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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컨텐츠의 특정 영역에 특정 자막 코드를 기록한 광 기록 매체 및 컨텐츠 재생 시에 재생 중인 화면에 특정 

자막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하는 광 기록 매체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광 기록 매체 재생 방법은 (a) 광 

기록 매체로부터 컨텐츠 재생 시에,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동시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상

기 컨텐츠 패킷 내부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동시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두 개 이상의 언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정 자

막 코드 유/무를 검색하는 단계, (b) 상기 특정 자막 코드가 검색되면, 상기 검색된 특정 자막 코드를 저장하는 단계, (

c) 특정 명령 실행 신호가 수신되면, 재생 중인 상기 광 기록 매체의 화면에 상기 저장된 특정 자막 코드를 신호 처리

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특정 영역에 기록된 특정 자막을 

실행하여 재생 중인 화면에 특정 자막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 자막 선택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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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매체를 설명하기 위한 신호 포맷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매체 재생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매체 재생 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컨텐츠의 특정 영역에 특정 자막 코드를 기록한 광 기록 매체 및 컨텐츠 재생 시에 재생 중인 화면에 특정 

자막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하는 광 기록 매체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VD용 디스크는 지름 12㎝, 두께 1.2㎜의 CD(Compact Disc)와 같은 크기에, CD의 7배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이다. 참고로, CD에는 74분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를 데이터로 환산

하면 688MB 정도이나, DVD용 디스크는 CD와 동일한 분량에 재생 면이 단면인지 양면인지, 또 단층인지 복 층인지

에 따라 4.7GB에서 최대 17GB까지 저장할 수 있다.

DVD용 디스크는 이와 같은 대용량을 구비함에 따라, 화질의 손상을 감수하고 최대의 압축에 비중을 둔 MPEG-1의 

압축 방식이 아닌, 화질에 비중을 둔 MPEG-2의 압축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CD에 비해 월등한 수준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와 자막, 그리고 각종 셋-업 메뉴를 비롯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내용을 진행시키는 대화형 진행 기능, 최대 32개국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다국어 자막 처리, 최대 8개국

어의 사운드 트랙을 제공하는 다국어 음성 처리, 전면 좌우, 후변 좌우, 중앙, 중저음 스피커 등 6개의 스피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서라운드, 영화의 경우 미리 설정된 여러 갈래의 스토리를 사용자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멀티 스

토리 기능,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을 제공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각도를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는 멀티 앵글 기

능, 각 장면마다 등급을 설정하여 시청 제한할 수 있는 시청 제한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DVD용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셋-업 메뉴 중 언어의 종류 및 자막 설정 기능을 하는 서브타이틀이란 메뉴가 있다. 이

러한 서브타이틀 메뉴에 의해 사용자는 자국의 언어로 된 디스크뿐만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제작된 다양한 디스크를 

감상하는데 유용하고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DVD용 디스크에서는 자막 이동을 위해 단순한 자막 키나 메뉴

에 의해 지정된 자막만을 보여줌으로서 사용자의 자막 선택 범위가 좁아지며, 그에 따른 학습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컨텐츠 재생 시에 재생 중인 화면에 특정 자막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컨텐츠의 특정 영역에 특정 자막 코드를 기록한 광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특정 영역에 기록된 특정 자막을 실행하여 재

생 중인 화면에 특정 자막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하는 광 기록 매체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

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특정 영역에 기록된 특정 자막을 실행하여 재생 중인 화

면에 특정 자막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하는 광 기록 매체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 기록 매체는 재생 장치에 의해 재생되는 정보를 저장하

는 광 기록 매체로서, 상기 정보는 예비 영역을 구비한 패킷을 포함하는 컨텐츠;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상기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

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정 자막 코드; 및 상기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상기 특정 자막 코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리

는 식별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상기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이용되는 

소정의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 패킷 또는 데이터 서치 정보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

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 기록 매체 재생 장치는 예비 영역을 구비한 패킷을 포함하는 컨텐츠

와,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상기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정 자막 코드 및 상기 패킷의 예비 영역에 상기 특정 

자막 코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리는 식별 코드가 기록된 광 기록 매체; 상기 광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재생

및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식별 코드 및 특정 자막 코드를 독출하여 재생 중인 상기 컨텐

츠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신호 처리 수단; 및 상기 식별 코드에 의해 상기 특정 자막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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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유무를 검색하고, 특정 명령 실행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재생 중인 컨텐츠 화면에 상기 특정 자막이 디스플레이 되

도록 상기 신호처리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상기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이용되는 소정의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 패킷 또는 데이터 서치 정보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 기록 매체 재생 방법은 (a) 광 기록 

매체로부터 컨텐츠 재생 시에,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동시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상기 컨

텐츠 패킷 내부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동시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두 개 이상의 언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정 자막 코

드 유/무를 검색하는 단계; (b) 상기 특정 자막 코드가 검색되면, 상기 검색된 특정 자막 코드를 저장하는 단계; 및 (c)

특정 명령 실행 신호가 수신되면, 재생 중인 상기 광 기록 매체의 화면에 상기 저장된 특정 자막 코드를 신호 처리하

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특정 자막 코드 유무는 상

기 컨텐츠의 특정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식별코드 유무로부터 검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

서, 상기 패킷은 상기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이용되는 소정의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 패킷 또는 데이터 서치 정보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매체를 설명하기 위한 신호 포맷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매체 재생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로서, 광 디스크(200), DSP(201), 메모리(202

), 스위칭부(203), A/V 디코더(204), 디스플레이부(205), 제어부(206)로 구성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광 기록 매체 재생 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로서, 광 기록 매체로부터 신호 독출 및 처리

단계(300), 처리된 A/V 신호에 대한 기록 매체 정보 테이블 또는 NV 패킷 검색 단계(301), 특정 자막 스트림 코드 및

특정 자막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303), 특정 기능 키에 의해 특정 자막 실 행을 선택하는 단계(304), 처리된

A/V 신호 및 특정 자막 정보를 디코딩 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305), 일반 자막 스트림 번호 및 일반 자막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306), 일반 기능 키에 의해 일반 자막 실행을 선택하는 단계(307), A/V 신호 및 일반 

자막 정보를 디코딩 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308)로 구성된다.

이어서, 도 1∼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서 VOBU(Vedio object unit)는 광 디스크(200)에 기록되거나, 재생되는 MPEG 스트림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일정 개수의 VOBU가 모여 CELL을 형성하고, 일정 개수의 CELL이 모여 PG(Page)를 형성하며, 일정 개수의 PG가 

모여 MPEG 스트림의 가장 큰 단위인 PGC(Page chain)을 형성한다.

VOBU는 일정 개수의 NV(Navigation) 패킷으로 형성되어 있다. NV 패킷은 PCI(Presentation control information)

패킷과 DSI(Data search information) 패킷으로 형성되어 있다. PCI 패킷은 총 60 바이트로 구성되며, 하이라이트 

정보, VOBU 카테고리 정보, Non seamless 앵글 정보 등의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 중 32 바

이트는 예비 영역이다. DSI 패킷은 총 1017 바이트로 구성되며, VOBU 카테고리 정보, Seamless 앵글 정보 등의 데

이터 서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 중 471 바이트는 예비 영역이다.

광 디스크에 컨텐츠를 기록할 때, PCI 패킷 및 DSI 패킷의 예비 영역에 식별 코드 및 특정 자막 코드를 삽입하여, 컨

텐츠 재생 시에 재생 중인 화면에 특정 자막 코드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특정 자막 코드란 기존의 

지정된 자막 코드가 아닌, 새로운 자막 코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지정된 자막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라면, 본 발명

에서 지원하는 특정 자막은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동시에 디스플레이 되는 한국어+영어, 한국어+일본어, 영어+일본

어일 수 있다. 또한 광 디스크에 기록된 특정 자막 코드는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동시에 디스플레이 되는 자막이 재생

되도록 광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이다.

PCI 패킷 및 DSI 패킷의 예비 영역에 삽입되는 식별 코드는 광 디스크(200)에 특정 자막 코드가 삽입되어 있음을 알

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광 디스크(200)에는 디스크 정보 테이블(Volume information table)이 있어서, 광 디스크(200)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디스크 정보 테이블 중 VTSI 관리 테이블 및 VMGI 관리 테이블이 있는데, 식별 코드 

및 특정 자막 코드가 VTSI 및 VMGI 관리 테이블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다.

VTSI 관리 테이블(Video set information management table)은 비디오 타이틀 설정 정보가 저장된 테이블로서, 총 

2047 바이트로 구성되며, 이 중 식별 코드 및 특정 자막 코드가 기록될 예비 영역은 16-27, 232,-255, 268-339, 34

8-511, 580-595, 790-791, 984-2047 바이트가 있다. VMGI(Video manager information management table)은 

비디오 관리 정보가 저장된 테이블로서, 총 2291 바이트로 구성되며, 이 중 식별 코드 및 특정 자막 코드가 기록될 예

비 영역은 16-27, 48-61, 104-127, 136-191, 224-255, 268-339, 348-1023 바이트가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자막 코드 및 이를 식별하는 코드가 삽입된 광 디스크(200)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 도 2 및 도 3으로

하기에 설명한다.

광 기록 매체 즉, 광 디스크(200)로부터 신호 독출하고 처리한다(300단계). 광 디스크(200)로부터의 A/V 신호의 독

출은 픽업(미도시)에 의해 수행되며, 픽업에 의해 독출된 A/V 신호는 DSP(201)에서 디스크램블링 되고, EFM 변조

된다.

DSP(201)에서 신호처리된 A/V 신호의 기록 매체 정보 테이블 또는 NV 패킷을 분석하여 예비 영역에 식별 코드 및 

특정 자막 코드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301, 302단계). 제어부(206)는 DSP 처리된 A/V 신호의 기록 매체 정보 테이

블 또는 NV 패킷을 분석하여, 식별 코드 유/무에 따라 특정 자막 코드 삽입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 매체 정보 테이블 또는 NV 패킷의 예비 영역에 특정 자막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메모리(202)에 저장한다(

303단계). 제어부(206)는 DSP 처리된 A/V 신호에 포함된 자막 코드를 번호 별로 따로 따로 메모리(202)에 저장한다

. 도 2의 메모리(202)가 이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메모리(202)는 자막1(Sub-picture1), 자막2(Sub-picture2)… 영

역이 분리되어 있어, 각 자막 코드는 분리된 영역에 저장된다. 또한 특정 자막 코드 저장 영역도 분리되어 있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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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코드 및 정보가 메모리(202)에 저장된다. 식별코드에 의해 특정 자막 코드가 삽입되었음을 판단한 제어부(206)

는 특정 자막 디스플레이 실행을 위한 특정 기능 키의 입력을 기다린다.

사용자가 특정 기능 키를 입력하여 특정 자막 실행을 선택한다(304단계). 제어부(206)는 특정 기능 키가 입력되면, 

메모리(202)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자막 코드 번호 및 정보 중 특정 자막 코드 번호를 선택하는 스위칭 제어신호를 출

력하고, 스위칭부(203)는 메모리(202)에서 특정 자막 코드 정보가 출력되도록 특정 자막 코드 번호 포트를 스위칭한

다.

특정 자막 실행이 선택되면, A/V 신호 및 특정 자막 정보를 디코딩 하여 디스플레이부(205)에 출력한다(305단계). A

/V 신호 및 특정 자막 정보는 A/V 디코더(204)에서 디코딩 되어 디스플레이부(205)로 출력된다.

DSP(201)에서 신호처리된 A/V 신호의 기록 매체 정보 테이블 또는 NV 패킷을 분석하여 예비 영역에 식별 코드 및 

특정 자막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 자막 스트림 번호 및 정보를 메모리(202)에 저장한다(306단계). 특정 자

막 코드 영역을 제외한 메모리(202)에 자막1(Sub-picture1), 자막2(Sub-picture2)… 영역 별로 일반 자막 코드를 각

각 저장한다.

일반 기능 키에 의해 원하는 일반 자막 실행을 선택한다(307단계). 제어부(206)는 일반 기능 키가 입력되면, 메모리(

202)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 자막 코드 번호 및 정보 중 사용자가 선택한 자막 코드 번호를 선택하는 스위칭 제어신호

를 출력하고, 스위칭부(203)는 메모리(202)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일반 자막 코드정보가 출력되도록 일반 자막 

코드 번호 포트를 스위칭 한다.

일반 자막 실행이 선택되면, A/V 신호 및 일반 자막 정보를 디코딩 하여 디스플레이부(205)에 출력한다(308단계). A

/V 신호 및 일반 자막 정보는 A/V 디코더(204)에서 디코딩 되어 디스플레이부(205)로 출력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특정 영역에 기록된 특정 자막을 실행하여 재생 중인 화

면에 특정 자막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 자막 선택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재생 장치에 의해 재생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광 기록 매체로서,

상기 정보는

예비 영역을 구비한 패킷을 포함하는 컨텐츠;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상기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정 자막 코드; 및

상기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상기 특정 자막 코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리는 식별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상기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이용되는 소정의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 패킷 또는 데이터 서치 정보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록 매체.

청구항 5.
예비 영역을 구비한 패킷을 포함하는 컨텐츠와,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

이 하기 위해 상기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정 자막

코드 및 상기 패킷의 예비 영역에 상기 특정 자막 코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리는 식별 코드가 기록된 광 기록 매체;

상기 광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재생 및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식별 코드 및 특

정 자막 코드를 독출하여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신호 처리 수단; 

및

상기 식별 코드에 의해 상기 특정 자막 코드 유무를 검색하고, 특정 명령 실행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재생 중인 컨텐

츠 화면에 상기 특정 자막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상기 신호처리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광 기록 매체 재

생 장치.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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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상기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이용되는 소정의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 패킷 또는 데이터 서치 정보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록 매체 재생 장치.

청구항 10.
(a) 광 기록 매체로부터 컨텐츠 재생 시에, 재생 중인 상기 컨텐츠 화면에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동시에 디스플레이 되

도록 상기 컨텐츠 패킷 내부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동시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두 개 이상의 언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정 자막 코드 유/무를 검색하는 단계;

(b) 상기 특정 자막 코드가 검색되면, 상기 검색된 특정 자막 코드를 저장하는 단계; 및

(c) 특정 명령 실행 신호가 수신되면, 재생 중인 상기 광 기록 매체의 화면에 상기 저장된 특정 자막 코드를 신호 처리

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특정 자막 코드 유무는 상기 컨텐츠의 특정 패킷 내의 예비 영역에 기록된 식별코

드 유무로부터 검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기록 매체 재생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상기 광 기록 매체 재생 시에 이용되는 소정의 프리젠테이션 제어 정보 패킷 또는 데이터 서치 정보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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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457512

- 7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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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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