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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수신 장치와 스토리지 디바이스 사이에서 실행하는 다운로드 동작을 상황에 따라 적확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다운로드에 즈음하여 정보 수신 장치가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해 다운로드 모드에 관한 지시를 행하고, 다운로드 동작에

대응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를 개시시킬때에, 기록 대기 상태로의 셋업을 지시하는

동시에,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록 데이타에 대한 개시/종료 타이밍을 검출하고, 기록매체로의 기록 개시/종

료를 실행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시에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동작 상황을 보

고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정보 수신 장치측에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의 동작 상황의 보고에 기초하여, 다운로드 동

작에 관한 동작 상태를 판별하여 적확한 다운로드 동작의 진행 제어를 행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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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색인어

다중화, 매핑, 다운로드, 리스트 데이타, 페이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디지탈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 는 실시형태에서의 수신 설비의 구축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 은 실시형태의 IRD 용 리모트 컨트롤러의 외관을 도시하는 정면도.

도 4 는 방송화면과 GUI 화면의 전환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5 는 지상국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6 은 지상국으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타를 도시하는 차트도.

도 7 은 송신 데이타의 시분할 다중화 구조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8 은 DSM-CC 에 의한 송신 포맷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9 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데이타 구조도.

도 10 은 PSI 의 테이블 구조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11 은 PES 패킷의 설명도.

도 12 는 TS 패킷의 설명도.

도 13 은 TS 패킷의 데이타 보디의 설명도.

도 14 는 TS 패킷의 데이타 보디의 체크 섬 데이타의 설명도.

도 15 는 실시형태의 IRD 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6 은 데이타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17 은 실시형태의 IRD 에 접속되는 MD 레코더의 블록도.

도 18 은 미니디스크의 클러스터 포맷의 설명도.

도 19 는 미니디스크의 에어리어 구조의 설명도.

도 20 은 실시형태에서의 수신 설비의 구축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1 은 실시형태의 IRD 의 기기 접속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22 는 실시형태의 IRD 의 기기 접속 해소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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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은 실시형태의 IRD 의 닉네임 입력 모드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24 는 실시형태의 ID 테이블의 설명도.

도 25 는 실시형태의 다운로드 처리 수순의 설명도.

도 26 은 실시형태의 다운로드 처리 수순의 설명도.

도 27 은 실시형태의 다운로드 설정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28 은 실시형태의 기기 리스트 표시예의 설명도.

도 29 는 실시형태의 기기 리스트 표시예의 설명도.

도 30 은 실시형태의 기기 리스트 표시예의 설명도.

도 31 은 실시형태의 기기 리스트 표시예의 설명도.

도 32 는 실시형태의 다운로드 실행을 위한 체크/지시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33 은 실시형태의 디스크 장전 체크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34 는 실시형태의 라이트 프로텍트 체크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35 는 실시형태의 디스크 용량 체크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36 은 실시형태의 다운로드 셋업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37 은 실시형태의 ATRAC 의 기록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38 은 실시형태의 다운로드 진척 상황 표시예의 설명도.

도 39 는 실시형태의 관리/부가 정보 기록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40 은 실시형태의 관리/부가 정보 기록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41 은 실시형태의 에러 발생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지상국 2 위성

3 수신설비 6,7,8,9 서버

11 파라볼라 안테나 13 스토리지 디바이스

14 모니터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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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예를 들어 디지탈 위성방송에 의한 데이타 서비스 등의, 정보 송신/수신/기록(다운로드)을 행하는 시스템에 관

한 것으로, 특히 정보의 수신을 행하고, 스토리지 기기에 대해 다운로드 데이타를 제공하는 정보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근년들어, 디지탈 위성방송의 보급이 진전되고 있다. 디지탈 위성방송은, 예를 들어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 비교하여 노

이즈나 페이징에 강하고, 고품질의 신호를 전송할수 있다. 또한, 주파수 이용효율이 향상되고, 다채널화도 도모될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탈 위성방송이라면 하나의 위성으로 수백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탈 위성방송에

서는, 스포츠, 영화, 음악, 뉴스등의 전용 채널이 다수 준비되어 있으며, 이들 전용 채널에서는, 각각의 전용 콘텐츠에 따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악곡등의 음성 데이타를 다운로드 하거나, 소위 텔레

비 쇼핑으로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방송화면을 보면서 어떤 상품에 대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

다. 결국은,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으로서, 통상의 방송 내용과 병행한 데이타 서비스 방송을 행하는 것이다.

일예로서, 악곡 데이타의 다운로드라면, 방송측에 있어서는, 방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악곡 데이타를 다중화하여 방송하

도록 한다. 또한, 이 악곡 데이타의 다운로드에 즈음해서는, GUI(Graphical User 인터페이스)화면(즉 다운로드용 조작 화

면임)을 표시시키므로써 인터랙티브한 조작을 사용자에게 행하게 하지만, 이 GUI 화면 출력용 데이타도 다중화하여 방송

하도록 된다.

그리고, 수신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측에서는, 소망의 채널을 선국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신장치에 대한 소정의 조작

에 의해 악곡 데이타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GUI 화면을 표시 출력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이 표시된 조작화면에 대해서 사

용자가 조작을 행하므로써, 예를 들어 수신 장치에 접속한 디지탈 오디오 기기에 대해 데이타를 공급하고, 이것이 녹음되

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악곡 데이타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GUI 화면으로서는, 예를 들어 GUI 화면을 형성하는 파츠(부분)적

인 화상 데이타, 텍스트 데이타 등의 정보에 부가하여, 다시 소정 조작에 따른 음성 출력을 위한 음성 데이타 등의 단위 데

이타(파일)를 각각 오브젝트로서 취급하고, 이 오브젝트의 출력 양태를 소정 방식에 의한 시나리오 기술에 의해 규정하므

로써, 상기 조작 화면에 대한 소요 표시형태 및 음성등의 출력 양태를 실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고안된다.

또한, 여기에서는, 상기 GUI 화면과 같이 하여, 기술 정보에 의해 규정되므로써, 어떤 목적에 따른 기능을 실현하는 표시화

면(여기에서는 음성등의 출력도 포함)의 것을「 씬(scene)」이라는 것으로 한다. 또한,「 오브젝트 」란, 기술정보에 기초

하여 그 출력 양태가 규정되는 화상, 음성, 텍스트 등의 단위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 전송시에는, 여기에서는 기술 정보 자

체의 데이타 파일도「 오브젝트 」의 하나로서 취급되는 것으로 한다.

상기 씬 표시 및 씬 표시 상에서의 음성 출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오브젝트는, 방송국측에서 방송해야할 씬을 형성하는 데

이타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 적당하게 매핑이 실시되고, 소정의 전송 방식에 따라 인코딩되어 송신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복수의 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씬에 필요한 오브젝트의 데이타가 적당하게 매핑된 위에

송신되게 된다.

수신장치측에서는 전송방식에 따라 디코딩 처리를 실시하여, 예를 들면 표시에 필요한 씬에 필요해지는 오브젝트 마다의

통합으로서의 데이타를 얻고, 이것을 씬으로서 출력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사용자측이 소유하는 수신장치에는, 다운로드를 위해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접속된다. 스토리지 디바이스로서는

MD 레코더나 VCR, DVD 레코더와 같이 각종 기기가 고려되지만, 이들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수신장치와의 사이에는, 다

운로드시에 적절한 연계 동작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또한, 실제의 다운로드 중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도, 정확한 다운로드 동작을 위해서는 필요해

진다.

예를 들면 확실한 다운로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다운로드가 실행될수 있는 동작 조건이

들어맞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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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레코더를 예로 들면, 디스크가 장전되어 있지 않거나, 디스크가 라이트 프로텍트(쓰기 방지)되어 있으면, 다운로드는

실행될수 없다. 또한 디스크의 기록용량도 충분히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의 상황뿐 아니라,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전원 온으로 되어 있거나, 수신 장치측으로부터의 데이타

입력에 대응할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지 등도 정확한 다운로드를 위한 조건이 된다.

즉 다운로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이들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사용자가 확인하고, 조건

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필요한 대응처치(예를 들어 디스크 교환 등)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는 항상 이러한 확인을 적절히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감각의 틀림이나 익숙하지 않은 조작등

에 의한 미스도 발생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운로드가 개시되더라도, 적절한 다운로드가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예를 들어 그 다운로드 동작에 요하는 시간은, 데이타량(예를 들어 악곡의 길이)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자로서는, 다운로드가 행하여지고 있는 때는, 현재 그 다운로드 동작이 어느 정도 진척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요

망이 있지만, 각 악곡등에 의해 다운로드에 요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강의 진척상황 판단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다운로드 동작에 있어서는 압축 데이타(후술하는 ATRAC 데이타등)을 직접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시키므로써,

단시간에 다운로드를 완료시키는 것도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고속 다운로드의 경우는, 예를 들어 악곡 데이타의 다운로드

는, 그 악곡의 통상의 연주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예를 들어 1/4정도의 시간)으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는 한층더 진척상황이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더우기, 사용자에 의해서는 동일 기기(예를 들어 MD 레코더)를 여러대 갖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면, 실제상은 사용자가 복수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수신장치에 접속하는 형태가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 다운로드를 실행하는 때는 접속된 어떤 기이에 대하여 악곡 데이타 등을 공급하고, 기록매체에 다운로드시킬

것인지 아닌지가 선택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기기를 선택하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그와 같은 선택조작을 사용자에 구하는 경우는, 수신장치측이 접속기기의 상황을 파악하여, 보다 간이한 조작방식으

로 사용자가 기기선택조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다운로드 동작이 실행되도록, 정보수신장치와 스토리지 미디어 사이에서 연계동

작을 할수 있게 하고, 또한 에러 발생등의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수신장치는,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하여,

다운로드를 위한 기록 데이타로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는 데이타 공급수단과,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다운로

드 모드에 관한 지시를 하는 모드 지시 수단과,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다운로드동작에 관한 동작상태를 판별하는 상태 판별

수단과, 상태판별수단에서의 판별에 따라서 다운로드 모드중의 동작진행제어를 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도록 한다.

즉, 모드지시수단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다운로드 모드에 관한 지시를 행하고, 다운로드동작에 대응시키도록 한

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를 개시시킬 때에, 기록 대기상태로의 셋업을 지시함과 동시에,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하는 기록 데이타에 대한 개시/종료 타이밍을 검출하여, 기록매체에 대한 기록의 개시/종료를 실행

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 시에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동작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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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다운로드 동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상태판별 수단은,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의 동작상황 보고에 기초하여, 다운로드 동작에 관한 동작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수단은, 판별된 동작상황에

따라 적확한 다운로드동작의 진행제어가 가능해진다. 물론 에러 발생시 등에도 적절한 에러 대응 처리(리트라이(retry)등)

가 가능해진다.

또한, 일련의 다운로드 동작이 종료한 때는, 모드지시수단에 의해,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하도록 지시

시키므로써,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을 통상의 상태로 되돌리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운로드를 하고자 할 때에,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 확실히 다운로드 실패로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지

아닌지를 정보 수신장치측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수신장치에는,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에 의해,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기록 데이타의 공급을 개시하

기 전에,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있어서, 공급하고자 하는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록동작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과, 판별수단에 의한 판별결과에 따라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의 데이타 공급동작의 실행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도록 한다.

요컨대, 다운로드 실행전에 판별수단에 의해,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확실히 다운로드가 실패해버리면 예측되는 상태로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 경우(즉 다운로드 동작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제어수단은 기록 데이

타의 공급을 개시하고,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다운로드가 행해지게 된다.

또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수단에 의해 사용자에 대하여 메시지를 제시하고, 필요한 처치를 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디스크 장전, 디스크교환등을 구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수신장치는,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에 의해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기록 데이타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해당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기록 데이타 공급에 대응할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그 스토리지 디바

이스에 대한 지시제어를 행하는 디바이스 지시수단을 구비하도록 한다.

즉,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정보수신장치로부터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스토

리지 디바이스가 다운로드 동작에 필요한 소정의 상태로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원상태나 입력 전환 등은 정보수신장치

가 직접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운로드 실행중에 사용자가 진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수신장치에 있어서,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

하여 다운로드를 위한 기록 데이타로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는 데이타 공급수단과,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데

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하고 있는 기록 데이타의 기록매체에 대한 기록동작이 실행되어 있을 때에, 기록처리되어 있

는 기록데이타 부분에 관한 진행위치 정보를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요구하는 요구수단과, 요구수단에 의한 요구에 따라 송

신되어온 진행위치정보를 받아들이는 진행위치정보 판별수단과,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공급하는 기록 데이타의 총량 정보와, 진행위치 정보판별수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진행위치정보에 따라서, 스토리지 디

바이스에서의 기록동작의 진척정보 데이타를 생성하여, 그 진척정보 데이타를 표시용 데이타로서 출력하는 진척상황 표시

제어수단을 구비하도록 한다.

즉, 순차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 기록 데이타의 진행위치정보(예를 들어 곡의 선두를 제로로 한 시간위치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 보내져 온 진행위치정보로부터, 실제의 기록동작의 진척상황을 파악하며, 그것에 따라 진척정보 데

이타를 생성하여 표시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더우기, 본 발명은, 정보수신장치측에서 접속기기상황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것에 의하여 예를 들어

다운로드시키는 기기의 선택조작을 간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수신장치는,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하여,

접속되어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시킬 수 있는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과, 접속된 개개의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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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각각 기억하는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과, 해당 정보수신장치에 접속된 개개의 스토리지 디

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과,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데

이타를 공급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결정하기 위해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된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리지 디바이

스의 선택에 관한 소정의 처리를 하는 선택제어수단을 구비하도록 한다.

즉, 정보수신장치에서는, 접속기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해당 정보수신장치에 접속된 각 스토리지 디바이스

에 관한 ID정보, 기기 타입, 소정의 데이타방식(예를 들어 ATRAC 방식)으로의 데이타 입력에 대응할수 있는지 아닌지의

정보 등을,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도록 한다. 이것에 의해서 접속기기의 상황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제어수단은, 이러한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다운로드 선(先)으로서 선

택할 수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리스트 업이나, 리스트 표시에 대한 사용자 입력을 재촉할 수 있다.

또한, 접속된 기기에 대하여 자동발생시킨 명칭정보나 사용자가 입력한 명칭정보를 등록해 놓고, 예를 들어 리스트 표시등

에 이용하므로써, 사용자에게 있어서 알기쉬운 선택조작을 실현할수 있다.

실시예

이후,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서는, 디지탈 위성방송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동시에, 수신장치측에서는 이 프

로그램에 관련한 악곡 데이타(음성 데이타)등의 정보를 수신하여, 프로그램 및 관련한 악곡 데이타를 출력할 수 있음과 동

시에, 그 악곡 데이타를 접속한 스토리지 기기에 다운로드시킬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예로 들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장치(후술하는 IRD)가 본 발명의 실시형태가 된다. 또한 스토리지 기기로서는 MD

(미니 디스크) 레코더를 예로 든다. 설명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

1-1. 전체 구성

1-2. GUI 화면에 대한 조작

1-3. 지상국

1-4. 송신 포맷

1-5. ATRAC 데이타의 송신 포맷

1-6. IRD

1-7. MD 레코더

1-8. MD의 에어리어 구성

2. 다운로드

2-1. 기기 접속 구성

2-2. 기기접속에 관한 처리

2-3. 다운로드 동작 개요

2-4. 다운로드 설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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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운로드 실행 전의 체크 처리

2-6. 다운로드 셋업`

2-7. ATRAC 다운로드

2-8. 관리/부가정보의 다운로드및 종료 처리

2-9. 에러 발생시의 처리

1.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의 구성

1-1. 전체 구성

도 1 은, 본 예로서의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하는 것이다. 이 도면에 도시하듯이, 디지탈 위성방송의

지상국(1)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素材) 서버(6)로부터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을 위한 소재와, 악곡 소재 서버

(7)로부터의 악곡 데이타 소재와, 음성부가정보 서버(8)로부터의 음성부가정보와, GUI 데이타 서버로부터의 GUI 데이타

가 보내어진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는, 통상의 방송프로의 소재를 제공하는 서버이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로부터

보내져오는 음악방송의 소재는, 동화상(動畵) 및 음성이 된다. 예를 들어, 음악방송 프로이면,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

재 서버(6)의 동화상및 음성의 소재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신곡의 프로모션용의 동화상 및 음성이 방송되거나 하는 것이

된다.

악곡소재 서버(7)는, 오디오 채널을 사용하여,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버가다.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소재는 음성

만 된다. 이 악곡소재 서버(7)는, 복수의 오디오 채널의 오디오 프로그램 소재를 지상국(1)에 전송한다.

각 오디오 채널의 프로그램방송으로서는 각각 동일의 악곡이 소정의 단위시간 반복하여 방송된다. 각 오디오 채널은, 각

각, 독립하고 있어, 그 이용방법으로서는 각종 고려된다. 예를 들어, 1개의 오디오 채널에서는 최신의 일본 팝음악의 여러

곡을 어떤 일정시간 반복하여 방송하고, 다른 오디오 채널에서는 최신의 외국 팝음악의 여러 곡을 어떤 일정시간 반복하여

방송한다고 하는 것처럼 된다.

음성부가정보 서버(8)는, 악곡소재 서버(7)로부터 출력되는 악곡의 시간정보등을 제공하는 서버이다.

GUI 데이타 서버(9)는, 사용자가 조작에 이용하는 GUI 화면을 형성하기 위한「GUI 데이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후술

하는 것 같은 악곡의 다운로드에 관한 GUI 화면이라면, 신호 분배(配信)되는 악곡의 리스트 페이지나 각 악곡의 정보 페이

지를 형성하기 위한 화상 데이타, 텍스트 데이타, 앨범 자켓의 정지화상(靜畵)을 형성하기위한 데이타등을 제공한다. 그 위

에, 수신설비(3)측에서 소위 EPG(Electrical Program Guide)라는 프로그램표 표시를 하는 데 이용되는 EPG 데이타도 여

기에서 제공된다.

또,「GUI 데이타」로서는, 예를 들어 MHEG(Mu1timedia Hypermedia Information Coding Experts Group)방식이 채

용된다. MHEG 란, 멀티미디어정보, 순서, 조작등의 각각과, 그 조합을 오브젝트로서 파악하여, 그것들의 오브젝트를 부호

화한 뒤에, 타이틀(예를 들어 GUI 화면)로서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술의 국제표준으로 된다. 또한, 본 예에서는,

MHEG-5 를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지상국(1)은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악곡소재 서버(7),음성부가정보 서버(8),및 GUI 데이타 서버(9)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다중화하여 송신한다.

본 예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데이타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방

식에 의해 압축 부호화되고, 오디오 데이타는 MPEG 오디오 방식에 의해 압축 부호화된다. 또한, 악곡소재 서버(7)로부터

전송된 오디오 데이타는, 오디오 채널마다 대응하여, 예를 들어 MPEG 오디오 방식과, ATRAC(Ado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방식중 어느 한쪽 방식에 의해 압축부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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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데이타는 다중화시에, 키 정보 서버(10)로부터의 키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또, 지상국(1)의 내부 구성예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지상국(1)으로부터의 신호는 위성(2)을 거쳐서 각 가정의 수신설비(3)로 수신된다. 위성(2)에는 복수의 트랜스폰더

(transponder)가 탑재되어 있다. 하나의 트랜스폰더는 예를 들어 30 Mbps의 전송능력을 갖고 있다. 각 가정의 수신설비

(3)로서는, 파라볼라 안테나(11)와 IRD(Integrated Receiver Decoder)(l2)와, 스토리지 디바이스(l3)과, 모니터 장치(l4)

가 준비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IRD(12)에 대해 조작을 하기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64)가 도시되고 있다.

파라볼라 안테나(11)로 위성(2)을 거쳐 방송되어 온 신호가 수신된다. 이 수신신호가 파라볼라 안테나(11)에 부착된 LNB

(Low Noize Block Down Converter)(15)에서 소정의 주파수로 변환되어, IRD(12)에 공급된다.

IRD(12)에서의 개략적인 동작으로서는, 수신신호로부터 소정 채널의 신호를 선국하고 그 선국된 신호로부터 프로그램으

로서의 비디오 데이타 및 오디오 데이타의 원상회복을 하여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한다. 또한, IRD(l2)에서는,

프로그램으로서의 데이타와 함께 다중화되어 송신되어간다. GUI 데이타에 따라서 GUI 화면으로서의 출력도 한다. 이러한

IRD(12)의 출력은,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14)에 대하여 공급된다. 이것에 의해, 모니터 장치(14)에서는, IRD(12)에 의해

수신선국한 프로그램의 화상표시 및 음성출력이 행해지고, 또한, 후술하는 것 같은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GUI 화면을 표

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토리지 디바이스(13)는, IRD(12)에 의해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타(악곡 데이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스토리지

디바이스(13)의 종류로서는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MD(미니디스크)레코더/플레이어(이하 MD 레코더), DAT 레코더

/플레이어, DVD 레코더/플레이어등을 사용할수 있다. 또한,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 퍼스널 컴퓨터 장치를 사용하여,

하드 디스크 외에, CD-R 등을 비롯한 기록가능한 미디어에 오디오 데이타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단지 본 예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다운로드동작에 관해서는, IRD(12)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 접속되어 있는 기기중

MD 레코더에 다운로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설명한다.

또한, 본 예의 수신설비(3)로서는, 도 2 에 도시하듯이, 데이타 전송규격으로서 IEEE 1394 에 대응한 데이타 인터페이스

를 구비한 MD 레코더(13A)를, 도 1 에 도시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이 도면에 도시되는 IEEE 1394 대응의 MD 레코더(l3A)는, IEEE 1394 버스(16)에 의해 IRD(l2)와 접속된다. 이것에 의해

서, 본 예로서는, IRD(12)로 이용하여 수신되었다, 악곡으로서의 오디오 데이타(다운로드 데이타)를, ATRAC 방식에 의해

압축처리가 베풀어진 채로의 상태로 직접넣어 기록할 수 있다. 또한, MD 레코더(13A)와 IRD(12)를 IEEE 1394 버스(16)

에 의해 접속한 경우에는, 상기 오디오 데이타 외에, 그 앨범 자켓 데이타(정지화상 데이타) 및 가사 등의 텍스트 데이타를

기록할수 있게 되어 있다.

IRD(12)는, 예를 들어 전화회선(4)을 거쳐서 요금 부과 서버(5)와 통신가능하게 되고 있다. IRD(12)에는, 후술하듯이 각종

정보가 기억되는 IC 카드가 삽입된다. 예를 들어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의 다운로드가 행해진다고 하면, 이에 관한 이력정

보가 IC 카드에 기억된다. 이 IC 카드의 정보는, 전화회선(4)을 거쳐서 소정의 기회, 타이밍으로 요금 부과 서버(5)에 보내

진다. 요금 부과 서버(5)는, 이 보내져 온 이력정보에 따라서 금액을 설정하여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본 발명이 적용된 시스템에서는, 지상국(1)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

부터의 음악프로그램방송의 소재로 되는 비디오 데이타 및 오디오 데이타와, 악곡소재 서버(7)로부터의 오디오 채널의 소

재로 되는 오디오 데이타와, 음성부가정보 서버(8)로부터의 부가정보와, GUI 데이타 서버(9)로부터의 GUI 데이타를 다중

화하여 송신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수신설비(3)로 이 방송을 수신하면,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14)에 의해, 선국한 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

할 수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데이타와 같이 송신되는 GUI 데이타를 이용한 GUI 화면으로서, 첫번째로는 EPG

(Electrica1 Program Guide;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화면을 표시시켜, 프로그램의 검색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두번째로는,

예를 들어 통상의 프로그램 방송이외의 특정한 서비스용의 GUI 화면을 이용하여 소요의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본 예의 경우

에는,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제공되어 있는 통상프로그램의 시청이외의 서비스를 향수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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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디오(악곡) 데이타의 다운로드 서비스용의 GUI 화면을 표시시켜, 이 GUI 화면을 이용하여 조작을 하면, 사용

자가 희망한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를 다운로드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l3)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예로서는, 상기하였던것 같은 GUI 화면에 대한 조작을 수반하는, 통상의 프로그램 방송이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이타 서비스 방송에 관해서는, 인터랙티브성을 갖는 것도 있으며,「인터랙티브 방송」이라고도 한다.

1-2. GUI 화면에 대한 조작

여기서, 상술하고 있는 인터랙티브방송의 이용예, 요컨대 GUI 화면에 대한 조작예에 관해서, 도 3 및 도 4 를 참조하여 개

략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악곡 데이타(오디오 데이타)의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에 관해서 말한다.

우선, 도 3 에 의해 IRD(12)에 대하여 사용자가 조작을 하기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64)의 조작 키에 관해서, 특히 주요한

것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3 에는, 리모트 컨트롤러(64)에 있어서 각종 키가 배열된 조작 패널면이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 각종 키중, 전원

키(201), 숫자 키(202), 화면표시 전환키(203), 인터랙티브 전환키(204), EPG 키 패널부(205), 채널 키(206)에 관해서 설

명한다.

전원 키(201)는, IRD(l2)의 전원의 on/off를 하기위한 키이다. 숫자 키(202)는, 숫자 지정에 의해 채널 전환을 하거나, 예

를 들어 GUI 화면에 있어서 수치입력조작이 필요한 경우에 조작하기위한 키이다.

화면표시 전환키(203)는, 예를 들어 통상의 방송화면과 EPG 화면의 전환을 행하는 키이다. 예를 들어, 화면표시 전환키

(203)에 의해 EPG 화면을 호출한 상태하에서, EPG 키 패널부(205)에 배치된 키를 조작하면, 전자프로그램 가이드의 표

시화면을 이용한 프로그램검색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PG키 패널부(205)내의 화살표키(205a)는, 후술하는 서비스용

GUI 화면에서의 커서 이동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전환키(204)는, 통상의 방송화면과, 그 방송프로에 부수한 서비스를 위한 GUI 화면의 전환을 하기위해 준비된

다.

채널 키(206)는, IRD(12)에 있어서의 선국 채널을 그 채널번호의 오름순, 내림순에 따라서 순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마련되

는 키이다.

또한, 본 예의 리모트 컨트롤러(64)로서는,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14)에 대한 각종조작도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이것에 대응한 각종 키도 마련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모니터 장치(14)에 대응하는 키 등의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도 4 를 참조하여 GUI 화면에 대한 조작의 구체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수신설비(3)에 의해 방송을 수신하고 소망의 채널을 선국하면, 모니터 장치(14)의 표시화면에는, 도 4a 에 도시하듯이, 텔

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부터 제공된 프로그램소재에 기초하여 동화상이 표시된다. 요컨대, 통상의 프로그램내용

이 표시된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음악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음악프로그램에는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의 다운로드 서비스(인터랙티브 방송)이 부수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음악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64)의 인터페이스 전환 키

(204)를 조작했다고 하면, 표시화면은 도 4b 에 도시하듯이, 오디오 데이타의 다운로드를 위한 GUI 화면으로 바뀐다.

이 GUI 화면에 있어서는, 우선, 화면 좌상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표시 에어리어(21A)에 대하여, 도 4a 에 표시되어 있는

텔레비 소재 서버(6)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타에 의한 화상이 축소화되어 표시된다.

또한, 화면의 우상부에는, 오디오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각 채널의 악곡의 리스트(21B)가 표시된다. 또한, 화면의 좌하

부에는 텍스트 표시 에어리어(21C)와 자켓 표시 에어리어(21D)가 표시된다. 더우기, 화면의 오른쪽에는 가사표시 버튼

(22), 프로필 표시 버튼(23), 정보표시 버튼(24), 예약녹음 버튼(25), 예약완료 일람표시버튼(26), 녹음 이력표시 버튼(27)

및, 다운로드 버튼(28)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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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 리스트(21B)에 표시되어 있는 악곡명을 보면서, 흥미가 있는 악곡을 찾아간다. 흥미있는 악곡을 찾아내면 리

모트 컨트롤러(64)의 화살표 키(205a)를 조작하여, 그 악곡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커서를 맞춘후, 엔터 조작을 행한다

(예를 들어 화살표 키(205a)의 센터 위치를 가압 조작한다).

이것에 의해서, 커서를 합친 악곡을 시청할 수가 있다. 즉, 각 오디오 채널에서는, 소정의 단위시간중, 동일한 악곡이 반복

하여 방송되고 있으므로, 텔레비 프로그램 표시 에어리어(21A)의 화면은 그대로이고, IRD(l2)에 의해 상기 조작에 의해 선

택된 악곡의 오디오 채널로 전환하여 음성 출력하므로써, 그 악곡을 들을 수 있다. 이 때 자켓 표시 에어리어(21D)에는 그

악곡의 앨범 자켓의 정지화상이 표시된다.

또한, 예를 들어 상기의 상태로 가사 표시 버튼(22)에 커서를 맞추어, 엔터 조작(이하 버튼 표시에 커서를 맞추어 엔터 조

작을 하는 것을「버튼을 누른다」고 한다)을 하면, 텍스트 표시 에어리어(21C)에 악곡의 가사가 오디오 데이타와 동기한

타이밍으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프로필 표시 버튼(23) 또는 정보 표시 버튼(24)을 누르면, 악곡에 대응하는 아티스트의

프로필 혹은 콘서트 정보 등이 텍스트 표시 에어리어(21C)에 표시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현재 어떤 악곡이 신호배급

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 또한 각 악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용자는 시청한 악곡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버튼(28)을 누른다. 다운로드 버튼(28)이 눌리면, 선택된 악곡

의 오디오 데이타가 다운로드되어,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기억된다.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와 같이, 그 가사 데이타, 아

티스트의 프로필 정보, 자켓의 정지화상 데이타등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하여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가 다운로드될때 마다, 그 이력정보가 IRD(12)내의 IC 카드에 기억된다. IC 카드

에 기억된 정보는, 예를 들어 1개월에 한번씩 요금 부과 서버(5)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타 서비스의

사용 이력에 따른 요금 부과가 행해진다. 이것에 의해서, 적절한 악곡 데이타의 판매 및 다운로드되는 악곡의 저작권을 보

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미리 다운로드의 예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약녹음 버튼(25)을 누른다. 이 버튼을 누르면, GUI 화면의

표시가 전환되어, 예약가능한 악곡의 리스트가 화면전체에 표시된다. 예를들어 이 리스트 는 1시간 단위, 1주간 단위, 채널

단위 등으로 검색한 악곡을 표시할수 있다. 사용자는 이 리스트 중에서 다운로드의 예약을 하고 싶은 악곡을 선택하면, 그

정보가 IRD(12)내에 등록된다. 그리고, 이미 다운로드의 예약을 한 악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약완료 일람표시 버

튼(26)을 누르는 것에 의해, 화면전체에 표시시킬 수 있다. 이렇게하여 예약된 악곡은, 예약시간이 되면 IRD(12)에 의해 다

운로드되어,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기억된다.

사용자는 다운로드를 한 악곡에 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녹음이력 버튼(27)을 누르므로써, 이미 다운로드를 한 악

곡의 리스트를 화면전체에 표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된 시스템의 수신설비(3)에서는, 모니터 장치(14)의 GUI 화면상에 악곡의 리스트가 표시된다.

그리고, 이 GUI 화면상의 표시에 따라서 악곡을 선택하면 그 악곡을 시청할 수 있고, 이 악곡의 가사나 아티스트의 프로필

등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악곡의 다운로드와 그 예약, 다운로드의 이력이나 예약완료 악곡 리스트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지만, 상기 도 4b 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GUI 화면의 표시와, GUI 화면에 대한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GUI 화면상에서의 표시변경 및, 음성출력은, 전술한 MHEG 방식에 기초를 둔 시나리오 기술에 의해, 오브젝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란, 도 4b 에 도시된 각 버튼에 대응하는 파츠로서의 화상 데이타및

각 표시 에어리어에 표시된 소재 데이타로 된다.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 GUI 화면과 같은, 시나리오 기술에 의해 오브젝트간의 관계가 규정되므로써, 어떤 목적에

따른 정보의 출력 양태(화상표시나 음성출력등)이 실현되는 환경을「씬」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1 씬을 형성하

는 오브젝트로서는, 시나리오 기술의 파일 자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예의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에서는 방송프로가 신호 분배되는 바와 같이, 복수의 오디오 채널을 사용하

여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가 분배된다. 신호 분배되어 있는 악곡의 리스트 등을 사용하여 소망의 악곡을 찾아내고, 그 오디

오 데이타를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간단히 보존할 수가 있다. 또,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제공 이

외의 서비스로는, 상기한 악곡 데이타의 다운로드의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고려될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텔레비전 쇼핑

이라는 상품소개 프로그램을 방송한 뒤에, GUI 화면으로서는 구매계약이 맺을 수 있는 것 같은것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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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상국

지금까지, 본 예로서의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이후, 이 시스템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설

명을 해가도록 한다. 우선 지상국(1)의 구성에 관해서 도 5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이후의 설명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예에서는, 지상국(1)으로부터 위성(2)을 통하여 수신설비(3)로의 송신을 하는데 있어서, DSM-CC(디지탈 축적 미디어·

커맨드·앤드·컨트롤;Digita1 Storage Media-Command and Control) 프로토콜을 채용한다.

DSM-CC(MPEG-part6)방식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예를 들어, 어떠한 네트워크를 거쳐서, 디지탈 축적 미디어(DSM)에

축적된 MPEG 부호화 비트 스트림(bit stream)을 잡아내거나(Retrieve), 혹은 DSM 에 대하여 스트림을 축적(Store)하기

위한 커맨드나 제어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본 예에서는, 이 DSM-CC 방식이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에서의 전송

규격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DSM-CC 방식에 의해 데이타방송 서비스(예를 들어 GUI 화면등)의 콘텐츠(오브젝트의 집합)를 전송하기 위해서

는, 콘텐츠의 기술형식을 정의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예에서는, 이 기술형식의 정의로서 앞서 말한 MHEG가 채용되는 것

이다.

도 5 에 도시하는 지상국(1)의 구성에 있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등록 시스템(31)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

(6)로부터 얻어진 소재 데이타를 AV 서버(35)에 등록한다. 이 소재 데이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출시스템(39)에 보내지

고, 여기서 비디오 데이타는 예를 들어 MPEG2 방식으로 압축되며, 오디오 데이타는, 예를 들어 MPEG 오디오방식에 의해

패킷화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출 시스템(39)의 출력은 멀티플렉서(multiplexer)(45)에 보내진다.

또한, 악곡소재 등록시스템(32)으로서는, 악곡소재 서버(7)로부터의 소재 데이타, 즉, 오디오 데이타를, MPEG 오디오 인

코더(36A) 및, ATRAC 인코더(36B)에 공급한다. MPEG 오디오 인코더(36A)및, ATRAC 인코더(36B)에서는, 각각 공급

된 오디오 데이타에 관해서 인코드처리(압축부호화)를 한 뒤, MPEG 오디오서버(40A) 및 ATRAC 오디오 서버(40B)에 등

록시킨다.

MPEG 오디오 서버(40A)에 등록된 MPEG 오디오 데이타는, MPEG 오디오 송출시스템(43A)에 전송되고, 여기서 패킷화

된후, 멀티플렉서(45)에 전송된다. ATRAC 오디오 서버(40B)에 등록된 ATRAC 데이타는, ATRAC 오디오 송출 시스템

(43B)에 4배속 ATRAC 데이타로서 보내지고, 여기서 패킷화되어 멀티플렉서(45)에 송출된다.

또한, 음성부가정보 등록시스템(33)으로서는, 음성부가정보 서버(8)로부터의 소재 데이타인 음성부가정보를 음성부가정

보 데이타베이스(37)에 등록한다. 이 음성부가정보 데이타베이스(37)에 등록된 음성부가정보는, 음성부가정보 송출 시스

템(41)에 전송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패킷화되어 멀티플렉서(45)에 전송된다.

또한, GUI용 소재등록시스템(34)에서는, GUI 데이타 서버(9)로부터의 소재 데이타인 GUI 데이타를, GUI 소재 데이타베

이스(38)에 등록한다.

GUI소재 데이타베이스(38)에 등록된 GUI 소재 데이타는, GUI 오써링 (authoring)시스템(42)에 전송되고, 여기서, GUI 화

면, 즉 도 4 에서 기술한「씬」으로서의 출력이 가능한 데이타 형식으로 되도록 처리가 이루어진다.

결국, GUI 오써링 시스템(42)에 전송되어 오는 데이타로서는, 예를 들어, 악곡의 다운로드용 GUI 화면이면, 앨범 자켓의

정지화상 데이타, 가사등의 텍스트 데이타이며, 또한 조작에 따라 출력되어야 하는 음성 데이타등이다.

상기한 각 데이타는 소위 단일 미디어라고 되지만, GUI 오써링 시스템(42)으로서는, MHEG 오써링 툴(authoring tool)을

이용하여, 이들의 모노미디어 데이타를 부호화하고, 이를 오브젝트로서 취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도 4b 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씬(GUI 화면)의 표시 양태와 조작에 따른 화상 음성의 출력 양태가 얻어지

듯이 상기 오브젝트의 관계를 규정한 시나리오 기술 파일과 함께 MHEG-5의 콘텐츠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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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4b 에 도시된 GUI 화면으로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의 소재 데이타를 기초로 하는 화상·음성 데이

타(MPEG 비디오 데이타, MPEG 오디오 데이타)와, 악곡 소재 서버(7)의 악곡소재 데이타를 기초로 하는 MPEG 오디오

데이타등도, GUI 화면에 표시되어, 조작에 응한 출력 양태가 주어진다.

따라서, 상기 시나리오 기술 파일로서는, 상기 GUI 오써링 시스템(42)으로서는, 상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의

소재 데이타를 기초로 하는 화상·음성 데이타, 악곡소재 서버(7)의 악곡소재 데이타를 기초로 하는 MPEG 오디오 데이타,

또한 음성부가정보 서버(8)를 기초로 하는 음성부가정보도 필요에 따라 오브젝트로서 취급되고, MHEG의 스크립트

(script)에 의한 규정이 행하여진다.

또, GUI 오써링 시스템(42)으로부터 전송되는 MHEG 콘텐츠의 데이타로서는, 스크립트 파일및, 오브젝트로서의 각종 정

지화상 데이타 파일이나 텍스트 데이타 파일등이 되지만, 정지화상 데이타는, 예를 들어 JPEG(Joint Photograph Experts

Group)방식으로 압축된 640× 480 픽셀의 데이타로 되고, 텍스트 데이타는 예를 들어 800 문자이내의 파일로 된다.

GUI 오써링 시스템(42)을 이용하여 얻어진 MHEG 콘텐츠의 데이타는 DSM-CC 인코더(44)에 전송된다.

DSM-CC 인코더(44)로서는, MPEG2 포맷에 따른 비디오, 오디오 데이타의 데이타 스트림에 다중 가능한 형식의 트랜스

포트 스트림(이하 TS(Transport Stream)로도 략함)으로 변환하여, 패킷화되고 멀티플렉서(45)에 출력된다.

멀티플렉서(45)에 있어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출시스템(39)으로부터의 비디오 패킷 및 오디오 패킷과, MPEG 오디오

송출시스템(43A)에서의 오디오 패킷과, ATRAC 오디오 송출시스템(43B)에서의 4배속 오디오 패킷과, 음성부가정보 송

출 시스템(41)으로부터의 음성부가정보 패킷과, GUI 오써링 시스템(42)으로부터의 GUI 데이타 패킷이 시간축(軸) 다중화

되는 동시에, 키정보 서버(10)(도 1)로부터 출력된 키정보에 따라서 암호화된다.

멀티플렉서(45)의 출력은 전파송출 시스템(46)에 전송되어, 여기서 예를 들어 오류 정정 부호의 부가, 변조, 및 주파수 변

환등의 처리를 실시된후, 안테나로부터 위성(2)을 향하여 송신 출력하도록 된다.

1-4. 송신 포맷

다음에, DSM-CC 방식에 따라서 규정된 본 예의 송신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6 은, 지상국(1)으로부터 위성(2)에 송신출력될 때의 데이타의 일 예를 도시하고 있다. 또, 전술하였듯이, 이 도면에 도

시하는 각 데이타는 실제로는 시간축 다중화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도면에서는, 도 6 에 도시하듯이, 시각 t1 으로부터

시간 t2 동안이 하나의 이벤트(event)로 되고, 시각 t2 로부터 다음 이벤트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란, 예를 들어 음

악프로그램의 채널이면 복수 악곡의 라인업(구성)의 조(組)를 변경하는 단위이고, 시간적으로는 30분 혹은 한시간정도가

된다.

도 6 에 도시하듯이, 시각 tl에서 시각 t2의 이벤트에서는, 통상의 동화상의 프로그램방송으로, 소정의 내용(A1)을 갖는 프

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또한, 시각 t2 에서 시작하는 이벤트에서는, 내용(A2)으로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있다. 이 통

상의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어 있는 것은 동화상과 음성이다.

MPEG 오디오 채널(1)∼(10)은, 예를 들어, 채널 CH1로부터 CH10의 10 채널분 준비된다. 이 때, 각 오디오 채널 CH1,

CH2, CH3····CH10 에서는, 1개의 이벤트가 방송되어 있는 동안은 동일 악곡이 반복하여 송신된다. 요컨대, 시각 t1∼t2

의 이벤트의 기간에 있어서는, 오디오 채널(CH1)에서는 악곡(Bl)이 반복하여 송신되고, 오디오 채널(CH2)에서는 악곡 C1

이 반복하여 송신되고, 이하 마찬가지로, 오디오 채널 CH10 에서는 악곡 K1 이 반복하여 송신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그 아래에 도시되어 있는 4 배속 ATRAC 오디오 채널(1)∼(10)에 관해서도 공통이다.

요컨대, 도 6 에서, MPEG 오디오 채널과 4배속 ATRAC 오디오 채널의 채널번호인 ( )안의 숫자가 같은 것은 같은 악곡이

된다. 또한, 음성부가정보의 채널번호인 ( )안의 숫자는, 같은 채널번호를 갖는 오디오 데이타에 부가되어 있는 음성부가

정보이다. 또한, GUI 데이타로서 전송되는 정지화상 데이타나 텍스트 데이타도 각 채널마다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 데이타

는, 도 7a 내지 7d 에 도시하듯이, MPEG2 의 트랜스포트 패킷내에서 시분할 다중되어 송신되고, 도 7e 내지 7d 에 도시

하듯이 IRD(12)내에서는 각 데이타 패킷의 헤더 정보를 이용하여 재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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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도 6 및 도 7 에 도시한 송신 데이타중, 적어도 데이타 서비스(인터랙티브 방송)에 이용되는 GUI 데이타는,

DSM-CC 방식에 따라 논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DSM-CC 인코더(44)로부터 출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데이타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도 8a 에 도시하듯이, DSM-CC 방식에 의해서 전송되는 본 예의 데이타방송 서비스는, 서비스 게이트웨이(Service

Gateway)라는 명칭의 루트(root) 디렉토리에속에 모두 포함된다. 서비스 게이트웨이에 포함되는 오브젝트로서는, 디렉토

리, 파일, 스트림, 스트림 이벤트 등의 종류가 존재한다.

이것들중 파일은 정지 화상, 음성, 텍스트, 또는 MHEG 에 의해 기술된 스트립트 등의 각각의 데이타 파일로 된다.

스트림은 예를 들어, 다른 데이타 서비스나 AV 스트림(TV 프로그램소재로서의 MPEG 비디오 데이타, 오디오 데이타, 악

곡 소재로서의 MPEG 오디오 데이타, ATRAC 오디오 데이타등)에 링크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스트림 이벤트는, 동일하게 링크의 정보와 시각 정보가 포함된다.

디렉토리는 상호 관련한 데이타를 통합하는 폴더이다.

그리고, DSM-CC 방식으로서는, 도 8b 에 도시하듯이, 이들 단위정보와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각각 오브젝트라는 단위로

포착하고, 각각을 BIOP 메시지라는 형식으로 변환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설명에서는, 파일, 스트림, 스트림 이벤트의 세가지 오브젝트의 구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하

의 설명에서는 이들을 파일로서의 오브젝트로 대표시키고 설명한다.

그리고, DSM-CC 방식으로서는, 도 8c 에 도시하는 모듈이라고 지칭되는 데이타단위를 생성한다. 이 모듈은, 도 8b 에 도

시한 BIOP 메시지화된 오브젝트를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된 위에, BIOP 헤더가 부가되어 형성되는 가변길이의 데이타 단

위이고, 후술하는 수신측에서의 수신 데이타의 버퍼링(buffering) 단위로 된다.

또한, DSM-CC 방식으로서는, 1 모듈을 복수의 오브젝트에 의해 형성하는 경우의, 오브젝트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특히 규

정, 제한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극단적인 것을 말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씬 사이에서의 2이상의 오브젝트에 의해 1 모듈

을 형성하였다고 해도, DSM-CC 방식의 것에서의 규정에 하등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듈은, MPEG2 포맷에 의해 규정되는 섹션이라는 형식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도 8d 에 도시하듯이, 기계적으로「블

록」으로 지칭되는 원칙 고정 길이의 데이타 단위로 분할된다. 단, 모듈에 있어서의 최후의 블록에 대해서는 규정의 고정

길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블록 분할을 하는 것은 MPEG2 포맷에 있어서, 1 섹션이 4 KB 를 넘어

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상기 블록으로서의 데이타 단위와, 섹션은 마찬가지의 것으로 된다.

이렇게 하여 모듈을 분할하여 얻은 블록은, 도 8e 에 도시하듯이 헤더가 부착되어 DDB(Download Data Block)라는 메시

지 형식으로 변환된다.

또한, 상기 DDB 로의 변환과 병행하여, DSI(Down1oad Server Initiate)및 DII(Down1oad Indication Infomation)라는

제어 메시지가 생성된다.

상기 DSI 및 DII 는, 수신측(IRD(12))에서 수신 데이타로부터 모듈을 취득할 때에 필요해지는 정보이고, DSI는 주로, 다음

에 설명하는 카루셀(carousel;회전목마)(모듈)의 식별자, 카루셀 전체에 관련하는 정보(카루셀이 1회전하는 시간, 카루셀

회전의 타임 아웃 값)등의 정보를 갖는다. 또한, 데이타 서비스의 루트 디렉토리(Service Gateway)의 소재를 알기 위한

정보도 갖는다(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의 경우).

DII는, 카루셀에 포함되는 모듈마다 대응하는 정보이고, 모듈마다의 사이즈, 버전, 그 모듈의 타임아웃 값 등의 정보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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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8f 에 도시하듯이, 상기 DDB, DSI, DII 의 3종류의 메시지를 섹션의 데이타 단위에 대응시켜 주기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송출하도록 된다. 이것에 의해, 수신기측에서는 예를 들어 목적의 GUI 화면(scene)를 얻는 데 필요한 오브젝트

가 포함되고 있는 모듈를 항상 수신할수 있게 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전송방식을 회전목마에 비유하여 「카루셀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도 8f 에 도시하듯이 하

여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타 전송 형태를 카루셀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카루셀 방식」으로서는, 「델타 카루셀 방식」의 레벨과「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의 레벨로 구분된다. 특히 오브

젝트 카루셀 방식에서는, 파일, 디렉토리, 스트림, 서비스 게이트웨이 등의 속성을 갖는 오브젝트를 데이타로서 카루셀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에서, 디렉토리 구조를 취급하는 것이 데이타 카루셀 방식과 크게 다르다. 본 예의 시스템으로서

는, 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을 채용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카루셀에 의해 송신되는 GUI 데이타, 요컨대, 도 5 의 DSM-CC 인코더(44)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타로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형태에 의해 출력된다. 이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예를 들어 도 9 에 도시하는 구조를

갖는다.

도 9a 에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도시되어 있다. 이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MPEG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는 비트 열(列)이

고, 도시하듯이 l88 바이트의 고정 길이 패킷(트랜스포트 패킷)의 연결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각 트랜스포트 패킷은, 도 9b 에 도시하듯이 헤더와 특정의 개별 패킷에 부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어댑테이션 필

드와 패킷의 내용(비디오/오디오 데이타등)을 나타내는 유효 탑재량(데이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헤더는, 예를 들어 실제로는 4 바이트로 되고, 도 9c 에 도시하듯이, 선두에는 반드시 동기 바이트가 있도록 되고, 이로부

터 뒤의 소정위치에 그 패킷의 식별정보인 PID(Packet-ID), 스크램블(scramble)의 유무를 나타내는 스크램블 제어 정보,

후속하는 어댑테이션 필드나 페이로드(payload)의 유무등을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격납되어 있다.

이들 제어정보에 기초하여, 수신장치 측에서는 패킷단위로 디스크램블을 행하고, 또한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에 의

해 비디오/오디오/데이타등의 필요 패킷의 분리·추출을 할수 있다. 또한, 비디오/오디오의 동기 재생의 기준이 되는 시간

정보를 재생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하나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에는 복수 채널분의 영상/음성/데이타의 패킷이 다

중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PSI(Program Specific Infonmation)라는 선국을 담당하기 위한 신호나, 한정 수신(개인의 계약

상황에 의해 유료 채널의 수신 가불가를 결정하는 수신기능)에 필요한 정보(EMM/ECM), EPG 등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

한 SI(Service Information)가 동시에 다중되어있다. 여기서는, PSI 에 관해서 설명한다.

PSI는, 도 10 에 도시하듯이 하고, 네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테이블은 섹션 형식이라는 MPEG System 에

준거한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도 10a 에는, NIT(Network Information Table) 및, CAT(Conditiona1 Access Tab1e)의 테이블이 도시되어 있다.

NIT는, 전체 캐리어에 동일내용이 다중되어 있다. 캐리어마다의 전송 제원(편파면, 캐리어주파수, 접어 넣음 레이트 등)

과, 이것에 다중되어 있는 채널의 리스트가 기술되어 있다. NIT의 PID 로서는, PID = 0 x 0010 로 되어 있다.

CAT 도 역시, 전체 캐리어에 동일 내용이 다중된다. 한정수신방식의 식별과 계약정보등의 개별정보인 EMM(Entit1ement

Management Message) 패킷의 PID가 기술되어 있다. PID로서는, PID = 0 x 0001에 의해 표시된다.

도 10b 에는, 캐리어마다 고유의 내용을 갖는 정보로서, PAT가 도시된다. PAT 에는, 그 캐리어내의 채널정보와, 각 채널

의 내용을 나타내는 PMT의 PID가 기술되어 있다. PID로서는, PID= 0 x 0000 로 표시된다.

또한, 캐리어에 있어서의 채널마다의 정보로서, 도 10c 에 도시되는 PMT(Program Map Table)의 테이블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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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는, 채널별 내용이 다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 10d 에 도시된바와 같은, 각 채널을 구성하는 콤포넌트(비디오/오디

오 등)와, 디스크램블에 필요한 ECM(Encryption Control Message) 패킷의 PID 가 기술되어 있다. PMT의 PID 는, PAT

에 의해 지정된다.

l-5. ATRAC 데이타의 송신 포맷

여기서 ATRAC(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데이타의 송신 포맷에 대해 설명한다. 도 6 에 도시하듯이 1 이

벤트 내의 송신 데이타로서는 10 단위의 4배속 ATRAC 오디오 채널(1)∼(l0)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위성방송으로 음악 데이타의 신호분배를 하도록 한 경우, 오디오 데이타를 그대로 전송하였다면, 데이

타량이 방대해지고, 전송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오디오 데이타를 압축하여 전송하는 것이 고려되어 있다. 그 압축방식

으로서는, 예를 들어, ATRAC를 쓰는 것이 생각되고 있다. 또 ATRAC는, 이미, MD(미니디스크)로 오디오 데이타를 압축

하여 기록하는데 채용되어 있는 압축방식이다.

ATRAC 에서 오디오 데이타의 압축을 하면, 신호배분하는 음악 데이타의 데이타 레이트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배분되어

온 오디오 데이타를 MD에 직접 기록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ATRAC에서는, 424 바이트가 사운드 그룹으로 지칭되고, 하나의 기록 단위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ATRAC의

데이타를 위성방송으로 신호분배하는 경우, 이 사운드 그룹이 무너지지 않도록, 데이타를 전송하는 것이 요망된다.

ATRAC에서는, 샘플링 주파수가 44.1 kHz, 양자화 비트수 16 bit 에서, 오디오 데이타가 디지탈화된다. 그리고, 이 오디오

데이타가 11.61 밀리초의 시간창문(時間窓)으로 잘라지고, 변형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에 의해, 약 1/5의 데

이타량으로 압축된다.

이와 같이, 샘플링 주파수가 44.1 kHz, 양자화 bit수가 16 bit로 디지탈화된 오디오 데이타를 11.61 밀리초의 시간창문으

로 잘라지면, 그 샘플 수는 512 샘플로 된다. 따라서, 11.61 m초의 시간창문에서의 오디오 데이타의 데이타량은, 512×2=

1024 바이트로 되고, 좌우의 2 채널에서, 1024× 2 = 2048 바이트로 된다.

ATRAC에서는, 변형 DCT 데이타에 의해, 이 2048 바이트의 데이타가 424 바이트로 압축된다. 이 424 바이트의 ATRAC

데이타가 사운드 그룹으로 지칭되고, ATRAC 방식으로 압축된 음성 데이타를 전송할 때의 하나의 단위로 된다. 2048의

데이타가 424 바이트로 압축되기 때문에, ATRAC 방식의 압축율은 약 1/5 이 된다.

이와 같이, ATRAC에서는, 11.61 m초의 기간의 음성압축 데이타에 상당하는 424 바이트의 사운드 그릅이 음성압축 데이

타의 1단위로 되어 있고, ATRAC의 오디오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 사운드 그룹 단위를 유지하여 가는것이 요망

된다.

또, 사운드 그룹을 단위로 하는 MD 시스템의 데이타 구조는 도 18 에서 후술한다.

한편, 상기한 MPEG 2 방식에서는, 비디오 데이타, 오디오 데이타, 그 밖의 데이타가 도 9 에 도시한 트랜스포트 패킷(TS

패킷)라고 불리는 188 바이트의 고정 길이의 패킷에 적재되고, 동일 스트림으로 다중화되고 전송되어 있다. 따라서,

ATRAC에서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를 MPEG2의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ATRAC에서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를

188 바이트의 TS 패킷에 적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ATRAC의 사운드 그룹인 424 바이트와, TS 패킷의 사이즈인 188 바이트와의 사이는 무관계하다. 이 때문에,

ATRAC의 데이타를 단지 TS 패킷에 할당하여 전송하면, 사운드 그룹이 붕괴해버리며, ATRAC의 복조(復調)처리나

ATRAC 에서의 기록처리가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ATRAC 데이타를 MPEG2의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그 ATRAC 데이타의 기

본 단위를 유지하면서,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으로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PEG2 방식에서는, TS 패킷라고 불리는 전송단위로, 복수의 프로그램이 다중화되어 전송되지만, 이 TS 패킷은, 188 바

이트의 고정 길이로 정해져 있다. 한편, ATRAC에서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424 바이트의 ATRAC

의 1 사운드 그룹의 데이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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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 11a 에 도시하듯이, TS 패킷(TSP1∼TSP8)에, 각각, 159 바이트의 ATRAC의 압축 오디오 데이타를 배치하

여, 8개의 TS 패킷(TSP1∼TSP8)으로 PES 패킷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1개의 TS 패킷으로 159 바이트의 ATRAC 데이타를 배치하여, 8개의 TS 패킷으로 PES 패킷을 구성하면, PES

패킷의 크기는, 159 바이트× 8 =1272 바이트로 된다. 사운드 그룹의 크기는 424 바이트이므로, 이 PES 패킷에서 보내ㅈ

지는 1272 바이트의 데이타는, 도 11b 에 도시하듯이, 세개의 사운드 그룹(SGP1 ∼ SGP3)의 데이타에 상당한다.

424 바이트 × 3 = 1272 바이트

1개의 TS 패킷에 159 바이트의 ATRAC의 데이타를 배치하여, 8개의 TS 패킷으로 PES 패킷을 구성하면, PES 패킷으로

3 사운드 그룹의 데이타가 전송될 수 있다. 이와 같이, PES 패킷으로 정수개의 사운드 그룹의 데이타가 전송되기 때문에,

ATRAC의 데이타와 PES 패킷의 정합성이 양호하여 진다.

이와 같이, ATRAC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88 바이트의 고정 길이의 TS 패킷중, 159 바이트가 ATRAC 데이타

의 전송에 사용된다.

그리고 TS 패킷의 나머지 29 바이트는, TS 패킷 헤더, PES 헤더, 데이타 헤더등이 설치된다. 데이타 헤더에는, 전송하는

데이타의 타입, 위성방송이나 지상파방송등의 데이타의 전송로 타입등이 설치된다. 더욱, ATRAC 데이타의 고유정보를

정의하는 FDF(Fie1d Dependent Fie1d)가 설치된다.

이상과 같이 본 예의 전송방법으로서는, ATRAC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 하나의 TS 패킷에 l59 바이트의 ATRAC의

데이타가 배치되고, 더욱, 데이타 헤더와 FDF가 설치되고, 8개의 TS 패킷으로 PES 패킷이 구성되며, PES 패킷으로 3개

의 사운드 그룹의 데이타가 전송된다.

이렇게 하여, ATRAC의 데이타를 PES 패킷으로 전송하는 경우의 구체예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도 12 는, PTS(Presentation Time Stamp)를 이용하여 동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경우의 TS 패킷의 구성을 도시

한다. 도 12 에 도시하듯이, TS 패킷은 188 바이트의 고정 길이로 이루어진다. 이 TS 패킷의 선두의 1 바이트 번째로부터

4 바이트 번째는,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로 되고, 5 바이트 번째로부터 18 바이트 번째는 PES 패킷 헤더로 되며, 19 바이트

번째로부터 20 바이트 번째는 데이타 헤더로 되고, 21 바이트 번째로부터 188 바이트 번째는 데이타 보디로 되어 있다. 데

이타 보디의 구성은, 도 13 에 도시되어 있다. 도 12 , 도 13 은 도 9 에서 설명한 TS 패킷으로서, ATRAC 데이타를 전송하

는 TS 패킷의 경우를 상세하게 도시한 것이다.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의 선두에는, 1 바이트의 싱크 바이트가 설치된다. 이 싱크 바이트에 계속해서, 이 패킷중의 에러의

유무를 나타내는 트랜스포트 에러 인디케이터와, 신규한 PES 패킷이 이 트랜스포트 패킷의 페이로드로부터 시작되는 것

을 나타내는 페이로드 유니트 스타트 인디케이터와, 이 패킷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트랜스포트 프라이오리티가 각각 1 비

트 설치된다.

트랜스포트 에러 인디케이터는 전송상의 에러가 발생한 때에 IRD(12)측에서 「1」로 되는 데이타이다. 그리고 트랜스포

트 에러 인디케이터 =「1」로 된 TS 패킷은, 데이타 신뢰성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하여 취급되게 된다.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에는 또한, 해당 패킷의 개별 스트림의 속성을 나타내는 13 비트의 스트림 식별정보(PID)가 설치된

다. 계속해서 패킷의 페이로드의 스크램블의 유무나 종류를 나타내는 트랜스포트 스크램블 콘트롤과, 어댑테이션 필드의

유무를 나타내는 어댑테이션 필드 콘트롤러와, 동 PID를 가지는 패킷이 도중에서 일부 파기되었는지 어떤지를 검출하기

위한 콘티뉴이티 카운터가 설치된다.

5 바이트 번째부터 18 바이트 번째의 PES 패킷 헤더의 선두에는, 24 비트의 고정치의 패킷 스타트코드 프리픽스가 설치되

고, 이것에 계속해서, 스트림을 식별하는 8 비트의 스트림 ID 나, PES 패킷의 길이를 도시하는 PES 패킷 렝쓰(length)가

설치된다. 계속해서,「10」의 고정 패턴, 2 비트의 PES 스크램블 콘트롤, 1 비트의 PES 프라이오리티, l 비트의 데이타 얼

라인먼트 인디케이터, 1 비트의 카피라이트, 1 비트의 오리지날인지 복사본인지의 식별 정보, 2 비트의 PTS 및 DTS 플래

그(flag), 1 비트의 ESCR 플래그, 1 비트의 ES 레이트 플래그, 1 비트의 DMS 트릭 모드 플래그, 1 비트의 어디셔널 카피

인포메이션 플래그, l 비트의 PES의 CRC 플래그, 1 비트의 PES 익스텐션 플래그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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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에 계속해서, 8 비트의 PES 헤더 데이타 렝쓰가 설치된다.

또한,「1101」의 고정 패턴 뒤에, 타임 스탬프인 PTS의 32 비트 번째부터 30 비트 번째가 설치되고, 이것에 계속해서 1

비트의 마켓 비트가 설치된다. 그리고, 이것에 계속되는 15 비트에 타임 스탬프인 PTS의 29 비트 번째부터 15 비트 번째

가 설치되고, 이것에 1 비트의 마켓 비트가 부가된다. 또한, 이것에 계속되어 15 비트에 PTS의 14 비트번째부터 0 비트 번

째가 설치되고, 이것에, 1 비트의 마켓 비트가 부가된다.

19 바이트 번째로부터 20 바이트 번째의 데이타 헤더에는, 8 비트의 데이타 타입과, 6 비트의 데이타 트랜스미션 타입과,

2 비트의 태그가 설치된다. 데이타 타입에는, 전송하는 데이타의 타입이 기술된다. 데이타 트랜스미션 타입에는, 데이타의

전송로 타입, 예를 들어 위성방송, 지상파 방송등이 기술된다. 태그에는, 데이타 헤더의 후에, 어디셔널 헤더가 있는지 아

닌지가 기술된다. 예를 들어, 태그가「00」이면 데이타 헤더의 후에 데이타가 계속, 「01」이면 데이타 헤더의 후에 어디

셔널 헤더가 계속되는 것이 보이고,「10」이면 어디셔널 헤드가 PES 패킷 중에서 복수 회수인 것이 도시된다.

21 바이트 번째부터 188 바이트 번째는, 데이타 보디로 되고, 여기에 ATRAC의 데이타가 배치된다. ATRAC 데이타의 배

치는, 도 13 에 도시하듯이 되어 있다.

도 13 에 도시되어 있듯이, 데이타 보디의 21 바이트 번째의 최초의 4 비트에는, FDF 필드 렝쓰가 설치되고, 다음 4 비트

에는 오디오 데이타 타입 l 이 설치된다. FDF 필드 렝쓰는 FDF 필드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디오 데이타 타입 l 은,

오디오 타입을 정의(예를 들어 ATRAC)하기위한 것이다. 이것에 계속해서, 오디오 데이타 타입 2 가 설치된다. 이 오디오

데이타 타입 2 는, 데이타 타입 중에서의 분류가 정의된다(예를 들어, ATRAC1, ATRAC2). 다음에, l 비트의 카피라이트,

1 비트의 오리지날/복사본, 1 비트의 스테레오/모노, 1 비트의 엠퍼시스가 설치된다.

이것에 계속해서, 1 비트의 데이타 스타트 인디케이터와, 1 비트의 데이타 인디케이터와, 3 비트의 PES 데이타 카운터가

설치된다.

데이타 스타트 인디케이터는, 전송중의 데이타가 악곡 데이타의 최초의 PES 패킷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악곡의

선두가 되는 ATRAC 데이타가 포함되어 있는 PES 에서의 8개의 TS 패킷에 있어서는, 데이타 스타트 인디케이터 =「1」

이 된다.

데이타 인디케이터는, 전송중의 데이타가 악곡의 최후의 PES 패킷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악곡의 종단이 되는

ATRAC 데이타가 포함되어 있는 PES 에서의 8개의 TS 패킷에 있어서는, 데이타 인디케이터 = 「1」이 된다.

PES 데이타 카운터는, PES를 전송하는 8개의 TS 패킷 중에서 몇번째 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 계속되는 3 비트는 리저브(reserve)라고 되어 있지만, 다음 24 비트는 프레즌트 PES 넘버로 되어 있다. 이 프레즌

트 PES 넘버에는, 전송중의 데이타가 몇번째의 PES 패킷인지가 나타난다.

따라서, 프레즌트 PES 넘버와, PES 데이타 카운터에 의해, TS 패킷 단위에서의 연속성이 판단가능하다. 이것은 TS 패킷

에 적재되는 ATRAC 데이타의 연속성이 판단가능함을 의미한다.

27 바이트 번째로부터 28 바이트 번째는, 리저브로 되고, 그 다음 29 바이트 번째에는 ATRAC 데이타에 대한 체크 섬

(sum)(CRC 에러검출 코드)이 설치된다.

그리고, 30 바이트 번째부터 188 바이트 번째에는, 159 바이트분의 ATRAC 데이타가 배열된다.

29 바이트 번째의 ATRAC 데이타 체크 시퀀셜 액세스 방법과 ATRAC 데이타의 관계를 도 14 에 도시한다. ATRAC 데이

타 체크 섬에 의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ATRAC 데이타 체크 섬의 각 비트의 값을 CS[0]∼CS[7]로 하고, 또한 159 바이트의 ATRAC 데이

타의 최초 바이트의 값을 AT[0][0], 최후의 바이트의 값을 AT[158][7]로 하면,

CS[0]⌒AT[0][0]⌒AT[1][0]⌒…⌒AT[158][0]=SU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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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AT[0][1]⌒AT[1][1]⌒…⌒AT[158][1]=SUM[1]

‥‥

CS[7]⌒AT[0][7]⌒AT[1][7]⌒…⌒AT[158][7]=SUM[7]

로 할때에,

SUM[0]∼SUM[7] = 0 x 00

으로 되도록 CS[0]∼CS[7]의 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ATRAC 데이타에 대한 체크 섬을 설치하므로써, IRD(12)측이나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에서 다운로드하는

ATRAC 데이타의 신뢰성을 체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TS 패킷에는, 159 바이트의 ATRAC의 데이타가 배치되는 동시에, 고유정보가 정의되어, FDF에 삽입된다.

FDF의 영역은, 어디셔널 데이타 헤더, ATRAC 데이타, FDF의 데이타를 수신할 때에, 기기의 신호처리를 쉽게하기 위해

서, TS 패킷의 고정 위치에 배치된다.

그리고 FDF를 해석하는 것에 의해, 1개의 TS 패킷중의 데이타가 전송하고자 하는 악곡중의 어떤 데이타인지를 해석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전송중 어떠한 이유에 의해 에러가 발생하여, 어떤 패킷이 똑바로 수신할 수 없던 경우도, 어떤 데이타

가 빠졌는지를 검출할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타 스타트 인디케이터, 데이타 엔드 인디케이터를 검출하므로써, 그 데이타

가 악곡의 최초 또는 최후인 것이 검출될수 있다. 이 데이타를 이용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 다운로드를 할 때에, 기

록개시위치 또는 기록종료위치를 간단히 검출할 수가 있다.

1-6. IRD

계속해서, 수신설비(3)에 구비되는 IRD(12)의 일 구성예에 관해서 도 15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도면에 도시되는 IRD(12)에 있어서, 입력단자(T1)에는, 파라볼라 안테나(11)의 LNB(15)에 의해 소정 주파수로 변환된

수신신호를 입력하여 튜너/프런트 엔드부(51)에 공급한다.

튜너/프런트 엔드부(51)에서는, CPU(Centra1 Processing Unit)(80)로부터의 전송 제원등을 설정한 설정신호에 기초하

여, 이 설정신호에 의해 결정되는 캐리어(수신주파수)를 수신하고, 예를 들어 비타비 복조 처리나 오류 정정 처리등을 실시

하므로써,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얻게 된다.

튜너/프런트 엔드부(51)에서는 얻어진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디스크램블러(52)에 대하여 공급된다. 또한, 튜너/프런트 엔

드부(51)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PSI의 패킷을 취득하여, 그 선국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트랜스포트 스트림

에서의 각 채널의 콤포넌트 PID 를 얻고, 예를 들어 CPU 80 에 전송한다. CPU 80 에서는, 취득한 PID 를 수신신호처리에

이용하게 된다.

디스크램블러(52)에서는, IC 카드(65)에 기억되어 있는 디스크램블 키 데이타를 CPU 80을 통해 수취하는 동시에, CPU

80에 의해 PID가 설정된다. 그리고, 이 디스크램블 키 데이타와 PID 에 기초하여 디스크램블 처리를 실행하고, 트랜스포트

부(53)에 전송한다.

트랜스포트부(53)는,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70)와, 예를 들어 DRAM 등에 의해 구성되는 큐(Queue)(71)로 이루

어진다, 큐(7l)는, 모듈 단위에 대응한 복수의 메모리 영역이 열(列)로 되도록 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예를 들어

본예로서는, 32 열의 메모리 영역이 구비된다. 요컨대, 최대로 32 모듈의 정보를 동시에 격납할수 있다.

디멀티플렉서(70)의 개략적 동작으로서는, CPU(80)의 DeMUX 드라이버(82)에 의해 설정된 필터 조건에 따라서, 디스크

램블러(52)로부터 공급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필요한 트랜스포트 패킷을 분리하고, 필요가 있으면 큐(71)를 작업

영역으로서 이용하여, 먼저 도 7(e)∼(h)에 의해 도시되는 형식의 데이타를 얻고, 각각 필요한 기능 회로부에 대하여 공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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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멀티플렉서(70)로 분리된 MPEG 비디오 데이타는, MPEG2 비디오 디코더(55)에 대하여 입력되고, MPEG 오디오 데이

타는, MPEG 오디오 디코더(54)에 대하여 입력된다. 이들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분리된 MPEG 비디오/오디오 데이타

의 개별 패킷은, 상술한 PES(Packetized E1ementary Stream)라고 불리는 형식으로 각각의 디코더에 입력된다.

또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있어서의 MHEG 콘텐츠의 데이타에 관해서는,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으

로부터 트랜스포트 패킷단위로 분리추출되면서 큐(71)의 소요 메모리 영역에 써넣어가므로써, 모듈 단위로 정리되도록 하

여 형성된다. 그리고, 이 모듈단위로 정리된 MHEG 콘텐츠의 데이타는, CPU(80)의 제어에 의해서 데이타 버스를 거쳐서,

메인 메모리(90)내의 DSM-CC 버퍼(91)에 써넣어져 유지된다.

또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있어서의 4배속 ATRAC 데이타(압축 오디오 데이타)도, 예를 들어 트랜스포트 패킷단위로 필

요한 데이타가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분리추출되어 IEEE 1394 인터페이스(60)에 대하여 출력된다. 또한, IEEE 1394

인터페이스(60)를 거친 경우에는, 오디오 데이타 외, 비디오 데이타 및 각종 커맨드 신호 등을 송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다.

또한, 도 6 에서 설명하였듯이 4배속 ATRAC 데이타로서 4배속 ATRAC(1)∼(10)으로 하여, 예를 들어 l0 곡분의 데이타

가 동시적으로 수신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그 중의 특정한 악곡을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있어서 다운로드시키는 경

우에는, 그 다운로드 대상의 곡으로서의 ATRAC 데이타만이 IEEE 1394 인터페이스(60)로부터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출력되게 한다.

즉 어떤 곡의 다운로드가 실행되는 때는, CPU(80)는 그 악곡의 ATRAC 데이타만을 추출하여 출력하도록 IEEE l394 인터

페이스(60)에 지시 제어를 하게 된다.

PES로서의 형식에 의한 MPEG 비디오 데이타가 입력된 MPEG2 비디오 디코더(55)로서는, 메모리(55A)를 작업영역으로

서 이용하면서 MPEG2 포맷에 따라 복호화(復號化) 처리를 행한다. 복호화된 비디오 데이타는, 표시 처리부(58)에 공급된

다.

표시처리부(58)에는, 상기 MPEG2 비디오 디코더(55)로부터 입력된 비디오 데이타와, 후술하듯이 메인 메모리(90)의

MHEG 버퍼(92)로 얻어지는 데이타 서비스용의 GUI 화면등의 비디오 데이타가 입력된다. 표시처리부(58)에서는, 이렇게

하여 입력된 비디오 데이타에 관해서 소요 신호처리를 실시하여, 소정의 텔레비전 방식에 의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

환하고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단자(T2)에 대하여 출력한다.

이것에 의해,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단자(T2)와 모니터 장치(14)의 비디오 입력단자를 접속하여, 예를 들어 먼저 도 4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표시가 행하여진다.

또한, PES 에 의한 MPEG 오디오 데이타가 입력되는 MPEG2 오디오 디코더(54)에서는, 메모리(54A)를 작업 영역으로 이

용하면서 MPEG 오디오 포맷에 따라 복호화 처리를 행한다. 복호화된 오디오 데이타는, D/A 컨버터(56) 및 광 디지탈 출

력 인터페이스(59)에 대하여 공급된다.

D/A 컨버터(56)로서는, 입력된 오디오 데이타에 대해서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교환하여 스위치 회로(57)로 출력한다. 스

위치 회로(57)에서는,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 T3 또는 T4의 어느 한쪽 단자에 대하여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출력하 도

록 신호경로의 전환을 행한다.

여기에서는,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3)는 모니터 장치(14)의 음성입력단자와 접속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된

다. 또한,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4)는 다운로드한 악곡을 아날로그 신호에 의해 출력하기 위한 단자로 된다.

또한, 광 디지탈 출력 인터페이스(59)에서는, 입력된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를 광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 경

우, 광 디지탈 출력 인터페이스(59)는, 예를 들어 IEC 958 에 준거한다.

메인 메모리(90)는, CPU(80)이 각종 제어처리를 할 때의 작업영역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예로서는, 이 메인

메모리(90)에 있어서, 전술한 DSM-CC 버퍼(91)와, MHEG 버퍼(92)로서의 영역이 할당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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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G 버퍼(92)에는, MHEG 방식에 의한 스크립트의 기술에 따라서 생성된 화상 데이타(예를 들어 GUI 화면의 화상 데

이타)를 생성하기 위한 작업영역으로 되고, 여기서 생성된 화상 데이타는 버스 라인을 거쳐서 표시 처리부(58)에 공급된

다.

CPU(80)는, IRD(12)에서의 전체제어를 실행한다. 그 안에는, 디멀티플렉서 (70)에서의 데이타 분리추출에 대한 제어도

포함된다.

또한, 획득한 MHEG 콘텐츠의 데이타에 대해 디코드 처리를 실시하므로써, 스크립트의 기술내용에 따라서 GUI 화면

(scene)를 구성하여 출력하기 위한 처리도 실행한다.

이 때문에, 본 예의 CPU(80)로서는, 집중적으로 주된 제어처리를 실행하는 제어처리부(81)에 부가하여, 예를 들어 적어

도, DeMUX 드라이버(82),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이 구비된다. 본 예로서는, 그중, 적어도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성된다.

DeMUX 드라이버(82)는, 입력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PID 에 따라서 디멀티플렉서(70)에서의 필터 조건을 정한다.

DSM-CC 디코더 블록(83)으로서는, DSM-CC 버퍼(91)에 격납되어 있는 모듈 단위의 데이타에 관해서, MHEG 콘텐츠의

데이타에 재구축한다.

MHEG 디코더 블록(84)은, DSM-CC 디코더 블록(83)에 의해 얻어진 MHEG 콘텐츠의 데이타에 기초하여 디코드 처리를

행한다. 요컨대, 그 MHEG 콘텐츠의 스크립트 파일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오브젝트간의 관계를 실현해 가는 것으로, 씬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때, 씬으로서 GUI 화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MHEG 버퍼(92)를 이용하고, 여기서 스크립트 파일

의 내용에 따라서 GUI 화면의 화상 데이타를 생성하게 된다.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 사이의 인터페이스에는, U-U API가 채용된다.

U-U API는, DSM Manager 오브젝트(DSM의 기능을 실현하는 서버 오브젝트)에 액세스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며, 이것

에 의해, Service Gateway, Directory, File, Stream, Stream Event 등의 오브젝트에 대한 조작을 행한다.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는, 이 API를 사용하므로써, 이들 오브젝트에 대해 조작을 행할수 있다.

여기서, CPU 80 의 제어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1 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목적의 오브젝트를 추출하기 위

한 동작예에 관해서 설명해 둔다.

DSM-CC 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중의 오브젝트의 소재를 나타내는데 IOR(Interoperab1e 0bject Reference)가 사용

된다. IOR 에는, 오브젝트를 찾아내기 위한 힘 루셀에 대응하는 식별자, 오브젝트의 포함되는 모듈의 식별자(이하

module_id 로 표기), 하나의 모듈 중에서 오브젝트를 특정하는 식별자(이하 object_key 로 표기) 이외에, 오브젝트가 포

함되는 모듈의 정보를 갖는 DII를 식별하기 위한 태그(association_tag)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듈정보를 갖는 DII 에는, 하나 이상의 모듈 각각에 대한 module_id, 모듈의 크기, 버전이라는 정보와, 그 모듈을 식

별하기 위한 태그(association_tag)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뽑아내진 IOR 이 CPU(80)에서 식별된 경우에, 그 IOR 에서 보이는 오브젝트를 수신, 분리하

여 얻어지는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된다.

(Pr 1) CPU(80)의 DeMUX 드라이버(82)로서는, IOR의 association_tag 와 동일한 값을 갖는 엘리멘터리(elementary)

스트림(이하 ES 로 표기)을, 카루셀에서의 PMT의 ES 루프로부터 찾아내서 PID를 얻는다. 이 PID를 가지는 ES 에 DII가

포함되고 있게 된다.

(Pr 2) 이 PID 와 table_id_extension 을 필터 조건으로 하여 디멀티플렉서(70)에 대해 설정한다. 이것에 의해, 디멀티플

렉서(70)에서는, DII 를 분리하여 CPU(80)에 대해 출력한다.

(Pr 3) DII 중에서, 앞의 IOR 에 포함되어 있는 module_id 에 상당하는 모듈의 association_tag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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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4) 상기 association_tag 와 동일한 값을 갖는 ES 를, PMT 의 ES 루프(카루셀)로부터 찾아내어, PID를 얻는다. 이

PID를 갖는 ES에 목적으로 하는 모듈이 포함된다.

(Pr 5) 상기 PID 와 module_id 를 필터 조건으로 하여 설정하고,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한 필터링을 행한다. 이 필터 조건

에 적합하여 분리추출된 트랜스포트 패킷이 큐(71)의 소요 메모리 영역(열)에 격납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목적의 모

듈이 형성된다.

(Pr 6) 전번의 IOR 에 포함되어 있는 object_key 에 상당하는 오브젝트를 이 모듈로부터 뽑아낸다.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오브젝트가 된다. 이 모듈에서 뽑아 내여진 오브젝트는, 예를 들어, DSM-CC 버퍼(91)의 소정 영역에 기입이 행하여진다.

예를 들어, 상기 동작을 반복하여, 목적으로 하는 오브젝트를 모아 DSM-CC 버퍼(91)에 격납해가므로써, 필요해지는 씬을

형성하는 MHEG 콘텐츠가 얻어지게 된다.

맨머신 인터페이스(61)에서는, 리모트 컨트롤러(64)로부터 송신되어 온 커맨드 신호를 수신하여 CPU(80)에 대하여 전송

한다. CPU(80)에서는, 수신한 커맨드 신호에 따른 기기의 동작이 얻어지도록, 소요의 제어처리를 실행한다.

IC 카드 슬롯(62)에는 IC 카드(65)가 삽입된다. 그리고, 이 삽입된 IC 카드(65)에 대하여 CPU(80)에 의해 정보의 기입 및

판독이 행하여진다.

모뎀(63)은, 전화회선(4)을 거쳐서 요금 부과 서버(5)와 접속되어 있고, CPU(80)의 제어에 의해서 IRD(12)와 요금 부과

서버(5)의 통신이 행해지도록 제어된다.

또한 CPU(80)이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장기간 유지해두기 위하여, 불휘발성 메모리(68)가 설치된다. 이 불휘발성 메모

리(68)에는, 전원 오프에 의해 소실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정보가 기억된다. 예를 들어 각종 제어계수의 초기치, 설정치등

이 기억된다. 또한 본 예의 경우는 접속되는 기기의 정보를 유지하는 접속기기 ID 테이블이, 이 불휘발성 메모리(68)에 유

지되게 된다.

타이머(69)는, 소위 시계로서의 기능이며, 현재 일시로서의 년월일시분초를 계수한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의 예약 동작용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스토리지 디바이스(l3)에 대한 접속에 관해서, 제어 데이타나 커맨드의 주고받음에 관헤서는 상기 IEEE 1394 인터

페이스(60)를 거쳐서 실행할수 있지만, 그것은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이 IEEE 1394에 대응하고 있는 기기인 경우이다.

물론 IEEE 1394에 대응하고 있지 않은 스토리지 디바이스(13)도 존재하고, 그러한 기기가 접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

한 경우에는 외부 버스 라인등을 구성하는 콘트롤 라인 인터페이스(67)이나, 적외선 인터페이스(66)에 의해, 커맨드 등의

통신을 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콘트롤 라인 인터페이스(67)에 의해, IRD(12)와 스토리지 디바이스(13) 사이의 쌍방향 커맨드 통신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접속되는 기기가 적외선 리모트 커맨더에 대응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기에 따른 데이타 형태의 적외선 커

맨드를 적외선 인터페이스(66)로부터 출력하므로써, 접속기기의 제어를 할 수 있다. 이 적외선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도, 스

토리지 디바이스(13)측이 적외선 출력가능하게 되므로써 쌍방향 통신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IEEE 1394 에 대응하고 있지 않은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대한 오디오 데이타의 출력은, ATRAC 형태가 아니라, 베

이스 밴드 신호로서, 광 디지탈 출력 인터페이스(59) 또는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4)로부터 행하여지게 된다.

여기서, 상기 구성에 의한 IRD(12)에서의 비디오/오디오 소스의 신호의 흐름을, 도 4 에 의해 설명한 표시 형태에 비추어

보면서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도 4a 에 도시하듯이, 통상의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필요한 프로그램의

MPEG 비디오 데이타와 MPEG 오디오 데이타가 추출되어 각각 복호화 처리가 실시된다. 그리고, 이 비디오 데이타와

MPEG 오디오 데이타가, 각각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단자(T2)와,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3)에 출력되므로써, 모니터

장치(14)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화상 표시와 음성 출력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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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4b 에 도시된 GUI 화면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이 GUI 화면(씬)에 필요한

MHEG 콘텐츠의 데이타를 트랜스포트부(53)에 의해 분리추출하여 DSM-CC 버퍼(91)에 넣는다. 그리고, 이 데이타를 이

용하여, 전술한바와 같이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이 기능하는 것에 의해, MHEG 버퍼(92)로

씬(GUI 화면)의 화상 데이타가 작성된다. 그리고, 이 화상 데이타가 표시처리부(58)를 거쳐서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단자

(T2)에 공급되므로써, 모니터 장치(14)에는 GUI 화면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또한, 도 4b 에 도시된 GUI 화면상에서 악곡의 리스트(21B)에 의해 악곡이 선택되어, 그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를 시청하

는 경우에는, 이 악곡의 MPEG 오디오 데이타가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얻어진다. 그리고, 이 MPEG 오디오 데이타가,

MPEG 오디오 디코더(54), D/A 컨버터, 스위치 회로(57),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3)를 거쳐서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되어 모니터 장치(14)에 대해 출력된다.

또한, 도 4b 에 도시된 GUI 화면상에서 다운로드 버튼(28) 눌려져 오디오 데이타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해

야 할 악곡의 오디오 데이타가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추출되어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4), 광 디지탈 출력 인터페

이스(59), 또는 IEEE l394 인터페이스(60)에 출력된다.

여기서, 특히 IEEE 1394 인터페이스(60)에 대하여, 도 2 에 도시한 IEEE 1394 대응의 MD 레코더(13A)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멀티플렉서(70)에서는 다운로드 악곡의 4배속 ATRAC 데이타가 추출되고, IEEE l394 인터페이스(60)를 거

쳐서 MD 레코더(13A)에 장전되어 있는 디스크에 대하여 기록이 행하여진다. 또한, 이 때는, 예를 들어 JPEG 방식으로 압

축된 앨범 자켓의 정지화상 데이타, 가사나 아티스트의 프로필등의 텍스트 데이타도 디멀티플렉서(70)에 있어서 트랜스포

트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되고, IEEE 1394 인터페이스(60)를 거쳐서 MD 레코더(l3A)에 전송된다. MD 레코더(13A)에서

는, 장전되어 있는 디스크의 소정의 영역에 대하여, 이들 정지화상 데이타, 텍스트 데이타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DSM-CC 방식을 전송규격으로서 채용한 본 예의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으로서는, 수신장치, 요컨

대 IRD(l2) 타입으로서, 수신 버퍼의 구성의 점에서 2종류로 구분할수 있다.

하나는, IRD(l2)이, 데이타 서비스(GUI 화면표시출력) 대응의 플래시 메모리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대용량의 수신

버퍼를 갖는 구성의 것이다. 이러한 구성으로서는, 방송되어 있는 데이타 서비스(MHEG 콘텐츠) 전체를 한번에 수신하여,

수신 버퍼에 유지시킨다. 이로 인해, 일단 데이타 서비스를 수신하여 넣은 후에는, MHEG에 의한 어떤 씬(GUI 화면)에 대

해서도, 메모리 액세스의 대기 시간만큼 대기하는 것만으로 즉석에서 표시 출력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GUI

화면(씬)의 전환을 위한 조작을 사용자가 행한 경우에도, 다음 씬이 곧바로 표시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디멀티플렉서의 필터 조건의 전환에 의한 다소의 오버헤드는, GUI 화면의 표시에 관해서는 특히 문제로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IRD의 코스트를 내리는 등의 이유로, 상기와 같은 대용량 수신 버퍼를 갖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설명한 본 예의

IRD(12)가 이것에 상당한다. 이 경우, 데이타방송 서비스전체의 데이타를 버퍼링 할수 없고, 데이타방송의 데이타를 수신

하는 수신단위인 모듈의 몇개 인가가 버퍼링될수 있는 만큼의 수신 버퍼 밖에 갖지 않는다. 도 15 에 도시한 IRD(12)에서

는, 이 수신 버퍼는 큐(71)에 상당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듈이 버퍼링될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32 열 설치되어 있는 것

뿐이다.

이러한 IRD 에서는, 역으로 말하면, 모듈의 크기는 수신기의 버퍼 메모리 사이즈를 상회할수 없다. 이 때문에, 데이타 서비

스 전체가 몇개의 모듈의 집합으로 구성되게 되고, 그 때 마다 표시에 필요한 모듈 만큼을 수신하는 등의 순서가 필요해져

간다.

전술한 오브젝트를 추출하기 위한 순서(Pr l)∼(Pr 6)는, 이러한 대용량의 수신 버퍼를 갖지 않은 IRD 의 구성에 대응한 것

이다.

여기서, 도 16 에, MHEG 방식에 따른 데이타 서비스로서의 파일(MHEG applicatiojn file)의 디렉토리 구조예를 도시한

다. 전술했듯이 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은, 이 디렉토리 구조를 취급하는 것에 특징을 갖는다.

통상, Service Domain 의 입구로 되는 (MHEG application file)은, 필연적으로 Service Gateway의 바로 아래에 있는,

app0/startup 이라는 파일로 된다.

공개특허 10-2006-0086487

- 23 -



기본적으로는, Service Domain(Service Gateway)의 아래에 application directory(app0, app1, … appN)가 있고, 그 아

래에 startup 과 소위 애플리케이션 파일과, application 을 구성하는 각 scene 의 directory(scene0, scene1 …)가 있게

된다. 다시 scene directory 아래에는, MHEG scene file 과 scene 을 구성하는 각 content file이 놓이는 것으로 하고 있

다.

상기 도 16 의 directory 구조를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 어떤 데이타 서비스에 있어서, 데이타 서비스의 최초에 액세스해

야 할 애플리케이션이 Service Gateway/app0/startup 라는 파일이고, 최초의 씬이 scenedir0 에 포함되는 정지화상이나

텍스트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타 서비스에 관해서 IRD에 의해 수신을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된다.

(Pr 11) PMT를 참조하고 소망의 데이타 서비스의 PID를 취득하고, 그 PID와 table_id_extension 을 filter 조건으로 하여

디멀티플렉서로 필터링을 하여, DSI 를 얻는다. 이 DSI에는 Service Gateway 오브젝트의 IOR 이 쓰여 있다.

(Pr 12) 이 IOR 로부터, 앞서 설명한 오브젝트 추출순서(Pr 1)∼(Pr 6)로 Service Gateway 오브젝트를 얻는다.

Service Gateway 오브젝트와 디렉토리·오브젝트의 2종류의 BIOP 메시지 중에는, 그 디렉토리 바로 아래의 오브젝트의

명칭, 소재(IOR), 오브젝트의 종류라는 정보가, binding 이라는 속성정보로서 들어있다. 따라서 오브젝트의 명칭이 주어지

면, Service Gateway 에서 시작되어 디렉토리를 하나씩 아래로 찾아가면서, 그 명칭의 오브젝트에 도착할수 있다(동일 명

칭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른 곳까지 상위의 버스 이름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도시하는 수순

으로 순서로 진행한다.

(Pr 13) Service Gateway 오브젝트의 binding 정보로부터 app0 오브젝트의 IOR를 얻고, 오브젝트 추출순서(Pr l)∼(Pr

6)에 의해 app0 오브젝트를 얻는다.

(Pr 14) app0 오브젝트의 blinding 정보로부터 startup 오브젝트의 IOR를 얻고, 오브젝트 추출순서(Pr 1)∼(Pr 6)로

startup 오브젝트를 얻는다. 이하 마찬가지로 최초의 씬인 scene dir0 오브젝트등을 얻는다.

1-7. MD 레코더

도 17 은 스토리지 디바이스(13)가 되는 MD 레코더의 구성예를 게시하고 있다.

디스크(101)는, 예를 들어, 카트리지에 수납된 지름 64 mm 의 광자기 디스크로 이루어지는 MD 이다. 장전된 디스크(101)

는 스핀들 모터(102)에 의해 소정 CLV 속도의 상태로 회전된다. 또한 디스크(l01)에 대해서는, 광학 헤드(103)와 자기 헤

드(121)가 기록면에 대하여 각각 양측에서 대향한 상태에 배치된다. 광학 헤드(103)에는, 레이저광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

저 다이오드, 편광 비임 스플리터나 대물렌즈로 이루어지는 광학계, 반사광을 검출하기 위한 디텍터 등이 탑재되어 있다.

대물렌즈(103a)는, 2축 디바이스(104)에 의해 디스크의 반경방향 및 디스크에 접근및 이격하는 방향으로 변위가능하게

유지된다. 광학 헤드(103)및 자기 헤드(121) 전체는, 쓰레드(thread) 기구(105)에 의해 디스크의 반경방향으로 이동가능

하게 된다.

광학 헤드(103)에 의해 디스크(101)로부터 검출된 정보는, RF 앰프(amplifier)(107)에 공급된다. RF 앰프(107)로부터는,

광학 헤드(103)의 각 디스크의 출력을 연산처리하므로써, 재생 RF신호, 트랙킹 에러 신호, 포커스 에러 신호, 워블

(wobble) 기록되어 있는 절대위치정보등이 추출된다. 이중에서, 재생 RF 신호는,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

및 ACICR (Advanced Cross Inter1eave ReedSolomon Code) 인코더/디코더부(108)에 공급된다. 또한, RF 앰프(107)

로부터의 트랙킹 에러 신호, 포커스 에러 신호는, 서보 회로(109)에 공급되고, 절대위치정보는, 어드레스 디코더(110)에

공급되며, 절대위치 어드레스로서 출력된다.

서보회로(109)는, 트랙킹 에러신호, 포커스 에러신호나, 시스템 콘트롤러(111)로부터의 트랙 점프 지령, 액세스 지령, 스

핀들 모터(102)의 회전속도 검출정보등에 의해 각종의 서보 구동신호를 발생시켜, 2축 디바이스(l04) 및 쓰레드 기구

(105)를 제어하여, 포커스 및 트랙킹 제어를 행한다.

전체 동작은,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의해 관리되어 있다. 시스템 콘트롤러(111)에는, 조작부(119)로부터 입력이 주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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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단자(122)로부터 입력되는 오디오신호(아날로그 오디오신호)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 오디오신호가 A/D

컨버터(123)에 공급된다. 그리고 A/D 컨버터(123)로, 이 오디오신호가 디지탈화된 후, 음성압축 인코더/디코더(114)에

공급된다. 그리고 음성압축 인코더/디코더(114)로, 이 오디오 데이타가 ATRAC 방식으로 압축된다.

또, 입력단자(122)는 소위 아날로그 라인 입력용이며, 예를 들어 상기 IRD(12)의 단자(T4)와 접속되는 것에 의해, IRD

(12)로부터의 오디오신호를 입력할 수 있다.

음성압축 인코더/디코더(114)로 ATRAC 압축된 데이타는, 메모리 콘트롤러(112)의 제어의 기초로, 일단 RAM(113)에 읽

어들여지고, 그리고, EFM 및 ACIRC 인코더/디코더(108)에 공급된다. EFM 및 ACIRC 인코더/디코더(108)에서, 이 오디

오 데이타에 에러정정부호가 부가되고, 더욱, 이 데이타가 EFM 변조된다. EFM 및 ACIRC 인코더/디코더(l08)의 출력이

헤드구동회로(124)를 거쳐서, 자기 헤드(121)에 공급된다. 이 때, 광학 헤드(103)로부터는, 디스크에 데이타를 써넣기위

해서, 고 레벨의 레이저 비임이 조사된다. 이것에 의해, 디스크(101)에, ATRAC에서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가 기록된다.

또한, 이 MD 레코더로서는, ATRAC 방식의 데이타를 직접 입력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ATRAC의 데이타는, 예를

들어, IEEE 1394 인터페이스(125)를 거쳐 입력된다.

즉 상술한 IRD(12)의 IEEE l394 인터페이스(60)와, 이 IEEE 1394 인터페이스(125)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다운로드를 위

해 4배속 ATRAC 데이타가 공급되게 된다.

IEEE l394 인터페이스(125)로부터의 ATRAC의 데이타는, EFM 및 ACIRC 인코더/디코더(108)에 공급된다. EFM 및

ACIRC 인코더/디코더(108)에 의해, 이 오디오 데이타에 에러정정부호의 부가, EFM 변조가 베풀어진다. 그리고 EFM 및

ACIRC 인코더/디코더(108)의 출력이 헤드 구동회로(124)를 거쳐서, 자기 헤드(121)에 공급된다. 그리고 이 때 마찬가지

로, 광학 헤드(103)로부터는, 디스크에 데이타를 써넣기위해서 고레벨의 레이저 비임이 조사되고, 이것에 의해, 디스크

(101)에, ATRAC에서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가 기록된다.

또한 광 디지탈 입력 인터페이스(128)가 설치된다.

예를 들어 IEC(958)에의한 광 디지탈 입력 인터페이스(128)가 설치되는 경우는, 상기 IRD(12)의 광 디지탈 출력 인터페이

스(59)나, 다른 기기의 광 디지탈 출력 인터페이스와 접속되는 것으로,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의 입력이 행하여진다.

또 그 경우는, 소위 ATRAC 데이타 형태가 아니기때문에, 입력된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는 음성압축 인코더/디코더(114)

로 ATRAC 형식으로 압축처리된 후, RAM(113), EFM 및 ACIRC 인코더/디코더(108)를 거쳐서 기록 데이타로 된다.

디스크(l01)로부터의 재생시에는, 광학 헤드(103)에 의해, 디스크(101)의 기록신호가 판독된다. 이 광학 헤드(103)의 출

력은, RF 앰프(107)에 공급되고, RF 앰프(107)로부터는, 재생 RF 신호가 얻어진다. 이 재생 RF 신호는, 2치화(2値化)회

로(106)를 거쳐서, EFM 및 ACIRC 디코더(108)에 공급된다. 그리고 EFM 및 ACIRC 디코더(108)로, 재생 RF 신호에 대하

여, EFM 원상회복처리, ACIRC 에의한 에러정정처리가 행하여진다.

EFM 및 ACIRC 디코더(108)의 출력은, 메모리 콘트롤러(112)의 제어하에, 일단, RAM(113)에 써넣어진다. 또, 광학 헤드

(103)에 의한 광자기 디스크(101)로부터의 데이타의 읽기 및 광학 헤드(103)로부터 RAM(113)까지의 계에서의 재생 데

이타의 전송은, 1.41 Mbit/sec 에서, 더구나, 간헐적으로 행하여진다.

RAM(113)에 기록된 데이타는, 재생 데이타의 전송이 0.3 Mbit/sec 가 되는 타이밍으로 읽어내지고, 음성압축 인코더/디

코더(114)에 공급된다. 그리고 ATRAC 방식의 압축에 대한 음성 데이타의 신장(伸長)처리가 행하여진다.

음성압축에 대한 디코드가 행하여진 데이타, 즉 양자화 l6 비트, 샘플링 주파수 44.1 KHz 형태의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는,

D/A 컨버터(115)에 공급되어,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로 변환된다. 이 아날로그 오디오신호가 출력단자(117)로부터 외부기

기 또는 앰플리파이어·라우드스피커 등의 재생계에 출력된다.

여기서, RAM(113)에의 데이타의 기록/판독은, 메모리 콘트롤러(112)에 의해서 기록 포인터와 판독 포인터의 제어에 의해

어드레스 지정하여 행하여지지만, 기록 포인터는 1.41 Mbit/sec의 타이밍으로 인크리멘트되고, 한편, 판독 포인터는 0.3

Mbit/sec의 타이밍으로 인크리멘트되어 간다. 이 기록및 판독의 비트 레이트의 차이에 의해, RAM(113)내에 어느 정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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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가 축적된 상태로 된다. RAM(113)내에 풀 용량의 데이타가 축적된 시점에서, 기록 포인터의 인크리멘트는 정지되어,

광학 헤드(103)에 의한 디스크(101)로부터의 데이타의 판독 동작도 정지된다. 단지, 판독 포인터의 인크리멘트는 계속하

여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음성출력은 중단되는 일이 없다.

그 후, RAM(113)로부터 기록 동작만이 계속되어 가고, 어떤 시점에서 RAM(113)내의 데이타 축적량이 소정량 이하로 되

었다고 하면, 다시 광학 헤드(113)에 의한 데이타 판독 동작 및 기록 포인터의 인크리멘트가 재개되어, 다시 RAM(113)의

데이타 축적이 이루어져 간다.

이와 같이 RAM(113)을 거쳐서 재생 오디오신호를 출력하는 것에 의해, 예를 들어 외란등으로 트랙킹이 벗어난 경우등에

도, 재생음성 출력이 중단하여 버리지 않고, 데이타축적이 남아 있는 안에 예를 들어 올바른 트랙킹 위치까지 액세스하여

데이타 판독 시작을 재개하므로써, 재생출력에 영향을 주지않고서, 동작을 속행할 수 있다.

또한 기록시에는, 리얼 타임으로 입력되는 디지탈 오디오신호 또는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는, ATRAC 방식으로 압축된 후,

RAM(113)에 일단 축적되어, 그 후 소정 타이밍으로 기록 데이타로서 처리되도록 판독되어 간다. 예를들면 후술하는 클러

스터라는 단위로 판독되고, 기록 데이타로서 처리된다. 그리고, 그 처리과정(ACIRC 처리나 EFM 처리)에서는 고속 레이트

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입력은 음악에 따른 리얼 타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악곡 등의 디스크

(101)에의 기록에는 그 악곡의 연주시간과 같은 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편, IRD(12)로부터 4배속 ATRAC 형식으로 악곡 데이타가 공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1개의 악곡으로서의 입력 자체가

고속으로 완료되며, 당연히 그 입력 레이트에 따라 처리하는 것만으로 좋으므로, 디스크(101)에의 기록(요컨대 악곡등의

다운로드)는 대단히 단시간에 완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주시간 4 분의 악곡이면 1분정도로 다운로드가 완료할 수 있

다.

전체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한 조작지시의 입력부위로서는, 조작부(119), 적외선 인터페이스(127)가

설치된다.

조작부(119)는 각종 조작 키나 다이얼로서의 조작자(操作子)가 설치된다. 조작자로서는 예를 들어, 재생, 녹음, 일시정지,

정지, FF(패스트 포워드), REW(리와인드), AMS(두출(頭出)서치)등의 기록재생동작에 관련된 조작자나, 통상 재생, 프로

그램 재생, 셔플 재생 등의 플레이 모드에 관련된 모드 조작자, 그위에 표시부(129)에서의 표시상태를 바꾸는 표시 모드조

작을 위한 조작자, 트랙(프로그램)분할, 트랙 연결, 트랙 소거, 트랙 네임 입력, 디스크 네임 입력등의 편집조작을 위한 조

작자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조작키나 다이얼에 의한 조작정보는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공급되어, 시스템 콘트롤러

(111)는 조작정보에 따른 동작제어를 실행하게 된다.

또한 적외선 인터페이스(127)는, 예를 들어 전용의 적외선 리모트 커맨더로부터 출력된 적외선 커맨드 신호를 수신/디코

드 하여,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공급한다. 리모트 커맨더에 조작부(119)와 같은 조작키 등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사

용자는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하여 소요의 조작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IRD(12)가 적외선 인터페이스(66)로부터, 해당 MD 레코더에 대응하는 커맨드신호형태로 적외선

커맨드신호를 출력 하는 것으로, IRD(12)가 MD 레코더에 대하여, 각종 지시(예를 들어 녹음개시/정지, 재생등)를 할 수 있

다.

또한, 콘트롤 라인 인터페이스(126)가 설치되는 경우, IRD(12)의 콘트롤 라인 인터페이스(67)와 접속되는 것으로,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CPU(80)와의 사이에서 각종 데이타 통신을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IRD(12)가 MD 레코더에 대하여,

각종 지시(예를 들어 녹음개시/정지, 재생등)를 할 수 있다.

또, 상술하였듯이 IEEE 1394 인터페이스 접속되는 경우는, IEEE l394 상에서 ATRAC 데이타 뿐만아니라 각종 제어 커맨

드도 송수신 할수 있다. 따라서, 콘트롤 라인 인터페이스(126)나 적외선 인터페이스(127)를 거쳐서 IRD(12)가 MD 레코더

를 제어하는 것은, 예를 들어 MD 레코더가 IEEE 1394 에 대응하지 않는 기종의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된다.

표시부(129)의 표시동작은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의해서 제어된다.

즉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표시동작을 실행시킬 때에 표시해야 할 데이타를 표시부(129)내의 표시 드라이버에 송신한다.

표시 드라이버는 공급된 데이타에 따라서 액정 패널 등에 의한 디스플레이의 표시동작을 구동하여, 소요의 숫자, 문자, 기

호등의 표시를 실행시킨다. 예를 들어 기록/재생하고 있는 디스크의 동작 모드상태, 트랙 넘버, 기록시간/재생시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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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태 등이 표시된다. 또한 디스크(101)에는 주 데이타인 트랙(ATRAC 데이타로서의 악곡)에 부수하여 관리되는 문

자정보(트랙 네임등)가 기록될 수 있지만, 그 문자정보 입력시의 입력문자의 표시나, 디스크로부터 읽어낸 문자정보의 표

시등이 실행된다.

또한 후술하는 AUX 파일로서의 텍스트 데이타나 이미지 데이타를 디스크(101)로부터 읽어 낸 경우는, 그 표시 출력을 표

시부(129)에서 실행할수 있다.

그런데, 디스크(101)에 대하여 기록/재생동작을 하는 때는, 디스크(101)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정보, 즉 P-TOC(프리마스

터드T0C), U-TOC(사용자 TOC)를 읽어 낼 필요가 있다.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이것들의 관리정보에 따라 디스크

(101)상의 기록해야 할 에어리어의 어드레스나, 재생해야 할 에어리어의 어드레스를 판별하는 것으로 된다. 이 관리정보

는 RAM(113)에 유지된다.

그리고,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이들 관리정보를, 디스크(101)가 장전되었을 때에 관리정보의 기록된 디스크의 최 내주

측의 재생동작을 실행시키는 것에 의해 읽어내서, RAM(113)에 기억해 두고, 이후 그 디스크(101)에 대한 기록/재생/편집

동작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U-TOC은 데이타의 기록이나 각종 편집처리에 따라 바꿔 쓰는 것이지만,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기록/편집 동작

때마다, U-TOC 갱신처리를 RAM(113)에 기억된 U-TOC 정보에 대하여 행하며, 그 바꿔 쓰기 동작에 따라 소정의 타이

밍으로 디스크(101)의 U-TOC 에어리어에 관해서도 바꿔 쓰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스크(101)에는 ATRAC 데이타로서의 트랙과는 별도로 AUX 데이타 파일을 기록할 수 있다. 그 AUX 데이타 file의

관리를 위해 디스크(101)상에는 AUX-TOC이 형성된다.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U-TOC의 판독시에 AUX-TOC의 판독도 행하고, RAM(113)에 격납하여 필요시에 AUX 데이타

관리 상태를 참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히 후술하지만, IRD(12)으로부터 공급되는 ATRAC 데이타를 디스크(101)에 다운로드하는 때는, ATRAC 데이타에

계속해서 필요한 U-TOC 데이타나 그 밖의 텍스트 데이타, 이미지 데이타등, ATRAC 데이타로서의 악곡에 부수하는 정보

(부가정보라고도 한다)도 제공된다. 일련의 다운로드 동작으로서는, ATRAC 데이타뿐만아니라, 이것들의 관리 부가정보

도 U-TOC 데이타나, AUX 데이타 파일로서 디스크(101)에 기록되는 것이다.

118. MD 의 에어리어 구성

여기서, MD(디스크(101))에서의 기록 데이타의 구조 및 에어리어 구성을 설명해 둔다.

미니 디스크 시스템에서의 기록 트랙으로서는 도 18 과 같이 클러스터(CL)가 연속하여 형성되어 있고, 1 클러스터가 기록

시의 최소 단위로 된다. 1 클러스터는 2∼3 바퀴 회전(周回) 트랙분에 상당한다.

그리고 1개의 클러스터(CL)는, 섹터 SFC∼SFF 로 되는 4 섹터의 링킹 영역과, 섹터 S00∼S1F 로서 도시되는 32 섹터의

메인 데이타영역에서 형성되어 있다. 1 섹터는 2352 바이트로 형성되는 데이타 단위이다.

4 섹터의 서브 데이타 영역중, 섹터 SFF 는 서브 데이타 섹터로 되고, 서브 데이타 섹터로서의 정보 기록에 사용할 수 있지

만, 섹터 SFC∼SFE의 3 섹터는 데이타기록에는 쓰이지 않는다.

한편, TOC 데이타, 오디오 데이타, AUX 데이타등의 기록은 32 섹터분의 메인 데이타 영역에 행하여진다.

또, 어드레스는 1 섹터마다 기록된다.

또한, 섹터는 추가로 사운드 그룹이라는 단위로 세분되고, 2 섹터가 11 사운드 그룹으로 분할된다.

요컨대 도시하듯이, 섹터 S 00 등의 짝수 섹터와, 섹터 S 01등의 홀수 섹터의 연속하는 2개의 섹터에, 사운드 그룹

(SG00∼SG0A)이 포함되는 상태로 되어있다. 하나의 사운드 그룹은 424 바이트로 형성되어 있고, 1161 msec의 시간에

상당하는 음성 데이타량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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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운드그룹 데이타가 L 채널과 R 채널로 나누어져 기록된다. 예를 들어 사운드 그룹(SG00)은 L 채널 데이타(L0)

과 R 채널 데이타(R0)로 구성되고, 또한 사운드 그룹(SG01)은 L 채널 데이타 L1 과 R 채널 데이타 R1 으로 구성된다.

또, L 채널 또는 R 채널의 데이타 영역으로 되는 212 바이트를 사운드 프레임으로 부르고 있다.

디스크(101)의 에어리어 구조를 도 19 에 도시한다.

도 19a 는 디스크 최내주측에서 최외주측까지의 에어리어를 도시한다.

광자기 디스크로서의 디스크(90)는, 최내주측은 엠보스 피트에 의해 재생 전용의 데이타가 형성되는 피트 영역이라고 되

어 있고, 여기에 P-TOC 이 기록되어 있다.

피트 영역보다 외주는, 광자기 영역으로 되어, 기록 트랙의 안내홈으로서의 그룹이 형성된 기록재생 가능영역으로 되어있

다.

이 광자기 영역의 최내주측의 클러스터0∼클러스터49 까지의 구간이 관리 에어리어로 되어, 실제의 악곡등의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것은, 클러스터50 ∼ 클러스터2251 까지의 프로그램 에어리어로 된다. 프로그램 에어리어보다 외주는 리드아웃

에어리어로 되어 있다.

관리 에어리어내를 자세히 도시한 것이 도 19b 이다. 도 19b 는 가로방향으로 섹터(링킹 섹터는 생략), 세로방향으로 클러

스터를 도시하고 있다.

관리 에어리어에 있어서 클러스터 0,1 는 피트영역과의 완충 에어리어로 되어 있다. 클러스터 2 는 파워 캘리브레이션 에

어리어(PCA)로 되고, 레이저 출력 파워 조정 등을 사용된다.

클러스터 3,4,5 는 U-TOC 이 기록된다. U-TOC 로서는, 하나의 클러스터내의 각 섹터에 있어서 데이타 포맷이 규정되어,

각각 소정의 관리정보가 기록되지만, 이러한 U-TOC 데이타로 되는 섹터를 갖는 클러스터가, 클러스터 3,4,5 에 3회 반복

하여 기록된다.

1 클러스터에는 메인 섹터 영역으로서 32 섹터 존재하므로, U-TOC 섹터로서는 최고 32 종류(U-TOC 섹터0∼섹터31)의

관리정보기록이 설정가능하다. 실제상, 주로 쓰이고 있는 U-TOC 섹터는, 섹터 0,1,2,4 이고, U-TOC 섹터 0 에서는, 기

록된 트랙의 기록위치 어드레스, 트랙 모드등이 관리된다.

또한, U-TOC 섹터1, 섹터4는, 기록된 트랙에 대응하는 트랙 네임으로 되는 문자 정보의 기록에 사용되고, 더욱이 U-

TOC 섹터2는 기록된 트랙의 녹음일시를 기록하는 에어리어로 되어 있다.

클러스터 6,7,8 은 AUX-TOC이 기록된다. AUX-TOC로서의 데이타에 의해, AUX 데이타 파일의 관리가 행하여진다. 즉,

텍스트, 이미지 등의 데이타 파일에 대한 할당 테이블등의 파일 관리정보가 기록된다.

상술은 피하지만, 1개의 클러스터내의 각 섹터에 있어서 데이타 포맷이 규정되어, 각각 소정의 파일관리 정보가 기록된다.

이러한 AUX-TOC 데이타로 되는 섹터를 갖는 클러스터가, 클러스터 6,7,8 에 3회 반복하여 기록된다.

클러스터 9 로부터 클러스터 46 까지의 영역은, AUX 데이타가 기록되는 영역이 된다. AUX 데이타로서의 데이타 파일은

섹터단위로 형성되어, 후술하는 정지화 파일로서의 픽처 파일 섹터, 문자정보 파일로서의 텍스트 파일 섹터, 프로그램에

동기한 문자정보 파일로서의 카라오케 텍스트 파일 섹터 등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AUX 데이타로서의 데이타 파일 및, AUX 데이타 에어리어내에서 AUX 데이타 파일을 기록할수 있는 영역 등

은, AUX-TOC에 의해서 관리되게 된다.

또 AUX 데이타 에어리어에서의 데이타 파일의 기록용량은, 에러 정정 방식 모드 2 로서 생각한 경우에 2.8 M 바이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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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어 프로그램 에어리어의 후반부분이나 프로그램 에어리어보다 외주측의 영역(예를 들어 리드 아웃 부분)에,

제2의 AUX 데이타 에어리어를 형성하여, 데이타 파일의 기록용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된다.

클러스터 47.48,49 는, 프로그램 에어리어와의 완충 에어리어로 된다.

클러스터 50 (= 32 h)이후의 프로그램 에어리어에는, 1 또는 복수의 악곡등의 음성 데이타가 ATRAC 형식으로 기록된다.

기록되는 각 프로그램이나 기록가능한 영역은, U-TOC에 의해서 관리된다.

또, 프로그램의 각 클러스터에서, 섹터 FFh 는, 전술했듯이 서브 데이타로서의 어떠한 정보의 기록에 사용될수 있다.

2. 다운로드

2-1. 기기 접속 구조

이상, 위성통신에 의한 방송의 송신, 수신 및, 다운로드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해 왔지만, 이하, IRD(12)에

접속된 스토리지 디바이스(l3)에 대한 다운로드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정 등에서 구축되는 수신설비로서는 도 2 에서 간단히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IRD(12)에 대하여 복수의 스토

리지 디바이스(13)가 접속되는 경우가 고려된다.

복수의 스토리지 디바이스(13)가 접속되는 구성예를 도 20 에 도시한다.

이 도 20 에서는, IRD(12)에 대하여 5개의 IEEE 1394 대응기기가 접속되어 있는 예를 게시하고 있다. 즉 MD 레코더

(13A, 13B, 13E), VCR(13C), DVD 플레이어 (13D)이다.

이들 기기는, IRD(12)와의 사이에서, IEEE 1394 방식으로, 각종의 제어 데이타나 커맨드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또, 여기서는 MD 레코더(13A, 13B)에 관해서는, IEEE 1394 버스(16)에 의해 송신되어 온 ATRAC 데이타의 기록에도 대

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한편, MD 레코더(13E)에 관해서는, IEEE 1394 인터페이스에 의해 송신되어 온 ATRAC 데이

타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은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다. 즉 이 경우는, 예를 들어 IEEE 1394 버스(16), 또는

광 디지탈 line 등으로 디지탈 오디오 데이타를 입력하여, MD 레코더(13E) 내부에서 ATRAC 처리를 하여 기록을 하는 것

으로 한다.

또한, IEEE 1394 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기기로서, MD 레코더(13F,13G)를 도시하고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광 디지탈 라인이나 아날로그 라인에 의해 IRD(12)와 접속되는 것으로, IRD(12)로부터 오디오 데이타를

입력할 수가 있다. 또한, 적외선 인터페이스나 콘트롤 라인 접속되는 것에 의해, IRD(12)에 의한 동작제어를 받는 것도 가

능해진다.

또, 후술하는 다운로드 동작은, MD 레코더(l3A 또는 l3B)를 스토리지 기기로서 사용하는 예로 설명한다. 즉 IRD(12)는

IEEE 1394 버스(16)에 의해 ATRAC 데이타나 각종 커맨드를 MD 레코더(13A 또는 13B)에 공급하여, 4배속 ATRAC 데

이타에의한 고속 다운로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한다.

단지, 고속이지 않은 리얼 타임의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후술하는 다운로드 동작 때의 처리와 같은 다운로드 처

리는, 다른 기기(13C∼13G)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능해진다.

2-2. 기기접속에 관한 처리

우선 IRD(12)에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의 기기가 접속되었을 때의 IRD(12)의 처리를 설명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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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접속될 때 마다, IRD(12)의 CPU(80)는, 도 24 같은 접속기기 ID 테이블에서, 그 접속기기에 관

한 데이타를 추가생성하여 가는 것으로 된다. 또, 이 접속기기 ID 테이블(이하, ID 테이블이라 함)은 불휘발성 메모리(68)

에 유지된다.

또한 접속된 기기와 IRD(12) 사이의 통신에는, IEEE 1394 로 규정되는 커맨드가 쓰인다.

접속 시의 CPU(80)의 처리를 도 21 에 도시한다.

IRD(12)로부터 IEEE 1394 버스(16)에 의해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13)가 접속된 때는, CPU(80)의 처리는 도 21의 스텝

F101 로부터 F102 로 진행하고, ID 테이블의 데이타추가를 위한 처리를 개시한다.

우선 스텝 F 102로서는, 접속된 기기에 대하여 그 기기에 주어지고 있는 ID를 보고하기 위한 리퀘스트를 한다. 여기서 말

하는 ID 는, 소위 노드 유니크 ID 로 불리우는 것으로, 기기 개체에 고유한 넘버(또는 문자)로서 부여되어 있는 ID 코드이

다.

접속된 기기로서는, ID의 리퀘스트에 따라, 그 기기고유의 ID 코드를 IRD(12)에 송신한다.

CPU(80)는 ID 코드의 수신을 스텝 F103 에서 대기하고 있고, ID 코드가 수신되면 스텝 F 104에 진행한다. ,

우선 여기서 수신되어 취입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도 24 와 같은 ID 테이블상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검색한다.

신규로 어떤 기기를 IRD(12)에 접속하는 경우는, ID 테이블에 동일의 ID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신규접

속의 경우는 스텝 F 105로부터 F 106에 진행하여, 그 접속된 기기에 관해서 CPU(80)가 넘버링을 한다.

예를 들어 접속되는 기기마다「l」부터 순차로 넘버링을 한다고 하면, 그 때까지 3대의 기기가 접속되어 있는 시점에 새롭

게 기기가 접속되면, 그 기기의 넘버는「4」로 된다.

계속해서 스텝 F107 에서, 접속된 기기에 대하여, 기기 타입, 상세 타입, ATRAC 입력 대응기기인지 아닌지 등 필요한 정

보를 알리도록 순차로 요구한다.

접속된 기기로서는, 그것들의 정보의 리퀘스트에 따라, 그 기기 타입, 상세 타입, ATRAC 입력가부등의 정보를 송신해 간

다.

또한, 기기 타입이란,「VCR 기기」와「디스크 기기」를 구별하는 타입정보이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VCR, DV 기기, D-

VHS 기기등이 VCR 기기에 상당한다. 한편 MD 레코더, CD 플레이어, DVD 레코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디스크 기

기에 상당한다.

또한 상세 타입이란, 실제의 기기 종류별의 정보로 된다. 예를 들어「MD 레코더」「아날로그 VCR」「DVD 플레이어」

등의 정보이다.

스텝 F 108 에서, 이들 리퀘스트한 필요한 정보가 수신되면, CPU(80)는 스텝 F 109 로 진행하여, 그 접속된 기기에 대한

닉네임을 자동설정한다.

후술하지만 본 예에서는 접속기기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의 닉네임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접속시에는 우선 CPU(80)이

디폴트 닉네임을 자동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MD 레코더의 경우는「MD-1」등 임시의 명칭을 부여한다.

계속해서 스텝 F l10 에서는, ID 테이블에, 접속기기의 정보를 추가 기억한다.

1개의 기기에 대응하는 ID 테이블상의 정보로서는, 스텝 F 106 에서 넘버링된 접속기기 넘버, 스텝 F 103 에서 수신된 ID,

스텝 F 108 에서 수신된 기기 타입, 상세 타입, ATRAC 입력 가부, 스텝 F 109 에서 설정된 디폴트 닉네임이 된다.

그리고 이것들의 정보가 도 24 와 같이 ID 테이블에 써넣어진다.

공개특허 10-2006-0086487

- 30 -



예를 들어 도 20 중에 MD 레코더(13A, 13B)만이 접속되어 있는 시점에서, 신규 접속기기로서 VCR 13C 가 접속되었다고

하면, 도 21 의 처리에 의해, 도 24 의 3번째로서 도시하는 데이타, 즉 기기 넘버「3」, VCR 13C 의 ID「id3」, 기기 타입

「VCR」,상세 타입「아날로그 VCR」, 디폴트 닉네임「VCR-1」, ATRAC 입력「불가」라는 각 데이타가 기억된다. 또

한, 이때 접속상황 데이타가「온」으로 된다.

도 24 는, 도 20 과 같이 5개의 기기가 IEEE 1394 버스(16)에 접속되어 있고, 더우기 MD 레코더(13A, l3B, 13E)에는 이

미 사용자가 닉네임 등록한 후의 상태로서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닉네임 등록은,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며, 그 경우 사용자는 IRD(12)에 대하여 예를 들어 리모트 커맨더(64)에 의

해, 닉네임입력 모드로서의 조작을 한다.

지금 가령, 5개의 기기가 접속되어, ID 테이블로서는 전기기가 디폴트 닉네임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도 20의

각 기기13 A∼13 E의 닉네임이, 「MD-1」「MD-2」「VCR-1」「DVD-1」「MD-3」이라고 하여 ID 테이블에 등록

되어 있다고 한다.

후술하지만, 다운로드를 할 때에는, 사용자는 미리 다운로드를 하는 기기를 선택하는 필요가 있다. 이 기기선택에는 IRD

(12)가 모니터 장치(l4)에 각 접속기기의 닉네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선택을 재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3대의 MD 레코더에 관하여 디폴트 닉네임이 ID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으면, 각각「MD-1」「MD 12」「MD 13」

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 단순한 기종명으로 표시되는 것보다도 사용자로서는 각 표시명이 어떤 MD 레코더에 대응하고 있

는지 구별이 더하기 쉽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 디폴트 닉네임을 마음에 들게 되거나, 또는 보다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3대의 MD 레코더(13 A, 13 B, 13 E)를 보다 구별하기쉽게 하기위해서, 각각 임의의 닉네임을

갖다 붙이도록 하고, 그 경우는, 닉네임 입력 모드로 하는 조작을 한다. 또한, 과거에 등록한 닉네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도 같다.

닉네임 입력 모드로서의 조작이 행하여지면, CPU(80)의 처리는 도 23 의 스텝 F 151 로부터 F 152 로 진행하고, 우선 사

용자에게 닉네임등록을 하는 기기의 선택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14)에, 그 시점에서의 각 기기의 닉네임(디

폴트 닉네임 또는 과거에 등록된 닉네임)이나, 필요한 기기종별등을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특정한 기기를 선택시킨다.

선택조작이 행하여지면 스텝 F 153로부터 F 154 로 진행하고, 모니터 장치(14)에, 닉네임의 입력요구를 한다.

사용자는 그것에 따라 닉네임으로 되는 문자나 숫자를 입력한다. 그리고 입력이 확정되면, 스텝 F 155로부터 F 156에 진

행하여, ID 테이블을 갱신한다. 즉 선택된 기기에 관한 닉네임 데이타를, 이번 입력된 문자 또는 숫자에 다시쓴다. 예를 들

어 도 24 와 같이 기기 넘버「1」의 MD 레코더(13A)에 대하여,「Jimmy」라는 닉네임이 등록된다. 또, 사용자에 의한 문

자등의 입력은, GUI 화면과 리모트 커맨더(64)의 조작에 의해 실행되게 하면 좋다.

이러한 처리에 의해, 도 24 에 도시하듯이, 각 기기에 대하여 임의로 닉네임을 부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CPU(80)는, 어떠

한 사정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기기의 선택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ID 테이블에 등록된 닉네임을 표시시켜 선택시키는 것으

로, 사용자에게 있어서 기기선택조작을 알기쉬운 것으로 할수 있다.

그런데, 도 24 의 ID 테이블에서의 접속상황이란, 현재 그 기기가 실제로 접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데이타로 된

다.

따라서 일단 접속된 기기가, 그 후 접속을 벗어난 경우에는, 접속상황 데이타가 갱신된다.

즉 도 22 에 도시하듯이, 어떤 기기가 IEEE 1394 버스(16)로부터 벗어난 때는, 처리를 스텝 F 121 로부터 F 122 로 진행

하여, 그 기기에 대응하는 ID 테이블상의 데이타를 갱신한다. 구체적으로는 접속상황 데이타를「off」로 바꿔 쓴다.

이렇게 하므로써 일단 접속된 기기의 정보는 그 후 유지될수 있는 동시에, 실제의 접속상황을 IRD(12)측에서 용이하게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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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단 접속이 해제된 기기가, 후에 다시 접속된 경우를 생각해본다.

기기 접속이 발생하면, 상기 도 21 의 처리가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그 경우는 스텝 F 104 에서 1D 테이블을 검색하면, 수

신 ID 와 동일의 ID가 발견되게 된다. 이 경우는, 그 접속기기에 관해서 ID 테이블에 필요한 정보는, 전회(또는 그 이전)의

접속때에 잡아넣고 ID 테이블에 쓰기 완료인 것으로 되므로, 처리를 스텝 F 111 로 진행시켜, 접속상황 데이타를 다시

「on」으로 바꿔 쓰기하는 것만으로 좋게 된다.

즉 일단 접속된 후, 분리된 기기가 다시 접속된 경우에는, 그 기기의 기기 타입등의 정보는 이미 기억 완료이므로 다시 잡

아 넣을 필요는 없고, 접속시의 처리는 간략화된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에, 그 기기에 대해서 닉네임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닉네임도 유효 데이타로서 취급할

수 있다(요컨대 두 번째의 등록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이와 같이 접속해제 시에도 ID 테이블의 데이타 자체는 남겨 두므로써, 몇번이라도 접속, 접속해제가 반복되는 기기

(예를 들어 사용자가 휴대용 MD 레코더를 이용하는 경우 등)가 존재하는 경우는, 대단히 유효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스토리지 기기(13)가 접속되었을 때(및 접속해제의 때)의 처리가 행하여지므로, IRD(12)측에서는, 접속된 스

토리지 기기(13)의 기종이나 상황을 적확하게 판별할 수 있고, 다운로드 동작시에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접속기기에 관해서 사용자가 닉네임등록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기기 선택등의 때의 조작이 알기쉽게 되고, 또한 사

용자-우호적인 즐거움을 주게도 된다.

또 이상의 처리는 IEEE 1394 버스(16)에 접속되는 기기에 관해서 말하였지만, 도 20 과 같이 다른 콘트롤 라인을 거쳐서

MD 레코더(13G)가 접속되었을 때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2-3. 다운로드 동작 개요

예를 들어 이상과 같이 IRD(12)에 대하여 각종 스토리지 디바이스(13)가 접속되는 것이지만, 이하, IRD(12)가 실제로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대하여 다운로드를 실행시키는 경우의 일련의 동작개요를 도 25 와 도 26 으로 설명한다. 또 각

순서에 있어서의 상세한 처리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여기서 다운로드를 실행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는 IEEE 1394 대응이고 또한 ATRAC 입력 대응인 MD 레

코더(13A 또는 13B)로 한다.

다운로드시에 IRD(12)로 실행되는 순서를, 도 25 와 도 26 에서 순서 S 10∼Sl6 로 도시하고, 또한 다운로드 시에 스토리

지 디바이스(13)(MD 레코더 13A)로 실행되는 순서를, 순서 S21∼S26 로 도시한다.

이하, 각 순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간다.

[S10]

사용자가 어떤 악곡의 다운로드를 구하는 경우는, IRD(12)에 대하여 설정조작을 하게 된다. 순서 S10 의 다운로드 설정처

리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운로드 동작을 설정하는 처리로 되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다운로드를 실행시키는 기기(스토리

지 디바이스)의 선택, 및 다운로드하는 콘텐츠(악곡)의 선택을 한다.

[S11, S12]

IRD(12)가 실행하는 순서 S11 은, 다운로드 실행을 위한 체크/지시 처리이고, 이것은 순서 S10 에서 설정된 다운로드동작

을, 선택된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에서 실행가능한 상태로 시키는 지시및, 실행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처

리로 된다.

이 체크/지시를 위해 IRD(l2)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커맨드를 보내어, 소정의 동작을 실행시키거나 또는 소요의 응답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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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에서 실행되는 순서(S2)는 체크/지령에 대한 설정, 응답 처리이며, 요컨대 IRD(12)로부터

보내져 오는 커맨드에 따른 설정 동작 혹은 응답을 실행한다.

[S12, S22]

IRD(12)는 상기 순서 S11 에서 다운로드 실행 가능을 확인하면, 순서 S12 에서 다운로드 셋업지시를 한다. 여기서는 우선,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대하여, 다운로드로의 이행을 요구한다.

상세하게는 후술하지만, 여기서 다운로드 모드의 지시란, 스토리지 디바이스(13)의 동작상태가 변화하였을 때에 IRD(12)

에 그것을 전해야 하는 요구와, 실제의 셋업상태로 하는 지시로 된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스토리지 디바이스(l3) 측에서는 순서 S22 로서 다운로드 셋업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셋업으로서 녹

음대기상태(예를 들어 디스크(101)에 대하여 녹음개시하는 위치에서의 녹음 pause)로 하는 동시에, 그후 상태(스테이터

스)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IRD(l2)에 보고하는 모드로 한다.

더우기 이 다운로드 모드하에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는 혼자서 ATRAC 데이타의 개시와 종료를 판단하게 된다.

[S13, S23]

IRD(12)는 다운로드 시에는, ATRAC 데이타에 관해서는, 단지 다운로드 해야하는 선택된 악곡으로서의 ATRAC 데이타

를 IEEE 1394 인터페이스(60)로 선택시켜 출력시킬 뿐 이다. 요컨대 도 6 에 도시한 수신 데이타 중에서 해당 채널의 4배

속 ATRAC 데이타를 출력한다.

이것에 대하여, ATRAC 데이타가 입력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에서는, ATRAC 데이타의 선두가 되는 TS 패킷을

검출하면, 실제의 기록동작(다운로드)을 개시한다. 또한 다운로드 실행중은 그 ATRAC 데이타의 종단이 되는 TS 패킷을

감시하고 있어, 종단이 되면 기록을 종료한다.

이와 같이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는 순서 S23 로서 실제의 ATRAC 기록처리를 한다. 그 개시/종료는 TS 패킷의 감시

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이 때 IRD(12)측에서는, 기록동작에 스테이터스 변화한 것의 보고(REC 스타트 보고)를 받는 것으로, 다운로드가 개

시된 것을 인식한다.

또한, 정지상태에 스테이터스 변화한 것의 보고(REC 엔드 보고)를 받는 것으로,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가 종료된 것

을 인식한다.

이 동안, 도시하지 않고 있지만, 후술하듯이 다운로드 진척상황의 표시및 그 때문의 데이타 요구등을 하게 된다. 이 동안의

처리가 순서 S13(ATRAC 기록대응처리)로 된다.

[S14, S24]

IRD(12)는, REC 엔드 보고를 받는 것으로,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가 종료된 것을 인식하면, 순서 S 14의 관리/부가정

보의 記錄指示處車를 한다. 여기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에 관리정보나 부가정보의 기록을 지시함 과 동시에, 필요

한 데이타를 제공한다. MD 레코더(13A)의 경우는, U-TOC 데이타, AUX-TOC 데이타, AUX 데이타의 기록지시 및 필요

한 데이타를 송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는 순서 S 24 에서, 지시에 따른 관리정보나 부가정보의 기록을 실행한다.

[S15, S25〕

관리정보/부가정보의 기록이 완료하면, 일련의 다운로드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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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IRD(l2)은 순서 S15 로서 다운로드의 종료를 지시하여, 한편 스토리지 디바이스(13)로서는 그것을 받아 다운로

드 모드로부터 빠진다.

[S16, S26]

이상이 통상의 다운로드를 위한 처리순서이지만, 다운로드 실행중, 즉 스토리지 디바이스(13)가 순서 S 23를 실행하고 있

을 때에, 스토리지 디바이스(l3)가 기록하고 있는 ATRAC 데이타에 관한 에러를 검출하는 것이 있다. 물론 스토리지 디바

이스(13)에 어떠한 장해가 발생하여, 기록동작이 양호히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있을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그대로 에러를 간과하고 다운로드를 속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사용자

에게 유상으로 악곡을 다운로드시키는 (요컨대 악곡의 판매)것을 생각하면,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도 26 에 도시하듯이, 어떠한 에러가 발생한 경우, 스토리지 디바이스(13)는 순서 S 23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한 요

지를 IRD(l2)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IRD12는 순서 S16의 에러 처리를 한다. 이 처리는, 리트라이가 가능한지 어떤지의 판별, 가능한 경우

의 리트라이 로의 이행, 불능의 경우의 다운로드 중지라는 처리로 된다.

한편,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에서는 순서 S26 로서 리트라이 준비처리를 하여 놓는다.

그리고 리트라이가 가능한 경우는, IRD(12)및 스토리지 디바이스(13)는, 각각 순서 S12, 순서 S 22에 복귀하고, 이후 다운

로드의 리트라이를 실행한다.

이상 도 25, 도 26 과 같이 다운로드로서의 일련의 동작이 IRD(12)와 스토리지 디바이스(13) 사이에서 소요의 통신이 행하

여지면서 실행되어 간다.

이하, 각 순서에서의 상세한 처리예를 설명해 간다. 또, 이하 설명하여 가는 처리에 있어서의 각종 통신에는, IEEE 1394

방식의 AV/C 커맨드등이 이용되면 좋다. 단지, 본 예의 통신를 위해 신규 설정되는 커맨드도 포함된다. 신규설정되는 커맨

드는, 예를 들어 후술하는 다운로드 셋업 커맨드, 다운로드 모드로의 이행 지시의 커맨드, 다운로드 종료 지시의 커맨드 등

이다.

또한, 설명하는 처리는 어디까지나 일례이고,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다양하게 생각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14. 다운로드 설정 처리

순서 S10 로서의 다운로드 설정처리를 도 27으로 설명한다.

사용자가 어떤 악곡의 다운로드를 구하는 경우는, 우선 IRD(12)에 대하여 설정조작을 하는 것으로 되지만, 이 경우, 예를

들어 도 4b 에서 설명하였던것 같은 화면을 표시시킨 상태로 조작을 한다.

또, 다운로드로서는 설정직후에 다운로드를 개시하는 경우와, 설정조작으로서 후의 시점에서의 다운로드를 실행시키는 예

약 녹음조작이 있다. 어느 경우도 설정처리로서는 개략 같아진다.

설정개시를 위한 어떠한 조작을 사용자가 하면, CPU(80)은 도 27 의 스텝 F 201로부터 F 202에 진행하여, 다운로드 설정

처리를 개시한다. 여기서 어떠한 조작이란, 예를 들어 도 4b 에 있어서의 다운로드 버튼(28) 또는 예약녹음 버튼(25)을 누

르는 조작이어도 좋고, GUI 화면으로서 설정을 위한 전용 버튼을 준비하여, 그것을 누르는 것이어도 좋다.

우선 스텝 F 202로서는, CPU(80)은 IEEE 1394 접속기기 중에서 다운로드 대상이 되는 기기를 리스트 업 한다.

본 예로서는, 다운로드 대상기기를 MD 레코더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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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의 리스트업은 도 24 에 도시한 ID 테이블을 이용한다. 즉 ID 테이블로부터 다운로드 대상기기로 될수 있는 기기

를 리스트 업한다. 리스트 업 조건은 각종 고려되지만, 예를 들어 본 예와 같이 다운로드 대상기기를 MD 레코더에 한정하

는 경우는「MD 레코더」라고 말하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 20의 MD 레코더(13A)(Jimmy), MD 레코더

(13B)(Eric), MD 레코더(13E)(Jeff)가 리스트 업된다.

계속해서 스텝 F 203 에서는, 혹시 IEEE 1394 버스 이외의 콘트롤 라인에서 접속된 기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대상 기기로 될수 있는 기기를 리스트 업한다. 이 경우, 콘트롤 라인 접속기기에 대해서도, 접속시에

도 24 와 같은 ID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한다. ID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접속기기에 대하

여 기기 종류(상세 타입)를 찾아보고, 해당 기기를 리스트 업한다. 예를 들면 도 20 에서의 MD 레코더(13 G)가 리스트업된

다.

계속되는 스텝 F 204 에서는, IRDl 2이 적외선 커맨드에 의해 제어가능한 기기이고, 다운로드 대상기기로 될수 있느 기기

를 리스트 업한다. 이 경우는 CPU(80)은 접속기기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입력을 구하게 된다. 혹은

미리 사용자에 적외선 제어가능기기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그 등록 데이타에 의해 판별한다.

적어도 스텝 F 202의 리스트 업이 행하여지고, 또한 필요에 따라 스텝 F203, F204 의 리스트 업이 행하여 지므로써, 다운

로드 대상기기로서의 예를 들어 전체 MD 레코더가 리스트업 된다. 그래서 F 205 에서, 리스트 업된 기기(MD 레코더)를

모니터 장치(14)에 표시하여, 어떤 기기에 다운로드를 실행시킬지를 사용자에게 선택시킨다. 예를 들어 도 28 과 같이 기

기 리스트 21 E를 표시하여 선택을 촉구한다.

여기서, 기기의 표시에서는, 상술한 닉네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 의해 상당히 선택조작이 알기 쉬운 것

으로 된다. 물론 닉네임 뿐만 아니라, 실제의 기종명, 형번(型番)등을 동시에 표시시키더라도 좋다.

또한, 스텝 F 205 까지의 리스트 업 처리 및 기기 리스트(21 E)의 표시 양태는, 다양한 예가 고려된다.

우선 리스트 업에 관해서는, MD 레코더인 것을 전제로 하면, 실제로 그 시점에서 접속되어 있는 MD 레코더만으로도 좋다.

즉 도 24의 ID 테이블로부터, 상세 타입이「MD」이고 접속상황이「on」인 기기를 추출한다.

더우기 ATRAC 입력 대응기기만이라는 것 같은 조건을 붙이더라도 좋다.

또한 IEEE 1394 접속기기에 한정하여 스텝 F203, F 204는 실행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리스트 업 조건에도 의하지만, 기기 리스트(2lE)의 표시예 로서는, 도 29 와 같이 접속중인 기기와 비접속의 기기를

나누어 표시해도 좋다. 예를 들어 이 도면의 경우는, MD 레코더(13E)(Jeff), MD 레코더(13F)(MD-4), MD 레코더(13G_

(MD-5)가, 그 시점에서는 접속되어 있지 않던 경우 이다.

도 30 은, 리스트 업 조건으로서는 ATRAC 입력대응을 묻지 않지만, 표시하는 때에는 ATRAC 입력대응인지 아닌지에 의

한 동작의 상이함을 사용자에게 인식시키 도록 하고 있는 예이다.

즉 ATRAC 입력대응의 경우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4배속 ATRAC 데이타가 입력되기 위해, 다운로드의 소

요시간은 통상의 리얼 타임 녹음보다 단시간으로 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면, ATRAC 입력대응인지 아닌지는 다운로

드시간의 장단이라는 영향이 나타나므로, 도시하는 바와 같이 ATRAC 입력대응기기의 경우는 예를 들어 고속이고 다운로

드가 완료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시를 한다.

도 31 은, 기기 리스트(21 E)의 표시로서는, 접속된 전체 기기가 일단 표시되도록 한 예이다. 단지 선택가능한 것은 리스트

업된 MD 레코더만으로 하므로, VCR-l, DVD-1등 다른 기종의 표시에 관해서는, 선택불능인 비활동적상태로 표시하 도록

하고 있다.

물론 더욱 다양한 리스트 업 방식이나 표시 양태가 생각되지만, 어떻든간에 사용자의 기기선택조작에 적합한 방식이 채용

되면 좋다.

이상과 같은 기기 리스트(21 E)의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다운로드시키고 싶은 기기에 커서를 합쳐서 결정조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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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CPU(80)의 처리는 스텝 F 206로부터 F 207에 진행하여, 선택된 기기를 다운로드 실행기기로서 결정한다.

계속해서, 스텝 F 208 에서, 다운로드하는 콘텐츠를 리스트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도 4b 와 같

이 그 시점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곡목을 표시한다.

또한 사용자가 예약녹음으로서의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면, 그 이후의 시점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곡목을,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표시하여 간다.

또, 도 4의 설명에 있어서 말하였듯이, 사용자는 어떤 곡목을 선택하여 시청한 후에 다운로드 하도록 조작을 행하는 적이

있다. 그 경우는 이미 다운로드하는 콘텐츠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F208, F 209 의 처리는 불필요해진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조작을 하면, 처리는 스텝 F 209로부터 F 210 로 진행하고, 선택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콘텐츠로서 결정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실행 조작(예를 들어 다운로드 버튼(28) 또는 예약녹음 버튼(25)을 누르는 조작)이 행하여지면, 스텝 F

211로부터 순서 S 11에 진행하게 된다.

이상의 도 27 의 처리에서, 순서 S 10 로서의 설정처리, 즉 다운로드하는 기기와 다운로드하는 콘텐츠의 설정이 완료된 것

이 된다. 또 이하, 다운로드하는 기기로서 MD 레코더(13 A)가 선택되었다고 하여 설명을 계속한다.

2-5. 다운로드 실행전의 체크 처리

IRD(12)의 순서 S 11 로서의 다운로드 실행을 위한 체크/지시처리의 예를 도 32 내지 도 35에 도시한다.

여기서 IRD(l2)는, 순서 S10 에서 선택된 MD 레코더(13A)가, 다운로드 동작가능한 상태인지의 체크를 행하게 된다.

우선 도 32의 스텝 F 301 에서는 선택된 기기, 즉 MD 레코더(13A)가 전원 오프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그리고 전원 오프인 후 스텝 F 302 로 진행되고, 전원을 온 으로 하는 지시로서의 커맨드를 MD 레코더(13A)에 송신한다.

이것에 따라 MD 레코더(13A)의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파워 온 제어를 한다.

전원 온인 경우는, 스텝 F 301 로부터 F 303 으로 진행한다.

계속하여 스텝 F 303 에서는, MD 레코더(13A)(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하여 입력 전환을 지시하는 커맨드를 발행한

다. MD 레코더(13A)에는, 도 17 로부터 알수 있듯이 복수의 오디오 입력계를 구비하고 있다. 그래서,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를 위해, MD 레코더13 A에 대하여, IEEE 1394 인터페이스(l25)을 거쳐서 입력되는 ATRAC 데이타에 관한 입력

처리를 하도록, 입력계통의 지시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스텝 F 304 이후는, 다운로드기록을 하는 미디어 자체(디스크10l)의 체크를 하는 것으로 된다.

우선 스텝 F 304 에서는, MD 레코더(125)에 대하여 디스크(101)가 장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찾는 커맨드를 발행한다.

이것에 대하여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디스크 장전상황을 체크하여, 디스크(101)의 유무의 정보를 송신하여 가지만,

CPU(80)는 그 정보의 수신이 있으면, 스텝 F 305로부터 F 306 으로 진행하여, 응답내용을 판별한다. 그리고 응답내용이

「디스크장전」이면 스텝 F 307 로 진행하지만, 「디스크 미장전」이면, ①로 도시하듯이 도 33 의 스텝 F 321 로 진행하

여, 표시처리부(58)에 의해 사용자에로의 메시지 및 필요한 동작 요구를 모니터 장치(14)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14)에「MD 레코더「Jimmy」에 디스크가 장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스크를 넣고 주시오」등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시킨다. 그리고 스텝 F 322 에서 변수 n= 1 에 세트하여, 스텝 F 323∼F327 의 루프로 이동한다.

여기서는, 스텝 F 323 에서 MD 레코더(125)에 대하여 디스크(101)가 장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커맨드를 발행

하고, 스텝 F 324 에서 수신 대기, 스텝 F 325 에서 수신내용의 판별을 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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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처리를 스텝 F 327 에서 변수 n을 인크리멘트 하면서, 스텝 F 326 에서 변수 n 이 어떤 설정치 M 1 을 넘었

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한다.

즉, 사용자는 스텝 F 321로 표시되는 메시지를 읽으면, 디스크(101)를 40 MD 레코더(13A)에 장전하게 되지만, 장전된 후

의 시점에서는, 스텝 F 324 에서 수신되는 시스템 콘트롤러(111)로부터의 응답은「디스크장전」의 정보로 된다. 그 경우

는 디스크(101)의 장전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스텝 F 325로부터 ②로 도시되듯이 다음 체크인 도 32의 스텝 F 307 로 진

행된다.

그런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없거나, 또는 디스크(101)을 장전하지 않은 등, 어떠한 대응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시

점에서 도 33 의 스텝 F 326 에서 긍정결과가 나간다. CPU(80)는 이것을 타임오바로 하여, 스텝 F 328 에서 다운로드 금

지처리를 한다. 요컨대 상기 순서 10 에서 설정된 다운로드 동작의 실행 보류 또는 캔슬을 한다.

그리고 스텝 F 329 에서, 사용자 앞으로의 메시지를 모니터 장치(14)에 표시시켜, 디스크 미장전에 의해 다운로드동작이

금지된 것을 전하도록 한다.

한편, 디스크 장전상태이고 도 32 의 스텝 F 307 으로 진행하면, CPU(80)은 장전되어 있는 디스크(101)가 라이트 프로텍

션 상태가 아닐지 부일지의 체크를 한다. 즉 미니 디스크 카트리지 상의 라이트 프로텍션용의 슬라이드 레버가 프로텍트

위치로 되어 있지 않은지의 체크이다.

이 때문에 스텝 F 307 에서는, MD 레코더(l25)에 대하여 디스크(101)의 프로텍트 상황을 찾는 커맨드를 발행한다.

이것에 대하여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디스크(10l)의 프로텍트상황을 체크하여, 프로텍트상황의 정보를 송신하지만,

CPU(80)는 그 정보의 수신이 있으면, 스텝 F 308 로부터 F 309 로 진행하고, 응답내용이「비 프로텍트(기록가능)」이면

체크 OK 로서 스텝 F 310 로 진행한다.

그런데, 응답내용이「프로텍트」이었다면, ③에서 보이듯이 도 34의 스텝 F 341 로 진행하여, 표시처리부(58)에 의해 사

용자에게로의 메시지및 필요한 동작요구를 모니터 장치(14)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14)에「디스크가 라이트 프로텍션되어 있습니다. 프로텍트를 해제하여 주십시오」등과 같은 메시

지를 표시시킨다.

그리고 스텝 F 342 에서 변수 n=1에 셋트하여, 스텝 F 343∼F347의 루프로 옮겨간다.

라이트 프로텍션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일단 디스크(10l)을 집어내어 카트리지 상의 슬라이드 레버를 이동시켜,

다시 장전하거나, 혹은 다른 디스크(101)를 장전하게 된다. 즉 어떻게 해도 우선 사용자는 현재 장전되어 있는 디스크

(101)를 이젝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대응처리를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텝 F 343 에서 MD 레코더(125)에 대하여 디스크(101)가

장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커맨드를 발행하고, 스텝 F 344 에서 수신대기, 스텝 F 345 에서 수신내용 판별을 행하여

간다.

이 처리를 스텝 F 347 에서 변수 n 을 인크리멘트 하면서, 스텝 F 346 에서 변수 n 이 어떤 설정치(M2)를 넘어섰다고 판단

될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한다.

사용자는 스텝 F 34l 에서 표시되는 메시지를 읽으면, 우선 디스크(10l)를 MD 레코더(13A)에서 잡아내므로, 그 시점에서

스텝 F 345 에서 디스크가 배출되었음이 검출된다.

이 때는, 디스크(10l)가 장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므로, 상기의 도 33의 스텝 F 32l 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디스크장전이 확인되면, 두번째 도 32 의 스텝 F 307 로 진행하고, 라이트 프로텍션 상태의 체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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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34의 처리중에 사용자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디스크가 이젝트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서 스텝 F

346 에서 긍정 결과가 나온다. CPU(80)는 이것을 타임오버로 하고, 스텝 F 348 에서 다운로드 금지처리를 한다. 요컨대

상기 순서 10 에서 설정된 다운로드 동작의 실행 보류 또는 캔슬을 한다.

그리고 스텝 F 349 에서, 사용자 앞으로의 메시지를 모니터 장치(l4)에 표시시켜, 디스크가 라이트 프로텍션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동자이 금지되었음을 전하도록 한다.

또, 사용자가 일단 디스크를 집어내었지만, 그 후, 어떤 시간을 경과하더라도 두번째 디스크를 장전하지 않은 경우는, 상기

도33의 스텝 F 328, F 329 로 진행하여, 다운로드가 중지되게 된다.

디스크(101)의 라이트 프로텍션의 체크가 OK로 되면, 계속해서 도 32의 스텝 F 3l0 에 있어서, 디스크(101)의 기록용량의

체크가 행하여진다.

이것은, 다운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충분한 기록용량이 디스크(101)에 남겨져 있는지 아닌지의 체크로 된다.

이것 때문에 스텝 F 310 에서는, MD 레코더(125)에 대하여 디스크(l01)의 잔여 용량을 묻는 커맨드를 발행한다.

이것에 대하여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디스크(101)의 U-TOC 데이타로부터 기록가능한 잔여 용량을 체크하여, 그 정보

를 송신하고 있지만, CPU(80)는 그 정보의 수신이 있은후, 스텝 F 311로부터 F 312 로 진행한다. 그리고, 상기 순서 S10

에서 선택된 콘텐츠에 필요한 용량과, 수신된 잔여 용량을 비교하여,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위해 충분한 용량이 남아 있는

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남아 있으면 체크 OK로서, 순서 S11 에서의 일련의 체크처리를 끝낸다.

그런데, 충분한 용량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면, ④로 도시한 도 35 의 스텝 F 361 로 진행하고, 표시처리부(58)에

의해 사용자에게로의 메시지 및 필요한 동작요구를 모니터 장치(14)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 장치(14)에「디스크에 충분한 용량이 없습니다. 디스크를 바꿔넣거나 불필요한 트랙을 소거하여 주십시

오」라는 메시지를 표시시킨다.

그리고 스텝 F 362 에서 변수 n= 1에 set하여, 스텝 F 363∼F370 의 루프로 이동한다.

이 경우의 사용자의 대응으로서는, 디스크를 바꾸어 넣을 것인지 혹은 MD 레코더(13A) 측의 조작에서의 편집처리에 의

해, 불필요한 트랙을 소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선 사용자가 디스크 바꿔 넣기를 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텝 F 363 에서 MD 레코더(125)에 대하여 디스크

(101)가 장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커맨드를 발행하여, 스텝 F 364로 수신대기, 스텝 F 365로 수신내용의 판별을 하

여 간다.

혹시 사용자가 디스크(101)를 바꾸어 넣을 경우는, 우선 디스크(101)를 MD 레코더(13A)에서 집어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서 스텝 F 365 에서 디스크가 배출된 것이 검출된다.

이 때는, 디스크(101)가 장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기의 도 33 의 스텝 F 321 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디스크 장전이 확인되면, 두번째 도 32 의 스텝 F 307 로 진행하여 라이트 프로텍션 상태의 체크부터 체크를 다시

한다.

한편, 사용자가 트랙소거를 하는 경우도 고려되므로, 스텝 F 366 에서 MD 레코더(125)에 대하여 디스크(10l)의 기록가능

용량을 묻는 커맨드를 발행하여, 스텝 F 367 에서 수신대기, 스텝 F 368 에서 상기 스텝 F 312 와 같은 판별(다운로드 하

는 콘텐츠에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었느지 여부의 판별)을 행하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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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MD 레코더(13A)에서 편집 조작을 행하여 트랙을 소거해가므로써, 어떤 시점에서 스텝 F 368 에서 충분한 용량

이 확보되었는지가 판별된다. 그 경우는 용량 체크 OK 로 되어, ⑤로서 도시하듯이 도 32 로 복귀하고, 순서 S 11 로서의

체크처리를 끝내게 된다.

이 도 35의 스텝 F 363∼F370의 처리는, 스텝 F 370 에서 변수 n을 인크리멘트하면서, 스텝 F 369 에서 변수 n 이 어떤

설정치 M3 을 넘었다고 판단될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디스크 바꿔넣기 또는 트랙소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서 스텝 F

369 에서 긍정 결과가 나간다. CPU(80)는 이것을 타임오버로 하여, 스텝 F 371 에서 다운로드 금지처리를 한다. 요컨대

상기 순서 10 에서 설정된 다운로드 동작의 실행의 보류 또는 캔슬을 한다.

그리고 스텝 F 372 에서, 사용자 앞으로의 메시지를 모니터 장치(14)에 표시시켜, 디스크가 용량부족 때문에 다운로드동

작이 금지된 것을 전하도록 한다.

또, 사용자가 교환를 위해 일단 디스크를 집어내었지만, 그 후, 어떤 시간을 경과하더라도 두번째 디스크를 장전하지 않은

경우는, 상기 도 33 의 스텝 F 328, F 329 로 진행하여, 다운로드가 중지되게 된다.

이상의 도 32 ∼ 도 35의 처리에 의해, 다운로드의 실행에 대응하여, 확실히 다운로드가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체크

가 행하여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디스크의 넣고 잊음이나, 라이트 프로텍션의 상황, 잔여 용량등이 원인이 되어 다운로드

에 실패하기도 하는 사태가 방지된다.

또한,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 자리에 없는 경우 등으로, 대응 처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실행되지 않게 된

다.

특히 이들 체크는 다운로드 개시전에 절대로 다운로드가 실패하는 상황을 체크하게 되고, 실패로 되는 다운로드가 개시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응할수 없을 때의 다운로드 중지는 대단히 적절한 조치로 된다. 또한, 특히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패가 이해되는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진다.

그런데, 각 체크에 의해 OK 로 되지 않은 경우의 대응처리로서는, 사용자에게 소요의 처치를 구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더

우기 필요한 제어를 자동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된다.

예를 들어, MD 레코더(13A)가 디스크 체인저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는 경우는, 디스크의 장전이나 교환을 IRD(12)가 지시

하여 자동적으로 실행시키도록 하더라도 좋다.

또한, 디스크(101)의 기록가능용량이 충분치 않은 경우는, IRD(12)가 자동적으로 트랙소거를 MD 레코더(13A) 측에 지시

하여, 소거를 실행시키도록 하더라도 좋다. 단지 이 경우는, 모니터 장치(14)상에 메시지를 내어, 사용자에게 소거를 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묻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체크 내용으로서는, 상기의 예 이외로, 예를 들어 MD 레코더(13A)가 다른 동작상태인지 아닌지의 체크등도 고려된

다.

예를 들어 MD 레코더(13A)가 녹음동작이나 재생동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실행하고자 하는 다운로드와 어느쪽을

우선시키는 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IRD(12)는 MD 레코더(13A)의 동작상황을 체크하여, 녹음/재생등의 동작속에 서있으면, 사용자에게 어느 쪽을 우

선시킬까의 판단을 구하도록 한다.

또, MD 레코더(13A) 측의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의한 순서 S21 에 관해서는 상술을 피하지만, 상기 도32∼도35에 있

어서의 CPU(80)의 처리에 있어서의 커맨드에 대응한 제어나 통신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상기 설명중에 말한 것

이다.

2-6. 다운로드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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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순서 S 12로서의 IRD(l2)의 CPU(80)의 다운로드 셋업지시처리, 및 순서 S 22 로서의 MD 레코더(13A)의 시스

템 콘트롤러(111)의 다운로드 셋업 처리에 관해서, 도 36 에서 설명한다.

상기 순서 S11 까지가 완료하면(니) , CPU(80)의 처리는 도 36의 스텝 F 401 로 진행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 상기 도 27

의 다운로드 설정처리에 있어서, 스텝 F 211의 실행조작이 도 4 의 다운로드 버튼(28)을 누르는 조작이던 경우는, 그대로

곧 다운로드를 실행하게 된다. 한편, 스텝 F 211의 실행조작이 예약녹음 버튼(25)을 누른 것인 경우는, 예약된 콘텐츠의

방송이 있는 시간까지 대기하고 나서 다운로드를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예약설정이던 경우는, 도 36 의 스텝 F 401로부터 F 402 로 진행하여, 타이머(69)에 의한 현재 일시의 감시처리에

들어 간다. 그리고, 예약 시각(예약 설정된 콘텐츠로서의 악곡이 방송 설정되는 일시)로 되므로, 스텝 F403 으로부터 F

404 로 진행하여, 다운로드 셋업 지시로 이행된다.

한편, 예약설정이 아닌 경우는 스텝 F 401로부터 곧 F 404 로 진행한다.

스텝 F 404 로부터는 실제로 다운로드를 실행하기 위해, MD 레코더(13A)에 대한 셋업지시를 개시한다.

우선 스텝 F 404 에서, CPU(80)는 MD 레코더(13A)에 대하여 스테이터스 변화 보고 요구를 한다.

이 요구는, MD 레코더(13A)의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하여, 다운로드 모드에 들어가 있는 기간에는, MD 레코더(13A)

에서 어떠한 상태변화(예를 들어 녹음포즈로부터 녹음상태로의 변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그 스테이터스 변화

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테이터스 변화 보고요구가 있으면, 시스템 콘트롤러(111)측에서는 처리를 스텝 F 451로부터 F 452로 진행시키

고, 다운로드 모드 기간동안은 스이터스변화를 보고하도록 통신 모드를 셋트한다. 그리고 그 동작을 하면, 스텝 F 453 에

서 스테이터스 변화 보고요구를 승낙한 취지의 보고를 CPU(80)에 대하여 한다.

CPU(80)는, 스텝 F 405 에서 승낙보고를 받으면, 계속해서 스텝 F 406로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하여 다운로드 셋업

지시를 한다.

이 셋업지시는,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다운로드의 개시준비로서, 다운로드 모드로 이행하는 것, 디스크(101)상에서의

기록을 개시하는 위치에 액세스하여 그곳에서 녹음 포즈 상태로 대기하는 것과, 그 이외는 시스템 콘트롤로(111) 측에서

입력되어 오는 ATRAC 데이타를 감시하여 그 감시결과에 따라 다운로드 기록동작의 개시, 종료를 실행해야 할 것을 구하

고 커맨드를 잡는다.

또한 셋업지시를 하면, 스텝 F 407 에서, IEEE 1394 인터페이스(60)로부터, 다운로드하는 콘텐츠로서의 ATRAC 데이타

의 출력을 개시시킨다. 요컨대, 예를 들면 수신되는 10 채널의 ATRAC 데이타중에서 선택된 채널의 ATRAC 데이타만을

출력시키도록 한다.

CPU(80)의 스텝 F 406 에 의한 셋업지시가 있으면, 시스템 콘트롤러(111)에서는, 처리를 스텝 F 454 로부터 F 455 로 진

행시키고, 우선 다운로드 모드상태에 세트하는 동시에, 기록 개시 위치에 헤드(광학 헤드(103)및 자기 헤드(121))를 액세

스시키고, 그 위치에서 녹음 포즈 상태로 하는 제어를 행한다.

계속해서 스텝 F 456 에서, IEEE 1394 인터페이스(125)를 거쳐서 입력되어 오는 ATRAC 데이타의 감시처리를 개시한

다.

다운로드 모드중에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하는 ATRAC 데이타의 감시처리로서는, 도 12, 도 13 에 도시된 TS 패킷 단

위에서의 감시처리이고, 구체적으로는, 도 13 에 도시된 데이타 스타트 인디케이터, 데이타 엔드 인디케이터, PES 데이타

카운터, 프레즌트 PES 넘버의 감시, 및 도 12의 트랜스포트 패킷 헤더에서의 트랜스포트 에러 인디케이터의 감시로 된다.

또한, IEEE 1394 인터페이스(125)에 있어서는 입력되는 ATRAC 데이타에 관해서, 도 13, 도 14 에서 설명한 체크 섬 데

이타에 의한 에러검출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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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이상의 셋업처리가 완료하면, 스텝 F 457 에서 셋업완료보고를 한다. 그리고 순서 S 23 으로 진

행한다.

또한 IRD(l2)의 CPU(80)는, 이 셋업완료 보고를 받으면, 스텝 F 408 로부터 순서 S13 로 진행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예의 다운로드 셋업은, IRD(12)이 MD 레코더(13A) 에 대하여 다운로드 실행의 지시를 하는 것이며, 더구

나 그것은 MD 레코더(13A) 측에서 자주적으로 다운로드 기록의 개시, 종료등을 제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스테이터스 변화를 보고시키도록 하므로써, 이후 개시되는 다운로드 동작중에, IRD(12)측에서 MD 레코더(13A)의

동작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딘다.

2-7. ATRAC 다운로드

계속해서 실제의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가 행하여지는 순서 S13, 순서 S 23를 도 37으로 설명한다.

이 다운로드동작은, 상기 셋업처리에 의해, MD 레코더(13A) 측에서 개시/종료등이 제어되게 된다. 그리고 IRD(12)측에서

는, 단지 다운로드해야 할 ATRAC 데이타를 IEEE 1394 인터페이스(60)에서 선택시켜 출력시키는 것 뿐으로 된다. 단지,

다운로드의 진척상황을 사용자에게 전하기 위한 소요의 처리를 한다.

상기 도 36의 스텝 F 456 에서 감시처리를 개시한 후, MD 레코더(13A)의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도 37의 스텝 F 551

에서, 입력되는 ATRAC 데이타에 대하여 다운로드하는 악곡의 개시 타이밍을 대기하고 있다. 요컨대 TS 패킷에 있어서의

데이타 스타트 인디케이터=「l」이 검출되는 것을 대기한다.

그리고 그 개시 타이밍을 검출하면, 스텝 F 552 으로 진행하여, 그 TS 패킷에 있어서의 ATRAC 데이타로부터 디스크

(101)로의 기록을 개시한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스테이터스 변화가 생긴 것으로 되기 때문에, 스텝 F 553 에서, 그 스테

이터스 변화, 요컨대 녹음상태로의 이행을 CPU(80)에 보고한다.

녹음이 개시된 이후는,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스텝 F 554 에서의 ATRAC 데이타의 종료의 감시, 스텝 F 555 에서의

CPU(80)로부터의 시간 데이타 요구, 스텝 F 556 에서의 에러 발생 상황의 감시를 계속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스텝 F 553에서의 스테이터스 변화, 요컨대 녹음상태로의 이행이 보고되면, CPU(80)는, 다운로드가 개시된 것을 모니터

장치(14)에 표시시킴 과 동시에, 처리를 스텝 F 50l 에서 F 502 로 진행시키고, 내부 타이머를 리셋트하여, 타임 카운트를

스타트시킨다. 이것은 다운로드 진척상황 표시를 위한 시간 데이타 요구를 일정시간마다 실행하기위한 타임 카운트 동작

이다.

그 후, 스텝 F 503 에서 시스템 콘트롤러(111)로부터 녹음을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변화의 보고의 유무의 감

시, 스텝 F 504 에서 에러발생보고의 감시, 스텝 F 505 에서 타임 카운트에 의해 소정시간 경과했는지 아닌지의 감시를 한

다.

MD 레코더(13A) 측에서 적정히 다운로드가 계속되어 있는 기간은, 그 진척상황을 IRD(12)측(모니터 장치(14))에서 표시

하는 처리를 하지만, 우선 이 처리에 관해서 설명한다.

타임 카운트에 의해 소정 기간이 경과한 것을 검출하면, CPU(80)의 처리는 스텝 F 505로부터 F 506 로 진행하고,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하여, 현재 다운로드중인 ATRAC 데이타에 관한 시간 데이타(HMS(시분초):악곡의 선두를 0분0초로

한 시간 데이타)를 요구한다.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이 요구가 있으면, 스텝 F 555로부터 F 559 로 진행하고, 현재 녹음하고 있는 ATRAC 데이타의

시간위치로서의 시분초를 확인하여, 그 시간 데이타를 CPU(80)에 전한다. 또, ATRAC 데이타는 실시간의 약 4배속의 데

이타이고, 그 4배속 ATRAC 데이타를 그대로 녹음해가는 것이므로, 보고하는 시간 데이타는, 다운로드 실행중의 실시간

이 아니라, ATRAC 데이타를 실제로 재생연주할 때의 실시간에 상당하는 값이다.

이 시간 데이타는, 녹음하고 있는 디스크상의 어드레스나, 또는 ATRAC 데이타에 포함되고 있는 데이타 어드레스등으로

부터 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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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데이타(HMS)가 보고되면, CPU(80)는 스텝 F 507로부터 F 508 로 진행하고, 그 시간 데이타에 따라서, 모니터 장치

(14)에 다운로드 진척상황의 표시를 실행시킨다. 이 표시는, 예를 들어 그 ATRAC 데이타(악곡)의 총연주시간을 l00 % 로

하여, 현재의 기록시간위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시예를 도 38 에 도시한다. 도 38a 는 예를 들어 1ま 도 4a 같은 표시상태에 중복하여, 퍼센티지로서의 다운로드 진척상

황 표시(21F)를 실행하고 있는 예이다.

또한 도 38b 는, 도 4b 같은 표시상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베이그 러프(vague rough)형태로 다운로드 진척 상황 표시(21

F)를 실행하고 있는 예이다.

물론 표시 양태는, 이들 이외에 다양하게 고려되고, 이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사용자가 그 악곡의 다운로드 왼료까지의 경

과 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표시를 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다.

스텝 F 508 에서 표시제어처리를 행하므로, 스텝 F 502 로 되돌아가 타이머의 리셋트를 행한다. 그리고 다시 소정 시간을

경과하면, 스텝 F 505 부터 F 506, F 507, F 508의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소정시간을 1분으로 하면, 표시화면상에서는 1분마다 진척상황으로서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도록 표시가

행해지며, 사용자에 의해, 나중 언제쯤에 다운로드가 완료하는지가 대강 파악될수 있게 된다.

물론 표시갱신을 위한 소정기간을, 예를 들어 30초 마다, 10초 마다, 5초 마다 등과 같이, 보다 짧은 기간으로 해도 좋다.

짧게 할 수록, 퍼센티지 표시 의 변화가 보다 스무스한 것으로 된다.

다음에 다운로드 기록실행중에서의 시스템 콘트롤러(111)에의한 에러감시에 관해서 설명한다.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공급되는 ATRAC 데이타의 TS 패킷마다, 도 13 에 도시한 PES 데이타 카운터와 프레즌트 PES

넘버를 확인하고 있다.

이 2개의 값에 의해, TS 패킷의 연속성이 확인가능하므로, 혹시 어떠한 사정으로 어떤 TS 패킷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그 TS 패킷의 ATRAC 데이타의 결핍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속성 에러가 확인된 경우는, 시스템 콘트롤러(111)의 처리는 스텝 F 556로부터 F 560 으로 진행하

여, CPU(80)에 대하여 에러발생보고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에러가 발생한 채로 다운로드를 속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후술하는 순서 S 26 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에러발생 보고를 받은 CPU(80)측에서는, 스텝 F 504로부터 후술하는 순서 S 16 로 진행한다.

또,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감시하는 에러로서는, 이러한 데이타 연속성의 체크 이외에도 동시에 행하도록 해도 좋다.

예를 들어 TS 패킷 헤더의 트랜스포트 에러 인디케이터를 감시하고 있으면, 그 TS 패킷의 ATRAC 데이타의 신뢰성을 판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이 없는 ATRAC 데이타가 입력된 때는, 에러 발생이라고 판단해도 좋다.

또한, TS 패킷에 포함되는 체크섬 데이타에 의한 에러검출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에러 검촐이 있는 경우는 에러 발생

으로 한다.

더욱이, 이렇게 입력되는 ATRAC 데이타상의 에러뿐만아니라, 당연히 MD 레코더(13A) 측의 동작 에러(기록 데이타에 영

향을 주는 동작 에러)가 있는 경우도, 에러 발생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할수 있다.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가 에러없이 계속되면, 어떤 시점에서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TS 패킷내의 데이타 엔드 인

디케이터 = 「1」인 상태를 검출하게 된다.

그것은, 그 TS 패킷이 악곡의 최후의 PES 패킷내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PES 패킷의 최후의 TS 패킷을 수신한 시점

에서, 처리를 스텝 F 554로부터 F 557로 진행하고, 그 최후의 TS 패킷의 ATRAC 데이타를 최후로 하여 디스크(101)에의

기록동작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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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은 스테이터스 변화가 생긴 것으로 되기 때문에, 스텝 F 558 로, 녹음상태로부터 정지상태로 스테이터스 변화

가 일어났다는 취지의 보고를 행한다.그리고 순서(S 24)로 나아간다.

CPU(80)에서는, 녹음이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변화보고를 받으면, 처리를 스텝 F 503 부터 순서 Sl4 로 진행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순서 S13, 순서 S23 로 하여 다운로드 실행중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다운로드기록은, 개시·종료가 MD 레코더(13A) 측에서 제어되기 때문에, IRD(12)측의 처리부담은 작은 것

으로 된다. 요컨대, 다운로드동작에 관해서는, 단지 다운로드대상이 된 ATRAC 데이타를 공급할 뿐으로, 후는 개시/종료

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다.

또한 기록실행중에는, 다운로드 진척상황을 모니터 장치(l4)로 표시시키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게 적절히 진척상황을 제시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있어서 다운로드동작을 알기쉬운 것으로 할수 있다.

또, 진척상황의 표시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다운로드 실행중의 실경과시간(실제의 다운로드 경과시간)이나, ATRAC 데이

타로서의 시간위치(악곡내에서의 경과시간위치)의 한편 또는 양쪽을 동시에 나타내도록 해도 좋다.

또한 이 예에서는 4배속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에 관해서 말하였지만, ATRAC의 입력비 대응의 기기(예를 들면 도

20의 MD 레코더 13 E, 13 F, 13 G 등)으로,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오디오 데이타를 다운로드하여 가는 경우에도, 당연히

같은 진척상황표시를 할 수 있다. 물론 오디오 데이타를 스토리지 디바이스(13)에 대하여 저속으로 공급하거나, 바스트 적

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도, 진척상황표시는 가능하다.

더우기, MD 레코더(13A) 측의 표시부(129)등, 스토리지 디바이스(13)측에 표시기능이 있는 경우는, 그 표시기능에 의해

마찬가지의 진척상황표시를 하도록 해도 좋다. 그 경우는, 현재 기록하고 있는 ATRAC 데이타가 몇 %의 시간위치인지를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PU(80)가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그 악곡의 총연주시간 정보

를 전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예에서는, 어떠한 에러가 발생하여 적정히 다운로드가 실행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CPU

(80)에 에러 보고하는 동시에, 처리를 후술하는 순서 S16, S26 로 진행하도록 하므로써,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2-8. 관리/부가정보의 다운로드및 종료처리

순서 S14, 순서 S 24 로서의 처리예를 도 39,도 40으로 설명한다.

상기 순서 S13, 순서 S 23 에 의해, ATRAC 데이타의 디스크(101)에의 기록이 정상으로 종료된 경우는, 계속해서 그

ATRAC 데이타에 관한 관리정보나, 부가정보를 디스크(101)에 기록하는 처리로 이행된다.

통상, MD 레코더(13A)에서는, ATRAC 데이타의 기록에 관한 U-TOC 섹터(0)의 관리정보, 즉 트랙 넘버에 따른 기록위치

로서의 스타트 어드레스, 엔드 어드레스, 트랙 모드등은, 기록종료때에 그 데이타를 생성하여, U-TOC 섹터(0)의 갱신을

하는 것이지만, 이 IRD(12)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다운로드 모드의 경우는, 트랙 모드의 데이타를 IRD(12)로부터 받아들이

게 된다.

즉 도 39 의 스텝 F 601 에서, IRD(12)의 CPU(80)는, 다운로드한 ATRAC 데이타에 관한 트랙 모드 데이타를 시스템 콘트

롤러(111)에 송신한다. 예를 들어 도 13에 도시된 FDF에 기술된 카피라이트, 오리지널/복사본, 스테레오/모노, 엠퍼시스

등에 따라, 8 비트모드 데이타(미니 디스크 시스템에서의 U-TOC 포맷에 의거한 트랙 모드 데이타)를 생성하여, 송신한

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 U-TOC 섹터(0)의 갱신 지시를 한다.

시스템 콘트롤러(111)에서는, 이러한 트랙 모드 데이타및 커맨드가 수신되면, 스텝 F 651로부터 F 652 로 진행하여, 예를

들어 RAM(113)에 유지하고 있는, 디스크(101)에 관한 U-TOC 섹터(0)의 갱신을 한다. 요컨대 공급된 트랙 모드와 동시

에, 기록동작에 이러한 스타트 어드레스, 엔드 어드레스를, 금회 기록한 ATRAC 데이타의 트랙 넘버에 대응시켜 기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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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로 디스크(101)상에서의 U-TOC 섹터의 바꿔쓰기는, 예를 들어 디스크(101)가 이젝트될 때나, MD 레코더(13A)

의 전원이 오프로 될 때 등에서 좋지만, 이 시점에서, 실제로 디스크(101)상에서의 U-TOC 갱신을 하도록 해도 좋다. 이하

설명하는 다른 U-TOC 섹터 데이타나 AUX-TOC, AUX 데이타등도 같다. 단지, AUX 데이타에 관해서는 RAM(113)의 용

량을 감안하여, IRD(12)로부터 공급된 시점에서 디스크(10l)에 써넣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U-TOC 섹터(0)에 관한 처리를 끝내면, 스텝 F 653 에서 CPU(80)에 대하여 완료보고를 한다.

이 완료보고를 받으면, CPU(80)는 처리를 스텝 F 602로부터 F 603에 진행하고, 계속해서 U-TOC 섹터(1)또는 섹터(4)에

기술해야 할 트랙 네임 데이타(요컨대 곡명)를 송신함과 동시에, 이들 U-TOC 섹터(1)이후의 처리를 시스템 콘트롤러

(111)에 지시한다.

시스템 콘트롤러(111)로서는, 이와 같은 트랙 네임 데이타 및 커맨드가 수신되면, 스텝 F 654 로부터 F 655 로 진행하고,

RAM(113)에 유지하고 있다, 디스크(101)에 관한 U-TOC 섹터(1,2,4)의 갱신을 한다. 요컨대 공급된 트랙 네임 데이타나,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일시 데이타에 의해, 이번기록한 ATRAC 데이타의 트랙 넘버에 대응시켜 트

랙 네임, 녹음일시 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U-TOC 섹터(1)이후의 U-TOC 섹터에 관한 처리를 끝내면, 스텝 F 656 에서 CPU(80)에

대하여 완료보고를 한다. 그리고 ⑧로 도시하듯이 도 40의 스텝 F 657 이후로 진행한다.

스텝 F 657 이후에서는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스텝 F 657 에서 텍스트 데이타및 기록지시 커맨드의 수신의 감시, 스텝

F 660 에서의 이미지 데이타 및 기록지시 커맨드의 감시, 스텝 F 663 에서의 다운로드 종료지시의 감시를 하게 된다.

스텝 F 656 에서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발하는 완료보고를 받으면, CPU(80)는 처리를 도 39 의 스텝F 604 로부터 ⑦로

도시하듯이 도 40 의 스텝 F 605 로 진행한다.

우선 스텝 F 605 에서는, 금회 다운로드한 ATRAC 데이타에 부수하는 부가정보로서 방송되어 온 텍스트 데이타가 존재하

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악곡의 가사 데이타나 아티스트의 프로필, 앨범의 라이너 노트와 같은 텍스트 데이타

이다. 이들 데이타는 도 6 에 도시하듯이 음성부가정보로서 방송되어 있다.

금회 다운로드한 ATRAC 데이타에 부수하는 텍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으면 스텝 F 608 로 진행하지만, 존재하면, 스

텝 F 605 로 진행하고,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하여 그 텍스트 데이타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록지시 커맨드를 발행한

다.

이와 같이 스텝 F 605 에 의한 텍스트 데이타및 커맨드가 발행된 경우는,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스텝 F 657 로부터 F

658 로 진행하고, 그 텍스트 데이타를, 이번의 다운로드 데이타로서 디스크(101)에 기록된 트랙에 대응하는 AUX 텍스트

파일의 데이타로서 디스크(101)의 AUX 에어리어에 기록한다. 물론 이에 따라, 그 파일의 관리정보가 되는 데이타를,

AUX-TOC에 기술한다.

그러한 처리가 완료하면, 스텝 F 659 에서 CPU(80)에 대하여 완료보고를 한다. CPU(80)는, 스텝 F 607 에서, 이 완료보

고를 기다리고 나서, 처리를 스텝 F 608 로 진행시킨다.

CPU(80)는 스텝 F 608 에서는, 금회 다운로드한 ATRAC 데이타에 부수하는 부가정보로서 방송되어 온 이미지 데이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악곡의 앨범의 자켓이나 아티스트의 사진화상같은 이미지 데이타이다. 이들 데

이타도 도 6 에 도시된 음성부가정보로서 방송되어 있다.

금회 다운로드한 ATRAC 데이타에 부수하는 이미지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으면 스텝 F 61l 로 진행하지만, 존재하면, 스텝

F 609 으로 진행하여,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하여 그 이미지 데이타를 송신함 과 동시에 기록지시 커맨드를 발행한

다.

이와 같이 스텝 F 609 에 의한 이미지 데이타및 커맨드가 발행된 경우는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스텝F 660로부터 F 661

로 진행하여, 그 이미지 데이타를, 금회의 다운로드 데이타로서 디스크(101)에 기록된 트랙에 대응하는 AUX 이미지 파일

의 데이타로서, 디스크(l01)의 AUX 에어리어에 기록한다. 물론 이것에 따라, 그 파일의 관리정보로 되는 데이타를, AUX-

TOC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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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처리가 완료하면, 스텝 F 662 에서 CPU(80)에 대하여 완료보고를 한다. CPU(80)는, 스텝 F 610 에서 이 완료

보고를 기다려, 처리를 스텝 F 611 로 진행시킨다.

스텝 F 611 로 진행하는 시점에서, CPU(80)에서의 순서 S 14로서의 처리가 종료되고, 계속해서 순서 S 15 로서의 다운로

드 종료처리로 이행한다.

즉 스텝 F 611 에서 다운로드 종료지시의 커맨드를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보낸다.

이 다운로드 종료지시가 수신되면, 시스템 콘트롤러(111)에서도 순서 S 25 로서의 처리가 종료되고, 순서 S 25의 다운로

드 종료처리로서, 스텝F 663로부터 F 664 로 진행한다. 그리고 일련의 다운로드동작이 완료된 것으로 해서, 다운로드 모

드를 종료시키는 처리를 한다. 또한 종료 처리에 따라 스텝 F 665 에서, CPU(80)에 대하여 종료보고를 한다. 이상에 의해

시스템 콘트롤러(111)측에서의 다운로드 모드처리가 종료된다.

한편 CPU(80)에서는, 스텝 F 612 에서 종료보고를 대기하고 있고, 시스템 콘트롤러(111)로부터의 종료보고가 있으면, 일

련의 다운로드처리를 종료한다. 이 때 모니터 장치(14)에 다운로드 종료의 취지를 표시한다.

이상의 처리로부터 알수 있듯이, 본 예의 다운로드동작으로서는,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에 부수하여, 트랙 모드, 트랙

네임, 텍스트 데이타, 이미지 데이타도, IRD(12)로부터 MD 레코더(13A)에 공급되어, ATRAC 데이타에 관련되어 디스크

(101)에 기록되는 것으로 된다.

즉 다운로드를 악곡의 판매로서 생각하였을 때에, 단순한 음성 데이타뿐만아니라 부수하는 문자나 화상 데이타도 제공되

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한 것으로 할 수가 있다.

또한, 특히 트랙 모드로서 방송에 중첩된 데이타, 예를 들어 카피라이트 정보등 방송국측(콘텐츠제공측)이 부여한 정보를

기록시키는 것으로, 저작권보호나 양호한 재생조건의 설정등에도 적합하다.

2-9. 에러발생때의 처리

다음에 상술하였듯이 순서 S13, 순서 S 23 에 있어서 에러발생이 확인되어, 순서 Sl6, 순서 S26 으로 진행한 경우의 처리

를 도 41으로 설명한다.

우선 IRD(12)측에서는, 도 37의 스텝 F 504로부터 순서 S 16에 진행한 때에는, 도 41의 스텝 F 701 로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제어를 한다. 즉 모니터 장치(14)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다운로드중에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다시 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시킨다.

그리고 스텝 F 702 에서, 실제로 다운로드의 리트라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예를 들어 ATRAC 데이타의 방송

은, 도 6 에서 설명하였듯이 1 이벤트로서의 방송기간내에 반복하여 방송되어 오므로, 다운로드가 실패하더라도, 그 이벤

트기간내이면, 또한 같은 ATRAC 데이타가 방송되어온다. 따라서 다음에 오는 동일악곡의 선두 위치로 되는 타이밍부터

다운로드 리트라이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악곡에 관한 이벤트내의 최후의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중에 에러가 생긴 경우는, 리트라이 불능으로 된다.

또한, 발생한 에러가 단지 데이타상의 에러라면, 리트라이 가능하지만, MD 레코더(13A) 측의 고장등의 경우는, 리트라이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CPU(80)는 이것들의 사정을 판별하여, 리트라이 가능하면 스텝 F 703 부터 순서 S 12 로 진행한다. 즉 두번째 다운로드

셋업부터 다시 하도록 한다.

한편, 시스템 콘트롤러(111)측에서는, 에러 발생을 검출하여 스텝F 751 로 진행한 경우는, 우선 ATRAC 데이타의 디스크

(101)로의 기록동작을 중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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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텝 F 752 에서, 도중까지 기록되어 있던 ATRAC 데이타를 소거된 상태로 한다. 또, 실제로는 U-TOC 섹터(0)가

갱신되지 않는한 디스크(101)에 기록이 행하여졌다고 간주되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처리는 현재의 기록위치로서 파악하

고 있는 어드레스를 시스템 콘트롤러(111)가 내부적으로 클리어하는 것만으로 좋다.

그리고 특히 CPU(80)로부터 다운로드 중지지시가 없으면 순서 S 22 로 진행하고, 순서 S l2 로서의 CPU(80)로부터의 지

시에 따라 상술한 셋업동작을 다시 행한다.

즉 이러한 경우는, 에러발생의 경우에, 일단 다운로드가 중단되지만, 그 후 리트라이가 실행되게 된다.

그런데 상기한 것과 같은 리트라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CPU(8O)는 처리를 스텝 F 709 로 진행시키고, 우선 사용자에 대

하여 다운로드불능의 메시지를 제시한다. 즉 모니터 장치(14)에 예를 들어「다운로드의 재시도를 할수 없습니다. 다운로

드를 중지합니다」와 같은 메시지표시를 한다.

그리고 스텝 F 705 에서 시스템 콘트롤러(111)에 대하여 다운로드의 중지의 지시를 한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 콘트롤러(111)에서는 처리는 스텝 F 753로부터 F 754 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다운로드동작이 중

지된것으로 하여,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시키는 처리를 한다. 더우기 종료처리에 따라 스텝 F 755 에서, CPU(80)에 대하여

종료보고를 한다. 즉 시스템 콘트롤러(111)측에서의 다운로드 모드처리가 종료된다.

한편 CPU(80)는, 스텝F 706 에서 종료보고를 대기하고 있고, 시스템 콘트롤러(111)로부터의 종료보고가 있으면, 일련의

다운로드 처리를 중지 종료한다.

이상의 처리로부터 알수 있듯이, 가령 다운로드중에 데이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경우는 다운로드 리트라이가 행하

여지는 것으로 되어, 사용자의 요구하는 다운로드동작이 정확히 실현된다. 또한, 에러발생때에 그대로 다운로드를 속행하

지않는 것은 다운로드 데이타의 품질 유지에 관하여, 데이타판매 시스템으로서 양호한 것으로 된다.

또한, 리트라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그 취지를 바로 정확하게 전함과 동시에, 다운로드를 중지하므로써, 부적

절인 데이타를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버리는 일이 없게 할수 있다.

또, 리트라이 동작으로서는, 예를 들어 에러 발생때까지 녹음한 ATRAC 데이타를 그대로 유효 데이타로서 사용하는 예도

고려된다.

즉 스텝 처리에서는, 시스템 콘트롤러(111)는 에러발생 직전의 어드레스(예를 들어 TS 패킷 또는 PES 패킷의 넘버)를 기

억해 두도록 하고, 또한 디스크(101)상의 기록위치도 그 포인트로 유지해 놓는다. 그리고 리트라이시에는, 그 어드레스

(TS 패킷 또는 PES 패킷)까지의 ATRAC 데이타의 입력이 확인되면, 그 다음 패킷의 데이타를 기점으로 하여, 디스크

(l01)상의 다음 어드레스터 기록을 재개하 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리트라이가 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적게 하기위한 처리로서 다음과 같은 동작도 생각된다.

예를 들어 MD 레코더(13A)등에 의해 에러로 된 경우는, 다른 기기(예를 들어 MD 레코더13B)에 대하여 리트라이 동작으

로서의 다운로드를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벤트내의 최후의 ATRAC 데이타의 방송으로 에러가 생겨, 리트라이 불능으로 된 경우는, 그 다운로드 동작을 예

약등록으로 하여, 후일 동일의 악곡이 방송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다운로드시키는 것 같은 처리도 생각된다.

이상, 실시형태로서의 구성 및 처리예를 상술하여 왔지만, 구체적인 처리예는 상기예에 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되는 것

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기기간의 통신방식, 통신 커맨드도 상기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더우기 IRD(12)와 스토리지 디바이스(13)가 별체인 예로 설명하였지만, 이들이 일체적인 기기로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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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의 송신/수신 시스템으로서는 DSM-CC 방식을 채용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형태에 있어서 설명

한 송신 포맷에 준하는 전송방식이면 본 발명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서도 디지탈

위성방송 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케이블 텔레비전 등의 방송이나, 인터넷등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하였듯이, 본 발명은, 다운로드에 있어서 정보수신장치가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다운로드 모드에 관한 지

시를 행하고, 다운로드 동작에 대응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를 개시시킬 때에, 기록

대기상태로의 셋업을 지시하는 동시에,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하는 기록 데이타에 관한 개시/종료 타이밍을 검출

하고, 기록매체로의 기록의 개시/종료를 실행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시에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동작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로 인해,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정보수신장치로부터 공급되는 기록 데이타에 관해서의 다운로드 동작이 가능해지

고, 기록 데이타에 따른 적절한 다운로드 기록이 실행된다. 또한 그 기록 데이타(예를 들어 ATRAC 데이타)의 기록에 관해

서는, 순차 정보수신장치(IRD)측으로부터 제어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보수신장치측의 처리부담은 크게 되지 않는다

는 이점이 있다.

더우기, 정보 수신장치측에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의 동작상황의 보고에 따라서, 다운로드 동작에 관한 동작상태를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된 동작상황에 따라 적확한 다운로드 동작의 진행제어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기록매체로의 다운로드 기록의 개시/종료등의 타이밍을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다운로드 동작의 경과상황을 적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이것에 의해, 관리정보나 부가정보의 다운로드동작이

나, 다운로드 모드의 종료처리등도 적절히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에러발생시 등에도 적절한 에러 대응처리(리트라이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리트라이 불능

의 경우는, 사용자에 대하여 메시지를 발하므로써,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동작설명이 가능해진다.

더우기, 일련의 다운로드 동작이 종료한 때는, 모드 지시수단에 의해,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하도록

지시시키므로써,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을 통상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또한, 주된 기록 데이타(예를 들어 ATRAC 데이타)의 다운로드에 부수하여, 관리정보나 부가정보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 내용을 충실한 것으로 할수 있다. 또한, 관리정보나 부가정보로서 방송에 중첩

된 데이타를 사용하므로써, 방송국측(콘텐츠 제공측)이 부여한 정보를 기록시키는 것도 할수 있고, 저작권 보호나 양호한

재생조건의 설정등도 가능해진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본 발명에서는, 정보수신장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실행시키는 일련의 다운로드동작을 적절히

진행시킬수 있고, 신뢰성이 높은 다운로드 시스템을 실현할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다운로드 실행전에 정보수신장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확실히 다운로드가 실패하여 버리면

예측되는 상태로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 경우(요컨대 다운로드 동작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기록 데이타의 공급을 개시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다운로드가 행해지도록 한다. 이

것에 의해, 다운로드 실패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특히, 다운로드 성공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메시지를 제시하여, 필요한 처치를 구하도록 한

다. 예를 들어 디스크 장전, 디스크 교환, 기록 잔량에 대한 대응등을 구하도록 하므로, 사용자가 디스크 넣는것을 잊거나

라이트 프로텍트의 상황, 기록가능한 잔여 용량등이 원인으로 되어 다운로드에 실패한다는 사태는 방지되고, 또한 사용자

가 메시지에 따라 대처하므로써 다운로드 성공으로 유도할수 있다.

또한 정보수신장치로는, 기록 데이타공급수단에 의해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기록 데이타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

에,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해당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기록 데이타의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그 스토리

지 디바이스에 대한 지시제어를 행할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 대ㅊ처할수 있는 조건(예를 들어 전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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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나 입력 전환상태 등)에 관해서는, 정보수신장치로부터 직접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다운

로드동작에 필요한 소정의 상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서는 자동적으로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다운로드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수고를 생략할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 자리에 없는 경우 등에서, 대응처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실행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다운로드에 따라 요금 부과가 발생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운로드실패의 경우에도 요금 부과를

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대단히 유효한 처리로 된다.

또한, 다운로드가 중지되는 경우는, 그 취지(및 이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 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의 혼란이나 오인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과같이, 다운로드 실패를 방지하는 것과, 할수있는 한 다운로드성공으로 이끌수 있도록 하므로써, 다운로드가

능한 시스템으로서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우기, 본 발명에서는, 다운로드 동작중에 정보수신장치는, 순차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 기록 데이타의 진행위치정보(예

를 들어 곡의 선두를 제로로 한 시간위치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 보내져 온 진행위치 정보로부터, 실제의

기록동작의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그것에 따라 진척정보 데이타를 생성하고 표시에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에 대하여 다운로드 기록동작의 진척상황을 적절히 알릴 수 있다.

또한 진행위치정보의 요구는 소정시간마다 하는 것과, 진행위치 정보가 잡아들여질때마다, 진척정보 데이타를 갱신생성하

여, 표시용 데이타로서 출력하는 것에 의해 다운로드 실행중에 적절히 진척상황을 갱신시키면서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소

정 시간이라는 요구 동작 간격을 짧게 하면, 진척상황의 표시가 보다 스무스하게 변화하게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보다 알

기쉬운 표시를 행할수 있다.

더우기, 진척정보 데이타는, 기록 데이타의 총량 정보에 대한 진행위치정보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데이타로 되어, 표시상

에서는 진척상황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므로써, 사용자가 한눈에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정보수신장치가 접속기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접속된 각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예를 들어

ID정보, 기기 타입, 소정의 데이타방식에서의 데이타 입력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정보등을, 디바이스 정보기억수단

에 기억(예를 들어 상기 ID 테이블로서 기억)시킬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접속기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할수

있다.

따라서, 선택제어수단은, 이러한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다운로드 선(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리스트 업을 적절히 실행할수 있고, 사용자에 대하여 기기의 선택지로서 제시할 수

있음과 동시에, 리스트 표시에 대한 선택입력을 위해 사용자의 조작을 간이한 것으로 할 수가 있다.

또한 선택제어수단이 예를 들어 다운로드 용도등에 알맞은 리스트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하여 부적절인 선

택이 제시되어 버리는 것도 방지되며, 또한 이것에 의해서 부적절한 선택이 되는 것도 방지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다

운로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접속된 기기에 대하여 명칭정보를 등록해 두고, 예를 들어 리스트 표시등에 이용하므로써, 사용자에게 있어서 알기

쉬운 선택조작을 실현할수 있다. 특히 상기 닉네임등과 같이 사용자 입력에 의한 명칭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기 리스트 표시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기기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고, 선택조작을 한층 더 명확하고 또한 간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접속이 해제된 경우에는, 디바이스 정보기억수단에 있어서의,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

응하는 정보로서, 비접속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기억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접속이 해제되더라도 그 스토리지 디바이

스의 정보는 유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여, 또한 그 위에 그 기기가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보수신장치는 일단 접속된 기기의 정보는 그 후 유지할수 있음과 동시에, 실제의 접속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그 기기가 다시 접속된 경우에는, 그 기기의 기기 타입등의 정보는 이미 기억완료이기때문에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없

고, 정보의 수집/판별이나 디바이스 정보기억수단에의 정보 기입이 경감된다는 이점이 있다. 더우기,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과거에 입력하여 등록시킨 명칭 데이타(닉네임 데이타)를, 재접속시에 그대로 유효 데이타로서 사용할 수 있게도 되어, 사

용자의 명칭 데이타 입력 수고를 세이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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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 데이타를 추출하여, 다운로드를 위한 기록 데이타로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는 데이타 공

급수단과,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다운로드 모드에 관한 지시를 하는 모드 지시 수단과,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다운로드 동작에 관한 동작 상태를 판별하는 상태 판별수단과,

상기 상태 판별수단에서의 판별에 따라, 다운로드 모드 중의 동작 진행 제어를 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지시수단은,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를 개시시킬 때에, 기록대기상태에의 셋업을 지시하는 동

시에, 상기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하는 기록 데이타에 관한 개시/종료 타이밍을 검출하고, 기록매체로의 기록의 개

시/종료를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지시수단은,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모드시에는 ,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동작상황을 보

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상기 상태판별수단은,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의 동작상황의 보고에 기초하여, 다운로드동작에 관한 동작상태를 판

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상태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어떤 기록 데이타의 기록이 종료된 것이 판별

되면,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그 기록 데이타에 관한 관리정보 및 부가정보의 기록을 지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관리정보 및 부가정보를 상기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공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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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상태판별수단에 의해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다운로드동작에 관하여 에러발생이 판별

되면, 다운로드의 리트라이 동작이 행하여지도록 제어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제시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리트라이 동작이 실행불능인 경우는, 그 취지를 상기제시수단에 의해 제시시키는 동시에, 상기 모

드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하도록 지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

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상태판별수단에 의해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어떤 기록 데이타의 기록이 종료된 것이 판

별된 시점, 또는 상기 상태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관리정보 및 부가정보의 기록이 종료된 것이 판

별된 시점에서, 상기 모드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하도록 지시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8.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고,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기록 데이타를 추출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며, 기록

매체에 다운로드 기록시킬 수 있는 정보수신장치에 의해서 실행되는 다운로드 방법으로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다운로드 모드를 개시시키는 지시를 하는 동시에,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하여 다운로드하기 위한 기록 데이타로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의 공급을 개시하는 개시 순서와,

상기 개시 순서 이후,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다운로드 동작에 관한 동작상태를 판별하는 상태판별 순서와,

상기 상태판별 수단에서의 판별에 따라, 다운로드 모드중의 동작진행제어를 하는 제어순서와,

상기 제어 순서에서의 동작진행 제어에 기초하여, 소정 시점에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

시키는 지시를 하는 종료 순서가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개시 순서에서는,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기록대기 상태로의 셋업을 지시하는 동시에, 공급하는 기록 데이타에 대

한 개시/종료 타이밍을 검출하여, 기록매체에의 기록의 개시/종료를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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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개시 순서에서는,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동작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

하는 동시에,

상기 상태판별 순서에서는,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의 동작상황의 보고에 기초하여, 다운로드 동작에 관한 동작상

태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순서는, 상기 상태 판별 순서에 의해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어떤 기록 데이타의 기록이 종료된 것

이 판별되면,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그 기록 데이타에 대한 관리정보 및 부가정보의 기록을 지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관리정보 및 부가정보를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공급시키도록 제어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

드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순서는, 상기 상태 판별 순서에 의해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의 다운로드 동작에 관해서 에러 발생이

판별되면, 다운로드의 리트라이 동작이 행하여지도록 제어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순서에서는, 상기 리트라이 동작이 실행불능인 경우는, 그 취지를 제시시키는 처리를 하는 동시에, 상기 종료 순

서의 동작을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순서는, 상기 상태 판별 순서에 의해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어떤 기록 데이타의 기록이 종료된 것이

판별된 시점, 또는 상기 상태 판별 수단에 의해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관리정보 및 부가정보의 기록이 종료된 것

이 판별된 시점에서, 상기 종료순서의 동작을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15.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하고, 기록 데이타로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시킬 수

있는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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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에 의해,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기록 데이타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그 스토리지 디

바이스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록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 수단과,

상기 판별수단에 의한 판별 결과에 따라, 상기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의 데이타 공급동작의 실행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에 의해,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기록 데이타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그 스토리지 디

바이스가 해당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기록 데이타의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지시제어를 하는 디바이스 지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 수단은,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기록매체가 장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 수단은,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장전되어 있는 기록매체가, 기록가능상태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 수단은,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장전되어 있는 기록매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기록

데이타량에 대하여 충분한 기록용량이 남겨져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그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

록동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별된 시점 이후에, 상기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의 데이타 공급동작을 개시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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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판별 수단에 의해,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그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록동작이 불능인

상태로 판별된 경우는, 상기 제어수단은,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하여 필요한 대응을 구하는 메시지를 상기 제시수단에

의해 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제시 수단에 의한 필요한 대응을 구하는 메시지를 제시시킨 후,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기록 데

이타에 대한 기록동작이 불능인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의 데이타 공급동작을

실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상기 제시 수단에서 그 취지를 제시하는 메시지를 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23.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고,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기록 데이타를 추출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며, 기록

매체에 다운로드기록시킬 수 있는 정보수신장치에 의해서 실행되는 다운로드 방법으로서,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기록 데이타의 공급을 개시시키기 전에,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공급하고자 하는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록동작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 순서와,

상기 판별 순서에의 한 판별 결과로서,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그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록

동작이 가능한 상태로 판별되면, 기록 데이타의 공급동작을 개시시키는 개시 제어 순서가,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 순서가 행하여지기 전에,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해당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기

록 데이타의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지시제어를 하는 디바이스 지시순서가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 순서에서는,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기록매체가 장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

하는 동작이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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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별 순서에서는,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장전되어 있는 기록매체가, 기록가능상태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동작이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 순서에서는,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장전되어 있는 기록매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기록 데이타량에 대하여 충분한 기록용량이 남겨져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동작이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

로드 방법.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판별 순서에 의해, 기록 데이타를 공급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그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록동작이 불능인

상태로 판별된 경우는,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해서 필요한 대응을 구하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메시지 제시순서가 행하

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제시순서에 의한 필요한 대응을 구하는 메시지를 제시시킨 후, 스토리지 디바이스측에서 기록 데이타에 대한

기록동작이 불능인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는, 기록 데이타 공급동작을 실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제

시하도록 하는 다운로드 중지순서가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30.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하여, 다운로드를 위한 기록 데이타로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는 데이타

공급수단과,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상기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하고 있는 기록 데이타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동작이

실행되고 있을 때, 기록처리되어 있는 기록 데이타부분에 대한 진행위치 정보를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요구하는 요구

수단과,

상기 요구수단에 의한 요구에 따라 송신되어 온 진행위치 정보를 넣은 진행위치정보 판별수단과,

상기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공급하는 기록 데이타의 총량정보와, 상기 진행위치정보

판별수단에 의해서 잡아들여진 진행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의 기록동작의 진척정보 데이타를

생성하여, 그 진척정보 데이타를 표시용 데이타로서 출력하는 진척상황표시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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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수단은, 소정시간마다 상기 진행위치 정보의 요구동작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진척상황표시 제어수단은, 상기 진행위치정보 판별수단에 의해서 진행위치정보가 잡아넣어질 때 마다, 상기 진척정

보 데이타를 갱신생성하여, 표시용 데이타로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진척정보 데이타는, 기록 데이타의 총량정보에 대한 상기 진행위치 정보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데이타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34.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고,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기록 데이타를 추출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며, 기록

매체에 다운로드 기록시킬 수 있는 정보수신장치에 의해서 실행되는 다운로드 진척상황 표시방법으로서,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록 데이타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동작이 실행되고 있을 때,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기록처리되고 있는 기록 데이타부분에 관한 진행위치정보를 요구하는 요구 순서와,

상기 요구순서에 의한 요구에 따라 송신되어 온 진행위치정보를 집어 넣는진행위치 정보판별 순서와,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공급하는 기록 데이타의 총량정보와, 상기 진행위치정보 판별순서에 따라 넣어진 진행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의 기록동작의 진척정보 데이타를 생성하고, 그 진척정보 데이타를 표

시용 데이타로서 출력하는 진척상황 표시제어 순서가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진척상황 표시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순서는, 소정시간마다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진척상황 표시방법.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진행위치정보 판별순서에 의해 진행위치정보가 넣어질때 마다, 상기 진척상황표시 제어순서에서 상기 진척정보 데이

타가 갱신생성되어, 표시용 데이타로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운로드 진척상황 표시방법.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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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진척정보 데이타는, 기록 데이타의 총량정보에 대한 상기 진행위치 정보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데이타로 되는 다운

로드 진척상황 표시방법.

청구항 38.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하고, 접속되어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하여 기록매체에 기록시킬 수 있

는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과,

접속된 개개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각각 기억하는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과,

해당 정보수신장치에 접속된 개개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상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시키

는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과,

상기 기록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데이타를 공급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

에 기억된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선택에 관한 소정의 처리를 하는 선택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은,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접속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ID 정보를 얻어, 그 ID 정보를 상

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0.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은,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접속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기기 타입을 판별하여, 상기 디바이스

정보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은,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접속된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소정 데이타방식에서의 데이타 입력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그 대응 가부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2.

제 3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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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은,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접속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명칭 데이타를 생성하고, 그 명

칭 데이타를 상기 디바이스 정보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3.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은,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접속되었을 때에,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

에 관한 정보의 수집 또는 판별 또는 생성을 하여 상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으로의 기억을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4.

제 38 항에 있어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선택 및 명칭 데이타의 입력을 행할수 있는 입력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은, 상기 입력수단에 의해 입력된 명칭 데이타를, 상기 입력수단으로부터의 조작으로 선택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명칭 데이타로서, 상기 디바이스 정보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

신 장치.

청구항 45.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정보 관리수단은,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대하여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접속이 해제된 경우에는, 상기 디

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서의,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정보로서, 비접속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6.

제 38 항에 있어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선택 입력을 할 수 있는 입력수단과,

소정의 표시장치부에 표시 데이타를 공급하여 표시출력시키는 표시데이타 출력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선택 제어 수단은, 상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된 정보로부터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리스트 데이타를 생성하

고, 상기 리스트 데이타를 표시 데이타로하여 상기 표시데이타 출력수단으로부터 출력시키는 동시에, 표시된 리스트 데이

타에 대한 상기 입력수단에 의한 선택입력에 따라, 상기 기록 데이타 공급수단으로부터 데이타 공급을 하는 스토리지 디바

이스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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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제어 수단은, 상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된 정보로서의, 각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기기 타입 정보,

접속상황 정보, 소정 데이타방식의 데이타의 입력대응의 가부의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조하여 상기 리스트 데이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제어 수단은, 상기 디바이스정보 기억수단에 기억된 정보로서의, 각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명칭 데이타를 이용하

여 상기 리스트 데이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수신 장치.

청구항 49.

송신되어 온 데이타를 수신하고, 수신 데이타로부터 소요의 데이타를 추출하여 접속되어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공급

하며, 기록매체에 기록시킬 수 있는 情정보수신 장치에서, 데이타를 공급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기기 선택 방

법으로서,

접속된 개개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소요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수집 순서와,

제공된 정보를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로서 기억하는 기억순서와,

상기 기억순서로 기억된 개개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공급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결

정하기 위한 소정의 처리를 하는 선택 제어 순서가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집 순서에서는,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접속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ID 정보, 기

기 타입정보, 소정의 데이타방식에서의 데이타 입력에 대응할수 있는지 여부의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순서에서는,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접속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하여 명칭 데이타를 생성하고, 그 명칭 데이타

를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청구항 52.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집 순서는,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접속되었을 때에,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해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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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3.

제 49 항에 있어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선택 및 명칭 데이타의 입력을 하는 選擇 및 입력 순서를 설치하고,

상기 기억 순서에서는, 상기 선택 및 입력 순서로 입력된 명칭 데이타를 선택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명칭 데이

타로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청구항 54.

제 49 항에 있어서,

해당 정보수신 장치에 대하여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접속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정보

로서, 비접속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기억시키는 접속해제시 기억순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청구항 55.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제어 순서는, 상기 기억순서로 기억된 정보로부터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리스트 데이타를 생성하고, 상기 리스트

데이타를 표시 데이타로서 표시출력시키는 동시에 표시된 리스트 데이타에 대한 선택입력에 따라, 데이타 공급을 하는 스

토리지 디바이스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제어 순서는, 상기 기억순서로 기억된 정보로서의, 각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관한, 기기 타입 정보, 접속상황 정

보, 소정의 데이타 방식의 데이타 입력 대응의 가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조하여 상기 리스트 데이타를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청구항 57.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제어 순서는, 상기 기억순서로 기억된 정보로서의, 각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명칭 데이타를 사용하여 상기 리스트

데이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선택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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