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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종래의 DVD-비디오에 새로운 내비게이션 기능을 부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플레이어 유닛은 DVD-비디오
디스크로부터 비디오 콘텐츠 또는 이 비디오 콘텐츠의 콘텐츠(메뉴, 챕터)와 관련된 AV 콘텐츠 및 ENAV 콘텐츠를 포함한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한다. DVD 디스크의 비디오 콘텐츠는 비디오 재생 엔진에 의해 재생된다. DVD 디스크의 ENAV 콘
텐츠는 ENAV 엔진에 의해 재생된다. ENAV 엔진은 ENAV 콘텐츠의 재생을 제어하고, 또한 ENAV 콘텐츠의 재생된 콘텐
츠에 따라 서로 연휴, 연동 및/또는 동기하여 비디오 콘텐츠의 재생을 제어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에 따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ENAV 시스템)이 삽입된 DVD-비디오 플레이어"의 구
성예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2a 내지 도 2c는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과 ENAV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이 멀티프
레임 출력으로써 출력되는 경우의 표시예를 설명하는 도.

  도 3a 내지 도 3c는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과 ENAV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이 멀티윈
도우(오버랩핑 윈도우) 상에 출력되는 경우의 표시예를 설명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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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a 내지 도 4e는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측의 재생 음성과 ENAV 콘텐츠측의 재생 음성이 합성되
는 경우의 예를 설명하는 도.

  도 5는 DVD 비디오 재생 출력(DVD 비디오 메뉴) 및 ENAV 재생 출력(ENAV 메뉴)가 내부 커맨드에 의해 변화하는 예
를 설명하는 도.

  도 6은 커맨드에 의한 메뉴 호출과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
도.

  도 7은 비디오 콘텐츠측의 메뉴 표시예(풀 비디오 모드)를 설명하는 도.

  도 8은 ENAV 콘텐츠측의 메뉴 표시예(풀 ENAV 모드)를 설명하는 도.

  도 9는 DVD 비디오 재생 출력(DVD 비디오 챕터 재생) 및 ENAV 재생 출력(ENAV 콘텐츠 재생)이 내부 커맨드에 의해
변화하는 예를 설명하는 도.

  도 10은 챕터 재생과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1은 비디오 콘텐츠와 ENAV 콘텐츠의 합성 메뉴의 표시예(혼합 프레임 모드)를 설명하는 도.

  도 12는 비디오 콘텐츠와 ENAV 콘텐츠의 합성 영상의 표시예(혼합 프레임 모드)를 설명하는 도.

  도 13은 DVD 비디오 재생 출력(DVD 비디오 메뉴) 및 ENAV 재생 출력(ENAV 메뉴)가 사용자 조작(사용자 이벤트)에
의해 변화하는 예를 설명하는 도.

  도 14는 사용자에 의한 메뉴 호출과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
름도.

  도 15는 DVD 비디오 재생 출력(DVD 비디오 메뉴 또는 재생 일시정지) 및 ENAV 재생 출력(ENAV 메뉴)가 사용자 조작
(사용자 이벤트)에 의해 변화하는 예를 설명하는 도.

  도 16은 사용자에 의한 메뉴 호출 또는 재생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
의 예(전반)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7은 사용자에 의한 메뉴 호출 또는 재생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
의 예(후반)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8a 내지 도 18c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이 챕터 1∼4를 연속 재생할 때, 챕터 1 재생 전에 ENAV 콘텐츠 1이 재생
되고, 챕터 1 및 챕터 2의 재생에 동기하여 ENAV 콘텐츠 2가 재생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도.

  도 19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이 각 챕터의 시작부에서 DVD 이벤트로서 챕터 번호를 수반하는 PTT 이벤트를 출력하
고, ENAV 엔진이 대응하는 ENAV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하는 경우(케이스 1)를 설명하는 도.

  도 20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과 ENAV 엔진 사이에서 이벤트/상태의 교환이 행하여지고, 이 교환 결과에 기초하여
ENAV 엔진이 ENAV 콘텐츠를 재생하는 경우(케이스 2)를 설명하는 도.

  도 21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이 각 챕터의 시작부에서 DVD 이벤트로서 챕터 번호를 수반하는 PTT 이벤트를 출력하
고, ENAV 엔진이 대응하는 ENAV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하는 다른 경우(케이스 3)를 설명하는 도.

  도 22는 도 19의 경우(케이스 1)에 대응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및 ENAV 해석기의
동작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3은 도 20의 경우(케이스 2)에 대응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및 ENAV 해석기의
동작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4는 도 21의 경우(케이스 3)에 대응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및 ENAV 해석기의
동작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5는 도 1의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복수의 모드(오프라인 모드, 온라인 모드, 혼합 모드) 사이에서 선택가능한 경로를
설명하는 도.

  도 26은 도 25에 도시한 복수의 모드 중 어느 것이 최초에 설정되는 지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7은 현재 모드(도 25에 도시한 복수의 모드 중 하나)에서 콘텐츠를 처리하는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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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8은 도 27에 도시한 처리 중 상태 체크 단계에서 결정되는, DVD-비디오 플레이어에 DVD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인터넷 접속 유닛이 인터넷에 접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현재 모드가 다른 모드로 자동적으로 천이하는
경우의 처리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9는 도 28에 도시한 처리 중 모드 천이 목적지 결정시에 참조되는 이행 규칙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

  도 30은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가능한 DVD 비디오 디스크의 예로서, ENAV 콘텐츠(30)가 DVD-비디오
영역 이외의 영역에 저장되는 경우의 예를 설명하는 도.

  도 31은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가능한 DVD 비디오 디스크의 예로서, ENAV 콘텐츠(30)가 DVD-비디오
영역 내에 저장되는 경우의 예를 설명하는 도.

  도 32는 도 1의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영상 출력 결과를 설명하는 도.

  도 33은 도 1의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음성 출력 결과를 설명하는 도.

  도 34는 DVD-비디오 디스크, DVD-오디오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의 정보 매체상에서 정보의 기록 처리의 예를 설명하
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향상된 DVD 비디오 디스크

  10: DVD-비디오 콘텐츠

  30: 향상된 내비게이션(ENAV) 콘텐츠

  40: 사용자 조작(사용자 조작 유닛)

  100: DVD 비디오 플레이어

  200: DVD 비디오 재생 엔진

  210: 디코더 유닛

  220: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

  300: ENAV 엔진

  310: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

  320: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330: ENAV 해석기

  340: 엘리멘트 디코더

  350: 영상·음성 출력 유닛

  352: 영상 출력 제어기

  354: 음성 출력 제어기

  400, 400*, 400W, 400W*: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디지털 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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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발명은 DVD 비디오 디스크의 기록 내용 및/또는 인터넷 등으로부터 내비게이션 정보를 획득하고, 이 획득된 내
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종래의 DVD-비디오보다도 더욱 다양한 재생이 가능해지는 DVD 비디오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디지털 비디오의 패키지 미디어로서, DVD-비디오의 보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DVD-비디오는 DVD 포럼
에서 1996년 8월에 발행된 『DVD Specifications for Read-OnIy Disc: Part 3: VIDEO SPECIFICATIONS: Version
1.0 (CONFIDENTIAL)』에 의해 규격화되어 있다.

  상기 DVD-비디오 규격은 실제의 영상·음성 데이터가 기록된 프레젠테이션 데이터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데이터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격에서는, 영상(동화상/정지 화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서브픽쳐(부영상) 데이터 등
을 포함하는 프레젠테이션 데이터(재생 정보)가, 프로그램 스트림(2048 바이트)의 사양에 따라서 다중화되어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데이터(관리 정보)에는, 재생하는 영상·음성 데이터의 시간 구성이나 재생 순서를 설정하는 프로그램 체인
(PGC) 및 셀(Cel1)이 기술되어 있고, 따라서, 멀티앵글 재생, 멀티스토리 재생, 파렌탈 제어(연소자등에 대한 접근 제어)
등의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 기초하는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는 DVD 비디오 디스크(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MPEG2 프로그램 스트림만을 재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DVD 비디오 디스크에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이외의 정보가 기록된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로서는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이외의 정보
를 재생할 수 없다.

  MPEG2 프로그램 스트림(DVD-비디오 콘텐츠) 이외의 정보(하이퍼텍스트 정보/HTML, 프로그램, 스크립트 마크로 등)
을 DVD 등의 기억 매체에 저장하여, 이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이외의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종래의 기술로서, 예컨대
일본국 특개평10-136314호 공보에 개시된 "기억 매체의 데이터 저장 방법 및 대화형 영상 재생 장치 "가 있다. 이 공보에
는, 광 디스크등의 패키지 미디어나 네트워크 서버 등의 네트워크 미디어로부터 멀티미디어 정보를 재생하는 대화형 영상
재생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이 공보에서, 기록 매체는 특정 조건 재생 데이터(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 마크로
등)를 저장한다.

  그러나, 이 공보에는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의 데이터 구조에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 이외의 정보
(HTML, 스크립트 등)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시가 없다. 그러므로, 이 공보의 기술을 포함한 DVD 디스크가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과 호환성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공보에서는 기록 매체의 일례로서 단순히 "DVD"만을 인
용하고 있고,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과의 호환성에 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 (버젼 1.0)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술한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는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이외의 정보를 재생할 수 없다 "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종래의 DVD-ROM/DVD-RAM 드라이브를 구
비한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이외의 정보, 예컨대 DVD-ROM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MPEG
인코드되지 않은 것)의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서는 멀티앵글 재생, 멀티스토리 재생 등, 사용자와의 일부 대화 특성은 확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 특성은 DVD 비디오 디스크의 콘텐츠 제작 후에 어느 정도 고정화되고, 콘텐츠 제작시의
DVD 비디오 디스크에, 더욱 다양한 대화 특성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

  콘텐츠 제작 후에, 더욱 다양한 대화 특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넷 등으로부터 대화 특성을 추가하기 위한 정보
(마크업 언어나 스크립트 언어 등으로 기술된 재생 제어 정보, 이 재생 제어 정보가 참조하는 데이터 등)를 DVD-비디오
플레이어에 취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에 가까운 것으로써, 일본국 특개평10-136314호 공보에 개시된 것
이 있다(이 공보에는 네트워크 미디어로부터 멀티미디어 정보를 재생하는 대화형 영상 재생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미디어로부터 멀티미디어 정보를 획득하여 DVD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 방법에 의해 더욱 다양한 대화
특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기 공보의 발명에서는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 대한 호환성의 구체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등으로부터 취입한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의 DVD 비디오 디스크(컴퓨터 데이터 등을 기록한
DVD-ROM이 아니라 DVD 비디오 디스크)를 대화형으로 제어할 때에 실제의 DVD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 내용(비디오 콘
텐츠)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상기 특허 공보에 관련된 다른 공보로서, 일본국 특개평11-98467호 공보에 개시된 "복수 미디어의 데이터 동기 재
생 장치 "가 있다. 이 공보에서는,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한 필요 화상을 내부 기억 유닛에 기억시키고, 이 화상과 내부
디스크에 기억되어 있는 타이밍 데이터 및 레이아웃 신호에 기초해서, 디스크 정보와 외부 미디어 정보를 동기시켜 합성하
여 표시시키고 있다.

  이 공보의 발명에서는 내부 디스크의 정보와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동기시켜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명
은 디스크 정보만을 표시시키거나 인터넷 획득 정보만을 표시시키거나, 양자를 다른 타이밍에서 표시시키는 것과 같이 필
요에 따라 여러가지 표시 방법을 선택 실행하는 기능은 갖지 않는다. 특히, 상기 특개평11-98467호 공보에는 DVD 디스
크의 재생 상태에 따라서 인터넷 획득 정보를 제어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개시도 없다. 또한, 이 발명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의 전환 타이밍을 사용자 지시 또는 디스크에 미리 기록된 재생 제어 정보(또는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한
재생 제어 정보)에 따라 부여하는 기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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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공보의 발명에서는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 대한 호환성의 구체적인 고려가 없으므로, 인터넷 등
으로부터 취입한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의 DVD 비디오 디스크를 대화형으로 제어할 때, 실제의 DVD 비디오 디스크의 재
생 내용(비디오 콘텐츠)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구체적으로는 제어 신호의 종류 및 타이밍과, 그 소스 및 목적지)를 알 수
없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현재 또는 종래의 DVD-비디오 (및/또는 오디오) 규격과의 호환성(적어도 상위 호환)을 확보하면서, 제작 후의
AV(영상 및/또는 음성) 콘텐츠의 재생에 더욱 다양한 대화 특성을 부가할 수 있는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정보 매체(광 디스
크, 하드 디스크 등)는, 리드인 영역, 볼륨 스페이스 및 리드아웃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볼륨 스페이스는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역, 비디오 영역 및/또는 다른 기록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 매체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영역은 DVD-비디
오 (또는 오디오) 규격에 준거한 AV 콘텐츠를 포함하고, 상기 다른 기록 영역은 상기 비디오 콘텐츠의 내용(메뉴, 챕터)에
관련하여 재생가능한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상기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
츠의 재생과 연휴(連携), 연동(連動) 및/또는 동기(同期)하여 상기 AV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상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장치는 플러이어 유닛과 비디오 재생 엔진과 내비게이션 엔진을 포함
하고 있다. 상기 플레이어 유닛은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콘텐츠는 디지털 비디오 또는 오디오) 디스
크로부터, AV 콘텐츠 및 이 AV 콘텐츠의 재생 내용(메뉴, 챕터)에 관련하여 재생가능한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디스크는 DVD-비디오 (또는 오디오) 규격과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
은 상기 디스크의 기록 콘텐츠 중 상기 AV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디스크의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재생하고, 또한 이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따라서 상기 AV 콘텐츠와 연휴하여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재생을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상기 DVD-비디오 (또는 오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수취하도록 구성된 제
1 인터페이스와, 다른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통신 회선(인터넷 등)으로부터 획득하도록 구성된 제2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장전되어 있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가 통신 회선으로부터 분리(네트 절
단)되어 있는 상태를 오프라인 모드라고 한다. 또한,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서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배출되어 있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가 통신 회선에 접속(네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온라인 모드라고 한다. 또,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 상
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장전되어 있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가 통신 회선에 접속(네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혼합 모
드라고 한다. 이 때, 소정의 전환 트리거(디스크의 삽입/배출 또는 네트의 접속/절단에 의해 발생된 트리거; 모드 전환 이벤
트에 대응함)가 검출되면, 소정의 이행 규칙에 따라서, 상기 오프라인 모드, 온라인 모드 및 혼합 모드 사이에서 모드 천이
가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여러가지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매체를 이용한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
명한다. 여기서는, 시스템이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DVD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 장치 및 재생 방법에 적용되는 경우
를 전제로 하여 설명한다.

  우선,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디스크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한다.

  도 30은 후술하는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로 재생가능한 DVD 비디오 디스크(1)의 데이터 구조의 일례를 도
시한다. 이 예에서는, DVD-비디오 영역에 종래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과 동일한 데이터 구조의 DVD-비디오 콘
텐츠(10)(MPEG2 프로그램 스트림 구조를 가짐)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 DVD-비디오 규격에서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기록 영역에, 비디오 콘텐츠(또는 AV 콘텐츠)(10)의 다양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향상된 내비게이션
(이하 ENAV라고 약칭함) 콘텐츠(30)가 기록될 수 있다.

  DVD-비디오 영역의 내용은 (DVD-비디오 플레이어 제조업자 등의 당업자에게) 종래부터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이하에
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

  즉, DVD 비디오 디스크(1)의 기록 영역은 내주부로부터 순서대로 리드인 영역, 볼륨 스페이스 및 리드아웃 영역을 포함
하고 있다. 볼륨 스페이스는,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역 및 DVD-비디오 영역(DVD-비디오 존)을 포함하고, 또한 옵션으로
다른 기록 영역(DVD-기타 존)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역은 UDF(Universal Disk Format) 브릿지 구조를 위해 할당된다. UDF 브릿지 포맷의 볼륨
은 ISO/IEC13346 파트 2에 따라서 인식된다. 이 볼륨을 인식하는 스페이스는 연속한 섹터로 이루어져 있고, 도 30의 볼륨
스페이스의 최초 논리 섹터로부터 시작된다. 그 최초의 16개의 논리 섹터는 ISO9660에서 규정하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
역이 필요하다.

  상기 DVD-비디오 영역에는 비디오 매니저(VMG)라고 하는 관리 정보와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VTS#1∼VTS#n)라
고 하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콘텐츠(또는 AV 콘텐츠)가 기록되어 있다. VMG는 DVD-비디오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VTS
에 대한 관리 정보이며, 도시하지 않았지만 제어 데이터 VMGI, VMG 메뉴 데이터 VMGM_VOBS(옵션) 및 VMG 백업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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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VTS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그 VTS의 제어 데이터 VTSI, VTS 메뉴 데이터
VTSM_VOBS(옵션), 그 VTS(타이틀)의 내용(영화 등)의 데이터 VTSTT_VOBS, 및 VTSI 백업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의 DVD-비디오 영역도 또한 필요하다.

  각 타이틀(VTS#1∼VTS#n)의 재생 선택 메뉴 등은 VMG를 이용하여 공급자(DVD 비디오 디스크(1)의 제작자)에 의해
미리 제공되고, 특정 타이틀(예컨대 VTS#1) 내에서의 재생 챕터 선택 메뉴나 기록 내용(셀)의 재생 순서 등은 VTSI를 이
용하여 공급자에 의해 미리 제공된다. 따라서, 디스크(1)의 시청자(DVD-비디오 플레이어의 사용자)는 미리 공급자에 의
해 준비된 VMG/VTSI의 메뉴와 VTSI 내의 재생 제어 정보(프로그램체인 정보(PGCI))에 따라서 그 디스크(1)의 기록 내
용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서는, 시청자(사용자)가 공급자에 의해 준비된 VMG/
VTSI와 다른 방법으로 각 VTS의 내용(영화 또는 음악)을 재생할 수 없다.

  도 30의 ENAV 콘텐츠(또는 ENAV 콘텐트)(30)는 사용자가 공급자에 의해 준비된 VMG/VTSI와 다른 방법으로 각 VTS
의 내용(영화 또는 음악)을 재생하고, 또 공급자에 의해 준비된 VMG/VTSI와는 다른 내용을 부가하면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서 준비된다. ENAV 콘텐츠(30)는 종래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 기초하여 제조된 DVD-비디오 플레
이어에서 액세스할 수 없다(가령 액세스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DVD-비디오 플레이어(도
1의 플레이어(100) 등)는 ENAV 콘텐츠(30)의 액세스가 가능하고, 그 재생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

  ENAV 콘텐츠(30)는 논리적으로 보면 ENAV 재생 정보와 ENAV 콘텐츠의 데이터 본체로 구분할 수 있다. ENAV 콘텐
츠의 데이터 본체는 음성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동화상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또한, ENAV 재생 정보
는 ENAV 콘텐츠 데이터 본체 및/또는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 방법(표시 방법, 재생 순서, 재생 전환 순서, 재생
대상 데이터의 선택 등)을 기술한 마크업 언어, 스크립트 언어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재생 제어 정보에 이용되는 언어로서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XHTML(eXtensible Hyper
Text Markup Language)나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등의 마크업 언어,
ECMA(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Script나 JavaScript 등의 스크립트 언어 등을 조합하여 이용
할 수 있다. 이들의 언어로 기술된 ENAV 재생 정보의 기술 내용은 구문 해석된 내용(parsed contents)을 해석하기 위하
여 도 1의 ENAV 해석기(330)에 의해 구문 해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ENAV 재생 정보는 ENAV 콘텐츠의 파일 정보(참조하는 파일의 정보, 및 참조하는 파일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그 파일을 디코드하는 기능을 플레이어가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참조하는
파일의 정보), 배치 정보(표시되는 오브젝트의 표시 스크린상의 좌표, 및 그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와 중복될 때는 그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사이즈 정보(표시되는 각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정보), 동기 정보(DVD-비디오 콘텐
츠를 소정의 타이밍에서 ENAV 콘텐츠의 재생과 연휴 또는 연동하여 재생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정보), 지속 시간 정보
(ENAV 콘텐츠의 표시 시간 범위 또는 타이밍 범위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ENAV 재생 정보를 이용하면, 예컨대, 비디오 콘텐츠(10) 또는 ENAV 콘텐츠(30)에 포함되는 메뉴, 영상 및/또는
음성의 출력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메뉴 출력 방법의 예로서는 후술하는 도 7, 도 8 및 도 11 참조; 영상 출력 방법의 예로
서는 후술하는 도 2, 도 3 및 도 12 참조; 음성 출력 방법의 예로서는 후술하는 도 4a∼4e 참조).

  도 30의 DVD 비디오 디스크(1)에 있어서, 다른 기록 영역이외의 내용은 현재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를 이용하더라도 DVD-비디오 영역에 기록된 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할 수
있다(즉, 종래의 플레이어와 호환성이 보장될 수 있다).

  다른 기록 영역에 기록된 ENAV 콘텐츠(30)는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에서는 재생할 수 없지만(또는 이용할 수 없
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이어(도 1)에서는 재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ENAV 콘텐츠(30)를 재생하면, 공급자가 미리 준비한 VMG/VTSI의 내용
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비디오 재생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이러한 다양한 비디오 재생 처리의 예에 관해서는 도
1∼도 29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도 30의 구성에 있어서, 전술한 ENAV 재생 정보는 물리적으로는 ENAV 콘텐츠의 데이터 본체와 혼재하여 디스크(1)에
기록하는 것도, 개별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방법으로서는, 예컨대 액세스 단위(현재의 DVD-비디오 규격에 있어서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VOBU)에 상당)
의 선두(또는 VOBU 내에서 선두에 있는 내비게이션 팩(NV_PCK)의 뒤)에 ENAV 전용 팩(ENV_PCK)을 설치하고, 이
ENV_PCK에 ENAV 재생 정보를 소구분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으로서는, 예컨대 DVD-비디오 영역에 있어서의 VMG(또는 VTSI)와 같이 ENAV 콘텐츠의 데이터 본체와는
다른 영역을 설치하고, 이 다른 영역에 ENAV 재생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이어(도 1)가 ENAV 콘텐츠의 데이터 본체보다도 먼저 ENAV 재생 정보를 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ENAV 재생의 제어 방법을 판독하여 메모리에 기억해 두면, 그 후에 ENAV 콘텐츠의 데이터 본체를 판독할 때에 지
체없이 그 ENAV 콘텐츠의 데이터 본체의 처리를 시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도 30의 디스크(1)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정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정보 매체는 리드인 영역, 볼륨 스
페이스 및 리드아웃 영역을 갖고 있고, 상기 볼륨 스페이스는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하여,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역과
비디오 영역과 다른 기록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영역은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비디오 콘텐츠(10)를 포함하
고, 상기 다른 기록 영역은 상기 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메뉴, 챕터 등)에 관련되어(후술하는 도 5, 도 9 등 참조) 재생
가능한 내비게이션 콘텐츠(30)를 포함한다.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30)는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30)의 재생과 연휴, 연
동, 또는 동기하여 상기 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내용을 갖는다(도 21∼도 23의 점선 화살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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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1은 후술하는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서 재생가능한 DVD 비디오 디스크(1)의 데이터 구조의 다른 예
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종래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과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 DVD-비디오 콘텐츠
(10)(MPEG2 프로그램 스트림 구조를 가짐)는 DVD-비디오 영역에 저장되고, 비디오 콘텐츠(10)의 다양한 재생을 가능하
게 하는 ENAV 콘텐츠(30)는 상기 DVD-비디오 영역의 말미측(비디오 콘텐츠(10)의 기록 종료 위치의 뒤)에 기록될 수 있
다.

  다른 방법으로, 도시하지 않았지만, 어떤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i)와 다른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j ≠VTS#i)와의
사이에, 종래의 DVD 플레이어에서는 액세스할 수 없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 플레이어에서는 액세스할 수 있
는 ENAV 콘텐츠(30)를 기록할 수도 있다. 종래의 DVD 플레이어가 콘텐츠(30)를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
법의 예로서, 종래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커맨드(특별한 연산 코드(operation code)를
갖는 점프 커맨드, GoTo 커맨드 등)만을 이용하여 ENAV 콘텐츠(30)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도 30을 참조하여 전술한 VMG 또는 VTSI가 DVD-비디오 콘텐츠(10)의 기록 영역(어드레스)만을 참조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면,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는 VMG 또는 VTSI를 참조하여 ENAV 콘텐츠(30)에 액세스할 수 없다. 한편,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이어(도 1)에 있어서는 ENAV를 액티브로 하는 ENAV 모드를 설치하고, 이 ENAV
모드에서는 DVD-비디오 영역의 말미까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이어(도 1)는, DVD-비디오 영역의 말미측에 기록된 ENAV 콘텐츠(30)에 액세스할 수 있고, 그 내
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 도 31의 디스크(1)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정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정보 매체는 리드인 영역, 볼륨 스
페이스 및 리드아웃 영역을 갖고 있고, 상기 볼륨 스페이스는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역과 비디오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비디오 영역은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비디오 콘텐츠(10)와, 이 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메뉴, 챕터 등)에 관련되어
재생가능한 내비게이션 콘텐츠(30)를 포함한다.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30)는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30)의 재생과 연
휴, 연동, 또는 동기하여 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내용을 갖는다.

  도 30 또는 도 31의 디스크(1)에 기록된 ENAV 콘텐츠(30)를 재생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예컨대, DVD 메뉴(VMG
메뉴 또는 VTS 메뉴)에 ENAV 콘텐츠(30)의 선택 버튼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커서키와 엔터키의 조작으로 ENAV 콘텐츠
버튼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과, DVD-비디오 플레이어의 내부 커맨드(GoTo 커맨드나 점프 커맨드 등의 내비베이션 커맨
드)에 의해 자동으로 ENAV 콘텐츠(30)에 액세스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선택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다음은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메뉴에 표시된 버튼(여기서
는 ENAV 콘텐츠 선택 버튼)을 선택(selection)하고 결정(action)하여 그 버튼에 대응하는 콘텐츠(여기서는 ENAV 콘텐츠
(30))를 재생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DVD-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채용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다.

  후자의 내부 커맨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GoTo 커맨드가 연산 코드, 예약 영역 및 GoTo 피연산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커맨드의 포맷은 종래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연산 코
드 및 피연산자의 내용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연산 코드 "0000h" ∼ "0003h"는 DVD-비디
오 규격(버젼 1.0)에 의해 이미 정의된 내용을 갖기 때문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ENAV 콘텐츠(30)로 이동하는 제어를
구성하는 새로운 연산 코드 "0004h"를 정의한다. ENAV 콘텐츠(30)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그 GoTo 커맨드의
피연산자에 를 기록할 수 있다.

  점프 커맨드는 연산 코드와 점프 피연산자와 예약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커맨드의 포맷은 종래의 DVD-비디오 규
격(버젼 1.0)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연산 코드 및 피연산자의 내용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연산 코드 "300lh" ∼ "3008h"는 DVD-비디오 규격(버젼1.O)에 의해 이미 정의된 내용을 갖
기 때문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점프 커맨드의 연산 코드로서 ENAV 콘텐츠(30)로 점프하는 제어를 구성하는 새로운
연산 코드 "3009h"를 정의한다. ENAV 콘텐츠(30)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그 점프 커맨드의 피연산자에 기록될
수 있다.

  도 30 또는 도 31에 예시된 DVD 비디오 디스크(1)의 DVD-비디오 콘텐츠(10)는 영화, 멀티스토리 드라마, 멀티앵글 영
상 데이터 첨부 음악 프로그램 등에 한정되지 않고, 컴퓨터 게임과 같은 보다 높은 대화 특성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포
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ENAV 시스템)이 삽입된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구성예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이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는 도 30 또는 도 3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종래의 DVD-비
디오 규격(버젼 1.0)과 호환성을 갖는" 향상된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그 기록 내용(DVD-비디오 콘텐츠(10) 및/또
는 ENAV 콘텐츠(30))를 재생하여 처리하고, 또,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으로부터 ENAV 콘텐츠(일종의 웹 콘텐츠)(30W)
를 취득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도 1의 블록 구성에 있어서, DVD 재생 제어기(220),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
ENAV 해석기(330) 등은 도시 생략한 조립 프로그램(펌웨어)에 기초하여 각 블록 구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컴퓨
터(및/또는 하드웨어 로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 6 등의 흐름도의 처리는 상기 펌웨어를 실행하
는 마이크로 컴퓨터(도시 생략)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이 펌웨어를 실행할 때에 사용하는 작업 영역(work area)은, 각 블
록 구성 내의 도시하지 않은 반도체 메모리(및 필요에 따라서는 하드 디스크)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도 1의 플레이어(100)에 의해 재생되는 디스크(1)에는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구조를 갖는 DVD-비디오 콘텐츠(10)
와,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구조 이외의 정보(동화상, 정지 화상,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텍스트 정보 등)
을 포함하는 ENAV 콘텐츠(30)가 기록되어 있다. 인터넷 등으로부터 취득한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텍스트 정보 등의 웹 콘
텐츠는 ENAV 콘텐츠(30W)로서 플레이어(100)에 다운로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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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시예에 있어서, 디스크(1)상에 기록된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이외의 모든 영상·음성·텍스트 정보는 "ENAV 콘텐
츠(Enhanced Navigation contents)"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ENAV 콘텐츠에는, 영상·음성·텍스트 정보 이외에, 이들 영상
·음성·텍스트 정보를 DVD-비디오 콘텐츠(10)에 동기(또는 연휴 또는 연동)시켜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정보(ENAV 재생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는 디스크(1)상에 기록된 MPEG2 프로그램 스트림(DVD-비디오 콘텐츠(10))을 재
생하고 처리하기 위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과,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를 재생하고 처리하기 위한
ENAV 엔진(300)을 갖추고 있다. 이 플레이어(100)는 또한, 디스크(1)에 기록된 DVD-비디오 콘텐츠(10) 및/또는 ENAV
콘텐츠(30)를 독출하기 위한 디스크 유닛(통상은 DVD 디스크 드라이브로서 구성되고, 이 디스크 유닛은 종래 기술로 구
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구성의 도시는 생략함), 사용자에 의한 입력(사용자 조작(40))을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조작 유닛(플레이어(100)의 조작 패널 및/또는 리모콘: 그 구체적인 구성의 도시는 생략함), 및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 유닛을 갖추고 있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l.0)에 기초하여 DVD-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하기 위
한 장치이고, 디스크 유닛으로부터 판독한 DVD-비디오 콘텐츠(10)를 디코드하는 디코더 유닛(210) 및 DVD-비디오 콘
텐츠(10)의 재생 제어를 하는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를 포함한다.

  디코더 유닛(210)은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에 기초하는 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및 부영상 데이터를 각각 디코드하
고, 디코드된 영상·음성 데이터(D210)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버젼 1.0)에 기초하여 제조되는 통상의 DVD-비디오 플레이어의 재생 엔진과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된
다. 즉, 도 1의 플레이어(100)는 MPEG2 프로그램 스트림 구조를 갖는 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을 통상의 DVD-비디
오 플레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재생할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DVD 비디오 디스크(DVD-비디오 규격 버젼 1.0의 디스크)
의 재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덧붙여서,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ENAV 엔진(300)으로부터 출력되는 "DVD 제어 신호"에 따라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DVD-비디오
재생 중에 어떤 이벤트(예컨대 메뉴 호출 또는 타이틀 점프)가 발생했을 때에,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 상황을 나
타내는 "DVD 이벤트 신호"를 ENAV 엔진(300)에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에(DVD 이벤트 신호의 출력과 동시에, 또는 그
출력 타이밍 전후의 적당한 타이밍에),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특성 정보(예컨
대 플레이어(100)에서 설정된 음성 언어, 부영상 자막 언어, 재생 동작, 재생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디스크(1)의 내용 등)를
나타내는 "DVD 상태 신호"를 ENAV 엔진(300)에 출력할 수 있다.

  ENAV 엔진(300)은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와,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와, ENAV 해석기(330)와, 엘
리멘트 디코더(340)와,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사용자 조작(40)에 기초한 제어를 행한다. 제어기(310)는 사용자 조작(메뉴 호출, 타이틀
점프, 재생 시작, 재생 정지, 재생 일시 정지 등)에 대응한 사용자 이벤트를 사용자 조작 유닛에서 수취하거나, 또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 신호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부터 수취하여, 사용자 조작 또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 신호의
내용에 대응한 사용자 이벤트 (A)∼(C)를 발생한다.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서 출력된 "사용자 이벤트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01] 사용자 조작(40)에 의해서 전달된 사용자 이벤트 신호를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전달(사용자 이벤트 신
호 (A))하거나,

  [02] 전달을 금지("X")(사용자 이벤트 신호 (B))하거나,

  [03]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사용자 이벤트 신호를 전달(사용자 이벤트 신호 (C))한다.

  이 때, 상기 사용자 이벤트 신호는 이하와 같은 전달 제어가 행하여진다.

  [11]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 데이터(D210)를 출력하는 경우(풀 비디오 모드)에, 사용자 이벤트 신호 (A)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20)에 직접 출력된다. 이것은, 풀 비디오 모드에 있어서의 사용자 조작(40)이 통상의 DVD-비디
오 재생시의 것과 같기 때문이다.

  [12] ENAV 엔진(300)의 영상 데이터(D340)를 출력하는 경우(풀 ENAV 모드), 또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
상 데이터(D210)와 ENAV 엔진(300)의 영상 데이터(D340)를 합성하여 동시에 출력하는 경우(혼합 프레임 모드)에는 이
하와 같은 제어가 행하여진다.

  [121] 사용자 이벤트 신호가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출력될 때(사용자 이벤트 신호 (C)), 이벤트 생성·
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그 이벤트(메뉴 호출 등)에 대응하는 기능 호출을 DVD 제어 신호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
(200)의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출력한다.

  [122] 사용자 이벤트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의 양쪽에 동시에 출력된
다(사용자 이벤트 신호 (A)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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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DVD-비디오의 재생(예컨대, 현재 가동중인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 호환되지 않
는 재생 방법이거나 현재의 DVD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사용자 조작 제어(UOP)에 의해서 조작이 금지된 것)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 이벤트 신호의 전달은 차단(금지 또는 저지)된다(사용자 이벤트 신호 (B)의 "X").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전달된 사용자 이벤트 신호 (C)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ENAV 이벤트(및/또는
ENAV 특성)의 형태로 ENAV 해석기(330)에 보내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렇게 하면, ENAV 해석기(330)는 사용
자 이벤트 신호 (C)의 내용을 참조하여 레이아웃 제어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후술하는 도 3c에 있어서, 사용자가 도시하지 않은 리모콘의 커서키를 이용하여 콘텐츠(10 또는 30)의 윈도우 사
이즈를 변경하거나 그 표시 위치를 시프트시킨 경우에, 이 조작은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로서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
로부터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보내진다. 프로세서(320)는 그 사용자 이벤트 신호를 대응하는 ENAV 이
벤트(윈도우 사이즈 변경 이벤트 등) 및/또는 ENAV 특성(변경 후의 윈도우 사이즈를 나타내는 변수/파라메터 등)으로 변
환하고, 그 다음에, 상기 변환된 이벤트 및/또는 특성을 대응하는 레이아웃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그 변환된 신호를 영상
출력 제어기(352)로 보낼 수 있다.

  사용자 이벤트 신호 (A)∼(C)에 관해서는 도 14 이후의 흐름도를 적절하게 참조하여 후술한다.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와의 사이에서 DVD 상태 신호, DVD 이벤트 신
호 및/또는 DVD 제어 신호의 교환을 행하거나, 또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와의 사이에서 사용자 이벤트 및/또는 사
용자 이벤트 제어 신호의 교환을 행한다. 또한,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해석기(330)와의 사이에서
ENAV 이벤트, ENAV 특성 및/또는 ENAV 커맨드의 교환을 행한다. 즉,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입력
DVD 상태 신호를 ENAV 특성으로서 출력하고, 입력 DVD 이벤트 신호를 ENAV 이벤트 신호로서 출력하며, 또는 입력
ENAV 커맨드를 대응하는 DVD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그 DVD 제어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
과 ENAV 엔진(300)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제어기(220)로부터의 DVD 상태 신호 및 DVD 이벤트 신호,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로부터의 사용자 이벤트, 및/또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의 ENAV 커맨드의 내용에 따라서, 영상 데이터 및/또는 음성 데이터의 출력 상태를 제어하는
신호를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에 보낸다.

  다시 말하면,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해석기(330)에서 해석된 내용(커맨드) 또는 입력 장치로부
터의 사용자 이벤트에 기초하여,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와의 사이에서 DVD 비디오 디스크(1)의 재생 상황에 관
한 제1 신호(DVD 제어 신호, DVD 이벤트 신호, DVD 상태 신호)의 교환을 행함과 동시에, ENAV 해석기(330)와의 사이
에서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의 내용(스크립트)에 관한 제2 신호(ENAV 이벤트, ENAV 커맨드, ENAV 특성)의
교환을 행하고, 교환된 제1 신호 및 제2 신호의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의 신호 출력 상태를 제
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콘텐츠(30)(30W)를 해석하고 나서, DVD-비디오 재
생 엔진(200)과 ENAV 엔진(300)과의 사이에서 제어 신호 등의 변환을 행한다. 구체적으로, 처리기(320)는 예컨대 이하
와 같은 신호 출력/신호 변환을 행한다:

  <A> 처리기(320)는 ENAV 콘텐츠(30)(30W)를 해석하고 나서, (a) 사용자 조작 유닛으로부터 입력된 사용자 조작(4O)
에 대응하는 사용자 이벤트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이벤트 제어 신호", (b)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서 DVD-비디
오 콘텐츠(10)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DVD 제어 신호", 및/또는 (c)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영상·음성
출력과 ENAV 엔진(300)으로부터의 영상·음성 출력을 전환하기 위한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B> 프로세서(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보내지고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 상황을 나타내
는 "DVD 이벤트 신호"의 내용(이벤트가 메뉴 호출인지, 타이틀 점프인지 등을 나타내는 내용)을 해석하고, 해석한 DVD
이벤트 신호의 내용을, ENAV 콘텐츠(30)(30W)에서 정의되어 있는 대응하는 이벤트 신호로 변환한다(예컨대 메뉴 호출의
DVD 이벤트 신호를 ENAV 에서의 메뉴 호출의 이벤트 신호로 변환한다).

  <C> 프로세서(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보내지고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특성을 나타내는
"DVD 상태 신호"의 내용(현재의 음성 언어 및 현재 디스크 재생 동작 중인지 등을 나타내는 내용)을 해석하고, 해석된
DVD 상태 신호의 내용을 ENAV 콘텐츠(30)(30W)에서 정의되어 있는 대응하는 특성 신호로 변환한다(예컨대, 현재의 음
성 언어가 일본어인 것을 나타내는 DVD 상태 신호를 ENAV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본어를 지정하는 특성 신호로 변환
한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ENAV 해석기(330)는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얻은 ENAV 콘텐츠(30) 또는 인터넷 등으로부
터 얻은 ENAV 콘텐츠(30W)에 포함된 재생 제어 정보(ENAV 재생 정보)의 구문 해석(parsing) 및 해석(interpreting)을
행하여 ENAV 엔진(300)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ENAV 재생 정보에 이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로서는, 전술한
HTML/XHTML, SMIL 등의 마크업 언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전술한 마크업 언어와 함께 ECMAScript 등의 스크립
트 언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마크업 및 스크립트의 구문 해석 및 해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예컨대 HTML, XHTML, 및 SMIL, 또는
ECMAScript 및 JavaScript 같은 공지 기술에 있어서의 구문 해석 및 해석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사용하는 하드
웨어는 도 1의 설명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마이크로 컴퓨터이다). 본 발명을 실시할 때에 이용하는 ENAV 재생 정보는
DVD 비디오 디스크 및/또는 ENAV 콘텐츠의 재생에 관련된 특유의 커맨드나 변수를 이용한다. 예컨대, 어떤 이벤트에 응
답하여 DVD-비디오 또는 ENAV 콘텐츠의 재생 내용을 전환하는 커맨드는 ENAV 재생 정보에 있어서의 마크업 또는 스
크립트에 특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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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V 재생 정보에 있어서의 마크업 또는 스크립트에 특유한 커맨드 및 변수의 다른 예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
(200) 및/또는 ENAV 엔진(300)으로부터의 영상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한 커맨드 및 변수(사이즈 변경을 지시하는 커맨드
와 변경 후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변수)와, 그 영상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커맨드 및 변수(표시 위치의 변경을 지시하는
커맨드와 변경 후의 좌표 위치를 지정하는 변수: 표시 대상이 후술하는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면상에서 오버랩핑할
때는 중복되는 상하 위치 관계를 지정하는 변수도 부가된다)가 사용된다. 또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 및/또는
ENAV 엔진(300)으로부터 보내지고 음성 레벨을 변경하기 위한 커맨드 및 변수(음성 레벨의 변경을 지시하는 커맨드와
변경 후의 음성 레벨을 지정하는 변수)와, 사용되는 음성 언어를 선택하기 위한 커맨드 및 변수(사용되는 음성 언어의 변경
을 지시하는 커맨드와 변경 후의 언어의 종류를 지정하는 변수)가 사용된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에
있어서 사용자 이벤트를 제어하는 커맨드 및 변수(사용자 이벤트 신호 (A), (B) 및 (C) 사이에서의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사용된다.

  ENAV 해석기(330)는, 위에서 예시한 것과 같은 ENAV 재생 정보의 마크업 및 스크립트의 커맨드/변수에 기초하여, 도
시를 생략한 외부 모니터 등에 표시하여야 할 영상 데이터(영상 데이터 D352)의 화면상의 레이아웃, 영상 데이터의 사이
즈, 영상 데이터의 출력 타이밍, 영상 데이터의 출력 기간 및/또는 도시를 생략한 외부 스피커로부터 출력되는 음성 데이터
(음성 데이터 D354)의 음량 레벨, 음성 데이터의 출력 타이밍, 음성 데이터의 출력 기간을 제어하는 "레이아웃 제어 신호"
를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에 보낸다.

  엘리멘트 디코더(340)는 ENAV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동화상 데이터 등을 디
코드하는 것이고, 디코드 대상의 데이터에 대응하여 음성 디코더, 정지 화상 디코더, 텍스트 디코더 및 동화상 디코더를 포
함하고 있다. 예컨대 MPEG1으로 인코드된 ENAV 콘텐츠 내의 음성 데이터는 음성 디코더에 의해 디코드되어 비압축의
음성 데이터로 변환된다. 또한, MPEG 또는 JPEG로 인코드된 정지 화상 데이터는 정지 화상 디코더에 의해 디코드되어 비
압축의 화상 데이터로 변환된다. 마찬가지로, 예컨대 MPEG2로 인코드된 동화상 데이터는 동화상 디코더에 의해 디코드
되어 비압축의 동화상 데이터로 변환된다. 또한, ENAV 콘텐츠에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디코더에 의해 디코드되
어, 동화상 또는 정지 화상의 화상에 겹쳐질 수 있는 텍스트 화상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들 디코드된 음성 데이터, 화상 데
이터, 동화상 데이터 및 텍스트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영상·음성 데이터(D340)는 엘리멘트 디코더(340)로부터 영상·음
성 출력 유닛(350)에 보내진다.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엘리멘트 디코더(340)에 의해 디코드된 영상·음성 데이터(D340)와 DVD-비디오 재생 엔진
(200)으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음성 데이터(D210)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양자(D340과 D210)를 적절하게 혼합하
는 것이고, 영상 출력 제어기(352) 및 음성 출력 제어기(354)를 포함한다.

  영상 출력 제어기(352)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210의 영상 부분) 또는 ENAV 엔진
(300)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340의 영상 부분)를 선택하는 기능과, 이들 영상 데이터(D210과 D340)의 크기 변경 및/
또는 그 위치를 이동시켜 양쪽의 영상 데이터(D210과 D340)을 동시에(영상 데이터 D352로서)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 구체적으로, 제어기(352)는 디지털 영상 믹서, 스위쳐(switcher) 등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ENAV 엔진(300)에 있어서의 영상 출력 제어기(352)는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음
성 출력 제어 신호" 및/또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 출력되는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
진(200)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210)를 출력(풀 비디오 모드)하거나, ENAV 엔진(300)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340)
를 출력(풀 ENAV 모드)하거나, 또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210)와 ENAV 엔진(300)으
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340)의 양자를 합성하여 출력(혼합 프레임 모드)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영상 출력 제어기(352)는, (1)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만 영상 데이터(D210)가 출력되고 ENAV 엔
진(300)의 영상 데이터(D340)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 출력(D210)을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영상 데이터(D352)로서 선택하고, (2) ENAV 엔진(300)으로부터만 영상 데이터(D340)가 출력되고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 데이터(D210)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ENAV 엔진(300)의 영상 출력(D340)을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영상 데이터(D352)로서 선택하며, (3) 사용자 조작 유닛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출력 방법에
따라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 출력(D210) 및/또는 ENAV 엔진(300)의 영상 출력(D34O)을 전환하여 선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제어기(352)는,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지정된 타이밍에 영상의 출력을 개시/종료하거나, 지정된 기간동
안에만 영상 데이터의 출력을 계속하거나, 지정된 위치(예컨대, 챕터 번호나 시간 정보)로부터의 영상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도 32는,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3 개의 챕터로 구성되는 DVD-비디오 콘텐츠의 영상 데이터가 ENAV 콘텐츠
의 ENAV 재생 정보에 따라서 출력되는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챕터 1의 영상 데이터의 일부가 먼저 재생되고, 다음
에 챕터 3의 영상 데이터의 일부가 재생되며, 그 다음에 ENAV 콘텐츠의 동화상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및/또는 텍스트
데이터가 재생되고, 마지막으로 챕터 2의 영상 데이터와 ENAV 콘텐츠의 동화상 데이터 등이 합성되어 재생된다.

  음성 출력 제어기(354)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음성 데이터(D210의 음성 부분) 또는 ENAV 엔진
(300)으로부터의 음성 데이터(D340의 음성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과, 상기 음성 데이터(D210과 D340)의 음량 레벨 변경
및/또는 혼합을 행하여 양방의 음성 데이터(D210과 D340)의 합성된 음성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 D354로서)출력하는 기
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제어기(354)는 디지털 음성 믹서, 스위쳐 등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ENAV 엔진(300)에 있어서의 음성 출력 제어기(354)는, 이벤트 생성. 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음성 출력 제어 신호" 및/또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 출력되는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음성 출력(D210), ENAV 엔진(300)으로부터의 음성 출력(D340), 또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
(200)으로부터의 음성 데이터(D210)와 ENAV 엔진(300)으로부터의 음성 데이터(D340)의 양방을 합성하여 출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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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예컨대, 음성 출력 제어기(354)가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음성 데이터(D210)와 ENAV 엔진
(300)으로부터의 음성 데이터(D340)의 양방을 합성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음성 데이터(D210의 음성 데이터 부
분과 D340의 음성 데이터 부분)의 레벨을 조정하고 그 데이터들을 믹싱하여 음성 데이터(D354)를 출력한다.

  또한, 음성 출력 제어기(354)는, (1)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만 음성 데이터(D210)가 출력되고 ENAV 엔
진(300)의 음성 데이터(D340)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음성 출력(D210)을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음성 데이터(D354)로서 선택하고, (2) ENAV 엔진(300)으로부터만 음성 데이터(D340)가 출력되고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음성 데이터(D210)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ENAV 엔진(300)의 음성 출력(D340)을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음성 데이터(D354)로서 선택하며, (3) 사용자 조작 유닛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출력 방법에
따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음성 출력(D210) 및/또는 ENAV 엔진(300)의 음성 출력(D340)을 전환하여 선택하
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제어기(354)는,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지정된 타이밍에서 음성의 출력을 개시/종료하거나, 지정된 기간동
안에만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계속하거나, 지정된 위치(예컨대 챕터 번호 또는 시간 정보)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도 33은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하나의 챕터로 구성되는 DVD-비디오 콘텐츠의 음성 데이터가 ENAV 콘텐츠의
ENAV 재생 정보에 따라서 출력되는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챕터 1의 음성 데이터의 일부를 먼저 재생하고, 다음에
무음 구간이 존재한 후 다시 챕터 1의 음성 데이터의 일부와 ENAV 콘텐츠의 음성 데이터를 합성하여 재생하며, 그 다음에
ENAV 콘텐츠의 음성 데이터를 재생한다.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내의 ENAV 엔진(300)은,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판독된 ENAV 콘텐츠(30)
중의 ENAV 재생 정보를 ENAV 해석기(330)에 보내기 위한 인터페이스(400)와, 판독된 ENAV 콘텐츠(30) 중의 데이터
본체(음성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동화상 데이터 등)를 엘리멘트 디코더(340)에 보내기 위한 인터페이
스(40O*)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상기 인터페이스(4OO 및 4OO*)는 도 1의 인터페이스 접속 유닛과는 다른 인
터페이스(제1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는, 인터넷등의 통신 회선으로부터 ENAV 콘텐츠(30W)를 수취하고, 수취한 콘텐츠
(30W) 중의 ENAV 재생 정보를 ENAV 해석기(330)에 보내기 위한 인터페이스(400W)와, 수취한 ENAV 콘텐츠(30W) 중
의 데이터 본체(음성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동화상 데이터 등)를 엘리멘트 디코더(340)에 보내기 위한
인터페이스(400W*)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인터페이스(400W 및 400W*)는 도 1의 인터페이스 접속 유닛(제2 인터페이
스)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도 1의 ENAV 엔진(300)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ENAV 엔진(300)은,

  * ENAV 콘텐츠(30)(또는 30W)에 포함된 재생 제어 정보(ENAV 재생 정보)의 내용을 구문 해석 및 해석하는 언어 해석
기(ENAV 해석기)(330)와,

  * ENAV 해석기(330)에서 구문 해석 및 해석된 재생 제어 정보(ENAV 재생 정보)에 포함된 커맨드(ENAV 커맨드)를 실
행하는 정보 처리기(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와,

  * ENAV 콘텐츠(30)(또는 30W)에 포함된 그 밖의 콘텐츠(음성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동화상 데이터
등)에 대응하는 영상·음성 데이터(D340)를 생성하는 엘리멘트 디코더(340)와,

  * 정보 처리기(320)에 있어서의 ENAV 커맨드의 실행 결과에 기초하여, 엘리멘트 디코더(340)에서 생성된 영상·음성 데
이터(D340)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서 재생된 영상·음성 데이터(D210)에 합성하여 그 합성된 데이터를 출력하
거나, 또는 영상·음성 데이터(D210)와 영상·음성 데이터(D340)의 한쪽을 선택하여 그 선택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유
닛(영상·음성 출력 유닛)(350)과,

  * DVD-비디오 재생 장치의 사용자 조작(40)에 대응한 사용자 이벤트를 생성하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

  를 구비하고 있다.

  정보 처리기(320)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이벤트에 대응한 처리를 실행하도록(예컨대 후술
하는 도 14의 ST92∼ST116 등) 구성되는 점에 주목한다. 출력 유닛(350)은 사용자 이벤트에 대응한 처리의 실행 결과에
기초하여, 엘리멘트 디코더(340)에서 생성된 영상·음성 데이터(D340)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서 재생된 영상·
음성 데이터(D210)에 합성하여 그 합성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또는 영상·음성 데이터(D210)와 영상·음성 데이터(D340)
의 한쪽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도 2a 내지 도 2c는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과 ENAV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을 멀티프
레임 출력으로써 출력하는 경우의 표시예를 설명하는 도이다.

  도 1의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서의 디코더 유닛(210)은,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에서의 디코더 유닛과 같
이,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DVD-비디오 콘텐츠(10) 중의 동화상 정보, 음성 정보, 부영상 정보 등을 디코드하여 출
력하는 기구를 구비한다. 도 2a는 이 DVD-비디오 콘텐츠(10) 중의 동화상 및/또는 부영상 부분(D210)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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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V 엔진(300)의 엘리멘트 디코더(340)는, 도 30(또는 도 31)의 DVD 비디오 디스크(1)에 기록되어 있는 ENAV 콘텐
츠(30) 및/또는 인터넷 등으로부터 취득되는 ENAV 콘텐츠(웹 콘텐츠)(30W) 중의 동화상 정보(애니메이션 포함), 정지 화
상 정보, 음성 정보, 텍스트 정보를 디코드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 2b는 상기 ENAV 콘텐츠(30)(또는 30W)
에 포함된 복수의 동화상 및/또는 정지 화상 부분(30A∼30C)(D340)을 예시하고 있다.

  도 2a의 DVD-비디오 콘텐츠 화상(10)과 도 2b의 ENAV 콘텐츠 화상(30A∼30C)을 합성하여 출력하는 경우, 도 1의 영
상 출력 제어기(352)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 레이아웃 제어 신호를 수취하고, 수취한 레이아웃 제어 신호에 기초하
여 DVD-비디오 콘텐츠(10)의 화면 사이즈를 조정(여기서는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도 2a의 DVD-비디오 콘텐츠(10)의
화소들은 도 2b의 여백 영역(ENAV 콘텐츠(30A∼30C)의 어느 것도 표시되지 않는 영역)의 수직 및 수평 화소 사이즈에
들어가도록 추출될 수 있다.

  영상 출력 제어기(352)가 DVD-비디오 콘텐츠(10)의 화면 사이즈를 조정(축소)한 후에 얻어진 콘텐츠(10)를 도 2b의 여
백 영역에 끼워 넣는(비디오 믹싱) 조작을 행하면, 도 2c에 도시한 바와 같이, DVD-비디오 콘텐츠 재생 화상과 ENAV 콘
텐츠 재생 화상이 합성된 멀티프레임 영상 출력(D352)이 얻어진다.

  도 3a 내지 도 3c는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과 ENAV 콘텐츠측의 재생 영상을 멀티윈
도우(오버랩핑 윈도우) 상에 출력하는 경우의 표시예를 설명하는 도이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210)와 ENAV 엔진(300)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340)의 양방
을 출력하는 방법은, ENAV 콘텐츠(30)(또는 30W) 내의 ENAV 재생 정보의 설명에 따라서,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각의 화상의 사이즈를 조정하여 이들 영상 데이터를 분할 프레임 영역에 멀티프레임 출력으로서 출력하는 전술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ENAV 재생 정보의 설명에 따라서, DVD-비디오 콘텐츠(10)(도 3a) 및 ENAV 콘텐츠(30)(도 3b) 각
각의 화상의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고, 도 3c에 예시된 바와 같이, 사이즈 조정된 콘텐츠(10, 30)는 오버랩핑 윈도우(멀티
윈도우) 상에 출력될 수 있다. 이러한 오버랩핑 윈도우(멀티윈도우)의 표시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주지의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도 4a 내지 도 4e는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측의 재생 음성과 ENAV 콘텐츠측의 재생 음성을 합성하
는 경우의 예를 설명하는 도이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음성 출력(D210)이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아날로그 파형이고 음성 출력
(D340)이 도 4c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아날로그 파형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DVD-비디오 음성 데이터(D210)의 음량 레
벨과 ENAV 음성 데이터(D340)의 음량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를 그대로 합성하면 음량 레벨이 작은 측의 음
성 데이터의 청취가 어렵게 된다. 그 때문에, DVD-비디오 음성 데이터(D210)의 평균 음량 레벨과 ENAV 음성 데이터
(D340)의 평균 음량 레벨이 등가로 되도록, 도 1의 음성 출력 제어기(354)가 음량 레벨 조정을 행하게 된다(디지털 데이터
의 레벨 조정은 음성 데이터의 비트를 시프트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의 레벨 조정은 아날로그 테입
레코더 등의 공지된 자동 음량 조정 회로를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음량 레벨 조정의 결과, 도 4a의 음성 출력(D210)은 도 4b와 같이 조정되고, 도 4c의 음성 출력(D340)은 도 4d와
같이 조정된다. 이와 같이 음량 레벨이 조정된 DVD-비디오 재생 음성 데이터(도 4b)와 ENAV 콘텐츠 재생 음성 데이터
(도 4d)이 합성되면, 도 4e와 같은 파형의 음성 출력(D354)이 얻어진다.

  도 4의 예의 효과로서, 합성되는 음성 데이터의 한쪽(예컨대 D210)이 음악없는 낭독 등인 경우에, 다른 음성 데이터
(D340)는 배경 음악(BGM)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4a의 DVD-비디오 재생 음성 데이터(D210)의 음량 레벨 조정은 소정의 감쇠 계수 ATT-1(= 0∼1)를 승산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고, 도 4c의 ENAV 콘텐츠 재생 음성 데이터(D340)의 음량 레벨 조정은 소정의 감쇠 계수 ATT-2(= 0∼1)를
승산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의 감쇠 계수 ATT-1 및/또는 ATT-2는 ENAV 재생 정보 중에서 정
의된 "음량 변경 커맨드 "의 변수로서 부여될 수 있다.

  도 5는 DVD-비디오 재생 출력(DVD-비디오 메뉴) 및 ENAV 재생 출력(ENAV 메뉴)이 내부 커맨드에 의해 변화하는 예
를 설명하는 도이다. 도 6은 커맨드에 의한 메뉴 호출과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비디오 콘텐츠측의 메뉴 표시예(풀 비디오 모드)를 설명하는 도이다. 도 8은 ENAV 콘
텐츠측의 메뉴 표시예(풀 ENAV 모드)를 설명하는 도이다. 도 11은 비디오 콘텐츠와 ENAV 콘텐츠의 합성 메뉴의 표시예
(혼합 프레임 모드(혼합 모드))를 설명하는 도이다.

  메뉴 호출의 실행이 DVD-비디오 콘텐츠(10)에 포함된 소정의 타이틀(예컨대 도 30 또는 도 31의 VTS#1)의 말단에서
포스트 커맨드(post-command)로서 설정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경우,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타이틀 재생 종
료시에 메뉴 호출을 실행하고, ENAV 엔진(300)에 대하여 메뉴 호출이 실행되는 것(또는 메뉴 호출이 실행된 것)을 나타
내는 DVD 이벤트 신호를 출력한다. 이 때, 대기 상태로 있는 ENAV 엔진(300)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보내진 DVD 이벤트 신호를 수신하면, ENAV 콘텐츠(30)의 내의 ENAV 재생 정보에 따라서, ENAV 엔진 동작을 실행한
다.

  전술한 ENAV 재생 정보는 메뉴 호출 실행을 의미하는 DVD 이벤트 신호를 수신할 때 실행되는 ENAV 콘텐츠(ENAV 메
뉴) 및 이 때의 모드(풀 프레임 모드/풀 비디오 모드, 풀 ENAV 모드 또는 혼합 프레임 모드)의 전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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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도 5∼도 8 및 도 11을 참조하여,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서의 메뉴 호출(DVD-비디오 플레이어의
내부 커맨드에 의한 것)에 관련된 동작의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는, 플레이어(100)의 내부 커맨드(프리 커맨드나
포스트 커맨드 등)에 의해 메뉴 호출이 실행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측에서는 주어진 타이틀이 재생된다(스텝 ST10, 스텝 ST12의 NO; 도 5에서 최상단의
"DVD-비디오 재생"에 대응). 타이틀 재생이 종료하면(스텝 ST12의 YES), 포스트 커맨드(플레이어(100)의 내부 커맨드)
에 의해 메뉴 호출이 실행된다(스텝 ST14; 도 5에서 최상단의 "하향 화살표"에 대응). 그러면,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
(220)는 메뉴 호출을 나타내는 DVD 이벤트 신호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보내고(스텝 ST16), 영상 출
력 제어기(352)는 메뉴 영상 데이터(D352)를 도시하지 않은 TV 모니터에 보낸다. 그 다음에, 예컨대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메뉴가 TV 모니터의 표시 스크린상에 표시된다(스텝 ST18; 도 5에서 최상단의 "DVD-비디오 메뉴 표시"에 대응).

  ENAV 엔진(300)측에서는, ENAV 해석기(330)가 ENAV 콘텐츠(30)를 취득하고(스텝 ST20),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와의 사이에서 커맨드/이벤트/특성을 교환할 준비가 된 후,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대기한다(스텝
ST22, 스텝 ST24의 NO; 도 5에서 2단 번째의 "이벤트 대기" "에 대응). 만일, 스텝 ST16에서 "메뉴 호출을 나타내는
DVD 이벤트 신호"가 출력되고,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가 이 DVD 이벤트 신호를 수취하면(스텝 ST24의
YES; 도 5에서 2단 번째의 "하향 화살표"에 대응), ENAV 해석기(330)는 수취한 ENAV 콘텐츠(30)가 ENAV 메뉴 콘텐츠
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만일 ENAV 콘텐츠(30)에 ENAV 메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으면(스텝 ST26의 NO),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풀 비디오 모드"로서,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28).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ENAV 엔진(300)은 이벤트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
(스텝 ST30).

  한편, ENAV 콘텐츠(30)에 ENAV 메뉴 콘텐츠가 존재하면(스텝 ST26의 YES),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의 ENAV 커맨드에 따라서 ENAV 메뉴 처리를 실행한다(스텝 ST32). 이 때, 이벤트 생성·커맨
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엔진의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풀 ENAV 모드"로서 영상·
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34).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
서, ENAV 엔진(300)의 영상(ENAV 메뉴)·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ENAV 콘텐츠(30) 중의 ENAV 메뉴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화상(애니메이션 포함)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터, 음
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들은 엘리멘트 디코더(340) 내의 각 대응 디코더에 보내져서 디코
드된다. 디코드된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D352)로서 도시 생략한 모니터 TV에 보내져서, 그 모니터 TV의 표시 스크린상
에 ENAV 메뉴로서 표시된다(스텝 ST36; 도 5에서 2단 번째의 "ENAV 메뉴 표시"에 대응). 그 다음에, ENAV 엔진(300)
은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스텝 ST30).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메뉴 데이터(D210)를 출력하고, ENAV 엔진(300)이 ENAV 메뉴 데이터
(D340)를 출력할 때,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부터의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에 따라서 영상 출력 전환이
행하여지면(도 5에서 3단 번째의 "하향 화살표"에 대응), ENAV 엔진(300)은 다음 2가지 처리 중의 하나를 기기의 설정,
사용자 조작, ENAV 재생 정보 등에 따라서 전환하고 선택할 수 있다(도 5의 하단 참조):

  (1) 풀 비디오 모드에서의 DVD-비디오 재생으로부터 풀 ENAV 모드에서의 ENAV 메뉴 표시, 및

  (2) 풀 비디오 모드에서의 DVD-비디오 재생으로부터 풀 비디오 모드에서의 DVD-비디오 메뉴 표시.

  또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메뉴의 데이터(D210)를 출력하고, ENAV 엔진(300)이 ENAV 메뉴
의 데이터(D340)를 출력할 때, 스텝 ST32∼ST36의 처리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동화상 등)(10) 및 ENAV 콘텐
츠(동화상 등)(30)의 양자로 구성되는 메뉴를 혼합 프레임 모드로 표시할 수 있다. 도 11은 그 경우의 표시예를 도시한다.

  DVD-비디오 메뉴(도 7)는 하나의 동화상밖에 표시할 수 없지만, ENAV 메뉴(도 8)는 각각의 메뉴창 및 선택 버튼에 대
하여 동화상(애니메이션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 의한 영상 출력(D210)과 ENAV
엔진(300)에 의한 영상 출력(D340)을 이용하여, DVD-비디오 콘텐츠(10)의 동화상 뿐만 아니라 ENAV 콘텐츠의 동화상
도 포함하는 ENAV 메뉴(도 11)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6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DVD 비디오 디스크
(도 30 또는 도 31의 1)로부터 DVD-비디오 콘텐츠(10) 및 ENAV 콘텐츠(30)를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를 재생하는 시스템
에 있어서,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DVD-비디오 콘텐츠(10)가 획득된다(스텝 ST10). 그 다
음에,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ENAV 콘텐츠(30)가 획득되고(스텝 ST20), 그 획득된 ENAV
콘텐츠(30)의 내용이 획득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에 대응한 소정의 이벤트(스텝 ST16)에 따라서 실행된다(스
텝 ST32).

  이하, 도 1의 시스템 구성에 이용되는 모드(DVD-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디오 모드와 ENAV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
화형 모드) 및 표시 모드에 관해서 설명한다. 비디오 모드에 있어서의 표시 모드는 풀 비디오 모드(도 7 등)만을 포함하지
만, 대화형 모드에 있어서의 표시 모드는 3 개의 다른 모드 즉, 풀 비디오 모드(도 7 등)와 풀 ENAV 모드(도 8 등)와 혼합
프레임 모드(도 11 등)가 있다. 이들 표시 모드는 예컨대 이하와 같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비디오 모드에서 순수히 DVD-비디오 재생만을 할 때는 풀 비디오 모드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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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화형 모드에서 DVD-비디오만이 표시되는 경우(그러나 ENAV 엔진은 그 배경으로써 가동하고 있음)에는 풀 비
디오 모드가 이용된다. 또한, ENAV 콘텐츠가 표시되는 경우(그러나 DVD-비디오 재생은 그 배경으로써 행해지고 있음)
에는 풀 ENAV 모드(풀 내비게이션 모드)가 이용된다. 더 나아가서, ENAV 엔진이 가동하는 동안 DVD-비디오 재생이 행
하여지고 있는 경우 및 DVD-비디오 재생 화상과 ENAV 콘텐츠의 재생 화상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에는 혼합 프레임 모드
(혼합 모드)가 이용된다.

  도 9는 DVD-비디오 재생 출력(DVD-비디오 챕터 재생) 및 ENAV 재생 출력(ENAV 콘텐츠 재생)이 내부 커맨드에 의해
변화하는 예를 설명하는 도이다. 도 10은 챕터 재생과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비디오 콘텐츠와 ENAV 콘텐츠의 합성 영상의 표시예(혼합 프레임 모드)를 설명하는
도이다.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챕터 A(예컨대, 도 30 또는 도 31의 VTS#1∼VTS#n 중 하나에 포함된 타이틀 PTT의 주어
진 부분을 이 챕터 A로 가정한다)의 마지막에 포스트 커맨드로서 타이틀 점프의 실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A의 재생 종료시에 다른 챕터 X에 타이틀 점프를 실행함과 동시에, ENAV
엔진(300)에 대하여 타이틀 점프가 실행되는 것(또는 타이틀 점프가 실행된 것)을 나타내는 DVD 이벤트 신호를 출력한
다. 대기 상태로 있는 ENAV 엔진(300)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보내져 온 DVD 이벤트 신호를 수신하
면, ENAV 콘텐츠(30) 중의 ENAV 재생 정보에 따라서 ENAV 엔진 동작을 실행한다.

  상기 ENAV 재생 정보는 타이틀 점프 실행을 의미하는 DVD 이벤트 신호를 수신할 때 실행해야 할 ENAV 콘텐츠에 관한
설명과, 이 때의 모드(풀 프레임 모드/풀 비디오 모드, 풀 ENAV 모드 또는 혼합 프레임 모드)의 전환에 관한 설명을 포함
하고 있다.

  이하, 도 9∼도 12를 참조하여,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 있어서의 타이틀 점프/챕터 전환(DVD-비디오 플
레이어(100)의 내부 커맨드에 의한 것)에 관련된 동작의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는, 플레이어(100)의 내부 커맨드
(프리 커맨드나 포스트 커맨드 등)에 의해 타이틀 점프가 실행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측에서는 주어진 타이틀 내의 챕터 A가 재생되고 있다(스텝 ST40, 스텝 ST42의 NO; 도 9
에서 최상단의 "DVD-비디오 재생(챕터 A)"에 대응). 그 타이틀의 챕터 A의 재생이 종료하면(스텝 ST42의 YES), 포스트
커맨드(플레이어(100)의 내부 커맨드)에 의해 타이틀 점프가 실행된다(스텝 ST44; 도 9에서 최상단의 "하향 화살표"에 대
응). 그 다음에,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타이틀 점프를 나타내는 DVD 이벤트 신호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 보내고(스텝 ST46), 영상 출력 제어기(352)는 점프 목적지 타이틀의 챕터 X의 영상 데이터(D352)를 도시
하지 않은 TV 모니터에 보낸다. 그 다음에, 그 챕터 X의 영상이 TV 모니터의 표시 화면상에 표시된다(스텝 ST48; 도 9에
서 최상단의 "DVD-비디오 재생(챕터 X)"에 대응).

  ENAV 엔진(300)측에서는 ENAV 해석기(330)가 ENAV 콘텐츠(30)를 취득하고(스텝 ST50),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와의 사이에서 커맨드/이벤트/특성을 교환하는 준비가 된 후,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대기한다(스텝
ST52, 스텝 ST54의 NO; 도 9에서 2단 번째의 "이벤트 대기"에 대응). 만일 스텝 ST46에서 "타이틀 점프를 나타내는
DVD 이벤트 신호"가 출력되고,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가 이 DVD 이벤트 신호를 수취하면(스텝 ST54의
YES; 도 9에서 2단 번째의 "하향 화살표"에 대응), ENAV 해석기(330)는 수취한 ENAV 콘텐츠(30) 중에 ENAV 메뉴의
콘텐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만일 ENAV 콘텐츠(30)중에 "타이틀 점프"에 대응한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으면(스텝 ST56의 NO), 이벤트 생성·커맨드/
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풀 비디오 모드"로서 영상·음성 출
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58). 그러면,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DVD-비
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챕터 X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ENAV 엔진(300)은 이벤트 대기의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스텝 ST60).

  한편, ENAV 콘텐츠(30) 중에 "타이틀 점프"에 대응한 콘텐츠가 존재할 때(스텝 ST56의 YES)는, 이벤트 생성·커맨드/특
성 처리기(320)가 ENAV 해석기(330)로부터의 ENAV 커맨드에 따라서 상기 "타이틀 점프"에 대응한 콘텐츠의 처리(예컨
대, 챕터 X가 드라마의 장면인 경우에 그 장면의 각본 텍스트를 표시하는 처리)를 실행한다(스텝 ST62). 이 때, 이벤트 생
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엔진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풀 ENAV 모드"로서 영상·음성 출
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64).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ENAV
엔진(300)의 영상(상기 예에서는 각본 텍스트 등)·음성(예컨대 그 드라마를 제작한 감독 또는 각본 작성자의 음성 코멘트
등) 데이터를 출력한다.

  ENAV 콘텐츠(30) 중의 각 데이터는 예컨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 정보(텍스트, 정지 화상, 동화상, 또는 애니
메이션)(30A), 스토리보드(정지 화상)(30B), 각본(텍스트)(30C) 및 기타 데이터(음성 데이터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 데
이터들은 엘리멘트 디코더(340) 내의 각 대응 디코더에 보내져서 디코드되고, 그 디코드된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D352)로
서 도시하지 않은 모니터 TV로 보내져서 그 모니터 TV의 표시 스크린상에서 ENAV 콘텐츠(30A∼30C)로서 표시된다(스
텝 ST66; 도 9에서 2단 번째의 "ENAV 콘텐츠 재생"에 대응). 그리고, ENAV 엔진(300)은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스
텝 ST60).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챕터 X 재생 데이터(D210)를 출력하고, 또한, ENAV 엔진(300)이 ENAV
콘텐츠 재생 데이터(D340)를 출력하고 있는 경우에, ENAV 엔진(300)은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부터의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에 따라 영상 출력의 전환이 행하여질 때(도 9에서 3단 번째의 "하향 화살표"에 대응), 기기의 설
정, 사용자 조작, ENAV 재생 정보 등에 따라서 다음 2 가지 처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도 9 하단의 2 개 컬럼 참조):

  (1) 풀 비디오 모드에서의 DVD-비디오 (챕터 A) 재생으로부터 풀 ENAV 모드에서의 ENAV 콘텐츠 재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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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풀 비디오 모드에서의 DVD-비디오 (챕터 A) 재생으로부터 풀 비디오 모드에서의 DVD-비디오 (챕터 X) 재생.

  또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챕터 X) 재생 데이터(D210)를 출력하고, ENAV 엔진(300)이 (챕터
X에 대응한) ENAV 콘텐츠 재생 데이터(D340)를 출력하고 있을 때, DVD-비디오 콘텐츠(동화상 등)(10) 및 ENAV 콘텐
츠(동화상 등)(30)의 양자로 구성된 표시 프레임은, 스텝 ST62∼ST66의 처리에 있어서, 혼합 프레임 모드로 표시될 수 있
다. 그 경우의 표시예를 도 12에 도시한다. 도 12에 있어서, 도 2c의 DVD-비디오 콘텐츠(10)에 대응하는 위치에 DVD-비
디오 재생 화상(영화 또는 드라마의 한 장면 등)(10A)이 표시되고, 도 2c의 ENAV 콘텐츠(30A∼30C)에 대응하는 위치에
다양한 ENAV 콘텐츠로서, 영화 정보(30A), 스토리보드(30B) 및 각본(30C)이 표시된다.

  도 12의 혼합 프레임 모드(혼합 모드)로 표시가 이루어질 때, 각본, 스토리보드, 영화의 정보, 출연자의 정보 등은, DVD-
비디오 콘텐츠(10)로서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재생하면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 변화(장면의 변화)와 동기
(또는 연동 또는 연휴)하여 전환 및 표시된다. 이들 정보(DVD-비디오의 재생 영상에 동기, 연동 또는 연휴하여 재생되는
각본 등의 정보)는 DVD 비디오 디스크(1)에 기록되어 있는 ENAV 콘텐츠(30)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
서 취득한 ENAV 콘텐츠(30W)를 이용할 수 있다.

  즉, DVD 비디오 디스크(1)의 콘텐츠 재생과 연휴, 연동 또는 동기하여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ENAV 콘텐츠는 디스크
(1)로부터 재생한 ENAV 콘텐츠(30)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 시스템(인터넷 등)으로부터 취득한 ENAV 콘텐츠(웹 콘
텐츠)(30W)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스크(1)로부터의 ENAV 콘텐츠(30) 및/또는 외부에서 취득한 ENAV 콘텐츠(30W)
를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함으로써,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만일, 도 6의 메뉴 처리와 도 10의 타이틀 점프 처리를 조합시키면, 도 10의 스텝 ST64에 있어서,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DVD-비디오/ENAV 혼성 메뉴를, 도 12의 표시 영역의 일부(예컨대 비디오 콘텐츠(10A)의 표시 영역)에 표시할 수
있다.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타이틀 점프에 대응하는 ENAV 콘텐츠(30)는 동화상(애니메이션 포함)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
터 및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들은 엘리멘트 디코더(340)의 각 대응 디코더에 보내져서
디코드된다. 그 다음에, 디코드된 내용은 도시하지 않은 TV 모니터의 표시 스크린상에서 ENAV 콘텐츠로서 표시된다.

  이 때, ENAV 콘텐츠(30) 중의 ENAV 재생 정보가 예컨대 DVD-비디오 콘텐츠(10) 및 ENAV 콘텐츠(30)를 사용하여 프
레임을 구성하도록 하는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에 영
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혼합 프레임 모드로서 출력한다. 그 다음에, 영상 출력 제어기(352) 및 음성 출력 제어기(354)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영상·음성 데이터(D210)와 ENAV 엔진(300)으로부터의 영상·음성 데이터
(D340)를 혼합하여 얻어진 영상 데이터(D352) 및 음성 데이터(D354)를 출력한다. 이 경우에, 영상 출력 제어기(352)는,
ENAV 콘텐츠(30)의 ENAV 재생 정보에 따라서, 영상 데이터(D210, D340)의 프레임의 사이즈/위치를 조정하고, 그 데이
터를 멀티프레임 출력(도 2c 또는 도 12)으로서 출력하거나 또는 멀티윈도우(도 3c)로 출력한다. 또한, 음성 출력 제어기
(354)는 음성 데이터(D210, D340) 각각의 레벨을 조정하고 적절하게 혼합시켜 출력한다.

  도 10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DVD 비디오 디스크
(도 30 또는 도 31의 1)로부터 DVD-비디오 콘텐츠(10) 및 ENAV 콘텐츠(30)를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를 재생하는 시스템
에 있어서,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DVD-비디오 콘텐츠(10)가 획득된다(스텝 ST40). 그 다
음에,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ENAV 콘텐츠(30)가 획득되고(스텝 ST50), 획득된 ENAV 콘
텐츠(30)의 내용은 획득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에 대응한 소정의 이벤트(스텝 ST46)에 따라서 실행된다(스
텝 ST62).

  도 13은 DVD-비디오 재생 출력(DVD-비디오 메뉴) 및 ENAV 재생 출력(ENAV 메뉴)이 사용자 조작(사용자 이벤트)에
의해 변화하는 예를 설명하는 도이다. 도 14는 사용자에 의한 메뉴 호출과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하, 도 13∼도 14를 참조하여,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 있어서의 메뉴 호출(사용자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에 관련된 동작을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사용자가 도시하지 않은 리모콘상
의, 또는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도시하지 않은 프론트 패널의 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를 표시시키고, 재차 메뉴 버
튼을 눌러 리쥼 재생(DVD 비디오 디스크(1)의 재생 도중에 메뉴 버튼이 눌러지면 비디오 재생이 일시정지되고, 메뉴 조작
이 종료하면 재생 일시정지 위치에서 재생이 자동적으로 재개되는 것)이 행하여지는 경우의 처리예를 설명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측에서는 주어진 영화의 타이틀이 재생된다(스텝 ST70, 스텝 ST72의 NO; 도 13에서 최상
단 및 3단 번째의 "최초의 DVD-비디오 재생"에 대응). 타이틀 재생의 도중에 사용자로부터 메뉴 호출이 있으면, 그 사용
자 이벤트 신호(A)가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보내진다(스텝 ST72의 YES; 도 13에서 최상단의 "최초의 하향 화
살표"에 대응). 그 다음에,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이 메뉴 호출에 의해 중단된 타이틀 재생 위치의 재생 시간(또
는 어드레스)의 정보를 일시 기억하고, 그 후 이 메뉴 호출에 대응한 처리를 실행한다(스텝 ST74). 그 결과, 음성 선택 버
튼 및 자막 언어 선택 버튼을 포함하는 DVD-비디오 메뉴(도시 생략)가 모니터 TV(도시 생략)의 스크린상에 표시된다(스
텝 ST76; 도 13에서 최상단의 "DVD-비디오 메뉴 재생"에 대응). 이 메뉴 표시는 사용자가 다음 조작(음성/자막의 선택,
타이틀 재생 버튼의 선택 등)을 행할 때까지 계속된다(스텝 ST78의 NO).

  사용자가 표시중인 메뉴로부터 예컨대 영어 음성과 일본어 자막을 선택하고, 다시 리모콘의 메뉴 버튼(또는 표시된 메뉴
중의 타이틀 재생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사용자 조작에 대응한 사용자 이벤트 신호 (A)가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보내진다(스텝 ST78의 YES; 도 13에서 최상단의 "2 번째의 하향 화살표"에 대응). DVD-비디오 재
생 제어기(220)는 이 사용자 이벤트에 대응하여 상기 일시 기억한 재생 시간 정보(또는 어드레스 정보)에 기초하여 리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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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실행한다(스텝 ST80). 그 결과, 지금까지 재생 중단되어 있던 타이틀의 메뉴 호출 직전의 장면으로부터 DVD 비디
오 디스크(1)의 재생이 자동적으로 재개된다(스텝 ST82; 도 13에서 최상단 및 3단 번째의 "2 번째 DVD-비디오 재생"에
대응).

  ENAV 엔진(300)측에서는, ENAV 해석기(330)가 ENAV 콘텐츠(30)를 취득하고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
와의 사이에서 커맨드/이벤트/특성을 교환할 준비가 된 후,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대기한다(스텝 ST92, 스텝
ST94의 NO; 도 13에서 2단 번째의 "최초의 이벤트 대기"에 대응).

  만일 사용자가 부근의 리모콘(도시 생략)상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스텝 ST94의 YES: 도 13에서 2단 번째의 "최초의 하
향 화살표"에 대응),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메뉴 호출의 사용자 이벤트 신호 (A) 및 (C)를 출력한다(스텝 ST96).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메뉴 호출의 사용자 이벤트 신호 (A)를 수취하고(스텝 ST72의 YES), 이벤트 생성·커맨
드/특성 처리기(320)는 메뉴 호출의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를 수취한다.

  스텝 ST92 이전에 취득한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가 ENAV 메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스텝 ST98의 NO),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비
디오 모드"로서 영상. 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100).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
력(D352, D354)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ENAV 엔진(300)은 이벤
트 대기의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스텝 ST102).

  한편,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가 ENAV 메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면(스텝 ST98의 YES), 이벤트 생성·커맨
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의 ENAV 커맨드에 따라서 ENAV 메뉴의 처리를 실행한다(스텝
ST104). 이 때,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엔진의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ENAV 모드"로서 영상. 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106).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
성 출력(D352, D354)으로서 ENAV 엔진(300)의 영상(ENAV 메뉴)·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 내의 ENAV 메뉴는, 예컨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화상 데이터(애니메이션 포
함), 정지 화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들은 엘리멘트 디코더(340) 내의 각 대
응 디코더에 보내져서 디코드된다. 디코드된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D352)로서 도시하지 않은 모니터 TV에 보내져서, 그
모니터 TV의 표시 스크린상에 메뉴로서 표시된다(스텝 ST108; 도 13에서 2단 번째 및 3단 번째의 "ENAV 메뉴 재생"에
대응). 그 다음에, ENAV 엔진(300)은 다시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스텝 ST102). 이 상태에서, ENAV 엔진(300)은 다음
이벤트(여기서는 사용자의 리모콘 조작 등)를 대기한다(스텝 ST110의 NO; 도 13에서 2단 번째의 "2 번째의 이벤트 대기
"에 대응).

  사용자가 부근의 리모콘(도시 생략)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스텝 ST110의 YES; 도 13에서 2단 번째의 "2 번째의 하향 화
살표"에 대응),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리쥼의 사용자 이벤트 신호 (A) 및 (C)를 출력한다(스텝 ST112). DVD-비디
오 재생 제어기(220)는 리쥼의 사용자 이벤트 신호 (A)를 수취하고(스텝 ST78의 YES),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320)는 리쥼의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를 수취한다.

  그 다음에,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
미하는 풀 비디오 모드"로서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114).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스텝 ST82; 이 처리는
도 13에서 3단 번째의 "2 번째의 DVD-비디오 재생"에 대응함).

  도 14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DVD-비디오 콘텐츠(10)의 타이틀 재생(스텝 ST70) 중에 사용자가 사
용자 조작 유닛(도시하지 않은 리모콘 또는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프론트 패널)의 메뉴 버튼을 누른 경우(스텝
ST94의 YES), ENAV 엔진(300)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이 메뉴 버튼 조작의 신호를 수신한다(스텝 ST72의
YES).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이 신호를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사용자 이벤트 신호(A)로서 출력하고,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로서 출력한다(스텝 ST96).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메뉴 호출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 (A)를 수신하고 DVD-비디오 메뉴를 재생한
다(스텝 ST76).

  대기 상태(스텝 ST92)에 있는 ENAV 엔진(300)은, 메뉴 호출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C)를 수신하면(스텝
ST96),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 중의 재생 제어 정보(마크업, 스크립트)에 따라서 동작을 실행한다. 이 재생 제어
정보에는 예컨대 메뉴 호출의 실행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C) 신호의 수신시에 실행하는 "ENAV 콘텐츠(ENAV 메뉴)"
와, 이 때의 "모드(풀 프레임 모드/풀 ENAV 모드 또는 혼합 프레임 모드)의 전환"에 관해서 기술되어 있다.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 중의 ENAV 메뉴는 동화상 데이터(애니메이션 포함), 정지 화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데이터는 엘리멘트 디코더(340)의 대응하느 디코더에 보내져서 디코드되어
ENAV 메뉴로서 표시된다(스텝 ST108). 이 때,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엔진의 영상·음성 데이터
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ENAV 모드로서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이 신호에 응답하여, 영상·음성 출력 유닛
(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ENAV 엔진(300)의 영상·음성(D340)을 출력한다. 만약에 ENAV 콘텐츠
(30)(및/또는 30W)가 ENAV 메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스텝 ST98의 NO)는,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비디오 모드로서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
를 출력한다.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
음성 데이터(D210)를 출력한다. 그 후, ENAV 엔진은 다시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스텝 ST102).

  메뉴 재생 중(스텝 ST76, ST108; DVD-비디오 메뉴는 풀 비디오 모드로 표시되고, ENAV 메뉴는 풀 ENAV 모드로 표
시된다)에 사용자가 사용자 조작 유닛(리모콘 또는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프론트 패널)의 메뉴 버튼을 누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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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T110의 YES), ENAV 엔진(300)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이 신호를 수신한다.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
는 이 신호를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사용자 이벤트 신호 (A)로서 출력하고,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320)에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로서 출력한다(스텝 ST112).

  이에 따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리쥼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 (A)를 수신하고, 이전에 재생하고 있었
던 DVD-비디오 타이틀의 재생을 재개한다(스텝 ST80∼ST82).

  ENAV 메뉴를 재생 중인 ENAV 엔진(300)에서는, 리쥼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를 수신하면, 이벤트 생성·커
맨드/특성 처리기(320)가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 중의 재생 제어 정보(마크업, 스크립트)에 따라서 영상·음성 출
력 제어 신호를 풀 비디오 모드로서 출력하고,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이 영상·음성 출력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
(200)의 영상·음성 데이터(D210)를 출력한다(스텝 ST114). 이 때, ENAV 엔진(300) 자체는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스
텝 ST116). 즉, ENAV 메뉴를 재생하고 있었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는 DVD-비디오 타이틀의 재생을 재개한다
(리쥼).

  도 15는 DVD-비디오 재생 출력(DVD-비디오 메뉴 또는 재생 일시정지) 및 ENAV 재생 출력(ENAV 메뉴)이 사용자 조
작(사용자 이벤트)에 의해 변화하는 예를 설명하는 도이다. 도 16 및 도 17은 사용자에 의한 메뉴 호출 또는 재생 일시정지
과 관련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처리와 ENAV 엔진의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 있어서의 메뉴 호출(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에 관련된 동작의 다른 예는 도
15∼도 17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사용자가 도시하지 않은 리모콘으로
부터 또는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도시하지 않은 프론트 패널로부터 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를 표시시키고, 재차 메
뉴 버튼을 눌러 재생을 재시작(DVD 비디오 디스크(1)의 재생 중에 메뉴 버튼이 눌러진 경우에 비디오 재생이 일시 정지되
고 메뉴 조작이 종료하면 디스크(1)의 일시 정지 위치에서 재생이 자동적으로 재개된다)시킬 때에 실행되는 처리예를 설명
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측에서는, 정해진 영화의 타이틀이 재생된다(도 16의 스텝 ST120, 스텝 ST122의 NO; 도
15에서 최상단 및 3단 번째의 "최초의 DVD-비디오 재생"에 대응). 타이틀 재생의 도중에 사용자가 메뉴 호출의 조작을 행
하면, 그 조작에 대응하는 DVD 제어 신호가 ENAV 엔진(300)으로부터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로 보내진다(스텝
ST122의 YES; 도 15에서 최상단의 "최초의 하향 화살표"에 대응). 그 다음에,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이 메뉴
호출 또는 일시 정지 온(pause ON)을 의미하는 DVD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타이틀 재생을 일시 정지하고, 그 후 메뉴 호
출 또는 일시 정지 온에 대응하는 처리를 실행한다(스텝 ST124). 그 결과, DVD-비디오 메뉴(도시 생략)가 모니터 TV(도
시 생략)의 스크린상에 표시되거나, 또는 재생이 일시 정지된 순간의 정지 화상이 스크린상에 표시된다(도 17의 스텝
ST126; 도 15에서 최상단의 "DVD-비디오 재생<일시 정지 또는 메뉴>"에 대응). 이 메뉴 표시 또는 스틸 재생은, 사용자
가 다음 조작(메뉴 버튼 조작, 일시 정지 버튼 조작 등)을 행할 때까지 계속된다(스텝 ST128의 NO).

  사용자가 도시하지 않은 리모콘에 의해 메뉴 버튼을 누르면 , 이 사용자 조작에 대응한 DVD 제어 신호가 ENAV 엔진
(300)으로부터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로 보내진다(스텝 ST128의 YES; 도 15에서 최상단의 "2 번째의 하향 화살
표"에 대응). 그 다음에,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이 사용자 이벤트에 대응한 DVD 제어 신호(스텝 ST124에서
메뉴가 실행된 경우는 리쥼, 또는 스텝 ST124에서 일시 정지 온이 실행된 경우는 일시 정지 오프를 의미함)에 기초하여,
일시 정지 상태(재생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제하거나, 또는 도 14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리쥼 처리를 실행한다(스
텝 ST130). 그 결과, 일시 정지된 재생 위치에 대응하는 장면으로부터 DVD 비디오 디스크(1)의 재생이 자동적으로 재개
된다(스텝 ST132; 도 15에서 최상단 및 3단 번째의 "2 번째의 DVD-비디오 재생"에 대응).

  ENAV 엔진(300)측에서는, ENAV 해석기(330)가 ENAV 콘텐츠(30)를 취득하고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
와의 사이에서 커맨드/이벤트/특성을 교환할 준비가 된 후,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대기한다(도 16의 스텝 ST142,
스텝 ST144의 NO; 도 15에서 2단 번째의 "최초의 이벤트 대기"에 대응).

  사용자가 부근의 리모콘(도시 생략)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스텝 ST144의 YES; 도 15에서 2단 번째의 "최초의 하향 화살
표"에 대응), ENAV 해석기(330)는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의 ENAV 재생 정보에 메뉴 호출에 대응하는 스크립
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스텝 ST146). 메뉴 호출에 대응하는 스크립트가 ENAV 재생 정보에 포함되어 있
지 않으면(스텝 ST146의 NO), ENAV 해석기(330)는 그 취지를 나타내는 메세지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320)에 통지한다. 이 메세지에 응답하여,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그 메세지를 다시 사용자 이벤트 제어
기(310)에 통지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그 때(ENAV 재생 정보에 메뉴 호출 대응의 스크립트가 없
을 때)의 사용자 이벤트를 차단(저지)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 (B)를 출력하고(도 1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X"; 스텝 ST148), 이벤트 대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한편,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의 ENAV 재생 정보에 메뉴 호출에 대응하는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으면(스텝
ST146의 YES),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 수취한 ENAV 커맨드(ENAV 재생
정보 중의 메뉴 호출 대응 커맨드)를 메뉴 호출로부터 일시 정지 온/메뉴 표시로 옮기기 위한 DVD 제어 신호로 변환한다
(스텝 ST150). "일시 정지 온/메뉴 "용의 DVD 제어 신호는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부터 DVD-비디오 재
생 제어기(220)로 출력된다(스텝 ST152).

  만일 스텝 ST142 이전에 취득된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가 어떤 ENAV 메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스텝
ST154의 NO),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
는 풀 비디오 모드"로서 영상. 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156).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
·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ENAV 엔진(300)
은 이벤트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도 17의 스텝 ST158).

  한편,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가 ENAV 메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면(도 16의 스텝 ST154의 YES),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의 ENAV 커맨드에 따라서 ENAV 메뉴의 처리를 실행한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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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 ST160). 이 때,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엔진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ENAV 모드"로서 영상. 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162).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ENAV 엔진(300)의 영상(ENAV 메뉴)·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 내의 ENAV 메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화상(애니메이션 포함) 데이터, 정지 화상 데
이터,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데이터는 엘리멘트 디코더(340)내의 각 대응 디코더에 보내져서
디코드된다. 디코드된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D352)로서 모니터 TV(도시 생략)로 보내지고 그 모니터 TV의 표시 스크린
상에 ENAV 메뉴로서 표시된다(스텝 ST164; 도 15에서 2단 번째 및 3단 번째의 "ENAV 메뉴 재생"에 대응). 그리고,
ENAV 엔진(300)은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스텝 ST158). 이 상태에서, ENAV 엔진(300)은 다음 이벤트(여기서는 사용
자의 리모콘 조작 등)를 대기한다(스텝 ST166의 NO; 도 15에서 2단 번째의 "2 번째의 이벤트 대기"에 대응).

  사용자가 부근의 리모콘(도시 생략)의 메뉴 버튼을 다시 누르면(스텝 ST166의 YES; 도 15에서 2단 번째의 "2 번째의 하
향 화살표"에 대응), ENAV 해석기(330)는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의 ENAV 재생 정보가 리쥼에 대응하는 스크
립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체크한다(스텝 ST168). ENAV 재생 정보가 리쥼에 대응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스텝 ST168의 NO), ENAV 해석기(330)는 그 취지를 나타내는 메세지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보낸
다. 이 메세지에 응답하여,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그 메세지를 다시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에 보낸
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그 때(ENAV 재생 정보가 리쥼에 대응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의 사용자 이벤트를 차단(저지)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 (B)를 출력하고(도 1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로부터 출
력되는 신호 "X"; 스텝 ST170), 이벤트 대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한편,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의 ENAV 재생 정보가 리쥼에 대응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으면(스텝
ST168의 YES),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 수취한 ENAV 커맨드(ENAV 재생
정보 중의 리쥼 대응 커맨드)를 메뉴 호출 상태로부터 일시 정지 오프/리쥼 재생으로 옮기기 위한 DVD 제어 신호로 변환
한다(스텝 ST172). "일시 정지 오프/리쥼 재생 "용의 DVD 제어 신호는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로부터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로 출력된다(스텝 ST174).

  이 때,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비
디오 모드"로서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스텝 ST176). 그 다음에,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
력(D352, D354)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ENAV 엔진(300)은 이벤
트 대기 상태로 되돌아 간다(스텝 ST178).

  도 16 및 도 17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DVD-비디오 콘텐츠(10)의 타이틀 재생 중(스텝 ST120)에, 사
용자가 사용자 조작 유닛(리모콘 또는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프론트 패널; 도시 생략)의 메뉴 버튼을 누른 경우
(스텝 ST144의 YES), ENAV 엔진(300)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이 신호를 수신한다. 이 때, 사용자 이벤트로서
예기되지 않은 사용자 조작(40)이 사용자 조작 유닛에서 실행된 경우(스텝 ST146의 NO),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
기(320)는 "그 때의 사용자 조작에 대응하는 사용자 이벤트를 저지" 하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 신호(사용자 이벤트 신호
(B))를 출력한다(스텝 ST148).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ENAV 콘텐츠에 기술되어 있는 스크립트
에 따라 특정한 이벤트가 전달되는 것 "을 금지할 수 있다.

  즉, 도 16의 스텝 ST148 또는 도 17의 스텝 ST170의 처리가 필요에 따라 설치됨으로써 ENAV 콘텐츠(30)(또는 30W)
중의 ENAV 재생 정보의 주어진 스크립트의 설명이 문법적으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스크립트의 설명이 "현재 가동
중인"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내용(커맨드, 파라메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스크
립트의 설명에 대응한 이벤트를 차단(저지)할 수 있다.

  상기한 스크립트에는, 예컨대 메뉴 호출의 실행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C) 수신시에 실행되는 ENAV 콘텐츠
(ENAV 메뉴)나, 그 때의 모드(풀 프레임 모드/풀 ENAV 모드 또는 혼합 프레임 모드)의 전환이나, DVD-비디오 재생 엔
진(200)의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대하여 "일시 정지 온"(또는 "메뉴") 커맨드를 DVD 제어 신호로서 출력하는
것에 대한 제어를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 중의 ENAV 메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화상(애니메이션 포함) 데이터, 정지 화상 데이
터,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데이터는 엘리멘트 디코더(340)의 대응하는 디코더에 보내져서 디
코드되고, ENAV 메뉴로서 표시된다. 이 때,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ENAV
엔진(300)의 영상·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ENAV 모드로서 출력하고, 영상·음성 출력 유닛(350)은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ENAV 엔진(300)의 영상·음성(D340) 데이터를 출력한다(스텝 ST162). 만약, ENAV 콘텐츠
(30)(및/또는 30W)가 ENAV 메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스텝 ST154의 NO),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가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출력을 의미하는 풀 비디오 모드로서 출력되고,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음성 데이터(D210)는 영상·음성 출력(D352, D354)으로서 출력된다(스텝 ST156). 이 때, ENAV 엔진
(300)은 다시 대기 상태로 되돌아간다(스텝 ST158).

  한편, "일시 정지 온"(또는 "메뉴") 커맨드를 DVD 제어 신호로서 수신하면(스텝 ST122의 YES), DVD-비디오 재생 엔진
(200)은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스텝 ST120)을 일시 정지한다(스텝 ST124). (스텝 ST122에서 "메뉴" 커맨드
를 수신했을 때는, 스텝 ST124에서 DVD-비디오 메뉴를 표시한다.)

  메뉴 재생 중(스텝 ST126, ST164; 풀 비디오 모드일 때는 DVD-비디오 메뉴, 풀 ENAV 모드일 때는 ENAV 메뉴를 표
시함)에 사용자가 사용자 조작 유닛(리모콘 또는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프론트 패널; 도시 생략)의 메뉴 버튼을
다시 누른 경우(스텝 ST166의 YES), ENAV 엔진(300)의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이 신호를 수신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310)는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로서 이 신호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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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 중의 스크립트에는 예컨대, "리쥼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 (C)의 수신시에
ENAV 엔진(300)이 대기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제어", 이 때의 모드(풀 프레임 모드/풀 ENAV 모드 또는 혼합 프레임 모
드)의 전환, 및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에 대하여 "일시 정지 오프" 커맨드("메뉴"
커맨드를 출력하는 경우는 "리쥼" 커맨드)를 DVD 제어 신호로서 출력하기 위한 제어가 기술되어 있다.

  즉, 리쥼을 의미하는 사용자 이벤트 신호 (C)를 수신하면, ENAV 엔진(300)은 메뉴 표시의 실행을 중지하여 대기 상태로
복귀할 수 있고(스텝 ST178), 한편,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타이틀 재생을 재개할 수 있다(스텝 ST132).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풀 비디오 모드를 의미하는 영상·음성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하므로, 영상·음성 출력
(D352, D354)으로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의 영상·음성 데이터(D210)가 출력된다.

  도 18a 내지 도 18c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이 챕터 1∼4를 연속 재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챕터 1 재생 전에 ENAV 콘
텐츠 1을 재생하고, 챕터 1 및 챕터 2의 재생에 동기하여 ENAV 콘텐츠 2가 재생되며, 챕터 3 및 챕터 4의 재생에 동기하
여 ENAV 콘텐츠 3이 재생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도이다. ENAV 콘텐츠(30)(또는 30W)의 재생과 비디오 콘텐츠(챕터)의
재생간의 동기(또는 연동 또는 연휴)의 예는 도 18a 내지 도 18c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우선, 전술한 처리를 실행하는 장치(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시스템 모델을 간단히 설명한다.

  <시스템 모델>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대화형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는 DVD-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하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과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를 재생하는 ENAV 엔진(300)을 포함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 내의 이벤트 또는 특성을 통지하기 위해서 "DVD 이벤트" 및 "DVD 상태" 신호를 이벤트/커
맨드 핸들러(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에 해당)(320)에 출력한다.

  ENAV 엔진(300) 내의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DVD 이벤트" 및 "DVD 상태"에 응답하여 이벤트 및 특성을 통지
하기 위해서 "ENAV 이벤트" 및 "ENAV 특성"을 ENAV 해석기(330)에 출력한다.

  ENAV 해석기(330)는 ENAV 엔진(300) 내의 일부 기능(영상·음성 출력 유닛(350) 등) 및 DVD-비디오 재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ENAV 커맨드"를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출력한다. "ENAV 커맨드"가 DVD-비디오 재생 제어를 위한 커
맨드인 경우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DVD-비디오 재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DVD 제어"의 신호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에 출력한다.

  <전제>

  이 예에서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챕터 1, 챕터 2, 챕터 3, 및 챕터 4를 연속
재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ENAV 콘텐츠(30)(30W)는 콘텐츠가 ENAV 콘텐츠 1, ENAV 콘텐츠 2 및
ENAV 콘텐츠 3을 포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의 공급자가 작성한 각 챕터는 DVD-비디오 내에서 파
트 오브 타이틀(Part of TiTle; PTT)로서 취급되는 것에 주목한다.

  상기 전제하에, 이 예에서는 ENAV 엔진(300)이 챕터 1의 재생 전에 ENAV 콘텐츠 1을 재생하고(도 18a), 챕터 1 및 챕
터 2의 재생에 동기하여 ENAV 콘텐츠 2를 재생하며(도 18b), 챕터 3 및 챕터 4의 재생에 동기하여 ENAV 콘텐츠 3을 재
생(도 18c)한다.

  즉, 이 예에서는 ENAV 콘텐츠 1이 챕터 1의 개시점에서 ENAV 콘텐츠 2로 점프하게 하는 이벤트 설명을 가지고 있다
(도 19의 t10, t11, t14 참조). 또한, ENAV 콘텐츠 2는 챕터 3의 개시점에서 ENAV 콘텐츠 3으로 점프하게 하는 이벤트
설명을 가지고 있다(도 19의 t30, t31, t34 참조). 그러나, ENAV 콘텐츠 3은 이벤트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DVD 이벤트" 신호는 ENAV 해석기(330)가 대응하는 ENAV 이벤트를
체크할 때까지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된다. 만약 ENAV 콘텐츠 중의 ENAV 재생 정보가 이벤트 기술을 포
함하고 있으면, ENAV 해석기(330)는 이 종류의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도 19의 t15∼t17, t25∼t26 참조).

  ENAV 해석기(330)가 ENAV 이벤트를 체크했을 때에, 만약 대응하는 이벤트가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되
어 있으면, ENAV 해석기(330)는 그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판독한다. 그 다음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의
이벤트는 ENAV 해석기(330)에 의해 클리어(삭제 또는 소거)된다.

  도 19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이 각 챕터의 시작점에서 DVD 이벤트로서 챕터 번호를 수반하는 PTT 이벤트를 출력하
고, ENAV 엔진이 대응하는 ENAV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하는 경우(케이스 1)를 설명하는 도이다.

  <케이스 1>

  이 케이스에서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각 챕터의 개시(t10, t20, t30, t40, …)점에서 챕터 번호가 붙은 PTT
이벤트(PTT 이벤트 (1)∼PTT 이벤트 (4))를 DVD 이벤트로서 출력한다.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이 DVD 이벤트
를 수취하면 챕터 번호가 붙은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유지한다. ENAV 해석기(330)는 PTT(챕터)용 ENAV 이벤트
및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되어 있는 번호를 체크한다(t11, t21, t31, …). 만약 체크된 번호가 "1" 또는 "3"
이면, ENAV 엔진(300)은 그 번호에 대응하는 ENAV 콘텐츠(도 19의 예에서는 ENAV 콘텐츠 2와 3)의 재생을 시작하고
(t14, t34),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유지되어 있는) 그 이벤트는 클리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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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9는 PTT 이벤트 (1)에 응답하여 ENAV 콘텐츠 2의 재생이 시작되고, PTT 이벤트 (2)에 응답하여 ENAV 콘텐츠 2
의 재생이 계속되며, PTT 이벤트 (3)에 응답하여 ENAV 콘텐츠 3의 재생이 시작되고, PTT 이벤트 (4)에 응답하여 ENAV
콘텐츠 3의 재생이 계속되는(ENAV 콘텐츠 4의 재생은 개시하지 않음) 경우를 예시하는 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설명상의 일례이다. PTT 이벤트 (n)에 응답하여 ENAV 콘텐츠 m을 재생하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도 22는 도 19의 경우(케이스 1)에 대응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및 ENAV 해석기의
동작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0 또는 도 31에 예시되는 것과 같은 구성의 DVD 비디오 디스크(1)가 장전된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DVD-
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영역에 기록된 어느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내의 챕터 n(처음에는 n=1)의 재생
을 시작했다고 하자(스텝 ST180). 그러면,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1의 선두(t10)에서 PTT 이벤트 (1)을 이
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출력하고(PTT 이벤트 (n)=PTT 이벤트 (1); 스텝 ST182), 챕터 1의 재생을 시작한다(스텝
ST184). 그 동안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이벤트 대기 상태로 있다(스텝 ST192, ST194의 NO). 여기서, PTT 이
벤트 (1)은 챕터 번호 "1"을 기술한 하나의 인수(argument)이다.

  그때까지 이벤트 대기 상태(스텝 ST192, ST194의 NO)로 있던 이벤트/커맨드 핸들러(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
기)(320)는, 상기 PTT 이벤트 (1)을 수취하면(스텝 ST194의 YES), 챕터 번호 "1"이 붙은 PTT 이벤트(ENAVPTT 이벤
트)를 ENAV 이벤트로서 유지한다(스텝 ST196).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ENAV 해석기(330)가 어느 이벤트도 판
독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스텝 ST198의 NO) 상기 이벤트 유지 상태를 유지한다.

  챕터 번호 "1"의 ENAVPTT 이벤트가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되어 있을 때(도 19의 t11), ENAV 해석기
(330)는 그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판독할 수 있다(후술하는 스텝 ST216). ENAV 해석기(330)가 이벤트를 판독한
경우(스텝 ST198의 YES),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유지하고 있던 이벤트를 클리어하고(스텝 ST200) 이벤트 대기
상태로 되돌아간다(스텝 ST202).

  한편, ENAV 해석기(330)는 주어진 ENAV 콘텐츠 m(예컨대 도 19의 ENAV 콘텐츠 m=2)을 재생하는 동안(스텝
ST210), 주기적으로(예컨대 도 19의 t15, t16, t17, …)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의 유지된 이벤트 내용(PTT용 ENAV
이벤트와 그 챕터 번호)를 체크한다(스텝 ST212). 이 이벤트 체크시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가 어떤 이벤트도 유지
하고 있지 않으면(스텝 ST214의 NO), 주기적인 이벤트 체크가 반복된다.

  설명을 도 19의 t10으로 되돌리면, ENAV 해석기(330)가 이벤트(ENAVPTT 이벤트 "1")를 판독한(t11) 후, ENAV 엔진
(300)은 대응하는 ENAV 콘텐츠(여기서는 ENAV 콘텐츠 2)의 재생을 시작한다(t14 및 후속 타이밍).

  한편, DVD 재생 엔진(200)은 챕터 1(n=1)의 재생을 계속한다(스텝 ST184, 스텝 ST186의 NO). 챕터 1(n=1)의 재생이
종료하면(스텝 ST186의 YES), 챕터 2(n+1=2)의 재생이 시작된다(스텝 ST188). 그 결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
의 처리는(챕터 번호 n이 1씩 증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스텝 ST180으로 되돌아간다.

  DVD 재생 엔진(200)은 챕터 2의 선두(도 19의 t20)에서 PTT 이벤트 (2)를 출력한다(스텝 ST182). 그러면, ENAV 해석
기(330)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로부터 번호 "2"의 ENAVPTT 이벤트를 판독한다(t21; 스텝 ST216). 그러나, 이 예
에서는 ENAV 콘텐츠 2가 챕터 2에 관한 이벤트 설명을 갖지 않기 때문에, ENAV 해석기(330)는 그 이벤트(번호 "2"의
ENAVPTT 이벤트)를 무시한다(이 처리는 스텝 ST198의 NO의 처리에 포함됨).

  DVD 재생 엔진(200)은 챕터 3의 선두(도 19의 t30)에서 PTT 이벤트 (3)을 출력한다(스텝 ST182). 그 다음에,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로부터 번호 "3"의 ENAVPTT 이벤트를 판독한다(t31; 스텝 ST216). 이 예에
서는 ENAV 콘텐츠 3이 챕터 3에 관한 이벤트 설명을 갖기 때문에, ENAV 해석기(330)는 그 이벤트(번호 "3"의
ENAVPTT 이벤트)의 재생을 시작한다(스텝 ST220).

  DVD 재생 엔진(200)은 챕터 4의 선두(도 19의 t40)에서 PTT 이벤트 (4)를 출력한다(스텝 ST182). 그러면, 이벤트/커
맨드 핸들러(320)는 번호 "4"의 ENAVPTT 이벤트를 유지한다(스텝 ST196). 그러나, 이 예에서는 ENAV 콘텐츠 3에 이
벤트 설명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 체크를 하지 않는다(이 처리는 ENAV 해석
기(330)의 처리가 스텝 ST214의 NO의 루프에 멈춰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이벤트 체크시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이벤트가 유지되어 있으면(스텝 ST214의 YES), 그
이벤트(번호 "n"이 붙은 ENAVPTT 이벤트)가 판독된다(스텝 ST216). 이 때,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에 그 이벤
트(ENAVPTT 이벤트 "n")에 대응하는 ENAV 콘텐츠 "m+1"이 없으면(스텝 ST218의 NO), 이벤트 체크(스텝 ST212)로
되돌아간다. 그 동안에, ENAV 엔진(300)이 재생하는 콘텐츠는 이 예에서 ENAV 콘텐츠 "m"이 된다. 한편, ENAVPTT 이
벤트 "n"이 판독된 시점에서 ENAV 재생 정보 중의 스크립트에 ENAV 콘텐츠 "m+1"이 기술되어 있으면(스텝 ST218의
YES), 그 ENAV 콘텐츠 "m+1"이 재생된다(스텝 ST220).

  도 22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악할 수 있다. 즉,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DVD 비디오 디스크
(1)로부터 DVD-비디오 콘텐츠(10) 및 ENAV 콘텐츠(30)를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를 재생하는 처리에 있어서, DVD 비디
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의 DVD-비디오 콘텐츠(10)를 획득하고(스텝 ST180), DVD 비디오 디스크(1)
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의 ENAV 콘텐츠(30)를 획득한다(스텝 ST210). 획득된 ENAV 콘텐츠(30)의 내용은 획득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에 대응한 소정의 이벤트(스텝 ST182)에 따라서 실행된다(스텝 ST194∼ST220).

  여기서, ENAV 엔진(300)은 DVD 비디오 디스크(1)의 기록 콘텐츠의 ENAV 콘텐츠(30)를 재생하여, 이 ENAV 콘텐츠
(30)의 내용에 따라서 ENAV 콘텐츠(30)의 재생과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을 연휴시키도록(도 22의 파선 화살
표) 구성되어 있다. 이 ENAV 엔진(300)은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 내의 DVD-비디오 콘텐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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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생 상황의 변화에 연동, 연휴 또는 동기하여 ENAV 콘텐츠(30)의 내용이 변화하도록(도 19∼도 21에서 DVD-비디오
의 챕터 1∼3의 변화에 연동하여 ENAV 콘텐츠 1∼3이 변화함; 다시 말하면 DVD-비디오 재생과 ENAV 콘텐츠와의 동
기) 구성되어 있다.

  도 20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과 ENAV 엔진 사이에서 이벤트/상태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 교환 결과에 기초
하여 ENAV 엔진이 ENAV 콘텐츠를 재생하는 경우(케이스 2)를 설명하는 도이다.

  <케이스 2>

  이 케이스에서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각 챕터의 선두(t10, t20, t30, t40)에서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PTT 이벤트를 출력한다.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PTT 이벤트를 수신한 후 이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유지한
다.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유지된 이 ENAV 이벤트(ENAVPTT 이벤트)를 체크한다. 만약
그 ENAV 이벤트가 (그 때에 재생될 준비가 되어 있는 ENAV 콘텐츠에) 대응한 이벤트이면, ENAV 해석기(330)는 그 이
벤트를 판독하고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유지되어 있는) 그 이벤트를 클리어한다.

  그리고 나서, ENAV 해석기(330)는 (그 이벤트에 대응한) ENAV 콘텐츠 내의 설명에 따라서 ENAV 커맨드로서 ENAV
판독 상태를 출력한다(t12, t22, t32). 그 다음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재생시의 챕터 번호를 검출하기 위해서
DVD 제어 신호로서 판독 상태를 출력한다(t12, t22, t32).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상기 DVD 제어 신호를 수취하면,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복귀 상태로서 챕터 번
호를 복귀시킨다(t13, t23, t33). 그 다음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복귀된 챕터 번호를 ENAV 복귀 상태로서
ENAV 해석기(330)에 복귀시킨다(t13, t23, t33).

  도 20의 예에서, ENAV 복귀 상태 중의 챕터 번호가 "1" 또는 "3"이면, ENAV 엔진(300)은 대응하는 ENAV 콘텐츠(도
20의 예에서는 ENAV 콘텐츠 2 또는 3)의 재생을 시작한다(t14, t34). 만약 ENAV 복귀 상태 중의 챕터 번호가 "1" 또는
"3"이 아니면, ENAV 엔진(300)은 다른 ENAV 콘텐츠의 재생을 개시하지 않는다(도 20의 예에서, 만약 현재 재생중인
ENAV 콘텐츠가 "2"이면 그 ENAV 콘텐츠 2의 재생을 계속한다).

  도 1의 구성에 있어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DVD 비디오 디스크(1)의 재생을 제어하는 것으로써 이하와 같이
구성된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이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는 DVD 비디오 디스크
(1)의 재생 상황(메뉴 호출, 타이틀 점프, 챕터 점프 등)에 관한 DVD 이벤트 신호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
에 출력하는 동시에, DVD 비디오 디스크(1)의 특성(플레이어 유닛에서 설정된 음성 언어, 부영상 자막 언어, 재생 동작(재
생, 정지, 일시 정지, 빨리 감기, 빨리 되돌리기 등), 디스크의 내용 등)에 관한 DVD 상태 신호를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출력한다.

  여기서,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ENAV 콘텐츠(30 또는 30W)에 포함된 ENAV 재생 정보에 의한 영상·
음성 출력 유닛(350)의 제어를 DVD 이벤트 신호(예컨대 도 20에서 t10의 PTT 이벤트) 및/또는 DVD 상태 신호(예컨대
도 20에서 t13의 복귀 상태)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NAV 콘텐츠(30 또는 30W)는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제1 내비게이션 콘텐츠(30) 및 통신 회선(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제2 내비게이션 콘텐츠(30W)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DVD 이벤트 신호 및/또는 DVD 상태 신호에 따른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에 의한 제어는 상기 제
1 및 제2 내비게이션 콘텐츠(30, 30W)에 의한 제어 처리용으로 실행될 수 있다.

  DVD 이벤트 신호는 DVD 비디오 디스크(1)에 기록된 메뉴를 호출하는 메뉴 호출,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하
는 타이틀을 전환하는 타이틀 점프, 또는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하는 챕터를 전환하는 챕터(PTT) 점프에 대
응하여 발생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도 23은 도 20의 경우(케이스 2)에 대응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및 ENAV 해석기
의 동작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0 또는 도 31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구성의 DVD 비디오 디스크(1)가 장전된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
(100)의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영역에 기록된 주어진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내의 챕터 n(처음
에는 n=1)의 재생을 시작했다고 하자(스텝 ST230). 그러면,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1의 선두(t10)에서
PTT 이벤트를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출력하여(스텝 ST232) 챕터 1의 재생을 시작한다(스텝 ST234). 그 동안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이벤트 대기의 상태로 있다(스텝 ST252, ST254의 NO).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상기 PTT 이벤트를 수신하면(스텝 ST254의 YES), 이 PTT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유지한다(스텝 ST256). 그 동안에, ENAV 해석기(330)는 ENAV 콘텐츠 m을 재생한다(스텝 ST280).

  ENAV 해석기(330)는 ENAV 콘텐츠 m의 재생 중에, PTT용 ENAV 이벤트(ENAVPTT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t10 이전의 도시는 생략되어 있지만, 도 20의 t15, t16, t17 등; 스텝 ST282, ST284의 NO).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ENAVPTT 이벤트가 유지되어 있으면(스텝 ST284의 YES), ENAV 해석기(330)는 ENAV 이벤트로서 그 유지된
ENAVPTT 이벤트를 판독한다(t10∼t11, t20∼t21, t30∼t31 등; 스텝 ST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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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유지된 ENAVPTT 이벤트를 ENAV 해석기(330)가 판독할 때까지 대기한다(스텝 ST258
의 NO). ENAV 해석기(330)가 유지된 ENAVPTT 이벤트를 판독하면(t11, t21, t31 등; 스텝 ST258의 YES), 이벤트/커
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된 이벤트는 클리어된다(스텝 ST260).

  ENAV 해석기(330)는, 상기 ENAVPTT 이벤트를 판독한 후, ENAV 커맨드로서 ENAV 판독 상태를 출력한다(t12, t22,
t32 등; 스텝 ST288).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ENAV 해석기(330)가 상기 판독 상태의 ENAV 커맨드를 출력할 때까지 대기한다(스텝
ST262의 NO).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ENAV 해석기(330)로부터 판독 상태의 ENAV 커맨드를 수취하면(스텝
ST262의 YES), 판독 상태 커맨드를 DVD 제어 신호로서 출력한다(t12, t22, t32 등; 스텝 ST264).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판독 상태 커맨드(DVD 제어 신호)를 수취하면(스텝 ST236의 YES), 현재 재생중인 챕
터 번호 n(여기서는 n=1)을 판독하고(스텝 ST238),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복귀 상태로서 챕터 번호 "1"을 복귀시
킨다(t13, t23, t33 등; 스텝 ST240). 만일 판독 상태 커맨드가 수신되지 않으면(스텝 ST236의 NO) 스텝 ST238 및
ST240의 처리는 생략된다.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판독 상태 커맨드를 출력한 후,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의 복귀 상태를 기다
린다(스텝 ST266, ST268의 NO).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복귀 상태를 수신하면(t13, t23, t33 등; 스텝
ST268의 YES),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챕터 번호 "1"을 ENAV 복귀 상태로서 ENAV 해석기(330)에 복귀시키고
(여기서는 t13; 스텝 ST270), 다음 이벤트를 기다린다(스텝 ST272).

  ENAV 해석기(330)는 ENAV 판독 상태를 출력한 후,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로부터의 ENAV 복귀 상태를 기다린다
(스텝 ST290, ST292의 NO).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로부터 ENAV 복귀 상태를 수신하면(t13, t23, t33 등; 스텝
ST292의 YES), ENAV 해석기(33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현재 재생 중인 챕터 번호 n(여기서는 n=1)을 판독
한다(여기서는 t13; 스텝 ST294). 그리고, ENAV 해석기(330)는 현재 실행중인 ENAV 재생 정보에 스텝 ST286에서 판
독한 이벤트(ENAVPTT 이벤트)에 대응하는 ENAV 콘텐츠 "m+1"(현재 재생중인 ENAV 콘텐츠 m이 "m=1"일 때는
"m+1"= 2)의 스크립트가 있는지를 체크한다(스텝 ST296).

  도 20의 예에서, 현재 재생중인 ENAV 콘텐츠 1은 챕터 1의 PTT 이벤트용의 이벤트 설명을 가지고 있다(스텝 ST296의
YES). 이 이벤트 설명에 의해 ENAV 엔진(300)은 ENAV 콘텐츠 2의 재생을 시작한다(t14; 스텝 ST298).

  한편,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로부터 판독 상태가 출력되지 않는 동안(스텝 ST236의 NO), 또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로부터 판독 상태가 출력된 후(스텝 ST236의 YES)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에 복귀 상태를 출력하면(스텝 ST240),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현재 재생중인 챕터 n(처음에는 n=1)의 재생이 종
료할 때까지(스텝 ST242의 NO) 스텝 ST234∼ST240의 처리를 계속한다. 그 챕터 n(=1)의 재생이 종료하면(스텝
ST236의 YES),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다음 챕터 n+1(=2)의 재생을 시작한다(t20; 스텝 ST244).

  챕터 1의 재생 종료 후,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2의 선두(t20)에서 PTT 이벤트를 출력한다(스텝 ST232).
그 다음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그 PTT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유지한다(스텝 ST256). ENAV 해석기
(330)는 이 PTT용 ENAV 이벤트를 체크하고(스텝 ST282) 그것을 ENAV 이벤트로서 판독(t21; 스텝 ST286)한 후, 이벤
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유지된 이벤트를 클리어한다(스텝 ST260).

  ENAV 해석기(330)는 ENAV 커맨드 및 DVD 제어 신호를 통해(현재 재생중인) 챕터 번호을 판독하기 위해서 DVD-비
디오 재생 엔진(200)에 커맨드(ENAV 판독 상태)를 보낸다(t22; 스텝 ST288). 그 다음에, ENAV 해석기(330)는 DVD 상
태 신호 및 ENAV 특성을 통해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현재 재생중인 챕터의 번호인) 번호 "2"를 판독한다
(t23; 스텝 ST294). ENAV 콘텐츠 2가 챕터 2에 대한 이벤트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스텝 ST296의 NO)는, ENAV
해석기(330)는 ENAV 콘텐츠 2의 재생을 계속한다(t23∼t34). 그 동안에,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2의 재생
을 계속한다(t20∼t30).

  챕터 2의 재생 종료 후,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3의 선두(t20)에서 PTT 이벤트를 출력한다(스텝 ST232).
그러면,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그 PTT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유지한다(스텝 ST256). ENAV 해석기(330)
는 이 PTT용 ENAV 이벤트를 체크하고(스텝 ST282), 그것을 ENAV 이벤트로서 판독(t21; 스텝 ST286)한 후, 이벤트/커
맨드 핸들러(320)에 유지된 이벤트를 클리어한다(스텝 ST260).

  ENAV 해석기(330)는 ENAV 커맨드 및 DVD 제어 신호를 통해 (현재 재생중인) 챕터 번호를 판독하기 위해서 DVD-비
디오 재생 엔진(200)에 커맨드(ENAV 판독 상태)를 보낸다(t32; 스텝 ST288). 그 다음에, ENAV 해석기(330)는 DVD 상
태 신호 및 ENAV 특성을 통해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현재 재생중인 챕터의 번호인) 번호 "3"을 판독한다
(t33; 스텝 ST294). 이 경우에, ENAV 콘텐츠 2는 챕터 3에 대한 이벤트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NAV 해석기
(330)는 ENAV 콘텐츠 3의 재생을 시작한다(t34; 스텝 ST298).

  챕터 3의 재생 종료 후,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4의 선두(t40)에서 PTT 이벤트를 출력한다(스텝 ST232).
그러면,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그 PTT 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유지한다(스텝 ST256). 여기서, ENAV 콘텐
츠 3 내에 이벤트 설명이 없으면(스텝 ST284의 NO),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 체크(스텝 ST282)를 행하지 않는다
(또는 형식상 체크하더라도 그 체크 결과에 응답한 처리는 행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그때까
지 유지된 이벤트를 유지한다(스텝 ST256, 스텝 ST258의 NO).

  도 23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DVD 비디오 디스크
(1)로부터 DVD-비디오 콘텐츠(10) 및 ENAV 콘텐츠(30)를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를 재생하는 처리에 있어서, DVD 비디

등록특허 10-0491399

- 22 -



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DVD-비디오 콘텐츠(10)가 획득되고(스텝 ST230), DVD 비디오 디스크(1)로
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ENAV 콘텐츠(30)가 획득된다(스텝 ST280). 그 다음에, 획득된 ENAV 콘텐츠(30)의 내용은
획득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에 대응한 소정의 이벤트(스텝 ST232)에 따라서 실행된다(스텝
ST254∼ST298).

  여기서, ENAV 엔진(300)은 DVD 비디오 디스크(1)의 기록 콘텐츠 중 ENAV 콘텐츠(30)를 재생하고, 이 ENAV 콘텐츠
(30)의 내용에 따라서 ENAV 콘텐츠(30)의 재생과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을 연휴시키도록(도 23의 파선 화살
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이 ENAV 엔진(300)은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 내의 DVD-비디
오 콘텐츠(10)의 재생 상황의 변화에 연동, 연휴 또는 동기하여 ENAV 콘텐츠(30)의 내용이 변화하도록(도 19∼도 21에서
DVD-비디오의 챕터 1∼3의 변화에 연동하여 ENAV 콘텐츠 1∼3이 변화한다; 표현을 바꾸면 DVD-비디오 재생과
ENAV 콘텐츠와의 동기) 구성되어 있다.

  도 21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이 각 챕터의 선두에서 DVD 이벤트로서 챕터 번호를 수반하는 PTT 이벤트를 출력하고,
ENAV 엔진이 대응하는 ENAV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하는 다른 경우(케이스 3)를 설명하는 도이다.

  <케이스 3>

  이 케이스에서,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PTT 이벤트용 인에이블 PTT 번호를 사전에 출력
한다(도 21의 t01). 그 결과, (사전에 출력된 인에이블 PTT 번호에) 대응하는 ENAVPTT 이벤트만의 출력 요구가 발행된
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각 챕터의 선두(t10, t20, t30, t40)에서 DVD 이벤트 신호로서 챕터 번호를 수반하는
PTT 이벤트를 출력한다.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이 PTT용 DVD 이벤트 신호가 (사전에 출력된 인에이블 PTT 번
호에 의해) 요구된 챕터에 대한 PTT인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이 DVD 이벤트 신호가 요구된 것이면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그 챕터 번호를 수반하는 ENAVPTT 이벤트를 유지한다(t11, t31 등). 그렇지 않으면, 이 PTT용 DVD 이
벤트 신호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되지 않는다.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된 ENAV 이벤트를 체크한다(t11, t15, t16, t17, …). 체크
된 ENAV 이벤트가 (사전에 출력된 인에이블 PTT 번호에) 대응하는 이벤트이면(예컨대 t11에서의 체크 결과), ENAV 해
석기(330)는 그 이벤트(예컨대 번호 "1"이 붙은 ENAVPTT 이벤트)을 판독하고, 그 후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유
지되어 있던 그 이벤트를 클리어한다. 그리고 나서, ENAV 엔진(300)은 대응하는 ENAV 콘텐츠(도 21의 예에서는 ENAV
콘텐츠 2)의 재생을 시작한다(t14).

  (사전에 출력된 인에이블 PTT 번호에 대응하는) 요구된 PTT 이벤트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측에서 선택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그 결과, "요구된 PTT 이벤트"를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로
만 보낼 수 있다.

  도 24는 도 21의 경우(케이스 3)에 대응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 및 ENAV 해석기
의 동작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0 또는 도 31에 예시되는 것과 같은 구성의 DVD 비디오 디스크(1)가 장전된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DVD-
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영역에 기록된 주어진 비디오 타이틀 세트(VTS) 내의 챕터 n(처음에는 n=1)의 재
생을 시작했다고 하자(스텝 ST300). 그러면,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1의 선두(t10)에서 PTT 이벤트(n=1)
를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출력하고(스텝 ST302), 챕터 1의 재생을 시작한다(스텝 ST304). 이 챕터의 재생은 그
챕터의 재생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 챕터(n=1)의 재생이 종료하면(t20; 스텝 ST306의 YES), 다음 챕터(n+1=2)의
재생이 시작된다(스텝 ST308).

  그 동안에,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이벤트 대기 상태로 있다(스텝 ST312, ST318의 NO). 또한, 그 동안에, ENAV
해석기(330)는 ENAV 콘텐츠 m(처음에는 m=1)을 재생하면서(스텝 ST330), 그 ENAV 콘텐츠 m 중의 ENAV 재생 정보
에 이벤트 요구의 설명이 나타날 때까지 대기한다(스텝 ST332의 NO).

  ENAV 콘텐츠가 이벤트 요구의 설명을 갖고 있는 경우(스텝 ST332의 YES),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커맨드 핸들
러(320)에 PTT 이벤트용 인에이블 PTT 번호 "1"을 수반하는 인에이블 PTT 이벤트를 적당한 타이밍에 출력한다(t01; 스
텝 ST334). 이 출력 타이밍은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PTT 이벤트 (1)을 출력하기 전에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인에이블 PTT 번호를 수반한 이벤트 요구가 발행되면(스텝 ST314의 YES), 이 이벤트 요구(인에이블 PTT 이벤트
(1))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 내에 유지된다(스텝 ST316). 그리고,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으로부터 PTT 이벤트를 수신할 때까지 대기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1의 선두(t10)에서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PTT 이벤트 (1)을 출력한다(스
텝 ST302). 여기서, PTT 이벤트 (1)은 챕터 번호 "1"을 기술한 하나의 인수(argument)라는 점을 주목한다.

  PTT 이벤트 (1)을 수취하면(스텝 ST318의 YES), 그 이벤트가 상기 "요구된 PTT 이벤트(인에이블 PTT 이벤트 (1))"이
기 때문에(스텝 ST320의 YES),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ENAV 이벤트로서 챕터 번호 "1"을 수반하는 PTT 이벤트
를 유지한다(스텝 ST322).

  ENAV 해석기(330)는 PTT용 ENAV 이벤트 및 그 챕터 번호를 체크한다(스텝 ST336). 이 때, 이벤트/커맨드 핸들러
(320)는 챕터 번호 "1"의 ENAVPTT 이벤트 (1)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스텝 ST338의 YES), ENAV 해석기(330)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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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ENAV 이벤트로서 판독한다(스텝 ST340). ENAVPTT 이벤트 (1)이 ENAV 해석기(330)에 의해 판독된 후(스
텝 ST324의 YES),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유지된 이벤트를 클리어하고(스텝 ST326), 다음 이벤트를 기다린다(스
텝 ST328).

  ENAVPTT 이벤트 (1)이 판독된 후(스텝 ST340), 그 판독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ENAV 콘텐츠(m+1=2)가 그 때의
ENAV 재생 정보 내에 있으면(스텝 ST342의 YES), ENAV 해석기(330)는 ENAV 콘텐츠 2의 재생을 시작한다(t14; 스텝
ST344).

  마찬가지로, ENAV 해석기(330)는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PTT 이벤트용 인에이블 PTT 번호 "3"을 출력한다
(t03; 스텝 ST334).

  챕터 1의 재생 종료 후(스텝 ST306의 YES),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챕터 2의 선두(t20)에서 이벤트/커맨드 핸
들러(320)에 PTT 이벤트 (2)를 출력한다(스텝 ST302). 그러나, 이 예에서는 ENAV 해석기(330)가 챕터 번호 "2"의
ENAVPTT 이벤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스텝 ST320의 NO),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그 이벤트(PTT 이벤트
(2))를 유지하지 않는다.

  챕터 2의 재생 종료 후(스텝 ST306의 YES), 챕터 3의 선두(t30; 스텝 ST308)에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이
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PTT 이벤트 (3)을 출력하면(스텝 ST302),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챕터 번호 "3"의
PTT 이벤트를 유지한다(스텝 ST322). 그 다음에, ENAV 해석기(330)는 PTT용 ENAV 이벤트 및 그 번호를 체크한다(스
텝 ST336). 그리고 나서, ENAV 해석기(330)는 ENAV 이벤트로서 그 (체크된) 이벤트를 판독한다(스텝 ST340). 이벤트
판독 후(스텝 ST324의 YES)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유지된 이벤트는 클리어된다(스텝 ST326). 판독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ENAV 콘텐츠(여기서는 ENAV 콘텐츠 3)가 ENAV 재생 정보에 기술되어 있으면(스텝 ST342의 YES), ENAV
엔진(300)은 그 ENAV 콘텐츠 3의 재생을 시작한다(t34; 스텝 ST344).

  챕터 3의 재생 종료 후(스텝 ST306의 YES), 챕터 4의 선두(t40; 스텝 ST308)에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은 이
벤트/커맨드 핸들러(320)에 PTT 이벤트 (4)를 출력한다(스텝 ST302). 그러나, 이벤트/커맨드 핸들러(320)는 챕터 번호
"4"의 PTT 이벤트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예에서 ENAV 해석기(330)가 챕터 번호 "4"의 ENAVPTT 이벤트를 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스텝 ST320의 NO).

  도 24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DVD 비디오 디스크
(1)로부터 DVD-비디오 콘텐츠(10) 및 ENAV 콘텐츠(30)를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를 재생하는 처리에 있어서, DVD 비디
오 디스크(1)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DVD-비디오 콘텐츠(10)가 획득되고(스텝 ST300), DVD 비디오 디스크(1)로
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 중 ENAV 콘텐츠(30)가 획득된다(스텝 ST330). 획득된 ENAV 콘텐츠(30)의 내용은 획득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내용에 대응한 소정의 이벤트(스텝 ST302의 출력 등)에 따라서 실행된다(스텝
ST314∼ST344).

  ENAV 엔진(300)은 DVD 비디오 디스크(1)의 기록 콘텐츠 중 ENAV 콘텐츠(30)를 재생하고, 이 ENAV 콘텐츠(30)의 내
용에 따라서 ENAV 콘텐츠(30)의 재생과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을 연휴시키도록(도 24의 파선 화살표) 구성되
어 있음에 주목한다. 이 ENAV 엔진(300)은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 내의 DVD-비디오 콘텐츠
(10)의 재생 상황의 변화에 연동, 연휴 또는 동기하여 ENAV 콘텐츠(30)의 내용이 변화하도록(도 19∼도 21에서 DVD-비
디오의 챕터 1∼3의 변화에 연동하여 ENAV 콘텐츠 1∼3이 변화됨; 표현을 바꾸면 DVD-비디오 재생과 ENAV 콘텐츠와
의 동기) 구성된다.

  도 2∼도 24를 참조하여 설명한 기능/구성을 갖는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는 이하와 같은 동작 모드와 표시
모드를 가질 수 있다. 즉, 이 플레이어(100)는 그 동작과 관련하여 비디오 모드(ENAV 엔진(300)의 정지 또는 이벤트 대기
상태)와 대화형 모드(ENAV 엔진(300)의 가동 상태)를 가지며, 그 표시와 관련하여 풀 비디오 모드(도 7 등)와 풀 내비게
이션 모드(도 8 등)와 혼합 모드(도 2, 도 3, 도 11, 도 12 등)를 갖는다.

  비디오 모드에 있어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할 때(예컨대 도 6의
ST10∼ST18, 또는 도 10의 ST40∼ST48)는 그 재생 영상을 표시하기 위해 풀 비디오 모드가 이용된다.

  대화형 모드에 있어서, ENAV 엔진(300)이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를 재생할 때(예컨대 도 6의 ST20∼ST36)
는 그 재생 영상을 표시하기 위해 풀 내비게이션 모드가 이용된다(도 6의 ST34∼ST36).

  또는, 대화형 모드에 있어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하고 ENAV 엔진(300)이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를 재생할 때(예컨대 도 10의 ST50∼ST66)는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 영상 및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의 재생 영상을 표시하기 위해 혼합 모드가 이용된다(도 10의 ST64∼ST66).

  혼합 모드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영상 내용과 ENAV 콘텐츠(30)(및/또는 30W)의 영상 내용은 함께 표시
될 수 있다(도 2, 도 3, 도 11, 도 12).

  또한, 대화형 모드에 있어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200)이 DVD-비디오 콘텐츠(10)를 재생할 때(예컨대 도 6의
ST10∼ST18, 또는 도 10의 ST40∼ST48)는 그 재생 영상을 표시하기 위해 풀 비디오 모드가 이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DVD-비디오 등의 패키지형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형 미디어를 융합시킨 새로운 콘텐
츠 제공 방법을 실현하고 있다. 이 "새로운 콘텐츠 제공 방법"은 특히, 오프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간의 동기(또는 연
동 또는 연휴)의 개시 및 종료 동작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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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가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상에 표시되는 상태로서는, 크게 나눠
다음 3가지가 있다.

  (1) 오프라인 콘텐츠 전용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오프라인 모드;

  (2) 온라인 콘텐츠 전용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온라인 모드;

  (3) 이들 콘텐츠의 혼합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혼합 모드.

  또, 각각의 모드에 있어서 정상 표시 상태와 변칙 표시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태가 분류된다.

  (1)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1-1] 정상 표시;

  [1-2] 변칙 표시 …오프라인 콘텐츠의 데이터가 불법이거나 어떠한 전송상의 문제점 때문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

  (2) 온라인 모드에서는,

  [2-1] 정상 표시;

  [2-2] 변칙 표시 …온라인 콘텐츠의 데이터가 불법이거나 어떠한 전송상의 문제점 때문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

  (3) 혼합 모드에서는,

  [3-1] 정상 표시(동기 또는 동시 표시);

  [3-2] 변칙 표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콘텐츠의 데이터가 불법이거나 어떠한 전송상의 문제점 때문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예컨대, 오프라인 콘텐츠 데이터는 다음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1-2-1] 디스크가 정확하게 장전되어 있지 않고,

  [1-2-2]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가 결함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판독될 수 없는 경우.

  또한, 온라인 콘텐츠 데이터는 다음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2-2-1] 온라인 상태로 되어있지 않고(네트 접속되어 있지 않음),

  [2-2-2] 온라인 정보가 통신 장해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

  또, 오프라인·온라인의 혼합 모드에서의 변칙은 개개의 원인의 조합에 의한다.

  도 25는 도 1의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복수 모드(오프라인 모드, 온라인 모드, 혼합 모드) 사이에서 선택가능한 패스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실시예에서, 오프라인 모드, 온라인 모드, 혼합 모드의 각 모드 내에서의 처리의 개요 및 모드간 천
이를 설명한다.

  도 25에 예시된 선택가능한 패스에서의 실제의 천이는 사용자 설정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예컨대, 오프라인 모드(M1)에
서,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 장비되는 도시하지 않는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DVD 비디오 디스크(1)가 배출
된 경우(전환 이벤트 E02)에, 제어는 온라인 모드(M2)로 천이하여 온라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오프라인 모드
(M1)에서는 디스크(1)나 네트(통신 회선)로부터 독립하여 플레이어(100)의 내부 표시 정보(플레이어 자신의 동작 파라메
터를 설정하기 위한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간략히 OSD라 함) 등)를 표시할 수 있다.

  온라인 모드(M2)에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1)가 장전된 것(전환 이벤트 E01 또는 E03)을 검출하면, 제어는 오프라인 모
드(M2)로 천이하거나 또는 혼합 모드(M3)로 천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드 천이 기능이 (예컨대, 플레이어 자신의 OSD를
통한 사용자 조작 등에 의해) 디스에이블되면, 상기와 같은 전환 이벤트가 생긴 경우라도 온라인 모드(M2)에서 표시를 계
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 장전된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의 정보 판독 속도가 인터넷 등의 네트
에서의 정보의 교환보다도 고속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텐츠 재생(DVD-비디오 재생)이 표시 화상의 품질을 높일 수 있
다(DVD-비디오 재생에서는 10 Mbps 이상의 속도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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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5의 대화형 모드(M3)에서는, 도 2, 도 3, 도 11 또는 도 12에 예시되는 것과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ENAV 콘텐츠는 디스크(1)로부터 뿐만아니라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도 25와 같이 여러 가지 모드 사이에서 자유로운 천이가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콘텐츠(DVD-비디오 콘텐츠(10))와 네트
상의 최신 정보(웹 콘텐츠(30W))를 조합시킴으로써 콘텐츠 전체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혼합 모드(M3)에 의해 콘텐츠 전
체의 매력이 높아지는 구체예로서는, 온라인 대전형의 게임이 있다).

  이 때문에, 디스크(1)가 장전된 시점(전환 이벤트 E03)에서 온라인 모드(M2)로부터 혼합 모드(M3)로 천이하는 것은 사
용자에게 장점이 있다. 이것은 네트 접속(전환 이벤트 E05)이 검출될 때 오프라인 모드(M1)로부터 혼합 모드(M3)로 천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혼합 모드(M3)에서 디스크(1)가 배출된 경우(전환 이벤트 E04)에는 제어가 온라인 모
드(M2)로 천이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혼합 모드(M3)에서 결정된 처리 루틴 중에서 처리를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한, 혼합 모드(M3)에서 네트가 끊어진 경우(전환 이벤트 E6), 제어는 자동적으로 오프라인 모드(M1)로 되돌아 갈 수 있
다.

  상기한 모드 천이는 플레이어(100)에서 미리 결정된 방법(예컨대 후술하는 도 29의 이행 규칙 1)에 따를 수도 있고, 사용
자의 요구대로 행할 수도 있다.

  상기 모드 천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스크린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각 모드 천이가 행해질 때에 천이 목적지의 스크린 표시 준비가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상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즉, 그 때까지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던 영상(동화상이든 정지 화상이든 관계없음)의 천이 직
전의 정지 화상(도 1의 영상 출력 제어기(352) 내의 도시하지 않는 비디오 RAM에 저장된 것)을 동결시켜 스크린 표시한
다. 그리고, 천이 목적지의 스크린 표시의 준비가 되면, 그 때까지 스크린 표시되어 있던 동결 화상(정지 화상)은 천이 목적
지의 스크린 표시 화상으로 이음매없이 전환된다. 또는, 각 모드 천이가 행해질 때는 천이 목적지의 스크린 표시 준비가 되
기 전에, 블루백 영상(필요에 따라 플레이어의 OSD 화상을 포함할 수 있음)이 스크린상에 표시된다. 그리고, 천이 목적지
의 스크린 표시가 준비되면, 그 때까지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던 블루백 영상이 천이 목적지의 스크린 표시 화상으로 전환
된다.

  도 26은 도 25에 도시하는 복수 모드의 어느 것이 최초로 설정되는지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의 처리는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초기 설정 프로그램(펌웨어의 일부)으로서 프로그램 ROM(도시 생략)에 기록해 둘
수 있다. 사용자가, 예컨대 리모콘(도시 생략)의 셋업 메뉴 버튼(도시 생략)을 누르면, 영상 출력 제어기(352)에 접속된 외
부 모니터 TV(도시 생략)의 표시 스크린상에 예컨대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OSD)로써 모드 선택 메뉴가 표시된다(스텝
ST400).

  이 모드 선택 메뉴는, 도시하지 않지만, 오프라인 모드(M1)의 선택 버튼과, 온라인 모드(M2)의 선택 버튼과, 혼합 모드
(M3)의 선택 버튼과, OK 버튼을 포함한다다. 사용자가 오프라인 모드(M1), 온라인 모드(M2), 및 혼합 모드(M3) 중 어느
하나의 선택 버튼을 선택하고, 도시 생략한 리모콘의 커서키 및 OK 키의 조작에 의해 OK 키를 누르면(스텝 ST410의
YES), 선택된 모드(예컨대 혼합 모드(M3))가 도 1의 플레이어(100)에 설정된다(스텝 ST420). 예컨대 오프라인 모드
(M1)가 디폴트 모드인 경우에도, 만약 사용자가 이들 모드의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때는(스텝 ST410의 NO), 디폴트
모드(이 예에서는 오프라인 모드(M1))가 도 1의 플레이어(100)에 설정된다(스텝 ST430). 사용자 선택 또는 디폴트 모드
에 의해 모드 설정(스텝 ST500)이 끝나면, 도 26의 처리는 종료하고 도 1의 플레이어(100)는 설정된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상태(스텝 ST440)가 된다.

  도 27은 도 25에 도시하는 복수 모드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현재의 모드(도 26의 스텝 ST500에서 설정된 디폴트 모드
나 사용자 선택 모드)에서의 처리 내용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의 처리도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
(100)의 초기 설정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ROM(도시 생략)에 기록될 수 있다.

  우선, 도 26의 모드 설정 처리(스텝 ST500)에 의해 설정된 모드(M1, M2, 또는 M3)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처리가 현재의
모드로서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체크된다(스텝 ST510). 정상적인 처리(예컨대 온라인 모드/대화형 모드(M2)에서의
통상의 DVD 비디오 디스크 재생 등)가 행하여질 수 있다면(스텝 ST510의 YES), 그 처리가 실행된다(스텝 ST520). 그 처
리 중, 도 27의 처리 프로그램은 상태 체크(디스크(1)의 장전 상태, 디스크(1)의 재생 동작 상태,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의
접속 상태, 모드(M1∼M3) 사이의 전환 유무 등)를 반복한다(스텝 ST530). 예컨대 사용자가 현재의 모드를 모드 M2로부
터 모드 M3로 전환하도록 리모콘 조작을 했다면, 그 모드 전환 동작이 행해진다(스텝 ST540). 또는, 사용자가 현재 재생
중인 DVD-비디오 작품의 챕터 번호를 변경했다면, 그 사용자 이벤트에 대응하여 챕터 전환 동작이 실행되고, 예컨대 도
22의 스텝 ST194∼ST220에서 ENAV 콘텐츠 재생의 전환 동작이 행하여질 수 있다(스텝 ST540).

  만일 현재의 모드에서 통상 처리를 할 수 없다면(스텝 ST510의 NO) 제어는 변칙 처리를 개시한다(스텝 ST550). 예컨
대, 모드 M2에 있어서 사용자가 도시하지 않은 리모콘의 재생 개시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100)의 디스크 트레이(도
시 생략)가 닫혀 있지 않으면 디스크 트레이를 닫기 위한 처리가 실행되고(스텝 ST550, 스텝 ST560의 NO), 현재의 모드
(M2)에서 통상 처리가 실행된다(스텝 ST510의 YES). 만일 디스크 트레이에 장전된 디스크(1)에 심각한 흠집이 있어서,
그 리드인 영역,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역, 또는 관리 정보(도 30의 VMG 등)를 판독할 수 없다면(스텝 ST510의 NO) 변
칙 처리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스텝 ST560의 YES) 플레이어(100)의 시스템은 변칙 종료한다(스텝 ST570).

  이상은 온라인 모드/대화형 모드(M2)를 예로 하여 설명하였다. 도 27의 모드가 오프라인 모드/비디오 모드(M1) 또는 혼
합 모드/대화형 모드(M3)인 것에 관계없이 도 27의 처리의 흐름은 동일하다(처리 내용만이 다름). 예컨대 네트상의 통신
상대가 통신 접속을 끊었을 때(이 상태는 스텝 ST530의 상태 체크 처리로 알 수 있음)에 시스템은 변칙 종료한다(스텝
ST570).

  도 28은 도 27에 도시된 처리 중에서 상태 체크 처리(스텝 ST530)의 내용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 경우에서, DVD-
비디오 플레이어(100)에 DVD 디스크(1)가 삽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인터넷 접속 유닛(400W, 400W*)이 인터넷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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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제어가 현재 모드와는 다른 모드로 자동적으로 천이할 때 실행되는 처리예를 설명한다.
이 흐름도의 처리도 도 1의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의 초기 설정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ROM(도시 생략)에 기록될
수 있다.

  제어가 이 상태 체크 처리(스텝 ST530)에 들어가면 디스크(1)의 장전 상태가 최초로 체크된다(스텝 ST532). 이 체크 처
리는 도시하지 않은 디스크 드라이브의 디스크 트레이가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디스크 트레이가 폐쇄되어 있으면 디스크
트레이에 디스크가 정확하게 세트되어 있는지 여부, 디스크가 정확하게 세트되어 있으면 그 디스크가 플레이어(100)로 판
독 가능한 디스크인지 여부(즉, DVD 규격에 준한 디스크인지 여부), 및 디스크가 상처, 휨, 및/또는 균열 등이 있는 불량
디스크인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부가적 체크 처리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체크 처리에서 디스크 판독 불능과 같은 수복 불가능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스템은 변칙 종료한다(도 27의 스텝
ST570). 그러나, 수복 가능한 오류(예컨대, 정상적인 디스크(1)가 세트되어 있지만 디스크 트레이가 폐쇄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면 그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도 27의 스텝 ST550)가 실행되고, 흐름은 상태 체크 처리(스텝 ST530)로 복귀
한다.

  디스크(1)의 장전 상태 체크 처리가 끝나면,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의 접속 상태가 체크된다(스텝 ST534). 이 체크 처리
는 도 1의 인터넷 접속 유닛(400W, 400W*)가 통신 모뎀에 물리적으로 및 논리적으로 정상 접속되어 있는지 여부, 모뎀의
하드웨어 또는 TCP/IP의 소프트웨어에 동작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통신 상대와의 네트 접속이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네
트의 접속/절단 체크)를 체크하기 위한 부가적 체크 처리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체크 처리에서 통신 모뎀 오류 등의 수복 불가능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스템은 변칙 종료한다(도 27의 스텝 ST570).
한편, 수복 가능한 일시적 문제(예컨대, 외부 모뎀의 전원 스위치가 오프이지만, 그 후 온으로 된 경우)이면, 모뎀을 도 1의
인터넷 접속 유닛에 논리적으로 접속하는 등의 처리(도 27의 스텝 ST550)가 실행되고 나서 흐름은 상태 체크 처리(스텝
ST530)로 복귀한다.

  디스크(1) 장전 상태의 상태 체크 처리(스텝 ST532) 및 네트 접속 상태의 상태 체크 처리(스텝 ST534)가 끝나면, 그 체
크 결과(예컨대 도 25의 전환 이벤트 E01∼E06 중 어느 하나에 대응)에 따라서 소정의 이행 규칙에 기초하여 모드의 천이
목적지가 결정된다(스텝 ST536). 디스크(1)의 장전 상태(스텝 ST532) 및 네트 접속 상태(스텝 ST534)의 체크 결과를 도
시하지 않은 메모리에 일시 기억하고 나서, 제어는 결정된 모드의 처리(그 처리 내용은 도 27에 도시되어 있음)로 점프한
다(스텝 ST538).

  스텝 ST538에서의 점프에 의한 모드 천이는 플레이어(100)의 시스템측에서 미리 결정된 방법(이행 규칙)에 따를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요구대로 행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모드 천이를 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예컨대 도시하지 않은
리모콘의 메뉴 버튼의 누름에 대응하여 제어가 도 26의 모드 선택 처리(스텝 ST400)로 들어가고, 제어가 그 처리 중의 스
텝 ST420에서 사용자 선택 모드로 이행하는 것이 있다. 한편, 플레이어(100)의 시스템측에서 미리 결정된 방법(이행 규
칙)에 따라 모드 천이를 행하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도 29는 도 28의 처리 내의 모드 천이 목적지 결정시에 참조되는 이행 규칙(이행 규칙 1)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이다. 여
기서는, 서로 이행 가능한 모드가 도 25에 도시하는 모드 M1∼M3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즉, 규칙에 있어서, 현재의 모
드는 M1, M2, 또는 M3이고, 전환 이벤트는 각 모드에 대하여 고유하게 할당되어 있으며, 그 전환 이벤트에 따라서 천이
목적지로서의 모드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모드가 오프라인 모드(비디오 모드)(M1)인 경우에 있어서, 전환 이벤트 E02(디스크 배출)가 검출
되면 온라인 모드(대화형 모드)(M2)로의 천이가 지정되고; 전환 이벤트 E05(네트 접속)가 검출되면 혼합 모드(대화형 모
드)(M3)로의 천이가 지정된다. 2개의 전환 이벤트 E02 및 E05가 동시에 발생되면, 이 예에서는 전환 이벤트 E05(네트 접
속)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우선도: E05>E02). 전환 이벤트 E05보다도 먼저 전환 이벤트 E02가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발생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모드 천이가 우선도에 상관없이 지정된다(나중에 발생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모드 천이는 첫번
째 모드 천이 후에 지정된다).

  현재의 모드가 온라인 모드(대화형 모드)(M2)일 때, 전환 이벤트 E01(디스크 삽입/장전)이 검출되면 오프라인 모드(비디
오 모드)(M1)로의 천이가 지정되고; 전환 이벤트 E03(디스크 삽입/장전)이 검출되면 혼합 모드(대화형 모드)(M3)로의 천
이가 지정된다. 2개의 전환 이벤트 E01 및 E03은 동일한 원인(디스크 삽입/장전)으로 발생된 전환 트리거이지만, 이 예에
서는 전환 이벤트 E03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우선도: E03>E01). 이 우선도는 사용자 설정에 의해 반대로될 수 있다
(우선도: E03<E01). 또는, 전환 이벤트 E01과 E03의 한쪽을 미리 무효로 설정해 둘 수도 있다.

  "디스크 삽입/장전"이라는 전환 트리거에 의해 모드 M2로부터 모드 M1으로 천이하고 싶은 경우는 도 26의 스텝 ST420
에서 사용자가 모드 M1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이 사용자 선택은 도 29의 이행 규칙 1보다도 높은 우선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현재 모드가 혼합 모드(대화형 모드)(M3)일 때, 전환 이벤트 E06(네트 절단)이 검출되면 오프라인 모드(비
디오 모드)(M1)로의 천이가 지정되고; 전환 이벤트 E04(디스크 배출)가 검출되면 온라인 모드(대화형 모드)(M2)로의 천
이가 지정된다. 2개의 전환 이벤트 E06 및 E04가 동시에 발생되면, 이 예에서는 전환 이벤트 E06(네트 절단)을 우선적으
로 선택한다(우선도: E06>E04). 전환 이벤트 E06보다 전환 이벤트 E04가 먼저 발생했을 때는 우선도에 상관없이 먼저 발
생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모드 천이가 행해진다(나중에 발생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모드 천이는 첫번째 모드 천이 후에 지정
된다).

  도 29는 주어진 모드로부터 다른 모드로 자동적으로 모드 천이하는 경우의 이행 규칙 1의 예이다. 이 경우에 이용하는 이
행 규칙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도 29의 이행 규칙 1과 적절하게 병용되는 이행 규칙 2로서, 제2 이행 규칙인
["변칙 상황 발생시에 시스템이 발생하는 이벤트">"사용자 이벤트">"ENAV 이벤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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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변칙 상황의 예로서는, 도 1의 장치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실행중에 발생된 에러, 인터넷으로부
터 웹 콘텐츠를 다운 로드할 때에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있다.

  상기 모드 천이와 도 1에서 설명한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도 1의
ENAV 엔진(300)은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DVD 비디오 디스크(1)로부터 ENAV 콘텐츠(30)
를 수취하는 제1 인터페이스(400,400*)와, 다른 ENAV 콘텐츠(웹 콘텐츠(30W))를 통신 회선(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하는
제2 인터페이스(400W, 400W*)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 DVD 비디오 디스크(1)가 장전되어 있고 제2 인터페이스(400W, 400W*)가 상기
통신 회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네트 절단) 상태를 오프라인 모드(M1)로 하고,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로부터
DVD 비디오 디스크(1)가 배출되어 있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400W, 400W*)가 상기 통신 회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네트 절단) 상태를 온라인 모드(M2)로 하며,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 DVD 비디오 디스크(1)가 장전되어 있고 상
기 제2 인터페이스(400W, 40 OW*)가 상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어 있는(네트 접속) 상태를 혼합 모드(M3)로 가정한다. 이
때에, 전환 트리거(디스크의 삽입/배출 또는 네트의 접속/절단에 의한 트리거; 전환 이벤트 E01∼E06에 대응)가 검출되
면, (도 29에 예시된 소정의 이행 규칙에 따라서) 오프라인 모드(M1), 온라인 모드(M2), 및 혼합 모드(M3) 사이에서 모드
천이가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본 발명은 상기 각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 단계에서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형 및 변
경이 가능하다. 각각의 실시예는 가능한 한 필요에 따라 조합될 수 있고, 그 경우 조합에 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의 ENAV 엔진은 가까운 장래 실현될 하이비젼 대응 DVD-비디오 시스템(650 nm 레이저를 이용한 준
(semi) 하이비젼 시스템 또는 405 nm 레이저를 이용한 본격(full) 하이비젼 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호환성을 방해하는 일
없이 통합될 수 있다.

  도 1의 플레이어 기능은 DVD 디스크 드라이브와 고속 CPU/MPU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실현
될 수 있다. 즉, 고성능 퍼스널 컴퓨터에서 도 1에 해당하는 DVD 플레이어(100)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이러한
퍼스널 컴퓨터의 가상 DVD 플레이어는 현재 시판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일부의 게임기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경
우, 본 발명은 기존의 퍼스널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그 컴퓨터에 설치된 신규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는 여러 단계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고, 이 출원에서 개시되는 복수의 필요한 구성 요건을 적절히 조합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발명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시예에서 표시되는 모든 구성 요건으로부터 1 또는 복수의 구성
요건이 삭제되더라도 본 발명의 효과 또는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효과 중 적어도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이 구성 요건이
삭제된 구성이 발명으로서 추출될 수 있다.

  도 34는 DVD-비디오 디스크, DVD-오디오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의 정보 매체에 정보의 처리를 기록하는 예를 설명하
는 흐름도이다.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비디오의 AV 콘텐츠(예컨대, 도 2의 DVD-비디오 콘텐츠(10))는 볼륨 스페이스의 특
정 부위(도 30 또는 도 31의 DVD-비디오 영역)에 기록된다(스텝 ST602).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콘텐츠(예컨대, 도 2의
ENAV 콘텐츠(30A∼30C) 중의 어느 것)는 정해진 부위(도 30의 다른 기록 영역 또는 도 31의 DVD-비디오 영역의 일부)
에 기록된다(스텝 ST604). 부수적으로, 상기 기록 스텝(ST602, ST604)들의 순서는 서로 바뀔 수 있다.

  <ENAV 시스템의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적용된 ENAV(Enhanced NAVigation) 사양은 DVD 플레이어가 향상된 상호작용식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며, ENAV 사양으로 정의된 새로운 콘텐츠는 "ENAV 콘텐츠"라고 부른다. ENAV 콘텐츠는 DVD-비디오 콘텐츠와
함께 DVD 비디오 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고, 어떤 ENAV 콘텐츠는 웹 서버에 기록될 수 있다(또는 웹 서버를 통해 보내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DVD-비디오 사양 자체는 ENAV 사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ENAV 사양은 바로 DVD-비디오
사양의 "확장판"이다. ENAV 사양은 ENAV 사양을 정의함과 동시에 DVD-비디오와 ENAV 재생간의 통신을 위한 구조를
정의한다.

  ENAV 콘텐츠는 "ENAV 엘리멘트"라고 부르는 다음의 엘리멘트로 구성된다(또는 포함한다):

  마크업 언어(XHTML, SMIL);

  DVD용의 특수 API를 가진 스크립트 언어(ECMAScript);

  캐스케이드형 시트(CSS);

  화상(JPEG, PNG);

  오디오(AC-3(등록상표), MPEG 오디오, DTS(등록상표), SDDS(등록상표); 및

  텍스트/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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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업 언어에 있어서, XHTML 문서는 표시 배치, 표시 크기 및 표시/출력 타이밍을 제어하고, 또한 DVD-비디오 콘텐츠
와 함께 상기 화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및 텍스트/폰트 데이터를 표시/출력하도록 하는 동기화를 제어
한다. 한편, SMIL은 SVG 애니메이션의 표시만을 제어한다.

  ENAV 콘텐츠는 디스크 뿐만 아니라 서버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동(startup)을 위해 적어도 DVDINDEX.HTM
파일, XHTML 문서는 디스크상의 DVD_ENAV 디렉토리하에 기록될 수 있다. 또한, ENAV 파일들은 향상된 DVD 디스크
의 디스크 ID 및/또는 향샹된 DVD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ID에 의해, 향상된 DVD 플레이어와 서버간의 권한 부여 후에 인
터넷을 통해 서버로부터 전달된다. 권한 부여 종료 후에, 향상된 DVD 디스크가 배출되면, 서버로부터의 ENAV 콘텐츠의
전달은 중지되고/되거나 ENAV 콘텐츠의 재생이 중지될 수 있다.

  ENAV 콘텐츠의 재생 능력이 있는 향상된 DVD 플레이어는 비디오 모드와 향상된 내비게이션 모드의 2가지 모드를 갖는
다.

  비디오 모드에 있어서, DVD-비디오 콘텐츠는 DVD-비디오 콘텐츠 내의 내비게이션 정보에 따라 재생되고, ENAV 콘텐
츠는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드에 있어서의 플레이어의 동작은 종래의 DVD-비
디오 플레이어와 동일하다. 즉, 최초 재생 PGC(FP_PGC)가 최초로 재생될 수 있다. 비디오 모드에 있어서는 하나의 스크
린 표시, 즉 풀 비디오 스크린만이 존재한다.

  향상된 내비게이션 모드는 풀 스크린 표시와 혼합 스크린 표시의 2 가지의 스크린 표시를 갖는다. 풀 스크린 표시에서는
플레이어가 DVD-비디오 콘텐츠와 ENAV 콘텐츠의 양자를 동시에 재생한다. 혼합 스크린 표시에서도 플레이어는 DVD-
비디오 콘텐츠와 ENAV 콘텐츠의 양자를 재생하고, 양자의 콘텐츠가 동시에 표시된다.

  주: 재생 및 사용자 조작이 ENAV 콘텐츠에 의해 취급되기 때문에 사용자 조작 및 '보고 느낌'은 풀 비디오 스크린으로부
터의 풀 스크린 표시에서 다를 것이다.

  향상된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풀 스크린 표시와 혼합 스크린 표시 사이에는 ENAV 콘텐츠의 기능 또는 플레이어의 기능
으로써 스크린 표시를 전환(즉, 풀 스크린 표시로부터 혼합 스크린 표시로/혼합 스크린 표시로부터 풀 스크린 표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드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모드간의 전환이 금지된다.

  향샹된 내비게이션 모드에 있어서, 플레이어는 FP_PGC를 무시하고 최초로 디스크상의 ENAV 콘텐츠에서의 기동을 위
해 DVDINDEX.HTM 파일을 재생하고, 그 다음에 ENAV 콘텐츠의 명령에 따른 재생을 할 수 있다.

  이 명세서에서는 향상된 DVD 플레이어에 대한 시스템 모델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 모델은 2 개의 엔진, 즉 DVD-비디오
콘텐츠의 재생을 위한 DVD-비디오 재생 엔진과 ENAV 콘텐츠를 재생함과 동시에 DVD-비디오 재생 엔진을 제어하기 위
한 ENAV 엔진으로 구성된다(또는 포함한다). 이것은 플레이어가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로부터의 확장판임을 의
미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은 종래의 DVD-비디오 재생 엔진과, DVD-비디오 재생을 제어하기 위해 ENAV 콘텐츠에 의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의 기능으로 구성된다(또는 포함한다):

  ENAV 엔진으로부터의 "DVD 제어"에 응답하여 DVD-비디오 재생을 제어하는 기능;

  ENAV 콘텐츠에 의해 요구된 어떤 이벤트로서, "DVD 트리거"를 ENAV 엔진에 통보하는 기능; 및

  ENAV 엔진으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재생 상태/최근의 재생 상태 등의 일부 특성인 "DVD 상태"를 통보하는 기능.

  ENAV 엔진은 ENAV 버퍼, XHTML+SMIL/CSS 구문 해석기, XHTML/CSS 배치 관리자, ECMAScript 해석기 & DOM
조종자, SMIL 타이밍 엔진, ENAV 인테페이스 핸들러, 엘리멘트 디코더, AV 대여자, 버퍼 관리자, 및 네트워크 관리자를
포함하고 있다.

  # ENAV 버퍼

  디스크 및 서버상의 ENAV 콘텐츠는 DVD-비디오 콘텐츠의 연속적인/이음매 없는 재생을 위하여 버퍼에 장전되고, 상기
버퍼는 버퍼 제어를 통해 버퍼 관리자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ENAV 버퍼는 ENAV-유닛 버퍼(DVD-비디오 및 애니메이
션을 가진 XHTML 문서, 화상, 비동기 음성 용), 동기화 음성 버퍼 및 폰트 버퍼로 구성된다(또는 포함한다). ENAV-유닛
버퍼와 동기화 음성 버퍼는 각각 2 개의 버퍼로 구성된다(또는 포함한다). 하나의 버퍼는 재생용이고 다른 버퍼는 다운로
드용으로서, 이 각각의 역할은 바꿀 수 있다. 2-버퍼는 예컨대, 모든 ENAV 엘리멘트가 ENAV 콘텐츠 재생 전에 버퍼에
읽어넣어 진 경우에는 1-버퍼로써 이용될 수 있다.

  ENAV-유닛 버퍼는 ENAV-유닛을 저장하기 위한 버퍼이고, 적어도 하나의 XHTML 문서, 화상, 비동기 음성 및 애니메
이션으로 구성된다(또는 구성될 수 있다).

  ENAV 콘텐츠와 동기하여 DVD-비디오의 재생을 시작하기 전에, 디스크 또는 서버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EMAV-유닛이
프리로드(preload) 된다. DVD-비디오의 재생 중에 디스크로부터 또하나의 ENAV-유닛이 장전되면, DVD-비디오의 이
음매 없는 재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 DVD-비디오의 재생 중에 서버로부터 또하나의 ENAV-유닛이 다운로드되면, ENAV
엘리멘트의 이름/위치/크기/콘텐츠 종류를 포함하는 다운로딩 정보에 의해 DVD-비디오의 이음매 없는 재생이 보장된다.

등록특허 10-0491399

- 29 -



  # XHTML+SMIL/CSS 구문 해석기

  텍스트 정보, 어떤 인라인 양식, ECMAScript 및 CSS(캐스케이딩 양식 시트)로 이루어진 XHTML 문서는 XHTML 구문
해석기에 읽어넣어 진다. XHTML 구문 해석기는 DOM(Document Object Model)의 정의에 기초하여 문서를 객체,
DOM-트리의 내부 형식으로 검증하고 구문 해석한다.

  CSS 구문 해석기는 CSS 양식 시트 그래머를 검증 및 구문 해석하고, 리스트에 @ 규칙 및 양식 규칙 세트를 구축한다.
CSS 구문 해석기는 XHTML 구문 해석기의 양식 시트 링크 정보에 의해 표시된 XHTML 구문 해석기 또는 외부 CSS 양식
시트로부터 인라인 양식 정보를 수취한다.

  # XHTML/CSS 배치 관리자

  XHTML/CSS 배치 관리자는 박스 크기 및 그 위치를 포함하는 배치 정보를 XHTML+SMIL/CSS 구문 해석기에 의해 발
생한다.

  # ECMAScript 해석기 & DOM 조종자

  ECMAScript 해석기는 ECMAScript를 검증 및 구문 해석하고, 구문 해석된 것에 의해 표시된 코드를 실행한다.

  DOM 조종자는 SHTML+SMIL/CSS 구문 해석기로부터의 양식 정보로써 DOM-트리를 구문 해석하고, DOM 조종자는
이 명세서에서 정의된 이벤트를 등록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으로부터의 EMAV 이벤트 또는 ENAV 인터페이스 핸
들러를 통한 사용자 상호작용은 ECMAScript 해석기 & DOM 조종자에 통지된다. 그 다음에 등록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
된다.

  이벤트는 ENAV 커맨드라 부르는 ECMAScript 기능 제어 객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트리거의 역할을 갖는다. 한편,
ECMAScript 해석기 & DOM 조종자는 ENAV 특성을 통해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의 특성 버퍼 내의 값들을 판독함으
로써 DVD-비디오 재생 상태를 인식한다.

  # SMIL 타이밍 엔진

  SMIL 타이밍 엔진은 SVG 애니메이션의 제어를 위한 XHTML 문서 내의 SMIL 태그를 검증 및 구문 해석한다. 그 다음
에, SMIL 타이밍 엔진은 SVG 애니메이션의 표시를 위한 타이밍 및 동기화 정보를 제공한다.

  #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다음과 같이 DVD-비디오 재생 엔진으로부터 ECMAScript 해석기 또는 SMIL 타이밍 엔진
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사용자 트리거를 수취하여 ECMAScript
해석기 및 DOM 조종자용의 각 이벤트를 변환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으로부터의 "DVD 트리거" 또는 사용자 상호작용으로부터의 "사용자 트리거"는 "ENAV 이벤트"
로 변환된다.

  DVD-비디오 재생 엔진으로부터의 "DVD 상태"는 "ENAV 특성"으로 변환된다. DVD 상태 정보는 ENAV 핸들러 내의 특
허 버퍼에 저장된다.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ENAV 커맨드"에 따라서 DVD-비디오 재생 엔진, 엘리멘트 디코더, AV 대여자 및 버퍼 관
리자를 제어한다.

  SMIL 타이밍 엔진으로부터의 "ENAV 제어"는 "DVD 제어"로 변환된다.

  # 엘리멘트 디코더

  엘리멘트 디코더는 음성, 화상, 애니메이션 및 텍스트/폰트 데이터를 디코드하고, 엘리멘트 제어를 통해 ECMAScript 해
석기 & DOM 조종자 및 SMIL 타이밍 엔진에 의해 제어된다. DVD-비디오와 동기된 음성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엘리멘트
는 ENAV 시스템 클록에 의해 제공된 ENAV 타이밍 정보를 참조하지만, 동기화된 음성 데이터는 ENAV 인터페이스 핸들
러에 의해 제공된 DVD 타이밍 정보를 참조한다.

  # AV 대여자(AV Renderer)

  AV 대여자는 XHTML/CSS 배치 관리자로부터의 배치 정보를 이용하여 XHTML 문서 및 엘리멘트 디코더로부터의 디코
드된 ENAV 엘리멘트를 대여한다. 즉, AV 대여자는 상기 배치 정보에 따라 ENAV 엘리멘트를 크기별로 다시 분류하고
ENAV 엘리멘트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ENAV 엘리멘트의 화소 종횡비를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음성에 대해서는,
AV 대여자가 ENAV 음성과 DVD-비디오 콘텐츠 내의 음성을 혼합(또는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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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V 대여자는 향상된 내비게이션 모드에 있어서,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로부터의 AV 출력 제어에 따라, 풀 스크
린 표시와 혼합 스크린 표시 사이에서 스크린 표시를 전환한다.

  # 버퍼 관리자

  버퍼 관리자는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로부터의 버퍼 제어에 따라 ENAV 버퍼의 ENAV 콘텐츠를 관리한다. 예컨대,
버퍼 관리자는 디스크 및 서버상의 ENAV 콘텐츠를 버퍼에 로드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버퍼 관리용의 정보는 다운
로드 정보로써 XHTML 문서 또는 다른 파일에 기술된다.

  #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에의 접속/절단을 제어하는 기능 및 대역폭과 서버로부터의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을 갖
고 있다.

  [이벤트 일반]

  예로써, 시스템 모델에 있어서, DVD-비디오 재생으로부터의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된다.

  1. DVD-비디오 재생 엔진은 이벤트 발생시에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에 "DVD 트리거"를 출력한다.

  2.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DVD 트리거"에 대한 상태값이 필요한 경우에 "DVD 트리거"에 응답하여 DVD-비디오
재생 엔진의 상태 정보를 판독한다.

  3.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그 관련 값을 저장한다.

  4.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그 관련 값과 함께 "ENAV 이벤트"를 출력한다.

  [판독 상태]

  예로써, 시스템 모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된다.

  1. DVD-비디오 재생 엔진은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의 특성 버퍼에 상태 정보("DVD 상태")를
알리고 최신의 상태 정보를 버퍼에 유지한다. 상기 상태 정보는 버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크기가 필요한지, 상태 정보를
얼마동안 저장해야 하는지 및 상태 정보가 언제 갱신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 등이다.

  2. ECMAScript 해석기/SMIL 타이밍 엔진은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에 대하여 상태 정보를 요구한다.

  3.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상태 정보를 ECMAScript 해석기/SMIL 타이밍 엔진에 복귀시킨다. ("ENAV 특성")

  [커맨드 실행]

  예로써, 시스템 모델에 있어서, 커맨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된다.

  1. ECMAScript 해석기는 ENAV 커맨드를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에 출력한다.("ENAV 커맨드")

  2.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DVD 제어를 DVD-비디오 재생 엔진에 출력한다.("DVD 제어")

  3. DVD-비디오 재생 엔진은 DVD 제어에 응답하여 그 관련된 값을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에 복귀시킨다.

  4. ENAV 인터페이스 핸들러는 그 관련된 값을 ECMAScript 해석기에 복귀시킨다.

  <실시예의 요약>

  <01>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비디오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서, 기존의
DVD-비디오 규격에 따른 구성을 포함하는 디스크(1)에 ENAV 콘텐츠(30)를 기록한다. ENAV 콘텐츠(30)는 DVD-비디
오 규격에 따른 종래의 DVD-비디오 플레이어에 의해 재생될 필요는 없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
이어(100)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도 30 및 도 31의 실시예 참조).

  <02>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이어(100)는 디스크(1)에 기록된 ENAV 콘텐츠(30)뿐만 아니라 인터
넷 등의 통신 회선으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는 유사한 ENAV 콘텐츠(웹 콘텐츠)(30W)도 이용할 수 있다(도 1의 실시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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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디스크(1)에 기록된 DVD-비디오 콘텐츠(10)에 포함된 AV 정보와 ENAV 콘텐츠(30)(및/또는 ENAV 콘텐츠
(30W))에 포함된 AV 정보는 소정의 순서(마크업 또는 스크립트로 기술된 ENAV 재생 정보)에 따라서, 서로 동기, 연동,
또는 연휴하여 재생될 수 있다(도 2∼도 24의 실시예 참조).

  <04> 사용자가 DVD-비디오 콘텐츠(10)의 재생 및/또는 ENAV 콘텐츠(30)(웹 콘텐츠(30W))의 재생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모드(DVD-비디오를 그대로 재생하는 모드)(M1)와, 온라인 모드(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을 통해 대화
특성을 증가시킨 비디오 재생을 하는 모드)(M2)와, 혼합 모드(DVD-비디오 재생을 하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화 특성
이 높은 재생도 할 수 있는 모드)(M3)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도 25∼도 28의 실시예 참조).

  <12> 온라인 모드(M1), 오프라인 모드(M2), 및 혼합 모드(M3) 등의 복수 모드 사이에서 소정의 규칙에 따라 모드 천이
를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다(도 29의 실시예 참조).

  <13>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비디오 플레이어(100)에서, 이벤트 생성·커맨드/특성 처리기(320)는 DVD-비디오
재생 제어기(220)로부터 DVD 이벤트 신호 및/또는 DVD 상태 신호를 수신할 때 동작한다. 이 때문에, 처리기(320)로부터
제어기(220)로 DVD 제어 신호를 보내는 구성만 다르고, DVD 디스크의 재생(이벤트/상태)에 따른 ENAV 제어가 가능해
진다(도 1 및 도 20의 실시예 참조).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현재의 DVD-비디오(및/또는 오디오) 규격(버젼 1.0)과의 호환성(적어도 상위 호환)을 확보하면서,
DVD-비디오 콘텐츠의 재생에 보다 다양한 대화 특성을 부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규격에 준거한 기록 스페이스를 갖는 정보 매체로부터 AV 콘텐츠 및 이 AV 콘텐츠의 재생과 관련하여 재생가능
한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구성된 플레이어 유닛과;

  상기 정보 매체의 AV 콘텐츠를 재생하여 상태 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재생 엔진과;

  상기 재생 엔진으로부터의 상태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정보 매체의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구성된 내비게이션
엔진을 구비하는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매체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이고, 상기 기록 스페이스는 볼륨 스페이스로써 정의되며,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비디오 콘텐츠의 재생과 연동하여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재생을 제어하도록 구성된 것
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안의 AV 콘텐츠의 재생 상황
의 변화에 연휴하여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내용이 변화하도록 구성된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안의 비디오 콘텐츠의 재생 상
황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의 재생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된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수취하는 제1 인터페이스와, 다른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통신 회선으로부터 획득하는 제
2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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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장전되어 있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가 상기 통신 회선으로부터 분리
되어 있는 상태를 오프라인 모드로 하고, 상기 플레이어 유닛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배출되어 있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가 상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온라인 모드로 하며,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장전되어 있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가 상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혼합 모드로 한 때에, 전환 트리
거에 응답하여 상기 오프라인 모드, 온라인 모드 및 혼합 모드의 사이에서 모드 천이가 자동적으로 행해지도록 구성된 것
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은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로부터의 기록 콘텐츠의 재생을 제어하는 비디오 재생 제어기를 포함하고,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비디오 재생 제어기의 제어하에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상기 비디오 콘텐츠의 내용의 적어도 일
부 및/또는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내용의 적어도 일부에 해당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유닛과;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내용을 해석하는 해석기와;

  상기 해석기에서 해석된 내용 또는 사용자 조작으로부터의 사용자 이벤트에 기초하여, 상기 비디오 재생 제어기와의 사
이에서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 상황에 관한 제1 신호의 교환을 행함과 동시에, 상기 해석기와의 사이에서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제2 신호의 교환을 행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교환된 제1 신호 및 제2 신호의 적어도 한
쪽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유닛의 신호 출력 상태를 제어하는 정보 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수취하는 제1 인터페이스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와 동종의 내용을 갖는 다른 내비
게이션 콘텐츠를 인터넷으로부터 획득하는 제2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은 상기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로부터 재생된 기록 콘텐츠에 대응한 내용의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적어도 한쪽을 제공하는 제1 디코더를 포함하
고,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대응한 내용의 영상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의 적어도 한쪽을 제공하는 제2 디코더와;

  상기 제1 디코더로부터 제공된 영상 데이터와 상기 제2 디코더로부터 제공된 영상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합성하거나 상
기 제1 디코더와 상기 제2 디코더의 한쪽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 합성된 또는 선택된 영상 데이터를 출력
하는 영상 출력 제어기와;

  상기 제1 디코더로부터 제공된 음성 데이터와 상기 제2 디코더로부터 제공된 음성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합성하거나 상
기 제1 디코더와 상기 제2 디코더의 한쪽으로부터의 음성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 합성된 또는 선택된 음성 데이터를 출력
하는 음성 출력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동작과 관련하여 비디오 모드와 대화형 모드를 갖고, 표시와 관련하여 풀 비디오 모드와
풀 내비게이션 모드와 혼합 모드를 가지며,

  상기 비디오 모드는 상기 AV 콘텐츠를 재생하는 모드이고, 상기 대화형 모드는 상기 AV 콘텐츠 및/또는 상기 내비게이
션 콘텐츠를 재생하는 모드이며,

  상기 대화형 모드에서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이 상기 비디오 콘텐츠를 재생할 때는, 그 재생 영상을 표시하는 데 상기 풀
비디오 모드가 이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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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대화형 모드에서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이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재생할 때는, 그 재생 영상을 표시하는 데 상기
풀 내비게이션 모드가 이용되고, 또는,

  상기 대화형 모드에서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이 상기 AV 콘텐츠를 재생하고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이 상기 내비게이션 콘
텐츠를 재생할 때는, 상기 비디오 콘텐츠의 재생 영상 및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재생 영상을 표시하는 데 상기 혼합 모
드가 이용되고,

  상기 혼합 모드에서는 상기 비디오 콘텐츠의 재생 영상과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재생 영상이 함께 표시되는 것인 향
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 및/또는 스크립트 언어로 구성된 재생 제어 정보 및 기타의 콘텐
츠를 포함하고,

  상기 플레이어 유닛은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AV 콘텐츠에 대응한 제1의 AV 데이터를 재생하는 비디오 재생 엔진
을 포함하며,

  상기 시스템이,

  플레이어 유닛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른 재생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취입하는 데에 이용되는
통신 회선과의 접속 유닛과;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기록 콘텐츠 중의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
된 재생 제어 정보 또는 상기 통신 회선으로부터 취입한 다른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재생 제어 정보의 내용에 따라
서, 상기 플레이어 유닛의 재생 출력을 제어하는 내비게이션 엔진을 더 구비하고,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재생 제어 정보의 내용을 해석하는 언어 해석기와,

  상기 언어 해석기에서 해석된 재생 제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커맨드를 실행하는 정보 처리기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기타의 콘텐츠에 대응한 제2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엘리멘트 디코더와,

  상기 언어 해석기에서 해석된 상기 재생 정보 및/또는 상기 정보 처리기에서의 상기 커맨드의 실행 결과에 기초하여, 상
기 엘리멘트 디코더에서 생성된 상기 제2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으로 재생된 상기 제1의 영상·음성
데이터에 합성하여 출력하고, 또는 상기 제1의 영상·음성 데이터 및 상기 제2의 영상·음성 데이터의 한쪽을 선택하고, 상기
혼합된 또는 선택된 영상·음성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유닛을 포함하는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플레이어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AV 콘텐츠에 대응하는 제1 AV 데이터를 재생
하는 플레이어 유닛과;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다른 재생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수취하는 데에 이
용되는 통신 회선과의 접속 유닛과;

  상기 플레이어 유닛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재생 제어 정보 또
는 상기 통신 회선으로부터 수취한 다른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재생 제어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상기 플레이어 유
닛의 재생 출력을 제어하는 내비게이션 엔진을 더 구비하고,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재생 제어 정보의 내용을 해석하는 언어 해석기와; 상기 언어
해석기에서 해석된 재생 제어 정보에 포함된 커맨드를 실행하는 정보 처리기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기타의
콘텐츠에 대응한 제2의 AV 데이터를 생성하는 엘리멘트 디코더와; 상기 정보 처리기에서의 상기 커맨드의 실행 결과에 기
초하여, 상기 엘리멘트 디코더에서 생성된 상기 제2의 AV 데이터를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으로 재생된 상기 제1의 AV 데
이터와 합성하거나, 또는 상기 제1의 AV 데이터 및 상기 제2의 AV 데이터의 한쪽을 선택하여 상기 합성된 AV 데이터 또
는 선택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은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을 제어하여,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재생 상황에 관한
이벤트 신호를 상기 정보 처리기에 출력하고,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특성에 관한 상태 신호를 상기 정보 처리기에
출력하는 비디오 재생 제어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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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보 처리기는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상기 재생 제어 정보에 기초한 상기 출력 유닛의 제어를 상기 비디
오 재생 제어기로부터의 상기 이벤트 신호 및/또는 상기 상태 신호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제1 내비게이션 콘텐츠 및 상기
통신 회선을 통해 외부에서 획득한 제2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포함하고,

  상기 이벤트 신호 및/또는 상기 상태 신호에 따른 상기 정보 처리기에 의한 제어는 상기 제1 및 제2 내비게이션 콘텐츠에
기초한 양방의 제어 처리에 대하여 실행되는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 신호는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에 기록된 메뉴를 호출하는 메뉴 호출, 상기 디지털 비
디오 디스크로부터 재생되는 타이틀을 전환하는 타이틀 점프, 또는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재생되는 챕터를 전
환하는 챕터 점프에 대응하여 발생되도록 구성된 것인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이 상기 디지털 비디오 재생 장치의 사용자 조작에 대응한 사용자 이벤트를 생성
하는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정보 처리기는 상기 사용자 이벤트 제어기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이벤트에 대응한 처리를 실행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출력 유닛은 상기 사용자 이벤트에 대응한 처리의 실행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엘리멘트 디코더에서 생성된 상기 제
2의 AV 데이터를 상기 비디오 재생 엔진에서 재생된 상기 제1의 AV 데이터와 합성하거나, 또는 상기 제1의 AV 데이터 및
상기 제2의 AV 데이터의 한쪽을 선택하여 그 합성된 AV 데이터 또는 선택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인 향상된 내비게
이션 시스템.

청구항 15.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볼륨 스페이스를 갖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AV 콘텐츠 및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포
함하는 기록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상기 AV 콘텐츠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획득된 AV 콘텐츠의 내용에 대응한 소정의 이벤트에 따라서, 상기 획득된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내용을 실행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 재생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플레이어 유닛을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상기 AV 콘텐츠와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
츠 중의 적어도 하나를 획득하거나, 또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통신 회선으로부터 다른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획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록 콘텐츠 재생 방법.

청구항 17.

  소정의 규격에 준거한 기록 스페이스를 갖는 정보 매체상에 AV 콘텐츠 및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스페이스의 특정 부위에 AV 콘텐츠를 기록하는 단계와;

  정해진 부위에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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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재생 엔진과 내비게이션 엔진을 포함하는 향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정보 매체에 있어서,

  소정의 규격에 준거한 기록 스페이스와;

  상기 기록 스페이스에 저장되고, 상기 재생 엔진에 의해 재생되도록 구성된 AV 콘텐츠와

  상기 기록 스페이스에 저장되고, 상기 내비게이션 엔진에 의해 취급 또는 처리되도록 구성된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포함
하는 정보 매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스페이스는 볼륨/파일 구조 정보 영역, 비디오 영역 및 기타의 기록 영역을 가진 볼륨 스페이
스를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영역은 DVD-비디오 규격에 준거한 비디오 콘텐츠를 포함하며,

  상기 기타의 기록 영역은 AV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재생가능한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포함하고,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상기 AV 콘텐츠의 재생을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재생과 연휴, 연동 또는 동기시켜서 제어
하는 정보를 갖는 것인 정보 매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적어도 하나의 문서, 화상 데이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및 음성 데이터를 포
함하고, 상기 문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마크업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정보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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