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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다.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

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

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

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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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되,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

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터 영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디오/비디오(AV) 스트림을 더 저장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

틀 스트림은 상기 데이터 영역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독립된 스트림 파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특정 일부분은 텍스트 스트링(text strin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은, 리전 스타일 정보내에 정의된 폰트 아이디(font identification), 폰트 스타일(font

style), 폰트 크기(font size) 및 폰트 칼라(font color)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의해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폰트 아이디(font identification)는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에 관련된 폰트 파일을 지정하는 값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폰트 아이디(font identification)는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에 관련된 클립정보 파일내에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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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폰트 스타일(font style)은, 노말(normal), 볼드(bold) 및 이탤릭(italic) 폰트 스타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폰트 크기(font size)는, 문자의 픽셀 단위의 수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한 스타일은, 인라인 스타일 정보내에 정의된 새로운 폰트 아이디(font identification), 새로운 폰트 스타일(font

style), 새로운 폰트 크기(font size) 및 새로운 폰트 칼라(font color)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의해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리전 스타일은, 리전 스타일 정보내에 정의된 리전 위치(region position), 리전 크기

(region size), 리전 배경색(region background color), 텍스트 위치(text position), 텍스트 플로우(text flow), 텍스트 정

렬(text alignment), 라인 스페이서(line space), 폰트 아이디(font identification), 폰트 스타일(font style), 폰트 크기

(font size) 및 폰트 칼라(font color)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리전 위치(region position)는 디스플레이 화면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수평위치 및 수직위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리전 크기(region size)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폭(width) 및 높이(height)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특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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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플로우(text flow)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의 텍스트의 문자 진행방향 및 라인 진행방향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진행방향은 좌에서 우방향 진행 및 우에서 좌방향 진행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 진행방향은 상(top)에서 하(bottom)방향 진행 및 하(bottom)에서 상(top)방향 진행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6.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정렬(text alignment)은 좌(left), 중앙(center) 및 우(right)정렬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7.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 스페이서(line space)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의 2개의 텍스트 데이터의 인접 라인간의 간격을 특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8.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고,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텍스트 서브타이틀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와 리전 스타일 정보와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텍스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요구되는

폰트 관련 디스플레이 속성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디스플레이 속성들을 특정하고, 상기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을 위해 폰트 관련 디스플레이 속성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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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폰트 관련 디스플레이 속성들은, 폰트 아이디(font identification), 폰트 스타일(font style), 폰트 크기(font size) 및

폰트 칼라(font color)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내에 특정된 복수의 디스플레이 속성들은, 리전 위치(region position), 리전 크기(region size), 리

전 배경색(region background color), 텍스트 위치(text position), 텍스트 플로우(text flow), 텍스트 정렬(text

alignment), 라인 스페이서(line space), 폰트 아이디(font identification), 폰트 스타일(font style), 폰트 크기(font size)

및 폰트 칼라(font color)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21.

기록매체상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록매체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기록하되,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

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방법.

청구항 22.

기록매체상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록매체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재생하되,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

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

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방법.

청구항 23.

기록매체상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기록매체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광 기록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드라이브(drive)와,

기록매체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기록하기 위해 상기 드라이브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포함하되,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

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

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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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상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기록매체상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광 재생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드라이브(drive)와,

기록매체내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재생하기 위해 상기 드라이브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스를 포함하되,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

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

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재생을 위한 기록매체 및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기록매체로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광디스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고화

질의 비디오 데이터와 고음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장시간 동안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밀도 광기록 매체, 예를

들어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이하 BD)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 차세대 HD-DVD 기술로서, 국제 표준 기술인 블

루레이 디스크(BD)는 기존의 DVD를 현저하게 능가하는 데이터를 구비할 수 있는 광기록 솔루션으로 근래에 다른 디지털

기기 표준과 함께 이에 대한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관련하여, 블루레이 디스크(BD) 규격을 응용한 광 기록재생기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아직 블루레이 디스크(BD)

규격이 완비되지 못하여 완성된 광 기록재생기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상기와 같은 블루레이 디스크(BD)로

부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AV데이터 및 사용자 편리를 위헤 요구되는 다양한 데이터, 예를들어 상기

메인 AV데이터와 연관된 보조 데이터(supplementary data)로서 서브타이틀(subtitle) 정보와 같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상기 광디스크내 기록된 메인 데이터 및 서브타이틀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블루레이 디스크(BD) 규격에서는, 보조 데이터로서 특히 서브타이틀 정보에 대한 통일된 규격사항이 완비되

어 있지 않아, 완비된 블루레이 디스크(BD) 기반의 광기록재생 장치를 개발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 같은 제한은, 서브타이틀과 같은 보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제한 및 불편함에 기인하는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기록 및 재생

방법과 장치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내에 포함된 텍스트 서브타이틀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가 규격화된 방식으

로 재생가능하도록 하는 특정의 재생 제어 정보(reproduction control information)를 정의함에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이점, 목적 및 특징은 후술되는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고 부분적으로는 후술되는 본 발명의 실행 및

교시로부터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서 특히 지적된 구조에 의해 실현되고 얻어질 것이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한 기록매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

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다.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

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리전 스타일 정보와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한다. 상기 텍스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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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전체 스타일은 리전 스타일 정보내에 정의된 폰트 아이디 (font identification), 폰트 스타일 (font style), 폰트 크

기(font size) 및 폰트 칼라(font color)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의해 특정되어 진다. 상기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상기 텍스

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한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록매체상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은, 기록매체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록매체상에 기록되는 각 텍스트 서브타이

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

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록매체상에 기록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은, 기록매

체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록매체로부터 재생되는 각 텍스

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

이터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

부분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록매체상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는, 기록매체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광 기록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드라이브(drive)와, 기록매체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

틀 스트림을 기록하기 위해 상기 드라이브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스를 포함한다.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

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스타일

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스타

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록매체상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한 장치는, 기록매체상에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광 재생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드라이브(drive)와, 기록매체내에 기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

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재생하기 위해 상기 드라이브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스를 포함한다. 각 텍스트 서

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

의 전체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 스타일 정보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

에 상이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일반적인 설명 및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 모두는 예시적인 것이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가능하면, 전체 도면에서 동일한

부분으로 참조 되는 곳에는 동일 참조번호를 사용하였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메인 데이터(main data)"는 디스크 제작자(author)에 의해 광디스크내에 기록된 오디오/비디

오(AV) 데이터를 의미하며, 타이틀(title)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AV데이터는 MPEG2 포맷으로 기록되며, 이를

"AV스트림" 또는 "메인 AV스트림" 이라고 한다. 또한, "보조 데이터(supplementary data)"는 상기 메인 데이터의 재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예를들어,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그래픽 스트림, 메뉴정보, 보조 오디오 스트림(예를

들어, 브라우저블 슬라이드쇼(browsable slideshow))이 해당된다. 상기 보조 데이터 스트림들은 MPEG2 포맷 또는 다른

포맷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광디스크내 동일한 영역 또는 상이한 영역내에서 상기 AV스트림과 멀티플렉싱

(multiplexing)되거나, 또는 독립적인 스트림 파일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브타이틀(subtitle)"은, 재생되는 이미지를 위한 자막정보(caption information)로서, 기결정된 언어

로 제공되어 진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이미지를 시청하는 도중, 복수의 언어를 위한 다수의 서브타

이틀중 어느 하나를 시청하기 위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상기 선택된 옵션에 해당하는 자막 정보가 디스플레이 화면의

일측에 디스플레이되어 진다. 상기 자막 정보는 광디스크내에 MPEG2 트랜스포트 패킷(transport packet)으로 기록하거

나, 비트맵(Bit-map)형태의 그래픽으로 기록하거나, 텍스트 데이터 (text data)로 기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상기 자

막 정보가 텍스트 데이터 (text data)인 경우, 상기 서브타이틀을 "텍스트 서브타이틀 (text subtitle)" 이라고 한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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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 스트림은 텍스트 서브타이틀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위한 재생 제어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예로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광디스크내에 기록되거나, 독립된 파일로서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외부 데이터 소스(external data source)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 플레이어(1)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플레이어(1)는 광디스크(일 예로, 블루레이 디스크)내

에 기록된 AV스트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플레이어(1)는 광디스크상에 AV스트

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발명에 의한 디스크 플레이어(1)는 외부 데이터 소스(예를들어, 디지털 방송국 또는 인터넷 서브)로부터 입력되

는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또는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플레이어(1)가 입력 데이터에 대해 요구되는 데이터 처

리(process)를 수행한 후에는, 상기 플레이어(1)와 연동된 디스플레이 장치(2)상에 처리된 신호를 디스플레이한다. 따라

서, 상기 플레이어(1)는 광디스크 또는 외부 데이터 소스 각각 으로부터, AV스트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수신하

고, 동시에 AV스트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데이터는 MPEG

포맷, 텍스트, XML, 또는 HTML 포맷 일 수 있다.

도 2a는 본 발명에 의해 블루레이 디스크(BD)내에 기록된 데이터 파일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2a에 의하면,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root directory)아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BD디렉토리 (BDMV)가 포함된다. 각 BD 디렉토리 (BDMV) 내에는

다수의 사용자와의 인터액션(interaction)를 위한 일반파일(general file)로서, 인덱스 파일(index.bdmv)과 오브젝트 파일

(MovieObject.bdmv)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상기 인덱스 파일은 다수의 선택가능한 메뉴(menu) 및 타이틀(title)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덱스 테이블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각 BD 디렉토리는 재생될 데이터 및 데이터

재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3개의 파일 디렉토리를 포함한다. BD 디렉토리내에 포함되는 파일 디렉토리들은, 스

트림 디렉토리(STREAM), 플레이리스트 디렉토리(PLAYLIST), 및 클립인포 디렉토리(CLIPINF) 이다.

상기 스트림 디렉토리(STREAM)는 오디오/비디오(AV) 스트림 파일들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을 포함하는 보조 스트림 파일들을 포함한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메인 AV스트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MPEG2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존재하고, 이는 "*.m2ts" 로 명명되어 진다.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

들은 스트림 디렉토리(STREAM)내에 독립된 파일들로 존재가능하다. 아울러,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들은

다른 데이터 포맷이 가능하고, 이 경우 해당 포맷에 따라 명명되어 질 것이다. 예를들어,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들

이 텍스트 데이터 (text data) 포맷으로 기록되었다면, 이는 "*.txt"로 명명되어 질 것이다.

클립인포 디렉토리(CLIPINF)는 상기 스트림 디렉토리내에 포함된 AV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들에 대응하는

클립정보(clip information) 파일(*.clpi)들을 포함한다. 클립정보 파일은 대응하는 스트림 파일의 속성정보(property

information) 및 타임정보 (timing information)를 포함하고, 상기 타임정보, 엔트리 포인트 맵(entry point map)에 의해

프레젠테이션 타임 스탬프 (PTS: Presentation Time Stamp)와 소스 패킷 넘버 (SPN: Source Packet Number)를 연결

하는 맵핑 정보(mapping information)을 포함한다. 상기 서로 일대일 대응하는 스트림 파일과 클립정보 파일의 쌍(pair)을

묶어 규격에서는 "클립(clip)"이라고 명명한다. 예를들어, 클립인포 디렉토리 (CLIPINF)내의 파일 "01000.clpi"은 스트림

디렉토리 (STREAM)내의 파일 "01000.m2ts"에 대한 속성정보 및 타임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파일 "01000.clpi"과

"01000.m2ts"가 하나의 클립(clip)을 구성하게 된다.

다시 도 2a를 참조하여, 플레이리스트 디렉토리 (PLAYLIST)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플레이리스트 파일(*.mpls)들을 포함

한다. 상기 각 플레이리스트 파일(*.mpls)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인 AV클립과 상기 메인 AV클립이 재생되는 시간을 지

정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플레이아이템(PlayItem)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플레이아이템 (PlayItem)은 재생을

원하는 메인 클립(clip), 즉 플레이아이템 (PlayItem)내에서 클립명 (Clip_Information_File_ name)으로 지정되는 클립

(clip)의 재생시작 시각(In-Time)과 재생종료 시각(Out-Time)에 대한 타임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플레이리스트 파일

(*.mpls)은 하나 이상의 메인 AV클립(clip)을 위한 기본적인 재생 제어 정보가 된다. 또한 플레이리스트 파일(*.mpls)은,

서브 플레이아이템(SubPlayItem)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서브 플레이아이템 (SubPlayItem)은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

타이틀 스트림 파일들을 위한 기본적 재생 제어 정보가 된다. 상기 서브플레이아이템(SubPlayItem)이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재생하기 위해 플레이리스트 파일내에 포함되어 지면, 상기 서브플레이아이템(SubPlayItem)은 해

당 플레이리스트 파일내의 플레이아이템(PlayItem)과 동기(synchronized)되어 진다. 단, 서브플레이아이템

(SubPlayItem)이 브라우저블 슬라이드쇼(browsable slideshow)를 위해 사용된다면, 상기 플레이아이템(PlayItem)과는

동기되지 않을 것이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데이터 파일들이 기록되는 광디스크 데이터 저장 영역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

크 볼륨(disc volume)은, 최내측을 차지하는 파일시스템 정보 영역 (file system information area)과, 최외측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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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영역(stream area)을 포함하고, 상기 파일시스템 정보 영역과 스트림 영역 사이에는 데이터베이스 영역(database

area)을 포함한다. 상기 파일시스템 정보 영역내에는 전체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또

한, AV스트림 및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스트림 영역내에 기록되어 진다. 상기 일반파일들, 플레이리스

트 파일들 및 클립정보 파일들은 디스크 볼륨내의 데이터베이스 영역내에 기록되어 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일반파

일들은 인덱스 파일과 오브젝트 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플레이리스트 파일들 및 클립정보 파일들은 스트림 영역내에 기록

된 AV스트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영역 및/또

는 스트림 영역내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의 재생모드(playback mode)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된 재생모드내에

서 원하는 메인 또는 보조 스트림들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에 의해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된 텍스트 서브타이틀의 예들을 도시한 것이다. 광디스

크내에 기록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서브타이틀 텍스트(예를들어, '문자(characters)')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

한다.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이 재생되는 경우,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텍스

트 서브타이틀 리전(region)이 디스플레이 화면(2)상에 디스플레이되어 진다. 예를들어, 도 3a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

내에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는 한국어(Korean)이고, 도 3b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는 영어

(English)이다. 두가지 언어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디스크내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독립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파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발명에 의한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이 광디스크로부터 제공되어 지고, 상기 텍스트 서브타

이틀 스트림들은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들로서 존재한다. 또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은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은 MPEG 포맷

이거나 또 다른 포맷(예를들어, 텍스트 포맷)이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해, AV스트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입

력 스트림들을 PID(Packet Identifier) 기준으로 비디오 스트림들, 오디오 스트림들, 그래픽 스트림들,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로 분리하는 PID 필터부(PID filter, 5)와, 상기 오디오 스트림들을 디코딩하는 오디오 디코딩부(10), 상기 비디오

스트림들을 디코딩하는 비디오 디코딩부(20), 상기 그래픽 스트림들을 디코딩하기 위한 그래픽 디코딩부(30) 및 상기 텍

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디코딩하기 위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40)를 포함한다.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은 광디스크로부터 추출되거나, 또는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 입력되는 것이 모두 가능

하므로, 도 4의 장치는 상기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는 스위치(6)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이 광디

스크로부터 추출된다면, 상기 스위치(6)는 상기 PID 필터부(5)와 연결된 라인 'A'를 선택하게 된다. 반면, 텍스트 서브타이

틀 스트림이 외부 소스를 통해 입력된다면, 상기 스위치(6)는 상기 외부 소스와 연결된 라인 'B'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각 오디오 디코딩부(10), 비디오 디코딩부(20) 및 그래픽 디코딩부(30)내에는 디코더될 데이터 스트림의 기결정된

크기를 저장하기 위한 트랜스포트 버퍼(transport buffer, 11, 21, 31)가 각각 구비된다. 비디오 디코딩부(20) 및 그래픽

디코딩부(30)내에는 상기 디코딩된 신호를 디스플레이 되는 이미지로 변환하는 비디오 플레인(video plane, 23)과 그래픽

플레인(graphics plane, 33) 이 각각 구비된다. 상기 그래픽 디코딩부(30)내에는 디스플레이 되는 이미지의 칼라(color)

및 투명도(transparency)를 제어하기 위한 칼라룩업테이블(CLUT; Color Look Up Table, 34)이 더 포함되어 있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40)가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스위치(6)로부터 수신하면, 모든 스트림들은

초기에 서브타이틀 프리로딩 버퍼(41, SPB)에 프리로드 된다. 하나의 언어를 위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의 크기

를 약 0.5Mbyte 로 가정하면, 상기 서브타이틀 프리로딩 버퍼(41, SPB)의 크기는 0.5Mbyte 보다 커야 한다. 또한, 멀티

언어를 지원하는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중에서 사용자가 스트림들을 스위칭하여 선택하는 경우 텍스트 서브타이틀의 심리

스(seamless) 재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기 서브타이틀 프리로딩 버퍼(41, SPB)의 크기는 전체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

트림 파일들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상기 버퍼 크기는 동시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들을 모두 프리로

드 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모든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들이 상기 서브타이틀 프리로딩 버퍼(41, SPB)에

프리로드 되기 때문에,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의 추출 및 사용이 효율적 시간으로 가능해 진다. 또한, 상기 서브타이

틀 프리로딩 버퍼(41, SPB)의 제어는 상기 이유에 의해 매우 간단해 질 수 있다.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40)는, 서브타이틀 프리로딩 버퍼(41)내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

림들을 디코딩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TXT-ST decoder, 42)와, 상기 디코딩된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디스플레이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래픽 플레인(43)과 변환된 이미지의 칼라 및 투명도를 제어하기 위한 칼라룩업테이블(CLUT, 44)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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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의 장치내에 포함된 이미지 합성부(50)는 비디오 디코딩부(20), 그래픽 디코딩부(30)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

(40)에서 출력된 이미지를 통합(combine)한다. 상기 통합된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어 진다. 비디오

디코딩부(20)의 비디오 플레인(23)으로부터 출력되는 이미지들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배경으로 디스플레이 되어 진다. 또

한, 상기 그래픽 디코딩부(30)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40)에서 출력된 이미지들은 상기 디스플레이된 비디오 이

미지상에 합성(superimpose)되어 진다. 예를들어, 상기 그래픽 디코딩부(30)에서 출력된 이미지들이 인터액티브 그래픽

(interactive graphic) 이미지들이라면,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40)에서 출력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이미지들이 제1

합성부(52)에 의해 먼저 비디오 이미지상에 합성된다. 이후 상기 인터액티브 그래픽 이미지들이 제2 합성부(53)에 의해 서

브타이틀 합성 이미지상에 추가 합성되어 진다. 반면, 상기 그래픽 디코딩부(30)에서 출력된 이미지들이 프리젠테이션 그

래픽(presentation graphic) 이미지들이라면, 상기 이미지들이 제1 합성부(52)에 의해 먼저 비디오 이미지상에 합성되고,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40)에서 출력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이미지들이 제2 합성부(53)에 의해 합성 비디오 이미지

상에 추가 합성되어 진다.

도 4에 도시된 장치는, 광디스크로부터 추출된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시스템 디코더(4)와, 상기 장치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콤(3)를 더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해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내에 포함된 특정의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

명에 의해 광디스크내에 기록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은, 리전 스타일(region style, 또는 global style)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 합성 세그먼트(PCS, page composition segment) 정보와 서브타이틀 텍스트(예를들어, 'characters') 및

인라인 스타일(inline style 또는 local style) 정보를 포함하는 오브젝트 정의 세그먼트(ODS, object definition segment)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이 재생되는 경우, 서브타이틀 텍스트를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

틀 리전이,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 및 인라인 스타일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어 진다.

상기 페이지 합성 세그먼트(PCS)에 대한 일 예가 도 5a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페이지 합성 세그먼트(PCS) 정보내에 정의

된 하나의 오브젝트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즉, page)과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포함된 텍스트 전체 부분을

나타낸다. 상기 페이지 합성 세그먼트(PCS) 정보는, 오브젝트별 오브젝트 식별정보('object_id'), 오브젝트 위치 정보

('object_position_info') 및 오브젝트 크롭핑 정보('object_cropping_info')를 포함하는 오브젝트 컴포지션 정보

('composition_object ()')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페이지 합성 세그먼트(PCS) 정보는 디스플레이 화면내에 디스플레이되

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리전 스타일 정보 또는 글로벌 스타일

정보로 표시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도 5a에 도시된 'global_style_page').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를 리전 스타일 정

보라 한다.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서브타이를 텍스트를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스타일을 지정한다. 상기 리전 스타일

은 텍스트에 적합한 모든 스타일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리전 스타일 정보는 디스플레이 회면상에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요구되는 복수의 디스플레이 속성들을 정의함에 의해 특정의 리전 스타일을 지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시초(origin)로부터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수평위치 및 수직

위치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지시하는 리전 포지션('region_position')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리전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폭(width) 및 높이(height)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지시하는 리전 크기('region_size')와, 텍스트 서브타

이틀 리전의 배경색(background color)을 지시하는 리전 배경색('region_background_color')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상

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의 텍스트 데이터의 위치를 지시하는 텍스트 위치('text_position'), 텍스

트의 쓰기 방향 및 텍스트 데이터의 라인 방향을 지시하는 텍스트 플로우('text_flow'),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서 텍

스트 데이터의 정렬이 좌측, 우측, 중앙 중 어느 하나를 지시하는 텍스트 정렬('text_alignment')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

전내의 두개의 인접한 라인간의 간격을 지시하는 라인 스페이서('line_space')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상기에서 설명하지 않은 또 다른 디스플레이 속성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전 스타일 정보

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포함된 서브타이틀 텍스트의 전체 스타일(특히, 'font' 정보)을 정의함에 의해 리전 스타일

을 더 지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리전 스타일 정보는, 리전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에 관

련된 폰트 파일을 특정하는 값을 지정하는 폰트 아이디(font_id)와, 노말(normal), 볼드(bold), 이탤릭(italic) 폰트 스타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지정하는 폰트 스타일(font_style)과,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포함된 텍스트의 수직 크기를 지

정하는 폰트 사이즈(font_size)와, 텍스트의 칼라를 지정하는 폰트 칼라(font_color)를 더 정의할 수 있다. 상기 텍스트 서

브타이틀 리전내의 서브타이틀 텍스트의 전체 스타일은 리전 스타일 정보내에 정의된 상기 폰트 아이디(font_id), 폰트 스

타일(font_style), 폰트 사이즈(font_size) 및 폰트 칼라(font_color)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의해 지정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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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b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내에 포함된 오브젝트 정의 세그먼트(ODS)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ODS 정보내에

오브젝트 아이디(object_id)에 의해 정의된 오브젝트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포함된 서브타이틀 텍스트의 특정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상기 ODS 정보는 오브젝트 아이디(object_id), 오브젝트 버전 정보(object_version_number)를 포함

하는 오브젝트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ODS 정보는 텍스트 서브타이틀내에 포함된 텍스트의 특정 일부분에 적용되는

상이한 스타일(예를들어, 폰트관련)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고, 이러한 정보를 인라인 스타일(inline style) 정보 또는 로

컬 스타일(도5b에 도시된 local style_object) 정보로 설명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를 '인라인 스타일 정보'로 명명한

다.

상기 로컬 스타일 정보의 오브젝트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포함된 서브타이틀 텍스트의 특정 일부분을 위한 상이

한 폰트 관련 스타일에 적용된다. 환언하면, 상기 로컬 스타일 정보는 특정의 텍스트 일부분의 고유의 폰트 관련 스타일을

지정하며, 이는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에 정의된 전체 폰트 관련 스타일과는 상이할 것이다. 예를들어, 상기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의 특정의 텍스트 일부분을 위해,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과 관련된 상이한 폰트 파일

을 특정하는 값을 지정하는 폰트 아이디(font_id)와, 상이한 폰트 스타일을 지정하는 폰트 스타일(font_style)과, 상이한 폰

트 크기를 지정하는 폰트 사이즈(font_size)와, 상이한 폰트 칼라를 지정하는 폰트 칼라(font_color) 중의 어느 하나를 재

정의함에 의해 특정의 폰트 관련 스타일을 지정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기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

은 다양한 또 다른 폰트 관련 디스플레이 특성들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5b를 다시 참조하면, 상기 ODS 정보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포함된 서브타이틀 텍스트를 나타내는 데이터

(Text_data)를 더 포함한다.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오브젝트 데이터 정보(Object_data)내에 포함되며, 이는 도 5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오브젝트 데이터 프래그먼트(object_data_fragment)내에 포함되어 진다. 하지만,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ODS내에 또 다른 방식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은 칼라룩업테이블(CLUT)과 함께 사용되는 팔렛 정보(palette information)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팔렛 정보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파일내에 더 포함된 팔렛 정의 세그먼트(palette definition

segment, PDS)내에 포함되거나, 또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에 대응하는 클립 정보 파일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서 상기 팔렛 정보는 도 5a에 도시된 PCS 정보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도 6a는 본 발명에 따라 도 4에 도시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의 첫번째 예를 도시한 것이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광디스크로부터 제공된다. 서브타이틀 프리로딩 버퍼(41, SPB)내에 프리로드된 상기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

내에 포함된 PCS 정보 및 ODS 정보는 정보 타입의 순서에 따라 초기 정렬되어 지고, 코드 데이터 버퍼(410, EB)내에 저

장되어 진다. 하지만, 상기 과정은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의 전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는 생략하

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코드 데이터 버퍼(410)는 선택적 사항이며, 도 6a에 도시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딩부

(40)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6a에를 다시 참조하면,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내에 포함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프로세서(411, TXT-ST

parser)는, 상기 서브타이틀 프리로딩 버퍼(41, SPB) 또는 코드 데이터 버퍼(410, EB)내에 프리로드된 상기 PCS 정보와

ODS 정보를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될 서브타이틀 텍스트(text data)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인라인 스타

일 정보 및 리전 스타일 정보로 분리한다(parsing). 텍스트 서브타이틀 프로세서(411, TXT-ST parser)에 의해 상기 PCS

정보 및 ODS 정보가 분리되어 지면, 상기 텍스트 데이터 및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랜더러 (412, text renderer)로

전달되고,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컴포지션 버펴(414, CB)로 전달된다. 이후, 상기 텍스트 랜더러(412)는, 재생 콘트롤

러(415, controller)의 제어하에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 인라인 스타일 정보 및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비

트맵 데이터로 변환한다. 상기 폰트 파일은 광디스크로부터 추출하거나, 또는 도 1에 도시된 플레이어(1)내에 포함된 메모

리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컴포지션 버퍼(414, CB)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파서(411)에 의해 분리된 리전 스타일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

를 재생 콘트롤러(415)에 제공한다. 오브젝트 버퍼(413, DB)는 상기 텍스트 랜더러(412)로부터 출력된 비트맵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타임정보(예를들어, PTS)에 따라 출력한다. 상기 재생 콘트롤러(415)는, 상기 리

전 스타일 정보, 인라인 스타일 정보, 관련된 클립정보 파일 및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텍스트 랜더러(412) 및 오브젝트

버퍼(413)의 동작을 제어한다.

도 6b는 본 발명에 따라 도 4에 도시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의 두번째 예를 도시한 것이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광디스크로부터 제공된다. 도 6b에 도시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는 도 6a에 도시된 오브젝트 버퍼

(413) 및 컴포지션 버퍼(414)를 포함하지 않는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프로세서(421, TXT-ST parser)는, 상기 PCS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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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ODS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서브타이틀 텍스트 데이터, 인라인 스타일 정보 및 리전 스타일 정

보로 분리한다(parsing). PCS 및 ODS 정보가 분리되면, 상기 텍스트 데이터 및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랜더러

(422)에 직접 전달되고,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재생 콘트롤러(423)에 직접 전달된다. 이후, 상기 텍스트 랜더러(422)는

재생 콘트롤러(423)의 제어하에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 인라인 스타일 정보 및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비

트맵 데이터로 변환한다. 또한, 상기 비트맵 데이터는 그래픽 플레인(43)을 통해 직접 디스플레이된다. 상기 비트맵 데이

터 및 리전 스타일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전체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의 과정이 매우 간략하게 된

다.

도 6c 및 도 6d는 본 발명에 따라 도 4에 도시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의 세번째 및 네번째 예를 도시한 것이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광디스크보다는 외부 입력 소스로부터 제공되어 진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이 XML 또

는 HTML 포맷의 서브타이틀 텍스트(text data)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면,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의

속성을 지시하는 태그(tag) 정보 (이를 종종 'mark-up syntax'로 명명한다)를 포함한다.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의 세번

째 예에서, 슈도(pseudo) PCS 정보 및 슈도(pseudo) ODS 정보가 상기 'mark-up syntax'로부터 생성된다. 반면, 상기

'mark-up syntax'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재생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상기의 이유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의 세번째 및 네번째 예의 동작들은, 특정 관점에서 도 6a 및 도 6b에 도시된 첫번째 및 두번째 예

의 동작들과 매우 유사하다.

도 6c의 참조하면,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내에 포함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프로세서(431, TXT-ST parser 또는

segment converter)는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 제공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규격화된 정보로 변환한다. 예를들

어, 만약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이 XML 포맷이라면, 상기 데이터를 서브타이틀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슈도

(pseudo) PCS 정보 및 슈도(pseudo) ODS 정보로 변환하고, 상기 정보들은 텍스트 데이터, 인라인 스타일 정보 및 리전

스타일 정보로 분리된다. 상기 슈도(pseudo) PCS 정보 및 슈도(pseudo) ODS 정보가 분리되면, 상기 텍스트 데이터 및 인

라인 스타일 정보는 텍스트 랜더러(432)로 직접 전달되고,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컴포지션 버퍼(434, CB)로 직접 전달

된다. 이후, 상기 텍스트 랜더러(432)는 그래픽 콘트롤러(435)의 제어하에,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 상기 인라인 스타일 정

보 및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비트맵 데이터로 만들어 준다. 상기 폰트 파일은 광디스크로부터 추출하거

나, 또는 도 1에 도시된 플레이어(1)내에 포함된 메모리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컴포지션 버퍼(434)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파서(431)에 의해 분리된 리전 스타일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그

래픽 콘트롤러(435)에 제공한다. 오브젝트 버퍼(433, DB)는 상기 텍스트 랜더러(432)로부터 출력된 비트맵 데이터를 일

시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타임정보(예를들어, PTS)에 따라 출력한다. 상기 그래픽 콘트롤러(435)는, 상기 리

전 스타일 정보, 인라인 스타일 정보, 관련된 클립정보 파일 및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텍스트 랜더러(432) 및 오브젝트

버퍼(433)의 동작을 제어한다.

도 6d에 의하면,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42)내에 포함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프로세서(441, TXT-ST parser)는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 제공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규격화된 정보로 변환한다. 예를들어, 만약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

트림이 XML 또는 HTML 포맷이라면, 상기 데이터를 서브타이틀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슈도(pseudo) PCS 정보 및

슈도(pseudo) ODS 정보로 변환하고, 상기 정보들은 텍스트 데이터, 인라인 스타일 정보 및 리전 스타일 정보로 분리된다.

상기 슈도(pseudo) PCS 정보 및 슈도(pseudo) ODS 정보가 분리되면, 상기 텍스트 데이터 및 인라인 스타일 정보는 텍스

트 랜더러(442)로 직접 전달되고,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는 그래픽 콘트롤러(443)로 직접 전달된다. 이후, 상기 텍스트 랜

더러(432)는 그래픽 콘트롤러(435)의 제어하에, 상기 리전 스타일 정보, 상기 인라인 스타일 정보 및 폰트 파일을 이용하

여 텍스트 데이터를 비트맵 데이터로 만들어 준다. 상기 변환된 비트맵 데이터는 그래픽 콘트롤러(43)를 통해 동시에 디스

플레이되어 진다. 상기 비트맵 데이터 및 리전 스타일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

코더(42)의 전체 데이터 처리 과정이 매우 간단해 진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해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기록 및 재생하는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의 장치는, 광디스크로부

터 AV스트림 및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독출하는 픽업부(11)를 포함한다. 상기 픽업부(11)는 또한 광

디스크상에 AV스트림 및 하나 이상의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들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픽업부(11)에 의해 광

디스크로부터 독출되거나 또는 광디스크상에 기록되는 각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텍스트 서브타

이틀 리전내에 디스플레이되어 지는 서브타이틀 텍스트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전체 폰트 관련 스타일을

포함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의 리전 스타일을 특정하는 리전(또는 글로벌) 스타일 정보와,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에

상이한 폰트 관련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인라인(또는 로컬)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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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는 상기 픽업부(11)의 동작을 제어하는 드라이브(예를들어, 서보)(14)와, 상기 픽업부(11)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거나, 또는 신호를 기록가능한 신호로 변조하는 신호처리부(13)와,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내에 포함된 재생 제

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15)와, 상기 드라이브(14), 신호처리부(14) 및 메모리(15)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

서(16)를 더 포함한다.

도 7에 도시된 장치는 상기 신호처리부(13)로부터 수신된 AV신호를 디코딩하는 AV디코더(17)와, 입력 AV신호를 특정

포맷, 예를들어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상기 신호처리부(13)로 전송하는 AV인코더(18)

를 더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장치는 상기 신호처리부(13), AV디코더(17) 및 AV인코더(18)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부(12)를 더 포함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함은 자명할 것이

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청구항 및 그들의 등가 범위내에서의 상기 수정 및 변형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 도면들은 본 발명의 추가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포함되며,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설명과 함께

본 출원의 일부 및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성하고 결합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예를들어, 블루-레이) 플레이어(player)를 도시한 것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내에 기록된 데이터 파일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2b는 본 발명에 의한 광디스크의 데이터 저장 영역을 도시한 것이다.

도 3a ~ 도 3b는 본 발명에 의한,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 서브타이틀 리전(region)의 일 예를 도시

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AV스트림 및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 5a는 본 발명에 의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내에 포함된 페이지 합성 세그먼트(page composition segment, PCS)

의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5b는 본 발명에 의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내에 포함된 오브젝트 정의 세그먼트(object definition segment,

ODS)의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6a ~ 도 6d는 본 발명에 의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텍스트 서브타이틀 디코더의 다양한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텍스트 서브타이틀 스트림을 기록 및/또는 재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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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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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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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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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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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6d

도면7

공개특허 10-2006-0131870

- 18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6d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6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발명의 목적 6
 도면의 간단한 설명 13
  실시예 13
도면 13
 도면1 14
 도면2a 14
 도면2b 15
 도면3a 15
 도면3b 15
 도면4 16
 도면5a 16
 도면5b 17
 도면6a 17
 도면6b 17
 도면6c 18
 도면6d 18
 도면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