는 데, 상기 D-TV(S2)에서 DVD 재생기(S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정의되는 각각의 커맨드 세트(Command Set) 및 그에 따른 DVD 재생기(S1)의 동작 제어에 대해,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도 2는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재생동작을 선택 제어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도 2의 (a)

및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의 재생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재생 연산코드(Opcode:

Operation Code, Play(0xC3))상에, 통상적인 광디스크에서의 일반재생 동작과 같은 DVD 재생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피

연산자(operand [1]∼[4])와, 상기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재생동작 즉, 타이틀 재생(Title_Play), 부분 타이틀 재생

(PTT_Play: Part of Title Play) 및 시간 재생(Time_Play)을 제어하기 위한 피연산자(operand [4],[5])를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를 통해 상기 DVD(1)에 기록된 복수의 기록 프로그램 즉, 복수의 타이틀 중 임의의 한 타

이틀을 선택 지정하는 타이틀 번호(Title Number)를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임의의 타이틀 시작위치부터 재생동작을 수행하거

나, 또는 사용자가 타이틀 번호 및 부분 타이틀 번호(PTT Number)를 선택 입력하면, 선택된 임의의 타이틀내의 특정 부

분에 해당하는 기록위치부터 재생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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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가 타이틀 번호 및 상세 시간정보(HMSF: Hour Minute Second Frame)를 선택 입력하면, 선택된 타이틀 및

시간정보에 대응되는 기록위치부터 재생동작을 수행한다.

도 3은,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탐색동작을 선택 제어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

이,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의 재생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탐색 연산코드(Search(0x50))상에, 통상적인 광디스

크에서의 일반탐색 동작과 같은 DVD 탐색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피연산자(operand [1]∼[5])와, 상기 DVD에서 제공되

는 다양한 탐색동작인 시간 탐색(Time_Search), 부분 타이틀 탐색(PTT_Search), 이전 프로그램 탐색(PrevPG_Search ;

Previous Program Search), 선두 프로그램 탐색(TopPG_Search; Top Program Search) 및 다음 프로그램 탐색

(NextPG: Next Program Search)을 제어하기 위한 피연산자(operand [5])를 정의한다. 참고로, 도 3의 (a)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또다른 유형의 탐색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를 위한 새로운 피연산자들을 추가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를 통해 상기 DVD(1)에 기록된 복수의 타이틀 중 임의의 한 타이틀을 재생하고 있는 도중,

원하는 기록위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간(Time)정보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

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현재의 재생동작을 중지한 후, 같은 타이틀내에서 선택 입력된 시간에

대응되는 기록위치를 탐색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부분 타이틀 번호(PTT Number)를 선택 입력하면, 현재의 재생동작을

중지한 후, 같은 타이틀내에서 선택 입력된 부분 타이틀 번호에 대응되는 기록위치를 탐색한다.

또한,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정의된 이전 프로그램 탐색(PrevPG_Search)을 선택 입력하면, 현재의 재생동작을 중지한 후

같은 프로그램 체인(PGC: Program Chain) 즉, 연계된 프로그램내에서 재생되었던 이전(Previous) 프로그램 시작위치를

탐색하고, 선두(Top) 프로그램 탐색(TopPG_Search)을 선택 입력하면, 현재의 재생동작을 중지한 후 같은 프로그램 체인

(PGC: Program Chain)내에서 현재의 프로그램 선두 기록위치를 탐색하는 한편, 다음(Next) 프로그램 탐색(Next_

Search)을 선택 입력하면, 현재의 재생동작을 중지한 후 같은 프로그램 체인(PGC: Program Chain)내에서 다음 프로그램

의 시작위치를 탐색한다.

도 4는, DVD에서 제공되는 복수의 프로그램 체인(PGC) 중 임의의 한 프로그램 체인을 선택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

를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에서는 제공되는 프로그램 체인들에 대한 정보 즉, 프로그램 체인 정

보(PGCI: Program Chain Information)내에서 임의의 한 프로그램 체인을 선택하기 위한 프로그램 체인 선택 연산코드

(GoUp(0x60)) 및 피연산자(operand [0], newPGCN)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를 통해 상기 DVD(1)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체인 정보(PGCI)내에서 원하는 임의의 한

프로그램 체인 번호(PGCN: PGC Number)를 선택 입력하는 경우,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

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현재 재생중인 프로그램 체인에 대한 재생동작을 중지한 후, 선택 입력된 해

당 번호의 프로그램 체인의 선두 프로그램부터 다시 재생동작을 수행한다.

도 5는,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동작 메뉴(Menu)가 선택적으로 화면 표시를 되도록 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동작 메뉴 중 임의의 한 메뉴를 선택 표시하기 위

한 메뉴 연산코드(Menu_Call(0x61)) 및 피연산자(operand [0], Menu_ID)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를 통해 상기 DVD(1)에 제공되는 다양한 동작 메뉴 중 임의의 한 메뉴가 화면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데, 도 5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D-TV(S2)를 통해 타이틀(Title)메뉴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상기 DVD(1)에 기록

된 복수의 타이틀을 메뉴 화면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틀 메뉴화면 데이터를 D-TV(2)로 전송하여, 상기 D-TV

(S2)상에 타이틀 메뉴화면이 표시되도록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루트(Root)메뉴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상기 DVD(1)에 기록된 복수의 루트 데이

터를 D-TV(2)로 전송하여, 상기 D-TV(S2)상에 루트 메뉴화면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가 오디오 메뉴, 서브픽

처 메뉴, 촬영각(Angle)메뉴 및 부분 타이틀 메뉴를 선택 입력하면, 이에 상응하는 각각의 메뉴화면이 D-TV(S2)상에 표

시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D-TV(S2)상에 표시된 각 메뉴화면상에서 원하는 동작을 용이하게 선택 입력시킬

수 있게 한다.

도 6은, DVD에서 제공되는 복귀 동작을 선택 제어에 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전술한 바 있는 메뉴

표시 및 선택 모드에서 이전에 수행했던 타이틀 재생 또는 탐색 모드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이력(Resume) 연산코드

(Resume(0x62) 및 피연산자(operand [0], TT_DOM)를 새로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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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를 통해 상기 DVD(1)에 제공되는 메뉴표시 및 선택 모드 수행 도중 타이틀 도메인(TT_

DOM: Title Domain)을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

는 커맨드에 따라 이전에 수행했던 타이틀 도메인 즉, 타이틀 재생 또는 탐색 모드로 복귀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도 7은,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동작 및 메뉴를 시프트(Shift) 버튼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프트 버튼의

키 선택값을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종래의 광디스크에서 제공되지 않는 다양한 메뉴화면상에서 하이라이

트(High Light)된 부분을 용이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버튼 선택 연산코드(Button _select(0x63)) 및 피연산자(operand

[0], Button_ID)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리모콘 등과 같은 상기 키 입력수단(100)에 구비된 시프트 버튼 예를들어, 음량조절 버튼 및 채널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D-TV(S2)상에 표시된 상기 메뉴화면 중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게 되면, DVD 재생

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해당되는 동작 즉, 상기 하이라

이트된 부분에 해당하는 명령 값을 인식하게 된다.

도 8은, DVD에서 제공되는 메뉴화면에서 하이라이트(High Light)된 부분의 제어값을 선택 실행시키기 위해 정의한 커맨

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메뉴화면상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의 제

어값을 선택 실행시키기 위한 버튼실행 연산코드(Button_Activate(0x64)) 및 피연산자(operand [0], Button_ACT)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의 화면상에 표시된 메뉴화면 특히, 현재 하이라이트된 부분의 제어값을 선택하는 경우,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상기 선택된 하이라이

트 부분의 제어값을 인식하여, 이에 해당하는 동작을 실행한다.

도 9는, DVD 재생기(S1)에서 인식 가능한 숫자 키의 키(Key) 값을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DVD 재생

기(S1)에서 인식 가능하도록 규격으로 제한된 숫자 키의 키 값을 인식하기 위한 선택버튼 연산코드(Button_Select(0x65)

) 및 피연산자(operand [0], Button_Number)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DVD 재생기(S1)는, 사용자가 D-TV(S2)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36까지로 제한되고, 사용

자는 하이라이트된 메뉴를 선택하여, D-TV(S2)의 화면상에 해당 메뉴가 표시되도록 한다.

도 10은, DVD 재생기(S1)에서 스틸(Still)모드를 해제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DVD 재생기

(S1)에서 스틸 모드 즉, 정지영상을 출력하는 스틸 모드를 해제하고 이전에 수행되었던 재생동작모드로 절환시키기 위한

스틸 해제 연산코드(Still_Off(0x66)) 및 피연산자(operand [0], Still_Off)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을 통해 현재 DVD 재생기(S1)에 동작 중인 스틸모드 해제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

(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현재의 동작모드인 스틸모드를 해

제한 후, 이전의 동작모드인 재생모드로 절환한다.

도 11은, DVD에서 제공되는 서로다른 다수의 언어를 선택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예를들어 상기 DVD의 규격에 따라 기록 제공되는 다수개의 서로다른 언어(Language)들 중 임의의 한 언어를 D-TV(S2)

의 화면상에 표시된 언어 메뉴(Menu_Language) 중 임의의 한 언어를 선택하여 재생시키기 위한 메뉴언어 선택 연산코드

(Menu_Language_Select(0x67)) 및 피연산자(operand [0]∼[2])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을 통해 언어 코드 1 (Language Code #1)을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현재 DVD에서 제공되는 서로다른 다수개국의

언어에 중 임의의 한 언어를 D-TV(2) 화면상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메뉴 데이터를 D-TV(S2)로 전송하여, D-TV

(S2) 화면상에 상기 언어 메뉴가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 사용자가 상기 언어 메뉴상에서 임의의 한 특정언어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언어를 재생 출력한다.

또한, 상기 다수개국 언어 이외에 또다른 국가의 언어가 DVD상에 기록되는 경우,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또다른 피연

산자(operand [2] 또는 operand [3])를 이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언어메뉴 표시 및 선택 재생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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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DVD에 기록된 다양한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

로, 전술한 바 있는 다수개의 서로다른 언어(Language)에 해당하는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 또는, 서로다른 유형의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 예를들면, MPEG 2 방식, ACH 3 방식 및 모노/스테레오 방식으로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재생하는 도중 다른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경 재생시키기 위한 오디오 스트림 변경 연산

코드(Audio_Stream_Change(0x68)) 및 피연산자(operand [0], Audio Stream Number)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을 통해 화면상에 표시된 메뉴 또는 숫자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언어 또는 유형의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해당하는 오디오 스트림 번호(Audio Stream Number '0'∼'7')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언어 또는 유형의 오디오

를 선택하여 재생 출력한다.

도 13은, DVD에 기록된 다수의 서브픽처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

으로, 서로다른 다수의 서브픽처 즉, 부영상에 해당하는 서브픽처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서브픽처 데이터 스트림을

재생하는 도중, 다른 서브픽처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서브픽처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중첩 재생시키

기 위한 서브픽처 스트림 변경 연산코드(Sub-Picture_Stream_Change(0x69)) 및 피연산자(operand [0],[1])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S2)을 통해 화면상에 표시된 메뉴 또는 숫자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서브픽처 데이터 스트림에

해당하는 서브픽처 스트림 번호(Sub-Picture Stream Number '0'∼'31' 또는 '0'∼'63')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

(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서브픽처 데이터 스

트림을 변경 선택하는 데, 이때 사용자는 피연산자(operand [1], Display flag '0x00' 또는 '0x01')를 이용하여, 변경 선택

된 특정 번호의 서브픽처 데이터 스트림을 디스플레이시키지 않거나(0x01), 또는 디스플레이(0x01)시키도록 제어할 수

있게 한다.

도 14는, DVD에 기록된 다양한 촬영각(Angle)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

트를 도시한 것으로, DVD 규격에 따라 기록 제공되는 9개의 촬영각(Angle) 즉, 동일한 피사체를 서로다른 각도에서 9개

의 촬영기기로 동시에 촬영한 동일내용의 서로다른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중 임의의 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재생하는

도중, 다른 촬영각(Angle)으로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경 재생시키는 촬영각 변경 연산코드(Angle_Change

(0x6A)) 및 피연산자(operand [0], Audio Number)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 (S2)을 통해 화면상에 표시된 메뉴 또는 숫자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촬영각(Angle)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해당하는 촬영각 번호(Angle Number '1'∼'9')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

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촬영각의 비디오를 선택하여 재생 출력한다.

도 15는, DVD에서 제공되는 시청제한 등급을 선택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

장하는 DVD에서 제공되는 시청제한 등급 즉, 설정된 레벨에 따라 재생동작을 제한하는 시청제한 등급을 선택 설정하는

제한등급 연산코드(Parental_Level_Select(0x6B)) 및 피연산자(operand [0], Parental level )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 (S2)을 통해 화면상에 표시된 메뉴 또는 숫자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청제한 등급에 해당하는

제한등급 번호(Parental level '1'∼'8' 또는 '1'∼'0xF')를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

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시청제한 등급을 설정하여, 성인용 프로그램들이 어린

이 또는 청소년 등에게 무단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재생동작을 제한한다.

도 16은,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화면비율을 선택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에서 제공되는 화면비율을 선택 설정하는 화면비율 변경 연산코드(Video_Presentation_Mode_Change

(0x6C)) 및 피연산자(operand [0], Mode)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 (S2)을 통해 화면상에 표시된 메뉴 또는 숫자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화면비율 예를들어, 도 16

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와이드(Wide) 화면비율을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출력화면의 비율을 6:4로 변경하여 와이드(Wide)화면이 출력되도록 하

거나, 또는 사용자가 레터 박스(Letter Box) 또는 팬 스캔(Pan Scan)을 선택 입력하면, 재생영상의 화면이 이에 해당하는

화면비율의 비디오 데이터를 D-TV(S2)로 전송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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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라오케(Karaoke)오디오 출력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정의한 커맨드 세트를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가라오케 출력모드를 변경하는 가라오케 변경 연

산코드(Karaoke_Audio_Presentation_Mode_Change(0x6D)) 및 피연산자(operand [0], [2])를 새로이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D-TV (S2)을 통해 화면상에 표시된 가라오케 출력메뉴 또는 숫자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가라오케

출력모드 예를들어, 도 17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오디오 채널(ACH: Audio Channel) 중 임의의 오디오 채널을

선택 입력하면, DVD 재생기(S1)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D-TV(S2)로부터 전송되는 커맨드에 따라, 현재

재생출력 중인 오디오 채널을 변경하고, 변경된 오디오 채널이 선택 출력되도록 하는 데, 일예로 사용자가 피연산자

(Operand [2])를 이용하여 비트 3을 선택하는 경우, 오디오 채널 # 3과 # 1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하고,

이후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믹싱여부에 따라 변경 선택된 각 오디오 채널의 데이터 스트림을 믹싱('1': don't mix)하여 재

생 출력하거나, 또는 믹싱하지 않도록('0': don't mix)하는 해당 동작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디브이디(DVD)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 및 동작 특성에 상응하는 각각의 커맨드 세트를 사전에 추가 또는

새로이 정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DVD 재생기의 동작 및 기능을 IEEE 1394 인터페이스로 연결 접속된 디지털 영상디스

플레이 장치를 통해 선택 입력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는, 이에 상응하는 정의된 커맨드를 연결 접속

된 상기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통해 DVD 재생기로 전송하고, 상기 DVD 재생기는, 전송된 커맨드에 상응하여 이에 해

당하는 동작 및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DVD 재생기의 동작 및 기능을 IEEE 1394 인터페이스와 같은 통

신채널로 연결 접속된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선택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은, IEEE 1394 인

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결 접속된 디브이디(DVD) 재생기와 디지털 영상디스플레이 장치간의 상호 동작 제어를 위한 커맨

드 세트(Command Set) 특히,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DVD에서 제공되는, 디브이디(DVD)의 특성에 따른 기능 및

동작을 IEEE 1394와 같은 통신 채널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연결 사용이 확실시 예상되는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디브이디(DVD) 재생기의 동작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2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디브이디 재생기의 제어방법에서 사용되는 커맨드

세트에 대한 각각의 연산코드 및 피연산자를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광디스크 2 : 광픽업(P/U)

3 : 복조부 4 : 스크램블러(Scrambler)

5 : 선택출력부 6 : 데이터 분리부(Parser)

7,8,9 : 디코더 10 : 프레젠테이션 엔진

11,12 : D/A 변환기 13 : 네비게이션 매니저

14 : PS/TS 변환기 15,21 : IEEE 1394 인터페이스부

22 :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23 : 디먹스

24,25 : 디코더 26,27 : D/A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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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키 입력수단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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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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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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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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