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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랙티브 모드로 ＡＶ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치, 그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 및 그 정보저장매체

요약

  재생 장치, 그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 및 그 정보저장매체가 개시된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AV 데이터; 및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마크업

문서를 포함하고, 상기 마크업 문서에는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가 디폴트로 AV 데이터를 재생하는 AV 재생 엔진

으로 전달될 것을 요구하는 제1 이벤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제한된 사용자 입력 장치로

도 효과적으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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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시스템의 개요도,

  도 2는 리모트 콘트롤러(400)의 일 예,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200)의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ENAV 엔진(5)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 3의 부분 상세 블록도,

  도 5는 인터랙티브 화면의 일 예,

  도 6a 및 6b는 「미리 결정된 ENAV 엔진(5) 및 AV 재생 엔진(4)의 동작 정보」의 일 구현예,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하는 장치, 그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 및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다.

  PC를 기반으로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할 수 있는 DVD(이하 "인터랙티브 DVD"라 함)가 판매되고 있다.

인터랙티브 DVD에는 종래 DVD-Video 규격에 따라 AV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한편, 인터랙티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마크업 문서가 더 기록되어 있다. 인터랙티브-DVD에 기록된 AV 데이터는 두 가지 모드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하나는

일반 DVD-Video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는 비디오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AV 데이터가 재생되어 표시되는 AV

화면이 마크업 문서에 정의된 표시창에 매립되어 마크업 문서와 함께 디스플레이되는 인터랙티브 모드이다. 예를 들어,

AV 데이터가 영화 타이틀일 경우 표시창에는 영화가 상영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영화의 대본, 줄거리, 출연배우의 사진, 등

다양한 부가 정보가 표시될 수 있다. 부가 정보는 타이틀(AV 데이터)과 동기되어 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출연배

우가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 배우에 대한 이력 정보가 담긴 마크업 문서가 호출되어 표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인터랙티브 모드의 경우, 마크업 문서를 해석하여 보여주기 위한 재생 엔진과 DVD-Video 포맷의 AV 데이터를 재생하

기 위한 AV 재생 엔진, 즉 2 개의 재생 엔진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도메인, 즉 마크업 문서와 DVD-Video가 존재한다. 이들 두 도메인은 제어 방식 및 네비게이션 방

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어 명령 키와 네비게이션을 위한 키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종래 인터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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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DVD의 경우 마크업 문서를 위한 재생 엔진 역할은 PC에 탑재된 브라우저가 담당하였고, 네비게이션을 위한 네비게이

션 키로서 PC의 사용자 입력 장치, 즉 입력 키의 갯수가 비교적 많은 키보드와 마크업 문서의 어디든지 포인팅이 가능한

마우스를 사용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리모트 콘트롤러와 같이 키의 개수가 제한된 사용자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가정용 기기로서 인터랙티브 모드를

지원하는 재생 장치를 구현하고자 할 경우 네비게이션 키를 각각 구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제한된 개수의 키만을 갖는 사용자 입력 장치로도 효과적으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여, AV 데

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장치, 그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 및 그 정보저장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터랙티브 컨텐츠 제작자가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랙션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제작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력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재생 장치, 그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 및 그 정보저장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AV 데이터; 및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마크업 문서를 포함하고, 상기 마크업 문서에는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가 디폴트로 AV 데이터를 재생하는 AV 재

생 엔진으로 전달될 것을 요구하는 제1 이벤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에 의해서도 달성

된다.

  상기 키 입력 이벤트는 상기 마크업 문서를 해석하여 실행하는 ENAV 엔진을 경유하여 상기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키 입력 이벤트는 상기 마크업 문서를 해석하여 실행하는 ENAV 엔진에 구비된 인터페이스 핸드러를 경유하여 상

기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상기 키 입력 이벤트에 대응되도록 미리 정의된 상기 AV 재생 엔진의 동작을 수행시키기 위한

재생 제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이벤트 정보는 스크립트 언어 및 마크업 언어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기록되거나, 자바 스크립트 및 XML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마크업 문서에는 상기 키 입력 이벤트를 상기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2 이벤트 정보가 기록되고, 상기 제2 이벤트 정보는 API를 사용하여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재생된 AV 데이터가 마크업 문서와 함께 표시되는 인터랙티브 모드에

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로부터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기 마크업 문서를 해석하여 실

행하는 프젠테이션 엔진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b) 상기 ENAV 엔진은 상기 키 입력 이벤트를 디폴트로 상기 AV 데이터

를 재생하기 위한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a)단계는 상기 키 입력 이벤트가 상기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제1 이벤트 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

기 (b)단계는 상응하는 재생 제어 명령을 상기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함에 의해 상기 키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하거나, 상기 (a)단계는 상기 키 입력 이벤트가 상기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제1 이벤트 정보인 상기 마크업 문서에 마련

된 버튼이 클릭되는 온클릭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b)단계는 상응하는 재생 제어 명령을 상기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함에 의해 상기 온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생된 AV 데이터가 마크업 문서와 함께 표시되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로부터 키 입력 이벤트를 디폴트로 상기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b) 상

기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제2 이벤트 정보에 따른 제2 이벤트가 발생되면 상기 키 입력 이벤트를 상기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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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b)단계는 API를 사용하여 기록된 상기 제2 이벤트 정보에 따라 상기 제2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거

나, 상기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제3 이벤트 정보에 따른 제3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에 대응하도록 상기 마크업 화면을 제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에서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인터랙

티브 모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거나 보여질 수 있는 컨텐츠를 망라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AV

데이터는 물론, 마크업 문서 및 상기 마크업 문서에 삽입되거나 링크된 프로그램 코드 및/또는 리소스 파일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DVD-Video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할 때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크게 DVD-Video 컨텐츠(AV 컨텐츠) 및 마

크업 문서로 구분된다. 「마크업 문서」는 XML, HTML, 등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문서로서, A.xml과 같은 문서는 물론

A.xml에 삽입되는 A.png, A.jpg, A.mpeg 등을 포함하는 마크업 리소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본 실시예에서 마크업 문

서는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하는 한편, AV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에

게 디스플레이되는 인터랙티브 컨텐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시스템의 개요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재생 시스템은 본 실시예에 따른 정보저장매체인 DVD(300), 재생 장치(200), 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

레이 장치로서 TV(100), 사용자 입력 장치로서 리모트 콘트롤러(400)를 포함한다. 리모트 콘트롤러(400)는 사용자의 제

어 명령을 입력받아 재생 장치(200)로 전달한다. 재생 장치(200)는 DVD(300)에 기록된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한다. 재생 장치(200)에 구비된 DVD 드라이브에 DVD(300)가 로드되고 사용자가 인터랙티브 모드를 선택하면 재생

장치(200)는 대응하는 마크업 문서를 사용하여 해당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하여 TV(100)로 전달한다.

TV(100)에는 재생된 AV 데이터에 따른 AV 화면이 마크업 문서로부터 얻어진 마크업 화면에 매립되어 함께 표시된다.

「인터랙티브 모드」는 AV 화면을 마크업 문서에 정의된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방식, 즉 마크업 화면에 AV 화면이 매

립되도록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AV 화면은 DVD(300)에 기록된 DVD-Video 데이터가 재생 장치(200)

에 의해 재생되어 TV(100)에 표시되는 화면을 가리키고 마크업 화면은 DVD(300)에 기록된 마크업 문서가 재생 장치

(200)에 의해 해석되고 실행되어 TV(100)에 표시되는 화면을 가리킨다. AV 화면이 매립된 마크업 화면, 즉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인터랙티브 화면이라고 부른다. 한편, 「비디오 모드」는 AV 데이터를 종래 DVD-Video에 정

의된 바에 따라 재생하는 방식, 즉 해당 AV 데이터를 재생하여 얻어진 AV 화면만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실

시예에서 재생 장치(200)는 인터랙티브 모드와 비디오 모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인터랙티브 모드의 하위 디스플레이 모

드로서 풀 스크린 모드를 지원한다. 풀 스크린 모드는 본 출원인에 의해 2002년 2월 7일자로 출원된 한국 특허출원 제02-

7031호 「모드 표시정보가 기록된 정보저장매체, 그 재생장치 및 재생방법」에 정의된 디스플레이 모드로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AV 화면이 확대되어 화면 가득차게 보여지는 모드를 의미한다. 나아가, 본 실시예에서 재생 장치(200)는 네트워

크로부터 마크업 문서를 가져올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리모트 콘트롤러(400)의 일 예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리모트 콘트롤러(400)에는 다양한 기능 키들이 마련되어 있다. TV 버튼(41)은 외부로부터 수신된 방

송 신호를 TV(100)를 통해 시청하기 위한 키이고, DVD 버튼(42)은 재생 장치(200)로부터 제공된 AV 데이터로서 본 실

시예에 따른 비디오 타이틀을 TV(100)를 통해 시청하기 위한 키이다. 리모트 콘트롤러(400)의 상단 전면에는 채널 번호

등을 선택하기 위한 숫자/특수문자 키들(43)이 배치되어 있다. Setup(44)은 재생 장치(200)를 셋업하기 위해 OSD(On

Screen Display) 메뉴를 호출하는 키이고, H/E(45)는 언어전환 키이며, SP(46)는 space 키이고, DEL(47)은 delete 키이

다. Screen(48)은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AV 화면의 디스플레이 모드(매립 모드와 풀 스크린 모드 상호 간)를 변환하기 위

한 키이고, Menu(49)는 메뉴 화면을 호출하기 위한 키이며, Content(50)는 인터넷으로부터 소정 정보를 다운로드받기 위

한 키이다. 인터랙티브 화면에서 포커스 또는 하이라이트 정보를 이동시키는 방향키들로서, 참조번호 52는 up 키, 참조번

호 53은 left 키, 참조번호 54는 down 키, 참조번호 55는 right 키이다. OK(51)는 포커스 또는 하이라이트 정보가 위치된

마크업 문서의 엘리먼트 또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한 키이다.

  비디오 타이틀을 재생하기 위한 키들로서, 참조번호 56은 preview 키이고, 참조번호 57은 next 키이며, 참조번호 58은

fastrewind 키이고, 참조번호 59는 stop 키이며, 참조번호 60은 play/pause 키이고, 참조번호 61은 fastforward 키이다.

비디오 타이틀을 재생할 때, 사용자는 Audio(62)를 사용하여 오디오의 언어를 전환할 수 있고, Sub title(63)을 사용하여

자막의 언어를 전환할 수 있으며, Angle(64)을 사용하여 화면의 앵글을 전환할 수 있다.

  Focus change(65)는 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화면 상에서 서로 다른 도메인, 즉 AV 화면에서 마크업 화면 또는 마

크업 화면에서 AV 화면으로 포커스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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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66)은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메뉴에 있어서 계층 간 이동을 위해 사용된다. Exit(67)는 메뉴 화면에서 비디오 타

이틀의 재생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키이다. 도 2의 리모트 콘트롤러(400)는 비디오 타이틀이 기록된 DVD(300)에 대응

되도록 마련된 일 예이므로, 구체적인 기능 키 및 그 개수는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기능 키 중 적어도 일부를 OSD 메뉴로

편입시킬 수 있으며 그 반대로 OSD 메뉴의 일부를 기능 키로 구현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200)의 블럭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재생장치는 리더(2), ENAV 엔진(3), AV 재생 엔진(4), 및 블렌더(7)를 포함한다.

  리더(2)는 ENAV 엔진(3)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 DVD(300)로부터 AV 데이터, 즉 본 실시예에서의 DVD-Video 데

이터 및 마크업 문서를 읽어낸다. 마크업 문서에는 본 발명에 따른 이벤트 정보로서, 제1 이벤트 정보, 제2 이벤트 정보 및

제3 이벤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가 기록된다. 제1 이벤트 정보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AV 화면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 즉

DVD-Video 데이터의 재생을 위한 AV 재생 엔진(4)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이고, 제2 이벤트 정보는 사용자 입력이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 이벤트 정보는 사용자 입력이 AV 재생 엔진(4)으

로 전달되거나 금지될 때 ENAV 엔진(3)의 동작을 제어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1 이벤트 정보에 따라 제1 이벤트가 발생되고 제2 이벤트 정보에 따라 제2 이벤트가 발생되며 제3 이벤트 정보에 따라

제3 이벤트가 발생된다.

  AV 재생 엔진(4)은 독출된 AV 데이터를 재생한다. 본 실시예에서 AV 데이터는 DVD-Video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으므

로 본 실시예에서 AV 재생 엔진(4)은 DVD-Video 데이터를 재생하는 DVD-Video 재생 엔진으로 구현된다. AV 재생 엔

진(4)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ENAV 엔진(3)과 커뮤니케이션한다. 즉, ENAV 엔진(3)으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AV 재생 엔진(4)의 동작 상태(status)를 알려주는 속성(property)을 ENAV 엔진(3)으로 알려주고, 트리

거(trigger)를 ENAV 엔진(3)으로 보내준다. 트리거란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모드로 스타워즈가 상영될 때 AV 화면에 전

투 장면이 표시되면 대응하는 퀴즈가 마크업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경우 전투 장면이 표시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ENAV

엔진(3)으로 이를 알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 AV 재생 엔진(4)은 리모트 콘트롤러(400)에 마련된 소정 키를 통한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ENAV 엔진(3)을 경유하여 수신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리모트 콘트롤러(400)에 마련된 소정 키를 누르면, 키 입

력 이벤트가 발생되고, 발생된 키 입력 이벤트는 AV 재생 엔진(3)으로 전달되어 DVD-Video의 재생을 제어하게 된다. 또

는, 제1 이벤트가 발생하면, 제1 이벤트에 의해 정의되는 동작을 취한다. 다만, 전술한 것과 같이 제2 이벤트가 발생되면,

AV 재생 엔진(4)은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를 전달받을 수 없게 된다.

  ENAV 엔진(3)은 마크업 언어, 스크립트 언어 및/또는 기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마크업 문서를 검증하고 해석하여

실행하는 해석 엔진이다. 본 실시예에서 ENAV 엔진(3)은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DVD(300)에 기록된 DVD-Video 데이터

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마크업 문서를 검증하고 해석하여 레이아웃한다. 특히, ENAV 엔진(3)은 본 발명에

따라 마크업 문서에 제1 이벤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건이 만족되어 제1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디폴트로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한다. 특정

한 경우, 마크업 문서에 제2 이벤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건이 만족되어 제2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용자로부

터의 키 입력 이벤트의 전달을 금한다. 나아가, ENAV 엔진(3)은 사용자 입력이 직접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되거나 금

지될 때, 마크업 문서에 제3 이벤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건이 만족되어 제3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

는 동작을 취한다.

  한편, ENAV 엔진(3)은 다양한 플러그-인을 포함할 수 있다. 플러그-인은 마크업 문서에 포함되거나 마크업 문서에 링크

된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열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용 AV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ENAV 엔

진(3)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ENAV 엔진(3)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마크업 문서 등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블렌더(7)는 재생된 DVD-Video 스트림과 해석된 마크업 문서를 블렌딩하여 출력한다. 이에, TV(100)에는 마크업 화면

(22)과 AV 화면(21)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화면이 표시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ENAV 엔진(3)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 3의 부분 상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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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를 참조하면, ENAV 엔진(3)은 파서 & 인터프리터(15), 디코더(25) 및 인터페이스 핸들러(35)를 구비한다. 인터페이

스 핸들러(35)는 사용자로부터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디폴트로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한다.

  파서 & 인터프리터(15)는 마크업 문서를 파싱하고 마크업 문서 및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한다. 스

크립트 코드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마크업 문서에 포함된 오브젝트를 다이나믹하게 콘트롤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벤트는

오브젝트를 콘트롤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함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트리거 역할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 파서 &

인터프리터(15)는 마크업 문서에 마크업 언어 및/또는 스크립트 언어로 기록된 이벤트 정보를 해석하고, 인터페이스 핸들

러(35)로부터 전달된 이벤트가 해석된 이벤트 정보에 따라 처리되도록 대응 커맨드를 인터페이스 핸들러(35)로 전달한다.

  또한, 인터페이스 핸들러(35)는 AV 재생 엔진(4)으로부터의 트리거를 파서 & 인터프리터(15)가 해석할 수 있는 이벤트

로 변환하고, AV 재생 엔진(4)으로부터 전달된 상태(status)를 파서 & 인터프리터(15)가 이해할 수 있는 속성(property)

으로 변환해주며, 파서 & 인터프리터(15)로부터의 커맨드를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처리하거나, AV 재생 엔진(4)이 이해

할 수 있는 제어 명령 콘트롤로 변환시켜 전달해준다.

  본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핸들러(35)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AV 화면을 제어하기 위해, 제1 이벤트 정보에 따른 제1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되면 리모트 컨트롤러

(400)에 마련된 키에 할당된 KeyCode를 매개변수로 갖는 API 커맨드 InputRCKey를 사용하여 경로 A를 통해 제어 명령

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한다. 또한, 제2 이벤트 정보에 따른 제2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용자로부터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AV 재생 엔진(4)로 전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마크업 화면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

자 입력, 즉 제3 이벤트 정보에 따른 제3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이를 파서&인터프리터15)로

전달한다.

  디코더(25)는 파서 & 인터프리터(15)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디코딩하고 렌더링한다. 렌더링이란 마

크업 문서의 페이지 레이아웃 및 AV 출력을 콘트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이벤트에 대해 상술한다.

  제1 이벤트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이벤트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이벤트 등록 정보를 포함하고, 제1 이벤

트가 발생되었을 때 AV 재생 엔진(4)의 동작을 제어함에 의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처리 정보를 포함한다. 제1 이벤

트 정보는 제1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정보로서, 이벤트 등록 정보는 제1 이벤트를 등록하기 위한 것

이고, 이벤트 처리 정보는 제1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1 이벤트 구현 예 1>

  제1 이벤트의 등록은 키 입력 이벤트의 발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키입력 이벤트 리스너(listener)에 의해 구현되고, 제

1 이벤트의 처리는 AV 재생 엔진(4)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키입력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 구현된다.

  <제1 이벤트 구현 예 2>

  제1 이벤트의 등록은 마크업 언어에 정의된 온클릭 이벤트에 의해 구현되고, 제1 이벤트의 처리는 온 클릭 이벤트에 응답

하여 AV 재생 엔진(4)으로 하여금 대응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함수에 의해 구현된다. 여기서, 키입력 이벤트 핸들러

또는 함수는 사용자가 누른 키 또는 버튼에 대응하는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음은 <제1 이벤트 구현 예 1>에 따른 마크업 문서의 소스 코드를 나타낸다.

  

<?xml version ="1.0" encoding="UTF-8"?>

<!DOCTYPE html PUBLIC "-//DVD//DTD XHTML DVD-HTML 1.0//EN"

"http://www.dvdforum.org/envideo/dtd/dvdhtml-1-0.dtd">

<html>

<head>

<title>Example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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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type= "text/javascript">

function RcKeyEventHandler(evt)

{

if(evt.keyCode == 12)

dvdVideo.InputRCKey(12);

}

</script>

<script type= "text/javascript">

function setupEventHandler()

{

// eventHandler is registered to bodyNode and Interactive Contents

bodyNode.addEventListener("rckeypress",RcKeyEventHandler,true);

}

</script>

</head>

<body id="bodyNode" onload="setupEventHandler()"

.............................................................................

</body>

</html>

  <제1 이벤트 구현 예 1>의 마크업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벤트 등록 정보가 JavaScript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script type= "text/javascript">

function setupEventHandler()

{

// eventHandler is registered to bodyNode and Interactive Contents

bodyNode.addEventListener("rckeypress",RcKeyEventHandler,true);

}

</script>

  이에 따르면, rckeypress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400)의 소정 키를 누르면), 함수

RcKeyEventHandler가 호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처리 정보는, 다음과 같이, JavaScript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script type= "text/javascript">

function RcKeyEventHandler(evt)

{

if(evt.keyCode == 12)

dvdVideo.InputRCKey(12);

}

</script>

  이에 따르면, RcKeyEventHandler는 키코드가 12일 때 dvdVideo.InputRCKey(12)를 실행함을 알 수 있다. 즉, 사용자

가 누른 키에 할당된 코드가 12일 때 ENAV 엔진(3)은 AV 재생 엔진(4)으로 하여금 키코드 12에 할당된 재생 제어 동작을

수행하도록 커맨드 API dvdVideo.InputRCKey를 사용하여 대응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함을 알 수 있다.

  즉, 마크업 문서의 body 내에 리모트 컨트롤러(400)의 키 입력 이벤트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400)의 키

를 누르면 이를 ENAV 엔진(3)에서 수신하여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마크업 문서 제작자는 리모트

컨트롤러(400)에 마련된 키를 선별하고 사용자가 선별된 키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

송하는 방식에 의해 DVD-video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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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1 이벤트 구현 예 2>에 따른 마크업 문서의 소스 코드를 나타낸다.

  

<?xml version ="1.0" encoding="UTF-8"?>

<!DOCTYPE html PUBLIC "-//DVD//DTD XHTML DVD-HTML 1.0//EN"

"http://www.dvdforum.org/envideo/dtd/dvdhtml-1-0.dtd">

<html>

<head>

<title>Example 2</title>

<script type="text/javascript">

<--

function Btn_PlayPause()

{

dvdVideo.InputRCKey(12);

}

-->

</script>

</head>

<body>

<table border="0" width="720" height="480">

<tr>

<td width="277" height="184" align="left" valign="top">

<object data="dvd:" width="277" height="184" border="0"/>

</td>

<td width="443" height="480" align="left" valign="top" rowspan="2">

<img src="b1.png" width="443" height="400 border="0"/>

<button name="PlayPause" value="PLAY/PAUSE" onclick="Btn_PlayPause()">

</td>

</tr>

<tr>

<td width="277" height="296">

<img src="b2.png" width="277" height="296" border="0"/>

</td>

</tr>

</table>

</body>

</html>

  <제1 이벤트 구현 예 2>의 마크업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벤트 등록 정보가 마크업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button name="PlayPause" value="PLAY/PAUSE" onclick="Btn_PlayPause()">

  즉,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AV 화면(26)과 Play/Pause 키(36)가 구비된 마크업 화면(16)이 함께 표시된 인터랙티브 화

면에 있어서,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사용자가 Play/Pause 키(36)을 누르면) 함수 Btn_PlayPause()가 호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처리 정보는, 다음과 같이, JavaScript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

function Btn_PlayP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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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ideo.InputRCKey(12);

}

-->

</script>

  이에 따르면, 함수 Btn_PlayPause는 API 커맨드 dvdVideo.InputRCKey(12)를 실행함을 알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인터

랙티브 화면 상에 표시된 Play/Pause키(36)를 누르면 ENAV 엔진(3)은 AV 재생 엔진(4)으로 하여금 키코드 12에 할당된

재생 제어 동작을 수행하도록 API 커맨드 dvdVideo.InputRCKey를 사용하여 대응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

달함을 알 수 있다.

  마크업 문서 내에 존재하는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API 커맨드 dvdVideo.InputRCKey(keyCode);를 연결하여 사용

함으로써, 사용자가 마크업 문서의 버튼을 클릭하면 대응하는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방

식에 의해 인터랙티브 컨텐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DVD-video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제1 이벤트 정보를 마크업 문서에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를 AV 재생 엔진(4)

으로 전달하면, 인터랙티브 컨텐츠 제작자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입력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다.

  물론, 제1 이벤트 정보를 마크업 문서에 기록해둠으로써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

고서도, ENAV 엔진(3)은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면, API 커멘트를 통해 대응하는 제어 명령을 디폴트로 AV 재생 엔진

(4)으로 전달함으로써, 키 입력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2 이벤트는 API 커맨드를 통해 구현된다. API 커맨드 EnableRCKeyInput()는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저

장된 정보저장매체인 DVD(300)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AV 재생 엔진(4)과 ENAV 엔진(3)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API 커

맨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object].EnableRCKeyInput (x)

  1. 요약

  이 커맨드는 사용자 입력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API로서, 본 실시예에서 [object]는

dvdVideo이다.

  2. 파라미터(parameter)

  x = 0: disable

  x = 1: enable

  3. 반환값(return value)

  

 Number  Name  Description

 0  OK  Successful

 -1  GeneralError  Unknown error condition

  마크업 문서 내에 스크립트 언어로 기록된 제2 이벤트 정보를 통해 제2 이벤트, 즉 EnableRCKeyInput(0)이 발생하게 되

면 사용자 입력은 ENAV 엔진(3)으로는 전달되지만, AV 재생 엔진(4)으로는 전달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인터랙

티브 컨텐츠 제작자가 소정 사용자 입력에 따라 마크업 문서의 디스플레이만을 변경시키기 위해, 사용자 입력이 AV 재생

엔진(4)에의 전달을 금지하는 API 커맨드 EnableRCKeyInput(0)이 발생되도록 하는 제2 이벤트 정보가 기록된 마크업 문

서를 제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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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2 이벤트 정보가 기록된 마크업 문서의 일 예이다.

  

<?xml version ="1.0" encoding="UTF-8"?>

<!DOCTYPE html PUBLIC "-//DVD//DTD XHTML DVD-HTML 1.0//EN"

"http://www.dvdforum.org/envideo/dtd/dvdhtml-1-0.dtd">

<html>

<head>

<title>Prevent Default</title>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RcKeyEventHandler(evt)

{

switch(evt.keyCode)
{
case 23 : evt.preventDefault();
case 24 : evt.preventDefault();
case 25 : evt.preventDefault();
case 26 : evt.preventDefault();
case 27 : evt.preventDefault();
}
}

</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setupEventHandler()

{

// eventHandler is registered to bodyNode and Interactive Contents

bodyNode.addEventListener("rckeypress",RcKeyEventHandler,true);

}

</script>

</head>

<body id=bodyNode" onload="setupEventHandler()"

.............................................................................

</body>

</html>

  위의 예에서와 같이 제2 이벤트 정보가 기록된 마크업 문서를 처리하는 AV 재생 엔진(4)은 디폴트 동작이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입력인 방향키(52,53,54,55)가 들어와도 그 동작을 취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컨텐츠 제작자는 원하는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는 ENAV 엔진(3)의 동작을 정의하는 제3 이벤트 정

보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제3 이벤트 정보는 사용자 입력이 곧바로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될 경우라도 ENAV 엔진(3)은 사용자 입력을 전달받

아 소정 동작을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도 7a 및 7b를 참조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OK키(51)와 방향키

(52,53,54,55) 이외에는 어떤 디폴트 동작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OK키(51)와 방향키(52,53,54,55)

이외에 어떤 사용자 입력이 들어와도 ENAV 엔진(3)은 동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마크업 문서 제작자

는 정의된 디폴트 동작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3 이벤트 정보를 마크업 문서에 기록함으로써 사용자가 OK키(51)

와 방향키(52,53,54,55)를 눌러도 포커스나 하이라이트 정보가 이동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 7a 및 7b는 「미리 결정된 AV 재생 엔진(4) 및 ENAV 엔진(3)의 동작 정보」의 일 예를 보여준다.

  「미리 결정된 AV 재생 엔진(4) 및 ENAV 엔진(3)의 동작 정보」는 사용자가 리모트 콘트롤러(400)에 마련된 키를 눌렀

을 때 (즉, 사용자에 의해 키입력 이벤트 RCKeyEvent가 발생하였을 때) AV 재생 엔진(4)의 동작 및/또는 ENAV 엔진(3)

의 동작을 정의한 것이다. 리모트 콘트롤러(400)에 마련된 키에 대응되도록 AV 재생 엔진(4) 및 ENAV 엔진(3)의 동작을

정의해 둠으로써, 통상 재생 장치 제작자와 컨텐츠 제작자가 별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미리 결정된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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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엔진(4) 및 ENAV 엔진(3)의 동작 정보」에 따라 제작된 재생 장치와 컨텐츠는 상호 정합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복수의 컨텐츠 제작자들이 존재하더라도 「미리 결정된 AV 재생 엔진(4) 및 ENAV 엔진(3)의 동작 정보」를 기초로 본 발

명에 따른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하면 AV 재생 엔진(4)과 정합되면서도, AV 컨텐츠와 마크업

컨텐츠를 보다 인터랙티브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도 7a 및 7b에 따르면, ENAV 엔진(3)의 디폴트 동작은 대부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자는 스크립

트 언어를 사용하여 ENAV 엔진(3)으로 하여금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마크업 문서를 제작할 수 있다. "keyCode" 속

성은 사용자가 누른 키에 미리 정해진 키코드를 가리키며, "keyName"은 눌려진 키의 이름을 가리킨다. AV 재생 엔진(4)

의 동작 설명은 DVD-video Specifications for Read Only Disc/Part 3. Video Specifications Version 1.0을 기초로 기

술된 것이다.

  한편,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주7), 및 주8)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1) - ENAV 엔진(3)에서 디폴트(default) 동작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키에 대해서는 그 "keyCode" 또는 "keyName"을

마크업 문서에서 "accesskey" 속성값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엘리먼트를 직접 포커싱할 수 있는 접속키로 사용할 수 있

다.

  주2) - 기본적으로 Screen 키(48)에 대해서는 ENAV 엔진(3)의 디폴트 동작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인터랙티브 모드

(매립 모드)에서 풀 스크린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스크립트 코드가 기록된 마크업 문서를 제작한 경우 다음과 같은 동작이

정의된다.

  [object].FullScreen(x)

  1. 요약

  DVD-Video를 매립 모드나 풀스크린 모드로 세팅한다. 본 실시예에서 오브젝트 [object]는 dvdVideo이다.

  2. 파라미터(parameter)

  x = 0: 매립 모드로 세팅

  x = 1: 풀스크린 모드로 세팅

  3. 반환값(return value)

  

 Number  Name  Description

 0  OK  Successful

 -1  General error  Unknown error condition

  주3) - 마크업 문서의 엘리먼트 중 DVD-Video를 매립하고 있는 오브젝트 엘리먼트로 포커스를 이동하고 DVD-Video

를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한다. 다시 말해, 도 2의 방향키(52, 53, 54, 55)들을 사용하여 하이라이트 정보를 이

동시키고 OK키(51)를 사용하여 해당 메뉴를 선택하거나 DVD 재생 제어 키들을 사용하여 DVD-Video를 네비게이션할

수 있다. DVD-Video를 네비게이션하는 방법의 일 예는 본 출원인이 2002년 6월 27일자로 출원한 한국 특허출원 제02-

37515호 「인터랙티브 모드에서의 포커싱 방법, 그 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미 DVD-Video를 네비게이션하고 있는 상태이면 이전에 포커싱된 마크업 문서의 엘리먼트로 포커싱을 이동한다.

  주4) - Play/Pause 키(60)는 DVD-video의 재생 및 일시정지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의한다.

AV 재생 엔진(4)의 동작 상태, 즉 DVD-Video의 재생 상태가 정지(stop)이면 DVD-video의 첫 번째 재생 프로그램 체인

(First Play PGC)을 재생하고, 재생 상태가 재생 중(play)이면 Pause_On()을 수행하며, 재생 상태가 일시정지(pause)이

면 Pause_Off()를 한다. Pause_On()과 Pause_Off()는 DVD-video Specifications for Read Only Disc/Part 3. Video

Specifications Version 1.0에 정의된 사용자 동작 기능(User Operation function)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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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 - 현재 PTT(Part of Title) number에서 이전 PTT number로 이동하여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동일한 타이틀

내에서 현재(current) PTT number보다 1 작은 PTT number가 존재하지 없으면 현재 타이틀의 이전 타이틀에 존재하는

마지막 PTT number를 재생하게 된다. 타이틀 번호가 가장 작은 타이틀의 첫 번째 PTT number에서는 타이틀 번호가 가

장 큰 타이틀의 마지막 PTT number로 이동하여 재생한다. PTT number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DVD-Video

Specifications for Read Only Disc/Part 3. Video Specifications Version 1.0에 기술되어 있다.

  주6) - 현재 PTT number에서 다음 PTT number로 이동하여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동일한 타이틀 내에서 현재

PTT number보다 1큰 PTT number가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타이틀의 다음 타이틀에 존재하는 첫 번째 PTT number를

재생하게 된다. 타이틀 번호가 가장 큰 타이틀의 마지막 PTT number에서는 타이틀 번호가 가장 작은 타이틀의 첫 번째

PTT number로 이동하여 재생한다.

  주7) - 서브 픽처(sub picture) 전환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서브 픽처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로 설정되

어 있다. 따라서, 화면에 서브 픽처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서브 픽처를 표시하도록 재생장치(200)의 설정을 바꾸

어주어야 한다. 서브 픽처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바꿔주면, 재생장치(200)에 설정된 0 에서 31 중 어느 하나의 서브 픽처

스트림 번호를 갖는 특정 서브 픽처 스트림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Subtitle 키(63)를 누를 때마다 특정 서브 픽처 스트림 번

호에 1을 더한 서브 픽처 스트림 번호를 갖는 서브 픽처 스트림이 표시된다. 단, 마지막 서브 픽처 스트림 번호 다음에는 다

시 0번 스트림 번호로 전환된다. 서브 픽처 전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DVD-Video Specifications for Read Only Disc/

Part 3. Video Specifications Version 1.0에 기술되어 있다.

  주8) - 앵글 전환을 수행한다. 앵글 번호 1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이 디폴트이고, 사용자가 Angle 키(64)를 눌러 앵글을 전

환할 때마다 앵글 번호에 1을 더한 앵글 번호가 표시된다. 마지막 앵글 번호에서 다시 Angle 키(64)를 누르면 다시 앵글

번호 1이 된다. 앵글 전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DVD-Video Specifications for Read Only Disc/Part 3. Video

Specifications Version 1.0에 기술되어 있다.

  주9) - 오디오 전환이 수행된다. 기본적으로, 오디오 스트림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선택되어 있지 않는 것이 디폴트이

다. 오디오 스트림이 선택된 후에는 Audio 키(62)를 누를 때마다 오디오 스트림 번호에 1을 더한 번호를 갖는 오디오 스트

림이 표시된다. 마지막 오디오 스트림 번호에서 다시 Audio 키(62)를 누르면 다시 오디오 스트림 번호 1이 된다. 오디오

스트림 전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DVD-video Specifications for Read Only Disc/Part 3. Video Specifications

Version 1.0에 기술되어 있다.

  다음 표는 RCKeyEvent의 키들의 동작을 정의한 것이다.

  

interface RCKeyEvent : UIEvent {

const unsigned long VK_0 = 0; // keyCode is "0", keyName is "0"

const unsigned long VK_1 = 1; // "1"

const unsigned long VK_2 = 2; // "2"

const unsigned long VK_3 = 3; // "3"

const unsigned long VK_4 = 4; // "4"

const unsigned long VK_5 = 5; // "5"

const unsigned long VK_6 = 6; // "6"

const unsigned long VK_7 = 7; // "7"

const unsigned long VK_8 = 8; // "8"

const unsigned long VK_9 = 9; // "9"

const unsigned long VK_A = 10; // keyCode is "10", keyName is "A"

const unsigned long VK_B = 11; // "B"

const unsigned long VK_PLAY_PAUSE = 12; // "PlayPause"

const unsigned long VK_STOP = 13; // "Stop"

const unsigned long VK_FF= 14; // "FastForward"

const unsigned long VK_FR= 15; // "FastRewind"

const unsigned long VK_SKIP_PREV = 16; // "Prev"

const unsigned long VK_SKIP_NEXT = 17; // "Next"

const unsigned long VK_SUBTITLE = 18; // "Subtitle"

const unsigned long VK_ANGLE = 19; //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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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unsigned long VK_AUDIO = 20; // "Audio"

(계속)

  

const unsigned long VK_ROOTMENU = 21; // "RootMenu"

const unsigned long VK_TITLEMENU = 22; // "TitleMenu"

const unsigned long VK_UP = 23; // "Up"

const unsigned long VK_LEFT = 24; // "Left"

const unsigned long VK_RIGHT = 25; // "Right"

const unsigned long VK_DOWN = 26; // "Down"

const unsigned long VK_OK = 27; // "OK"

const unsigned long VK_RETURN = 28; // "Return"

const unsigned long VK_EXIT = 29; // "Exit"

const unsigned long VK_CONTENT_INFO = 30; // "Content"

const unsigned long VK_SCREEN_MODE = 31; // "Screen"

const unsigned long VK_FOCUS_CHANGE = 32; // "FocusChange"

readonly attribute unsigned long keyCode;

readonly attribute DOMString keyName;

void initRCKeyEvent (in DOMString typeArg,

in boolean canBubbleArg,

in boolean cancelableArg,

in unsigned long keyCode,

in unsigned long keyName);

  상기의 구성을 바탕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

다.

  도 7을 참조하면,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제1 이벤트 정보를 통해 제1 이벤트로서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400)의 소정 키를 눌러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되면(701단계), 이는 ENAV 엔진(3)을 통해 AV 재생 엔진

(4)으로 전달된다(702단계). ENAV 엔진(3)은 제2 이벤트가 발생하면(703단계), 앞으로의 사용자 입력이 직접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되는 것을 금지한다(704단계).

  한편, ENAV 엔진(3)은 사용자 입력이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제2 이벤트 정보에 매칭되어 그에 따른 제2 이벤트가 발생

되면(703단계), 상응하는 재생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한다(704단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

다.

  도 8을 참조하면, 마크업 문서에 기록된 제1 이벤트 정보를 통해 제1 이벤트로서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400)의 소정 키를 눌러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되면(801단계), 이는 ENAV 엔진(3)을 통해 AV 재생 엔진

(4)으로 전달된다(802단계). 또한, ENAV 엔진(3)은 제3 이벤트가 발생되면(803단계), 제3 이벤트에 대해 미리 정해진 동

작을 수행한다(804단계).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사용자가 리모트 콘트롤러(400)의 소정 키를 누르면(901단계),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고(902단계),

ENAV 엔진(3)의 인터페이스 핸들러(35)는 발생된 키 입력 이벤트에 상응하는 재생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

달함에 의해 키 입력 이벤트를 처리한다(90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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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400)의 소정 키를 누르면(1001단계), 키 입력 이벤트는 ENAV 엔진(3)의

인터페이스 핸들러(35)로 전달되고, ENAV 엔진(3)의 인터페이스 핸들러(35)는 키 입력 이벤트를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한다(1002단계). 이에, AV 재생 엔진(4)은 해당 동작을 수행한다(1003단계). 예를 들어, 사용자가 fastforward 키

(61)를 누르면 도 6a 및 6b에 정의되어 있는 「미리 결정된 ENAV 엔진(3) 및 AV 재생 엔진(4)의 동작 정보」에 따라 AV

재생 엔진(4)은 FORWARD_SCAN(SPEED)을 수행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마크업 문서에 마련된 버튼을 클릭하여(1101단계),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되면(1102단계),

ENAV 엔진(3)의 인터페이스 핸들러(35)는 온클릭 이벤트에 상응하는 재생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4)으로 전달함에

의해 온클릭 이벤트를 처리한다(1103단계).

  한편, 전술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

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um)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

로써 상기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을 구현한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제한된 사용자 입력장치로도 효과적으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그 장치 및 그 정보저장매체가 제공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 입력이 ENAV 엔진으로 전달된 다음

필요에 따라 ENAV 엔진이 대응 재생 제어 명령을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하거나 사용자 입력이 ENAV 엔진을 통하지 않

고 직접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마크업 컨텐츠와 AV 컨텐츠를 인터랙티브하게 제

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종래 마크업 문서를 해석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마크업 문서 뷰어(예: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사용자 입력에 관

한 방식 및 정의를 활용하면서도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적절히 처리해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인터랙티브 모

드에서도 사용자는 키입력의 혼동없이 편리하게 인터랙티브 화면(마크업 화면 및 AV 화면)을 네비게이션하거나 인터랙티

브 화면에 표시된(마크업 문서에 포함된)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V 데이터; 및

  상기 AV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마크업 문서를 포함하고,

  상기 마크업 문서에는 사용자로부터의 키 입력 이벤트가 디폴트로 AV 데이터를 재생하는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될 것

을 요구하는 제1 이벤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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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이벤트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이벤트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이벤트 등록 정보 및 키입력 이벤

트가 발생되었을 때 AV 재생 엔진의 동작을 제어함에 의해 상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처리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등록 정보는 상기 마크업 언어에 정의된 온클릭 이벤트를 사용하여 기록되고, 상기 이벤트 처리 정보는 상기

온클릭 이벤트에 응답하여 상기 AV 재생 엔진으로 하여금 대응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함수에 의해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등록 정보는 키입력 이벤트의 발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키입력 이벤트 리스너(listener)를 사용하여 기록

되고, 상기 이벤트 처리 정보는 상기 AV 재생 엔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키입력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여 기록됨을 특

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키 입력 이벤트는 상기 마크업 문서를 해석하여 실행하는 ENAV 엔진을 경유하여 상기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키 입력 이벤트는 상기 마크업 문서를 해석하여 실행하는 ENAV 엔진에 구비된 인터페이스 핸드러를 경유하여 상

기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상기 키 입력 이벤트에 대응되도록 미리 정의된 상기 AV 재생 엔진의 동작을 수행시키기 위한

재생 제어 명령을 전달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1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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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이벤트 정보는 스크립트 언어 및 마크업 언어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기록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

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벤트 정보는 자바 스크립트 및 XML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기록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크업 문서에는

  상기 키 입력 이벤트를 상기 AV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AV 재생 엔진으로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2 이벤트 정보가 기

록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이벤트 정보는 API를 사용하여 기록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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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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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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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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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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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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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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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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