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4N 5/92

(45) 공고일자   2000년08월16일

(11) 등록번호   10-0263827

(24) 등록일자   2000년05월22일
(21) 출원번호 10-1995-0041238 (65) 공개번호 특1996-0020477
(22) 출원일자 1995년11월14일 (43) 공개일자 1996년06월17일

(30) 우선권주장 94-278905  1994년11월14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캐논 가부시키가이샤    미다라이 후지오

일본 도꾜도 오오따꾸 시모마루꼬 3쪼메 30방 2고
(72) 발명자 이토까와 오사무

일본국 도꾜도 오오따꾸 시모마루꼬 3쪼메 30방 2고 캐논 가부시키가이샤내
(74) 대리인 구영창, 장수길, 주성민

심사관 :    고종욱

(54) 데이터 재생 장치

요약

본 발명의 다중화된 비트 스트림을 기록/재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는 재생중에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데
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 회로 및 데이터 및 비트 스트림에 관한 검출된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 유닛을 가진다.

대표도

도7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터 재생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ATV 방송 신호용 디코더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튜너 유닛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제3도는 비트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작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제4도는 제1도에 도시된 디코더 유닛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제5도는 비디오 데이터의 포맷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제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VTR을 이용하여 ATV 방송 신호를 재생하는 장치의 구조를 보여
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제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디지털 VTR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제8도는 제7도에 도시된 프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다이어그램.

제9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VTR의 버퍼 다음 단계의 회로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
램.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2,214 : 버퍼              203,212 : 블록 선택 회로

204,213 : 트랙 맵           205,211 : 에러 보정 회로

206 : 변조 회로             210 : 복조 회로

216 : 프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신호를 기록/재생하기 위한 데이터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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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상과 음성의 출현으로 인해 방송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송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
털 동화상의 현행 시방서로서, CCITT(현재는 ITU-T)가 화상 전화 및 TV 회의용으로 H.261을 제안하였고 
CD-ROMs 및 ISO/IEX용으로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을 제안하였으며, ITU-T는 HDTV를 포함한 
고해상도 전송용 MPEG2를 제안하였다. U.S.A.에서 연구된 차세대 TV 시스템용 ATV(Advanced Television) 
시스템은 MPEG2의 서브 세트로서 결정되었다. ATV 시스템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는 188 바이트의 
전송 패킷의 페이로드(payload)로서 전송 스트림의 형태로 전송된다. 전송 스트림은 연속 전송 패킷으로 
구성되고, 각 패킷의 시작 부분에는 전송 헤더라 불리는 헤더 정보가 실린다. 이러한 헤더 정보로부터 
패킷 내의 데이터가 비디오, 오디오, 채널, 프로그램 번호, 또는 다른 속성의 데이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TV 신호를 디코드하는데 있어서, 디코더 유닛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 상의 전송 스트림과 선택된 
채널 및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제어 신호에 따라서 전송 스트림을 디코드하
여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사용자가 ATV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원한다면, 디코더 유닛에 제공된 제어 신호를 사용자가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나, VTR에 의해 재생된 신호가 디코드 된다면, VTR은 단지 비트 스트림 만을 디코더 유
닛에 제공하고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해서 제어 신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트 스트림이 단지 하나의 프
로그램 번호만을 갖고 있다면, 디코더 유닛은 그것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에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프로그램들 간의 전이 기간에서 화상들이 교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디
코더 유닛은 항상 프로그램 번호들을 모니터해야만 한다. 또한, 다수의 프로그램 번호가 비트 스트림내
에 기록되어 있다면 프로그램 번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의 목적은 VTR로부터의 신호가 디코드
될 때 프로그램 번호와 같은 데이터의 속성을 포함하는 제어 신호 및 비트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이터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코더 유닛으로 보내질 비트 스트림 내에 기록된 다수의 프로그램 번호들의 우
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다중화된 비트 스트림을 기록/재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는 재생 동안에 비트 스
트림으로부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 수단과, 데이터의 속성에 관해 검출된 
정보와 비트 스트림을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재생 장치의 검출 수단은 데이터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기 위한 선택 출력 수단을 갖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번호와 같은 데이터 속성에 관한 정보는 재생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검출되어 
비트 스트림과 함께 출력된다.

따라서, 이 비트 스트림은 데이터 속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디코드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들 간의 
전이 기간이 있을지라도 항상 정확히 재생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가 있을지라도 항상 정확히 재생된 신호를 얻
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 역시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된 본 명세서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
을 것이다.

본 발명에 속하는 ATV 신호를 디코드하는 흐름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도는 ATV 신호를 디코드하는 디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ATV 방송 신호(51)의 채널이 사용자에 
의해 튜너 유닛(50)으로부터 선택된다. 선택된 채널의 전송 스트림(11)과, 선택된 채널 및 프로그램 번
호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12)는 디코더 유닛(13)에 제공된다. 디코더 유닛(13)은 제어 신호(12)에 따라
서 전송 스트림(11)을 디코드하여 비디오 신호(14)와 오디오 신호(15)를 출력한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튜너 유닛(52)의 세부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ATV 방송 신호(51)는 
한 채널당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또는 한 채널당 다수의 다중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사용자
에 의해서 프로그램 선택 유닛(65)으로부터 선택된 채널 및 프로그램 번호는 제어 신호(62)로서 복조 회
로(60)와 프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64)에 제공된다. 복조 회로(60)는 채널을 선택하고 이 채널을 나타내
는 신호(61)를 출력한다. 전송 패킷 디코더(63)는 선택된 채널의 프로그램 전송 스트림을 출력한다. 프
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64)는 전송 패킷 디코더(63)로부터 출력된 전송 스트림(11)으로부터 프로그램 번
호를 검출한다.

제3도는 비트 스트림으로서 전송 스트림을 처리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 스트림의 전송 헤더 정
보는 프로그램 ID (이하 PID라 함)를 구비하고 있다. 이 PID는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이하 PAT라 함)을 
형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번호가 PAT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64)는 먼저 전송 헤더의 PID를 검출하고나서 PAT를 형성하기 위해 비트 스트림의 PID로부터 
페이로드(payload)가 PAT 데이터 형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PAT는 각각이 프로그램 리스트를 포함하는 프
로그램 관련 세그먼트들로 분할된다. 이 프로그램 리스트 내의 첫번째 16개의 비트는 프로그램 번호를 
가리킨다.

제4도는 제1도에 도시된 디코더 유닛(13)의 세부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디코더 유닛(13)은 
선택된 프로그램 번호에 따라서 비디오 신호(14)와 오디오 신호(15)를 출력한다. 전송층 디코더(700)는 
먼저 전송 스트림(11)의 PID로부터 PAT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맵 테이블(이하 PMT라 함)의 ID를 검출한
다. PMT는 기본 비트 스트림의 ID로 기록된다. IDs에 따라서 선택된 프로그램의 기본 비트 스트림들이 
추출된다. 각각의 기본 비트 스트림 또한 패킷화되고, 그의 비디오 데이터(701)는 비디오 표시(PES)층 
디코더(702)에 보내지고 그의 오디오 데이터(706)는 오디오 PES층 디코더(707)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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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비디오 데이터(701)의 포맷을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데이터는 PES층, 시퀀스층, 
화상층, 슬라이스층, 매크로 블록층 및 블록층으로 미세하게 분할된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PES층 디코
더(702)는 앞서 열거된 순서로 각각의 층을 디코드한다.

다음에, 비디오 디코더(704)는 Grand Alliance HDTV 시스템 시방서의 비디오 규격에 따라서 PES층 디코
더(702)의 출력(703)을 디코드한다. 오디오 디코더(709)는 그랜드 앨리언스 HDTV 시스템 시방서의 오디
오 규격에 따라서 PES층 디코더(702)의 출력(708)을 디코드한다. 이러한 식으로, 비디오 신호(14)와 오
디오 신호(15)를 얻을 수 있다. 패킷 구조의 세부 사항은 ATV의 MPEG2 시스템(ISO/IEC13818-1) 또는 그
랜드 앨리언스 HDTY 시스템 시방서에 제공되어 있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디지탈 VTR(100)을 이용하여 ATV방송 신호(51)를 기록/재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VTR(100)은  튜너  유닛(52)과  디코더 
유닛(13)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나중에 자세히 알게되겠지만, VTR(100)은 프로그램 번호와 같은 데이터
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217)를 디코더 유닛(13)으로 출력한다.

제7도는  VTR(100)의  구조의  한  예를  보여준다.  튜너  유닛(52)으로부터  공급된  비트  스트림(201)은 
버퍼(202)에 의해 버퍼된 후 트랙 맵(204)으로부터 공급된 정보에 따라서 각각의 동기 블록 단위로 블록 
선택 회로(273)에 의해 재배열된다. 이후, 비트 스트림에는 에러 보정 회로(205)에 의해 에러 보정 코드
가 부가되고, 변조 회로(206)에 의해 변조된 후, 자기 헤드(208)에 의해 자기 테이프(207)에 디지탈식으
로 기록된다.

데이터 재생시, 데이터 신호는 재생 헤드(209)에 의해 판독된 후 복조 회로(210)에 의해 복조된다. 이
때, 테이프/헤드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에러들을 에러 보정 회로(211)에 의해 보정된다. 다음에, 에러 
보정된  데이터는  트랙  맵(213)으로부터  공급된  정보에  따라서  전송  스트림의  형태로  블록  선택 
회로(212)에  의해  재배열된다.  재배열된  전송  스트림은  버퍼  회로(214)에  의해  버퍼되어  디코더 
유닛(13)에 공급되는 본래의 전송 스트림(201)이 회복된다.  버퍼(214)의 출력은 두개의 출력 경로에 제
공되는데 재생된 전송 스트림(201)은 두개의 신호 경로중 한 경로를 경유해서 디코더 유닛(13)으로 직접 
출력되고 다른 신호 경로를 경유해서 프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216)에 입력된다.

제8도는 프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216)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전송 스트림(201)은 동기 검출 회로(300)의 동기 검출에 응답하여 패킷 버퍼(301)에 의해 버퍼 된다. 이
에 따라, 헤더 디코더(302)는 헤더 정보를 디코드하여 PAT 버퍼(304)로 송출한다. 이 헤더 정보는 PID 
검출 회로(303)에 의해 검출되는 PID를 포함하여서, PAT가 PAT 버퍼(304)로부터 검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 PAT는 PAT 디코더(305)에 의해 검출되며, 프로그램 결합 세그먼트(program association segment, 이
하 p.a.s.라 함)는 p.a.s. 검출 회로(306) 및 p.a.s. 버퍼(307)를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가변 프로그램 결합 리스트(variable  program association list, 이하 v.l.p.a.s.라 함)가 p.a.s.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v.l.p.a.s.버퍼(310) 및 v.l.p.a.s. 검출 회로(309)를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이 
v.l.p.a.s.는   v.l.p.a.s.  디코더(311)에  의해 디코드되며,  고정 길이 프로그램 리스트(fixed  length 
program list, 이하 f.l.p.l.이라 함)는 f.l.p.l.버퍼(313), f.l.p.l. 검출 회로(312), 및 f.l.p.l. 디
코더(314)를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이 f.l.p.l.은 4-바이트 고정 길이 데이터(fixed length data)이
며, 최초의 16 비트가 프로그램 번호(이하 p.n.이라 함)를 표시한다. 이어서 p.n.  검출 회로(375)  및 
p.n. 버퍼(316)를 사용하여 출력된 프로그램 번호가 디코더 유닛(13)으로 제어 신호(217)로서 공급된다.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버퍼(214)의 구조 및 동작은 제1 실시
예에서와 동일하고, 따라서 설명은 생략한다. 제9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번호 검출 회로(40)
에 의해 디코드된 다수의 프로그램 번호(41)가 있다고 가정하고, 프로그램 선택 회로(42)는 프로그램 번
호 검출 회로(40)로 접속된다. 프로그램 번호 선택 회로(42)에 의해 이행될 몇 가지 선택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프로그램 번호를 선택하는 경우, 이 번호가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 번호의 우선 순위가 인코더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 번호의 상향 순서에 
따라, 선택 이력(履歷)에 따라 (과거의 큰 발생 빈도 우선), 프로그램 번호의 검출 순서에 따라, 또는 
이전 동작 중에 최종 선택된 프로그램 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실시예에서, 비록 그 선택 기능이 프로그램 번호 선택 회로(42)에 의해 이행되었지만, 디코더(13)로 
할당될 수 있다.

VTR(100)과 디코더 유닛(13)을 물리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방법은 어떤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비트 스트림 및 제어 신호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케이블로써 접속될 수 있으며, 또는 IEEEP1394 
등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접속될 수 있다.

본 발명은 VTR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CD-ROM 등의 다른 데이터 재생 장치에도 적용 가능함은 물론
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술된 제1 실시예에서, 테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가 다중화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검출되고, 검출된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가 비트 스트림과 함께 출력된다. 따라서, 재생 비트 스트
림이 정확하게 디코드될 수 있으며, 데이터 재생 장치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제어 정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번호간의 전이 기간 중에서도 양호한 재생 신호가 항상 획득되어질 수 있다.

제2 실시예에서,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가 선택되고 출력된다. 따라서, 재생 
신호가 다수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할지라도, 사용자 선택 또는 프로그램 번호의 우선 순위에 의해 항
상 양호한 재생 신호가 획득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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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화된 비트 스트림(multiplexed bit stream)을 기록/재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에 있어서, (a) 재생 
중에 상기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 및 (b) 상기 데이터
의 속성에 관한 검출된 정보 및 상기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 수단에 출력하는 출력 수단 - 상기 디코딩 
수단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상기 검출된 정보에 따라 상기 비트 스트림을 디코드함 - 을 포함하
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스트림은 패킷화된 데이터 그룹을 포함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그룹은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
터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MPEG2 비디오(ISO/IEC13818-2)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의해 인코
드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MPEG2 오디오(ISO/IEC13818-3)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의해 인코
드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ATV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의해 인코드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는 상기 데이터 그룹을 식별하기 위한 신호인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는 MPEG2 시스템(ISO/IEC13818-1)에 의해 규정된 방식
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번호인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된 비트 스트림의 다중화는 MPEG2 시스템(ISO/IEC13818-1)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부합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된 비트 스트림의 다중화는 ATV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부합하는 데이터 재
생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적 출력 수단을 가지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출력 수단은 사용자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선택된 정보 세트는 다른 정보에 우선하여 출력되는 데이터 재생 장
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
우, 상기 선택적 출력 수단에 제공된 선택 수단은 인코딩을 통해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데이터
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
우, 상기 선택적 출력 수단에 제공된 선택 수단은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각각의 신호값
으로부터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들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
우, 상기 선택적 출력 수단에 제공된 선택 수단은 과거에 선택된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의 이
력(履歷)으로부터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
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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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
우, 상기 선택적 출력 수단에 제공된 선택 수단은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의 검출 순서로부터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다수의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17 

데이터 재생 장치에 있어서, (a) 다채널 비트 스트림들 및 상기 비트 스트림들에 관한 속성 정보를 기록
하는 데이터 기록 수단, (b) 상기 데이터 기록 수단으로부터 판독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속성 정
보를 추출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 (c) 상기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된 상기 속성 정
보에 따라 상기 비트 스트림을 디코드하는 디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 수단은 자기 테이프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 수단은 CD-ROM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다수의 속성 정보 세트를 출력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드 수단은 선정된 선택 방법에 따라 상기 다수의 속성 정보 세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상기 비트 스트림을 디코드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2 

다중화된 비트 스트림을 기록/재생하기 위한 데이타 재생 장치에 있어서, (a) 저장 수단으로부터 직렬로 
된 복수의 파트들(parts) 및 상기 파트들에 관한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비트 스트림을 판독하는 판독 수
단; 및 (b)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상기 속성 정보를 디코딩 수단에 출력하는 출력 수단 - 상기 
디코딩 수단은 상기 속성 정보에 관한 상기 검출된 정보에 따라 상기 비트 스트림을 디코드함-을 포함하
는 데이타 재생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 정보는 상기 파트들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번호들을 포함하는 데이타 재생 
장치.

청구항 24 

다중화된  비트  스트림을  기록/재생하기  위한  데이타  재생  방법에  있어서,  (a)  직렬로  된  복수의 
파트들(parts) 및 상기 파트들에 관한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비트 스트림을 저장 수단으로부터 판독하는 
판독 단계, 및 (b) 상기 판독 단계에서 판독된 상기 속성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 단계 - 상기 속성 정보
는 상기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해 출력됨 - 를 포함하는 데이타 재생 방법.

청구항 25 

 데이터 재생 장치에 있어서, (a) 비트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 매체로부터 비트 스트림 데
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수단 - 상기 비트 스트림 데이터에는 코드화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
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속성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포함됨 -; (b) 상기 재생 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비트 스트림 데이터로부터 상기 속성 데이터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 및 (c)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
된 상기 속성 데이터 및 상기 재생 수단에 의해 재생된 상기 비트 스트림 데이터를 디코딩 수단에 출력
하는 출력 수단 - 상기 디코딩 수단은 상기 속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비트 스트림을 디코드함 -을 포함
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 데이터는 MPEG2 시스템(ISO/IEC13818-1)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부합하는 프
로그램 번호인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화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속성 데이터는 패킷화된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화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MPEG2 시스템(ISO/IEC13818-1)에 의해 규정된 방식
에 의해 다중화된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화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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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MPEG2 비디오(ISO/IEC13818-1)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의해 인코
드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MPEG2 오디오(ISO/IEC13818-3)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의해 인코
드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ATV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의해 인코드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화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ATV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의해 다중화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4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수단은 상기 비트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 매체로부터 다수의 
프로그램들의 코드화된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있는 비트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며, 상기 비트 스트림 데
이터는 상기 비트 스트림 데이터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 각각을 식별하기 위한 속성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상기 복수의 속성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속성 데이터를 출력하는 선택 수단을 갖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사용자가 상기 복수의 속성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인코딩을 통해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복수의 속성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과거에 선택된 상기 속성 데이터의 이력으로부터 결정된 우선 순위
에 따라 상기 복수의 속성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속성 데이터를 검출하는 순서로부터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복수의 속성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이터 재생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8-6

등록특허10-0263827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8-7

등록특허10-0263827



    도면7

    도면8

    도면9

8-8

등록특허10-0263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