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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영상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기록된 저장매체 및 그 재생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동영상 데이터와 이를 이용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기록된 저장 매체와 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 및 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모드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와, 영화 모드 데이터와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

보를 포함하며, 시스템 데이터는 재생될 타이틀의 재생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화 모드의 동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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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와,

상기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시스템 데이터는 재생될 타이틀의 재생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는 자바 오브젝트로 구현되며, 상기 자바 오브젝트는 하나의 타이틀에 포함되

는 적어도 하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타이틀 내에서 실행될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제어

정보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정보는, 상기 시스템 데이터 내의 각 타이틀 정보에 포함되며, 해당 타이틀의 재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6.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와, 상기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

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읽어

들이는 독출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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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 데이터에 포함되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참조하여 재생 모드를 결정하고, 상기 재생 모드가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상기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재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는 자바 오브젝트로 구현되며, 상기 자바 오브젝트는 하나의 타이틀에 포함되

는 적어도 하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타이틀 내에서 실행될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제어

정보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영화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재생부는 상기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이틀 정보에

포함되는 무비 오브젝트의 참조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무비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재생부는 상기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이틀 정

보에 포함되는 해당 자바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자바 어플리케이

션 프로그램들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

청구항 12.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와, 상기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

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및

상기 시스템 데이터에 포함되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참조하여 재생 모드를 결정하고, 상기 재생 모드가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상기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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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는 자바 오브젝트로 구현되며, 상기 자바 오브젝트는 하나의 타이틀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타이틀 내에서 실행될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제어 정보 및 상태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하는 단계는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영화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이틀 정보

에 포함되는 무비 오브젝트의 참조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무비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하는 단계는 상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

이틀 정보에 포함되는 해당 자바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자바 어

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방법.

청구항 18.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와, 상기 영화 모드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

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및

상기 시스템 데이터에 포함되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참조하여 재생 모드를 결정하고, 상기 재생 모드가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상기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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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는 자바 오브젝트로 구현되며, 상기 자바 오브젝트는 하나의 타이틀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타이틀 내에서 실행될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제어 정보 및 상태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하는 단계는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영화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이틀 정보

에 포함되는 무비 오브젝트의 참조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무비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한 기록매체.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하는 단계는 상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

이틀 정보에 포함되는 해당 자바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자바 어

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저장 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동영상 데이터와 이를 이용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기록된 저장 매체와 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 및 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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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는 압축 부호화된 동영상 정보 및 동영상 정보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정보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표준에 따라 부호화된 비디

오, 오디오, 및/또는 서브타이틀을 포함하는 동영상 스트림(Audio-Visual Stream)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동영상 스트림

의 부호화 속성 또는 랜덤 액세스를 위한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 등의 부가 정보와 동영상의 재생 순서 정보를 정의한

플레이리스트(playlist)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네비게이션 정보는 전술한 플레이리스트를 재생시키는 명령이나, 다른 플레이 리스트로 분기하는 명령 등의 동영상

정보의 재생을 제어하는 네비게이션 커맨드(navigation comm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네비게이션 정보를 참고

하여 동영상 정보를 재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화질의 영화와 같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동영상 데이터의 기본 재생 기능에 더하여,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종래의 동영상을 기록한 저장 매체로는, 재생되는 동영상을 이용

한 게임이나 채팅 등, 사용자와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동영상 데이터와 함께 하나의 저장 매체

에 기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영상의 재생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다 향상된 프로그램 기능

을 제공하도록, 동영상 데이터와 동영상을 이용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기록된 저

장 매체 및 그 저장 매체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 및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모드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

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와, 영화 모드 데이터와 프로

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

한 관리 정보를 포함하며, 시스템 데이터는 재생될 타이틀의 재생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

는 모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는 자바 오브젝트로 구현되며, 자바 오브젝트는 하나의 타이틀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관리 정보는 상기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관리 정보는 타이틀 내에서 실행될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제어 정보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모드 정보는, 시스템 데이터 내의 각 타이틀 정보에 포함되며, 해당 타이틀의 재생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전술한 기술적 과제는,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모드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와, 영

화 모드 데이터와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

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읽어 들이는 독출부; 및 시스템 데이터에 포함되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가 영화 모

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참조하여 재생 모드를 결정하고, 재생 모드가 프로그램 모드인 경

우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재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 장치에 의해서 달

성된다.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영화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재생부는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이틀 정보에 포함되는

무비 오브젝트의 참조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무비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생될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상기 재생부는 시스템 데이터 내의 해당 타이틀 정보에 포함

되는 해당 자바 오브젝트를 참조하고,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재

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전술한 기술적 과제는,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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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

그램 모드 데이터와, 영화 모드 데이터와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의 실행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및 시스템 데이터에 포함되며, 재생될 타

이틀의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참조하여 재생 모드를 결정하고, 재생 모드

가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

생 방법에 의해서 달성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영화 모드 데이터(110),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130), 시스템 데이터(120), 및 프로그램 관리정보(140)

를 포함한다.

영화 모드 데이터(110)는, 동영상 정보 및 동영상의 재생을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인 네비게이션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동

영상의 기본적인 재생을 위한 데이터로서, 코어 모드(core mode)를 위한 데이터라고도 한다. 또는 대표적인 비디오 어플

리케이션인 DVD와 같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재생하는 모드이므로 영화 모드라고도 한다. 이하, 영화

모드로 약칭한다. 또한, 영화 모드 데이터(110)와 더불어,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가진

데이터, 즉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130)를 함께 포함한 경우, 풀 데이터(data for full mode) 또는 풀 모드 데이터라고도 한

다.

시스템 데이터(120)는, 재생 장치를 초기화할 때 최초로 읽혀지는 데이터로서, 스타트업 정보(start up information) 및 타

이틀 정보(title information)를 포함한다. 스타트업 정보는 저장 매체가 재생 장치에 의해 재생될 때 최초로 재생될 오브젝

트의 위치를 지시한다. 타이틀 정보는 재생될 각 오브젝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엔트리 포인트 정보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130)는, 동영상의 재생 외에 부가 기능, 예를 들어 사용자와의 인터랙티브 기능, 동영상을 이용한 게

임 기능, 동영상의 일부를 재생하면서 디렉터의 코멘트(Director's Commentary)를 표시하는 기능, 동영상의 일부를 재생

하면서 기타 부가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 또는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데이터에는 동영상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

해, 후술하는 동영상 정보를 재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에 대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함수가 포함될 수

있다.

프로그램 관리 정보(management information for application programs)(140)는, 저장 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과 함께 부가 기능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즉 풀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프로그램 데이터(130)의 재생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로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는 그 재생 장치에의 삽입과 이탈이 용이한 착탈식이며, 재생 장치의 광학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

터를 읽어낼 수 있는 광 디스크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CD-ROM, DVD, BD-ROM과 같은 광 디스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후 개발되는 광디스크가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재생 장치의 구조를 살펴본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장치의 개념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장치는 저장 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를 특정 모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장치로서, 독출부(540), 버퍼부(560), 및 재생부(580)를

구비한다.

독출부(540)는, 저장 매체(520)로부터 재생될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저장 매체가 광디스크인 경우, 독출부는 광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광학 장치를 포함한다. 버퍼부(560)는, 독출부에서 읽어들인 데이터를 일시 저장한다.

재생부(580)는, 버퍼부에 저장된 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 관리 정보에 따라 동영상 데이터 및/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재생한다. 재생된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장치(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디스플레이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도 5에 도시된 버퍼부(560) 및 재생부(580)가 보다 구체

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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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부(560)는 독출부(540)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타입에 따라 임시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데이터 버퍼

(562), 네비게이션 데이터 버퍼(564), 동영상 데이터 버퍼(566), 시스템 데이터 버퍼(568)를 포함한다. 또한, 재생부(680)

는 재생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각각의 재생 기능을 갖는 재생 엔진들, 즉 프로그램 엔진(582), 네비게이션 엔진(584), 프

리젠테이션 엔진(586)과,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 및 블랜더(590)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엔진(582)은, 프로그램 데이터 버퍼(562)로부터 프로그램 데이터를 입력받아 재생한다. 즉, 게임, 채팅, 디렉터

스 코멘터리(director's commentary)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동영상

을 이용한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프로그램 엔진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함수를

사용하여 후술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프리젠테이션 엔진(586)을 제어한다.

네비게이션 엔진(584)은, 네비게이션 데이터 버퍼(564)로부터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입력받아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을 제

어한다. 이때, 네비게이션 엔진(584)은 프로그램 엔진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재생하는 명령들로 구성된 API 함수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엔진(586)이 동영상 정보를 재생하는 것을 제어한다.

프리젠테이션 엔진(586)은, 동영상 데이터용 버퍼(566)로부터 동영상 스트림, 정지 영상, 또는 데이터 파일을 입력받아,

이를 디코딩하여 재생한다.

한편,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는, 시스템 데이터 버퍼(568)로부터 시스템 데이터를 입력받아, 전술한 재생 엔진(582,

584 및 586)이 동영상 데이터 및/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을 제어한다.

즉, 프로그램 엔진(582) 및 네비게이션 엔진(584)을 제어하여, 프리젠테이션 엔진(586)에서의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 및

부가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시스템 데이터의 스타트 업 정보의 엔트리 포인트를 기초로 최

초로 재생하여야 할 데이터를 결정한다. 또한, 재생 중에는 시스템 테이터를 참조하여 타이틀 검색에 의한 각 타이틀의 엔

트리 포인트를 해당 타이틀을 재생하는 재생 엔진으로 전달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는, 동영상의 재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풀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

는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한다. 즉,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스케쥴링을 수행하고, 메모리와 같은 자원을 관리한다. 한편, 도 11 이하에서 후술하는 다른 실시예

와 같이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가 프로그램 데이터(130A)인 자바 오브젝트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매

니저(588) 대신 프로그램 엔진(582)이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를 참조하여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복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스케쥴링 및 자원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는,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수신부 및 처리부(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입력을 해당하는 엔진에 전달한다.

블랜더(590)는, 전술한 프로그램 엔진(582)에서 프리젠테이션 엔진(586)에 대한 API 함수를 이용하여 재생한 그래픽 화

면이나, 프리젠테이션 엔진(586)에서 재생한 동영상 화면을 오버레이 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출력한다. 이에 따라,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기반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재생 장치는, 저장 매체에 기록된 동영상 데이터를 특정 모드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각의 디스

플레이 방식에 따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독출부를 통해 저장 매체로부터 도 1 또는 도 11에 도시된 영화 모

드용 데이터, 프로그램 모드용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읽어들여 각각의 재생 엔진에서 재생한다.

이때, 시스템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에 전달되어 시스템 데이터 중 스타트 업 데이터의 엔트리 포인터를 기

초로 최초로 재생하여야 할 모드와 데이터를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재생 중에는 시스템 데이터를 참조하여 모드 간 전환

이나 혹은 타이틀 검색 시에 각 오브젝트의 엔트리 포인트를 해당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재생엔진으로 전달하여 재생할 수

있다.

한편, 도 1과 같이 프로그램 관리 정보가 다른 데이터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리 정보도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 전달되어져 복수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고, 복수의 어플

리케이션 실행 시 메모리를 원활히 관리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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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 11과 같이 프로그램 관리 정보가 프로그램 데이터, 즉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엔진(582)

이 프로그램 데이터를 읽고, 프로그램 데이터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

어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수신부 및 처리부가 포함되어 사용자의 입

력을 해당 모드의 엔진에 전달한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재생 장치의 구조를 기초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화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참고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재생장치를 초기화할 때 독출부를 통해 읽혀진 시스템 데이터(120)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 전달되어

지고,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이 데이터 내의 스타트 업 데이터(222)와 메뉴(224) 및 타이틀들(226, 228,...)의 엔트리 포

인트를 참조한다. 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최초 재생되어야 할 무비 오브젝트의 엔트리 포인트를 네비게이션 엔진에 전달하

면 네비게이션 엔진은 해당 무비 오브젝트에 포함된 PlayPL(#1)와 같은 네비게이션 커맨드를 프리젠테이션 엔진으로 전

달하여 영화 모드의 재생을 시작한다.

최초로 재생되는 무비 오브젝트 내에 포함되는 네비게이션 커맨드에 의해 재생을 진행한 후, 현재 무비 오브젝트 내의 최

종 네비게이션 커맨드에 의해 다음 무비 오브젝트의 재생 동작이 수행된다. 예를 들어, 무비 오브젝트 #1 내의 최종 네비게

이션 커맨드인 JumpObject(#2)에 의해 타이틀 #1에 해당하는 무비 오브젝트 #2가 재생된다.

사용자에 의해 별도의 타이틀 전환이 없는 경우라면, 도 2에 실선 화살표를 따라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무비 오브젝트

들은 전술한 방식으로 하나의 시퀀스를 따라 재생을 지속하게 되고, 도 2의 무비 오브젝트 #7과 같이 마지막까지 재생을

하게되면, 컨텐츠 제작자가 설정한 무비 오브젝트의 마지막 네비게이션 커맨드에 따라 정지 상태(stop state)로 가거나, 마

지막 장면에서 프리즈(freeze)된다.

일반적인 영화 모드, 즉 동영상의 재생에서는 도 2에서와 같이 하나의 타이틀 정보가 하나의 무비 오브젝트를 실행한다.

만약, 복수개의 무비 오브젝트를 실행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무비 오브젝트가 끝난 후 다음 무비 오브젝트를 재생하는 것과

같이 연속적 재생은 허용하지만, 2개 이상의 무비 오브젝트가 동시에 재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타이

틀 정보에 따른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 범위를 특정 무비 오브젝트가 재생되는 동안 또는 연속된 무비 오브젝트가 재생되는

동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데이터(120)에 포함된 타이틀 정보(226, 228, ...)는, 사용자에게 특정 재생 장면으

로의 접근, 즉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를 허용하기 위한 논리적 개념이다. 해당 타이틀에 해당하는 무비 오브젝트의

재생 시작 위치인, 엔트리 포인트 정보와 사용자에 의한 타이틀 접속 유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술

한 연속적인 재생 이외에도 특정 재생 장면을 검색하여 그로부터 재생을 계속할 수도 있다.

한편,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참

고도이다. 특히, 동영상 데이터의 재생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모드의 일 예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네비게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 프로그램 모드는 자바 모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도 3 및 도 6을 참조하면, 재생 장치를 초기화할 때 독출부(540)를 통해 판독된 시스템 데이터(120)는 시스템 데이터 버퍼

(568)를 거쳐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로 전달되며,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시스템 데이터내의 스타트 업 데이터(322),

메뉴(324) 및 타이틀 정보들(326, 328, ...)의 엔트리 포인트를 참조한다.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는 참조된 시스템 데이터내의 엔트리 포인트, 즉 최초 재생되어야 할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엔트

리 포인트를 자바 엔진, 즉 도 3의 프로그램 엔진(582)에 전달하며, 자바 엔진은 해당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재생한다.

하나의 타이틀 정보에 대응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복수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복수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동시

에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3에 도시된 각 자바 어플리케이션들, 즉 JAVA App #1, JAVA App #2, JAVA App #3,

JAVA App #4,... 등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령어들은 기록된 순서에 따라 실행되

나,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정해진 모든 명령어가

모두 실행된 경우에도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종료되지 않는다. 이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종료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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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명령어, 예를 들어 (ex, exit())가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료에 관계된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는 한, 하나의

타이틀 정보에 연관된 복수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각각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가지고 계속 재생을 수행하게 된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타이틀의 개념과 상관없이 계속 재생 상태에 있게 되며, 특정 타이틀과 관

련된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의 재생 범위가 불명료해진다. 또한, 타이틀을 전환한 경우, 각각의 라이프사이클에 의해 재생되

고 있는 복수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불명료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

램 관리 정보(14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데이터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데이터(130A)에 포함될 수 있다. 자바 프로그램 관리 정

보의 형태는 예를 들어 바이너리 또는 텍스트 형태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프로그램 관리정보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다음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프로그램 관리정보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데이터에

포함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자의 경우를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

법을 설명한 참고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는 시스템 데이터(120)의 타이틀 정보인 타이틀 #1에 의해 재생이 시작되는

자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인 JAVA App. #3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먼저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 중 해당하는 타이틀

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정보(타이틀 #1의 JAVA App. #3)를 읽어들이고, 읽어들인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

이에 따라, 전술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타이틀과 관련된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의 재생 범위가 명

료해지며, 타이틀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바 오브젝트 내의 각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은 실행 순서에 관계없이 재생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

이션이 동시에 재생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상황(예를

들면, 특정 타이틀 범위 안)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타이틀 정보 : 타이틀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단위로, 사용자는 타이틀을 통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메뉴도 타이틀의 한 종류로 포함된다.

2) 타이틀에 속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정보 : 하나의 타이틀은 복수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는

하나의 타이틀에서 함께 실행될 수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3)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및 상태 정보 :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및 상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으로, 하나의 타이틀

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는 시기, 시작하는 방법, 종료하는 시기, 종료하는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타이

틀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초 실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입력 또는 네비게이션 커맨드에 의해 타이틀이 선택되었을 때,

해당 타이틀 내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해당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할당 정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의 재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플로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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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가 재생 장치에 삽입되면, 재

생장치는 재생장치 내의 각종 시스템 파라미터 및 글로벌 파라미터 등을 미리 정해진 소정의 값으로 초기화한다(701 단

계). 또한, 초기화 단계에는 재생에 필요한 시스템 데이터(120)를 독출부를 통해 읽어들이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때, 프로

그램 모드의 재생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미리 읽어 들일 수도 있다(702 단계). 재생 장치의 초기화 단계가

끝난 후, 읽어들인 시스템 데이터(120)의 스타트 업 정보를 참조하여 최초로 재생될 오브젝트를 지정한 first playback의

재생을 시작한다(703 단계).

이 때, first playback에 지정된 타이틀에 포함된 모드 정보를 읽어 해당 타이틀의 모드를 판단한다. 만약, 영화 모드인 경

우이면, first playback에서 참조하고 있는 무비 오브젝트의 재생을 시작한다(도 2 참조). 만약, 해당 타이틀의 모드 정보

가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라면, 프로그램 모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재생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관리정보(140)를 읽어

들인다(705 단계). 물론, 전술한 재생 장치의 초기화 단계에 이미 프로그램 관리정보를 읽어들였다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

도 있다. 즉,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는 재생 장치의 스펙에 따라, 재생 장치의 초기화 단계에 미리 읽을 수도 있고, 또는

프로그램 모드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재생할 때에 읽을 수도 있다.

한편, 프로그램 관리정보를 참조하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읽어들인 프로그램 관리정보를 참조하여, 특정 타이틀에 속

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706 단계).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영화 모드이든 프로그램 모드이든 각 모드 재생 중, 네비게이션 커맨드나 API, 또는 사용자의 입력

에 의하여 타이틀이 전환되는 경우, 전술한 과정을 통해 해당 모드의 데이터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다.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영화 모드 또는 프로그램 모드에 따른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120)의 구조를 살펴본

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화 모드 데이터만 저장된 저장 매체에 포함된 시스템 데이터의 일 예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시스템 데이터(120)는 스타트 업 정보(810), 메뉴 정보(820), 타이틀 정보(830)를 포함하며, 이들 각 정

보들에는 first playback, 메뉴, 및 각 타이틀을 재생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무비 오브젝트의 참조 정보(811, 821,

833)가 포함된다. 영화 모드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무비 오브젝트가 실행되는 경우가 없다. 따라

서, 각 정보들은 하나의 무비 오브젝트 참조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이 재생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가 더 포함된 저장 매체의 경우, 즉 풀 모드를 지원하는 저장 매체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타이틀 내에 복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재생할 수 있으므로, 각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사이클을 정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관리정보(140)를 참조하여야 재생이 가능하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화 모드 데이터와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가 모두 저장된 기록 매체에 포함된 시스템

데이터의 일 예이다.

도 9를 참조하면, 풀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120)는 도 8의 영화 모드 전용 시스템 데이터와는 달리,

각각의 정보별로 모드 정보(912, 922, 934)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모드 정보는 해당 저장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모드가 영화 모드인지, 또는 프로그램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

만약, 영화 모드라면, 도 8에서 상술한 무비 오브젝트를 참조하여 재생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에는, 무비 오브

젝트를 참조하는 정보와 같은 특정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참조하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어플리케이션 매니저가

전술한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를 참조하여 해당 프로그램 데이터, 즉 자바 오브젝트를 재생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엔진

이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를 참조하여 해당 자바 오브젝트를 재생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정보를 이용하여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나타낸

플로차트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시스템 데이터(120)를 읽어 들인(1001 단계)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네비게이션 명령어/API 혹은 사

용자 입력에 의하여 스타트 업 정보, 메뉴 정보, 또는 타이틀 정보를 해석할 때, 먼저 각각에 포함된 모드 정보를 확인한다

(1002 단계). 만약, 영화 모드라면, 각각의 스타트 업 정보, 메뉴 정보, 또는 타이틀 정보에 포함된 무비 오브젝트의 참조

정보를 이용하여(1007단계) 해당하는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한다(100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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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그램 모드, 즉 자바 모드라면(1003 단계), 타이틀 번호를 참조하여(1104 단계), 해당 타이틀 번호에 대응하는

자바 오브젝트의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참조한다(1005 단계). 그리고, 해당 타이틀 내에 정의된 최초로 실행될 자바 어플

리케이션을 참조한다(1006 단계).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자바 오브젝트의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 내의 특정

타이틀에 속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동작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최초 재생되어야 할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정보를 프로그램 엔진으로 전달하여, 해당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재생한다(1008 단계).

한편,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프로그램 관리 정보가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는, 영화 모드 데이터(110),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130A), 시

스템 데이터(120)를 포함한다. 특히,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는 프로그램 데이터(130A)에 포함된다.

영화 모드 데이터(110),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130A), 시스템 데이터(120) 및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 각각에 대한 설

명은 도 1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다만, 본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 관리 정보가 다른 데이터와 별도로 존재하는 도 1의 경

우와 달리, 프로그램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즉, 프로그램 데이터(130A)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과 함께, 각

타이틀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를 포함한다. 이때, 프로그램 데이터(130A)는 자바 오브젝트로 구현되며,

자바 오브젝트는 하나의 타이틀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며, 또한, 프로그

램 관리 정보(140A)를 포함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참고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588)는 시스템 데이터(120)의 타이틀 정보인 타이틀 #1에 의해 재생이 시작되는

프로그램 데이터(130A)인 자바 오브젝트 #1을 읽어들이고, 이로부터 각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 정보

를 추출한다. 추출된 관리정보에는 해당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

행하는데 필요한 동작 정보 및 상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자

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술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타이틀과 관련된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의 재생 범위가 명

료해지며, 타이틀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 4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플로차트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가 재생 장치

에 삽입되면, 재생장치는 재생장치 내의 각종 시스템 파라미터 및 글로벌 파라미터 등을 미리 정해진 소정의 값으로 초기

화한다(1301 단계). 또한, 초기화 단계에는 재생에 필요한 시스템 데이터(120)를 독출부를 통해 읽어들이는 과정이 포함

된다.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읽어들인 시스템 데이터에 포함된 모드 정보를 해석한다(1302 단계). 해석된 모드 정보가 자

바 모드가 아닌 경우, 즉 영화 모드인 경우, 해당 타이틀이 참조하고 있는 무비 오브젝트를 액세스 한다(1308 단계). 만약,

해당 타이틀의 모드 정보가 자바 모드인 경우, 타이틀이 참조하고 있는 자바 오브젝트를 액세스하고(1304 단계), 자바 오

브젝트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를 추출한다(1305 단계). 추출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자바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스케줄링 및 리소스 관리를 수행한다(1306 단계).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자바 어

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고(1307 단계), 추출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영화 모드이든 자바 모드이든 각각의 모드로 재생 중, 네비게이션 커맨드나 API, 또는 사용

자의 입력에 의하여 타이틀이 전환되는 경우, 전술한 과정을 통해 해당 모드의 데이터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정보를 이용하여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나타

낸 플로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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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를 참조하면,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네비게이션 명령어, API 혹은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스타트 업 정보, 메뉴 정보,

또는 타이틀 정보를 해석할 때, 먼저 시스템 데이터(120)에 포함된 모드 정보를 참조한다(1401 단계). 만약, 모드 정보가

영화 모드라면, 각각의 스타트 업 정보, 메뉴 정보, 또는 타이틀 정보에 포함된 무비 오브젝트의 참조 정보를 이용하여

(1407 단계) 해당하는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한다.

한편, 모드 정보가 프로그램 모드, 즉 자바 모드라면(1402 단계), 타이틀이 참조하는 자바 오브젝트를 액세스하고(1403

단계),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A)를 추출한다(1404 단계). 추출된 프로그램 관리 정보에 기초하

여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스케줄링 및 리소스 관리를 수행한다(1405 단계).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는 자바 오브젝트에 포함된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액세스하며(1406 단계), 프로그램 관리 정보에 포함된 자바 어

플리케이션들의 동작 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상술한 바와 같이, 어플리

케이션 매니저는 프로그램 모드의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정보(140 또는 140A)를 참조하여, 복수개의 자

바 어플리케이션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한다. 즉,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스케쥴링 및 메모

리와 같은 자원의 관리를 수행한다. 즉, 타이틀 단위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지면, 타이틀 단위로 각 어플리케이

션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타이틀 내에서 동작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정하여 동시에 실행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 메모리 공간

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양을 줄여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된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선택적으로 HTML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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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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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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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동영상 재생에 더하여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반의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타이틀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복수개의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메모리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영화 모드의 동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가 포함된 저장 매체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복수의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화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참고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참고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

법을 설명한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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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의 개념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생 장치의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플로차트,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화 모드 데이터만 기록된 저장 매체에 포함된 시스템 데이터의 일 예,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화 모드 데이터와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가 모두 기록된 저장 매체에 포함된 시스템

데이터의 일 예,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정보를 이용하여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나타낸

플로차트이다.

한편,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모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참고도,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한 플로차트,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그램 관리정보를 이용하여 저장 매체를 재생하는 방법을 나타

낸 플로차트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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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94123

- 15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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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694123

- 17 -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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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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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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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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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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