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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구영창

전체 청구항 수 : 총 129 항

(54)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시스템의 제어 방법, 및 그들에 이용하는 프로

그램 및 기록매체

(57) 요약

시청자가 콘텐츠의 재생을 일시 정지한 후 지장없이 재개할 수 있는 NVOD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트림 송신 시스

템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하고, 복수의 채널에서, 시간을 어긋나게 하면서 스테이지마다 전송하

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는 스테이지마다 수신하면서 기록 및 재생을 행한다. 임의의 스트림의 스테이지(S2)를 재생 중

에 일시 정지한 경우, 이 스테이지(S2)는 수신 처리를 계속하여, 기록해 둔다. 재생을 재개한 경우, 수신하고 있던 스테이

지(S2)의 도중부터 재생함과 동시에, 다음의 스테이지(S3)를 수신하여, 기록을 행한다.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와 재

생 레이트가 상이하여도 된다.

대표도

도 9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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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각각이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에 있어서,

스트림을 송신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을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

각각이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에 있어서,

스트림을 송신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을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스트림을 전송하는 스트림 데이터 전

송 수단과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과 콘텐츠 관리 수단과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과 유저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

각각이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에 있어서,

스트림을 송신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을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스트림을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과 콘텐츠 관리 수단과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과 유저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스트림 수신부와 유저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스트림 수신부와 유저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부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과 스트림 수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수신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부는 표시 수단과 조작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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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을 암호화하는 스트림 암호화 수단을 구비함과 함께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암호화

된 스트림을 복호하는 스트림 복호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암호화 수단 및 상기 스트림 복호 수단은, 비밀키 암호 시스템 또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 중 적어도 어느 한쪽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

하여 관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7.

제3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 상호 간의 상기 타임 시프트 시간을, 상기 스트림 데이터 송신 시스템

으로부터 상기 스트림 데이터 수신 시스템에 상기 스테이지 중 1개의 스테이지를 전송하는 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

의 재생 레이트와 대략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

의 재생 레이트보다도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0.

제3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1개의 스테이지 기간 내에 전송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 가능한 용량의 기억 영역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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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상기 기억 영역은, 복수의 링 버퍼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구비하고, 스트림을 기록/재생하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중에

재생 중단 조작을 행하여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중단한 후에 재생을 재개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3.

제2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은, 각 스테이지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전

송 요구가 있었을 때에 그 전송 요구가 있던 스테이지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4.

제2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 보존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가 그 스테이지의 기간

내에 재생 가능한 분이 저장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기 특정 스테이지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할지의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5.

제2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 채널을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스테이지마다 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6.

제2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상기 스트림 데이터

의 스테이지마다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공개특허 10-2007-0040403

- 4 -



청구항 17.

제2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특정 스트림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대하여, 특정한 상기 스테이지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그 특정한

상기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스테이지마다 예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

스템.

청구항 19.

제2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적어도, 전송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ID, 재생하고 있는 스테이지

의 번호, 그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리스트, 재생하고 있는 스테이지

의 개시 시간을 포함하는 전송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 스테이지 전송 시간의 데이터 항목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

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 또는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각 스테이지에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키가 더 포함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2.

제19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다음의 타임 시프트 시간에 전송하는 스테이지의 번호, 다음의 타임 시

프트 시간에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리스트, 다음의 타임 시프트 시간

에 전송하는 스테이지에서의 전송 개시 시간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3.

공개특허 10-2007-0040403

- 5 -



제1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관리 수단은,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ID, 콘텐츠의 이름, 스테이지 수, 재생 레이트, 전송 레이트, 토탈 재생

시간, 현재의 그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의 기준으로 되기 위한

전송 기준 시간, 그 콘텐츠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각 스테이지의 저장 정보와 같은 데이터 항목을 적어도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그 콘텐츠를 시청한 때의 요금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 또는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상기 콘텐츠의 부가 정보도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

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6.

제23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상기 각 스테이지의 저장 정보에는, 상기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각 스테이지의 위치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관리 수단은, 그 유저의 이름, 그 유저의 ID, 그 유저가 시청한 콘텐츠의 ID의 리스트, 그 유저가 시청한 모든 콘

텐츠에 걸려있는 요금과 같은 데이터 항목을 적어도 포함하는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

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은, 콘텐츠 리스트 요구/콘텐츠 리스트 응답, 콘텐츠 시청 요구/콘텐츠 시청 응답, 스테이지 전

송 요구/스테이지 전송 응답,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시청 캔슬 확인을 적어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호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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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콘텐츠 리스트 응답을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의 리스트가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0.

제1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이 콘텐츠 시청 응답을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의

정보와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와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

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콘텐츠의 수신 및 재

생을 중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2.

제30항 또는 제31항에 있어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 0으로 되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표시 수단에는 상기 표시

수단에 콘텐츠 시청을 스타트하기 위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

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콘텐츠 시청을 스타트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시된 후,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

단은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중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콘텐츠 시청을 스타트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시된 후,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스타트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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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기 조작 수단이 조작의 지시를 수신한 경

우,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기 위한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6.

제31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선택/결정을 수신하면, 상기 콘텐츠의 재생이 일시 정지하고, 상

기 표시 수단에는 상기 콘텐츠의 재생이 중단하고 있는 취지의 통지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

드 시스템.

청구항 37.

제31항 내지 제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선택/결정을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다이얼로그가 표시되고, 상기 다이얼로그 중에는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캔슬하는 「예」

버튼과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계속하는 「아니오」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

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예」버튼을 선택/결정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상기 콘텐츠

의 수신 및 재생을 캔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아니오」버튼을 선택/결정하는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시스템은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0.

제31항 내지 제3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의 재개를 나타내는 버튼을 선택/결정하는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으로부터

는, 이미 표시되어 있는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기 위한 버튼이 소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1.

공개특허 10-2007-0040403

- 8 -



제31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은, 컨트롤 버튼, 상하 좌우 버튼, 실행 버튼을 적어도 구비하거나 리모콘 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조작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 전송 수단은 지상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은 지상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쌍방향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

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3.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 전송 수단은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제어 데

이터 전송 수단은,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쌍방향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4.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 전송 수단은 CATV용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은, CATV의 IP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하여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

드 시스템.

청구항 45.

제1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수단은 I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 및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6.

제44항 또는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수단은 IP 멀티캐스트 전송 기능을 가지며, 상기 스트림 데이터는 상기 IP 멀티캐스트 전송 기능을 이용

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7.

제44항 내지 제4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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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트림 데이터는 상기 IP 네트워크에서 R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

드 시스템.

청구항 48.

제1항 내지 제4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는 MPEG 스트림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49.

스트림을 송신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을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을 구비하고, 복수의 동일 콘텐츠의 스트

림 데이터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테이지 단위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의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과,

수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스테이지 단위로 축적하는 스텝과,

축적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0.

스트림을 송신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을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을 구비하고, 복수의 동일 콘텐츠의 스트

림 데이터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고, 분할된 상

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테이지 단위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과,

수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스테이지 단위로 축적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1.

제49항 또는 제50항에 있어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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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스텝

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2.

제49항 내지 제5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콘텐츠 시청의 재개를 촉구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수신에 따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일시 정지하고 있는 상기 콘텐

츠의 재생을 재개하는 스텝과,

콘텐츠의 재생의 재개에 따라, 콘텐츠의 재생 중단에 관련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소거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3.

제49항 내지 제5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를 요구하는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수

신하는 스텝과,

콘텐츠와 콘텐츠 정보를 관련지어 저장하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 정보로서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준으로 되는 전

송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에 상기 전송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각보다 후의 임의의 시각을, 상기 전송 기준

시간으로서 설정하는 스텝과,

콘텐츠에 관한 메시지 정보를 작성함과 함께 판독한 상기 콘텐츠 정보를 상기 메시지 정보와 관련짓는 파라미터에 저장하

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 정보에 관해서, 그 콘텐츠 정보와 관련지어진 상기 메시지 정보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를 작성함과

함께,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송신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4.

제49항 내지 제5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고, 지정된 콘텐츠 ID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재생 채널이 할당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채널 번호로부터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재생 스테이지 번호가 1이고 스테이지 개시 시간이 장래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재생 예약을 하여도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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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지 않은 채널을 찾는 스텝과,

에러의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송신하는 스텝과,

콘텐츠에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기준 시간을 현재의 시각부터 앞에서 끊기 좋은 시간으로 하여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하는 스텝과,

기준 시간과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을 0 이상의 수를 상수배로 하여 더한 값이 현재보다 앞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예약

재생하여도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결정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채널 번호 및 콘텐츠 ID 및 재생 스테이지 번호와 시청자 정보 및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포함하

는 상기 채널의 정보를 기입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의 등록을 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시청자 정보를 더하는 스텝과,

통신 채널, 스테이지 개시 시간, 스테이지 재생 시간, 스테이지 수, 전송 레이트, 재생 레이트를 상기 파라미터에 넣어 스트

림 수신 시스템에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5.

제49항 내지 제5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때는,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파라미터의 추출을 하는 스텝과,

지정된 콘텐츠 ID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재생 채널이 할당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채널 번호로부터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재생된 스테이지 번호에서 스테이지 개시 시간이 장래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재생 예약하여도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

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있는 채널을 찾는 스텝과,

채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에러의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송신하는 스텝과,

콘텐츠에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기준 시간을 현재의 시각부터 앞에서 끊기 좋은 시간으로 하여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하는 스텝과,

기준 시간과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을 0 이상의 수를 상수배로 하여 더한 값이 현재보다 앞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예약

재생하여도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결정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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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채널 번호 및 콘텐츠 ID 및 재생 스테이지 번호와 시청자 정보 및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포함하

는 상기 채널의 정보를 기입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의 등록을 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시청자 정보를 더하는 스텝과,

통신 채널,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파라미터에 넣어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6.

제49항 내지 제5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때는,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파라미터의 추출을 하는 스텝과,

지정된 콘텐츠 ID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재생 채널이 할당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채널 번호로부터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재생된 스테이지 번호에서 스테이지 개시 시간이 장래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재생 예약하여도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

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이, 지정된 재생 스테이지 번호의 1개 전의 스테이지가 현재 재생중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

텝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채널을 찾는 스텝과,

채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에러의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송신하는 스텝과,

콘텐츠에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기준 시간을 현재의 시각부터 앞에서 끊기 좋은 시간으로 하여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하는 스텝과,

기준 시간과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을 0 이상의 수를 상수배로 하여 더한 값이 현재보다 앞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예약

재생하여도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결정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채널 번호 및 콘텐츠 ID 및 재생 스테이지 번호와 시청자 정보 및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포함하

는 상기 채널의 정보를 기입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의 등록을 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시청자 정보를 더하는 스텝과,

이미 다음 스테이지가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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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다음 스테이지의 재생 번호 재생 시간을 기입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다음 스테이지의 시청자 정보를 추가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이, 통신 채널,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파라미터에 넣어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

시지를 송신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57.

제49항 내지 제5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때는,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여 파라미터의 추출을 하는 스텝과,

지정된 콘텐츠 ID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그 콘텐츠의 시청 요금을 조사하는 스텝과,

지정된 유저 ID로부터 상기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그 유저의 토탈 요금에 금회 시청하는 콘텐츠의 시청 요금을 더하는 스텝과,

토탈 시청 콘텐츠의 리스트에 금회 시청하는 콘텐츠 ID를 추가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58.

제49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때는,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여 파라미터 등의 추출을 하는 스텝과,

지정된 유저 ID로부터 이하 유저 ID를 검색하는 스텝과,

토탈 시청 콘텐츠 리스트를 조사하는 스텝과,

이미 그 콘텐츠가 시청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지정된 콘텐츠 ID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그 콘텐츠의 시청 요금을 조사하는 스텝과,

그 유저의 토탈 요금에 금회 시청하는 콘텐츠의 시청 요금을 더하는 스텝과,

토탈 시청 콘텐츠의 리스트에 금회 시청하는 콘텐츠 ID를 추가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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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9.

제49항 내지 제5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때는, 시청 캔슬 확인 메시

지를 수신하여 파라미터의 추출을 하는 스텝과,

지정된 콘텐츠 ID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재생되어 있는 또는 재생하는 채널 번호를 조사하는 스텝과,

채널 번호로부터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스텝과,

그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리스트로부터 지정된 유저 ID를 삭제하는 스텝과,

시청자 리스트로부터 시청 유저가 한 사람도 없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송신의 캔슬을 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를 삭제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채널의 정보를 삭제하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재생 채널 번호 리스트로부터 그 채널 번호를 삭제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0.

제49항 내지 제5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를 검출한 때는,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의 검출 처리를 하는 스텝과,

콘텐츠 ID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저장 정보로부터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조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송신의 준비를 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를 모두 전송이 끝났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스텝과,

판독한 스테이지 데이터를 소정의 채널에서 송신하는 스텝과,

다음의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조사하는 스텝과,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채널 정보를 삭제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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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대응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재생 채널 번호 리스트로부터 그 채널 번호를 삭제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송신 종료 처리를 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암호화의 키를 추출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스텝

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2.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채널을 사용하여 다음의 스테이지 데이터도 송신하는지 조

사하는 스텝과,

다음의 스테이지 데이터를 송신할 필요가 있는지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상의 콘텐츠의 정보에서 다음의 재생 스테이지 번호, 시청자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현

재의 재생 스테이지 번호, 시청자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 시간에 복사하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상의 콘텐츠의 정보에서 다음의 스테이지 번호, 시청자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클리어하

는 스텝

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3.

제49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상기 조작 수단에 입력된 콘텐츠 리스트 취득 요구에 기초하여 콘텐츠 리스트를 요구하는 스

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콘텐츠 리스트 요구의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4.

제49항 내지 제6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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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파라미터 등의 추출

을 하는 스텝과,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가 에러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가 에러이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표시 수단에 에

러 표시를 시키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가 성공이면, 상기 콘텐츠 관리 수단이 메시지의 파라미터로부터 콘텐츠 리스트의 정보를

추출하여 리스트 표시 가능하도록 정형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콘텐츠 리스트를 표시시키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5.

제49항 내지 제6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표시된 상기 콘텐츠 리스트 중의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는 지시를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콘텐츠 시청 요구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6.

제49항 내지 제6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파라미터 등의 추출을

하는 스텝과,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가 에러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에러 표시를 시키는 스텝과,

상기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가 성공이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대하여 스트림 데이

터를 기록하는 기록 영역을 확보시키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를 등록하여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세트하는 스텝과,

시청하는 콘텐츠의 정보와 콘텐츠 시청을 개시 가능한 시간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와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 유저 인터

페이스의 버튼을 표시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7.

제49항 내지 제6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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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콘텐츠의 시청 개시의 지시를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과,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이 종료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 재생의 중단 명령이 발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판독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디코드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표시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8.

제49항 내지 제6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콘텐츠의 시청이 개시되기 전에 상기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는 지시를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의 송신을 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던 경우, 그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를 삭제하는 스텝과,

상기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리세트하는 스텝과,

현재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을 취소하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의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기록되어 있는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삭제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69.

제49항 내지 제6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파라미터 등의 추출

을 하는 스텝과,

응답 메시지가 에러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응답 메시지가 에러이면,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리세트하고, 에러를 표시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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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의 등록을 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70.

제49항 내지 제6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를 검출하여 파라미터 등의 추출을 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번호가 1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테이지 번호가 1이면, 시청하는 콘텐츠의 정보와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개시하는 버튼을

표시하고,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리세트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의 준비를 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과,

수신한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스트림 데이터의 계속의 데이터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수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스트림 데이터의 계속의 데이터이면, 그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하는 스

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현재 최후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타임 시프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의 수신/재생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스테이지 종료시에 기록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예측하는 스

텝과,

다음의 스테이지의 전송 시간 내에서 재생에 필요한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세트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스테이지의 최후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 수신의 후처리를 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71.

제49항 내지 제7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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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콘텐츠 재생 중에 입력된 콘텐츠 재생 일시 정지 요구에 기초하여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

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기 위한 버튼을 유저 인터페이스로서 표시하

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72.

제49항 내지 제7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콘텐츠 시청이 개시되어 있을 때에 입력된 콘텐츠 시청 캔슬 요구에 기초하여, 정말로 캔슬을

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촉구하는 다이얼로그를 제시하는 스텝

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73.

제49항 내지 제7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콘텐츠 시청이 개시되어 있을 때에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실행하는 경우에, 콘텐츠 시청 캔슬

요구를 수신하여 시청의 캔슬의 확인을 촉구하는 스텝과,

시청의 캔슬이 촉구된 후에, 콘텐츠 시청 캔슬 요구를 다시 수신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

에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재생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재생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스트림 데이터 재생의 중단 명령을 발생시키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를 삭제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리세트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경우,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을 취소하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면, 기록되어 있는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삭제하는 스텝과,

표시에 관한 화면의 절환을 행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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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항 내지 제7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는 지시를 수신하는 실행하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 재생의 중단 명령을 발생시키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 재생이 일시 정지시키고 있는 것을 시청자에게 알리는 메시지와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는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는 버튼을 표시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75.

제49항 내지 제7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는 지시를 수신한 경우, 또는 콘텐츠 시청이 개시한 후

에 콘텐츠 재생의 일시 정지 또는 캔슬의 지시를 수신한 경우에, 또한 콘텐츠 재생의 일시 정지 또는 캔슬을 해제하는 지시

를 수신한 경우에, 화면 상에 표시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이 일시 정지시키고 있는 것을 시청자에게 알리는 메시

지와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는 버튼을 비표시로 하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이 종료하였는지의 여

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 재생의 중단 명령이 발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판독하는 스텝과,

판독한 스트림 데이터의 디코드를 하는 스텝과,

스트림 데이터를 표시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현재 최후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타임 시프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스테이지 데이터의 수신/재생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스테이지 종료시에 기록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예측하는 스

텝과,

다음의 스테이지의 전송 시간 내에서 재생에 필요한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세트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송신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76.

공개특허 10-2007-0040403

- 21 -



제49항 내지 제75항 중 어느 한 항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청구항 77.

제76항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78.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

서,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79.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

서,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과 콘텐츠 관리 수단과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과 유

저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전송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0.

제78항 또는 제79항에 있어서,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과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1.

제78항 내지 제8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2.

제78항 내지 제8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트림을 암호화하는 스트림 암호화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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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암호화 수단은 비밀키 암호 시스템 또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

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4.

제78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

하고 또한 관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5.

제78항 내지 제8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 상호 간의 상기 타임 시프트 시간을, 상기 스트림 데이터 송신 시스템

으로부터 스트림 데이터 수신 시스템에 1개의 상기 스테이지를 전송하는 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

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6.

제78항 내지 제8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레이트와 대략 동일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7.

제78항 내지 제8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 레이트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레이트보다도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8.

제78항 내지 제8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은, 각 스테이지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전

송 요구가 있었을 때에 그 전송 요구가 있던 스테이지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결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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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항 내지 제8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 보존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가 그 스테이지의 기간

내에 재생 가능한 분이 저장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상기 특정 스테이지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할지의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0.

제78항 내지 제8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 채널을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스테이지마다 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1.

제78항 내지 제9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관리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상기 스트림 데이터

의 스테이지마다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2.

제78항 내지 제9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특정 스트림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3.

제78항 내지 제9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은, 전송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ID, 재생하고 있는 스테이지의 번호,

그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리스트, 재생하고 있는 스테이지의 개시 시

간과 같은 항목을 적어도 갖는 전송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4.

제9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스테이지 전송 시간의 데이터 항목도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5.

제93항 또는 제9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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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각 스테이지에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키도 더 포함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6.

제93항 내지 제9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다음의 타임 시프트 시간에 전송하는 스테이지의 번호, 다음의 타임 시

프트 시간에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리스트, 다음의 타임 시프트 시간

에 전송하는 스테이지에서의 전송 개시 시간도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7.

제78항 내지 제9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관리 수단은,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ID, 콘텐츠의 이름, 스테이지 수, 재생 레이트, 전송 레이트, 토탈 재생

시간, 현재의 그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의 기준으로 되기 위한

전송 기준 시간, 그 콘텐츠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각 스테이지의 저장 정보와 같은 데이터 항목을 적어도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8.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그 콘텐츠를 시청한 때의 요금도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99.

제97항 또는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 항목에는, 상기 콘텐츠의 부가 정보도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100.

제97항 내지 제9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상기 각 스테이지의 저장 정보에는, 상기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각 스테이지의 위치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101.

제78항 내지 제10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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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저 관리 수단은, 그 유저의 이름, 그 유저의 ID, 그 유저가 시청한 콘텐츠의 ID의 리스트, 그 유저가 시청한 모든 콘

텐츠에 걸려있는 요금과 같은 데이터 항목을 적어도 포함하는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102.

제78항 내지 제10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은, 콘텐츠 리스트 요구/콘텐츠 리스트 응답, 콘텐츠 시청 요구/콘텐츠 시청 응답, 스테이지 전

송 요구/스테이지 전송 응답,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시청 캔슬 확인을 적어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호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청구항 103.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

서,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하는 스트림 수신부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4.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

서,

스트림 수신부와 유저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부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과 스트림 수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수신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부는 표시 수단과 조작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5.

제103항 또는 제104항에 있어서,

스트림 복호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6.

제105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복호 수단은, 비밀키 암호 시스템 또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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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항 내지 제10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1개의 스테이지 기간 내에 전송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 가능한 용량의 기억 영역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8.

제107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상기 기억 영역은, 복수의 링 버퍼를 형성하고, 또는 링 버퍼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구조체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9.

제103항 내지 제10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중에 재생 중단 조작을 행하고,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중

단한 후에 재생을 재개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0.

제103항 내지 제10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대하여, 특정한 상기 스테이지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그 특정한

상기 스테이지에서의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스테이지마다 예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1.

제103항 내지 제1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이 콘텐츠 리스트 응답을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의 리스트가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2.

제103항 내지 제1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이 콘텐츠 시청 응답을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의 정보와 콘텐츠 시청이 가능

하게 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와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3.

제1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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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콘텐츠의 수신 및 재

생을 중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4.

제112항 또는 제113항에 있어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 0으로 되면, 상기 표시 수단에는 상기 표시 수단에 콘텐츠 시청을 스타

트하기 위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5.

제1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콘텐츠 시청을 스타트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시된 후,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

을 중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6.

제1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콘텐츠 시청을 스타트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이 제시된 후,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스타트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청구항 117.

제112항 내지 제1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기 조작 수단이 조작의 지시를 수신한

경우,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버튼과,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기 위한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8.

제112항 내지 제1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선택/결정을 수신하면, 상기 콘텐츠의 재생이 일시 정지하고, 상

기 표시 수단에는 상기 콘텐츠의 재생이 중단하고 있는 취지의 통지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9.

제112항 내지 제1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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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선택/결정을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에는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다이얼로그가 표시되고, 상기 다이얼로그 중에는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캔슬하는 제1 버

튼과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계속하는 제2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20.

제119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제1 버튼을 선택/결정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캔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21.

제119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제2 버튼을 선택/결정하는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시스템은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을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22.

제112항 내지 제1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이 상기 콘텐츠 시청의 재개를 나타내는 버튼이 선택/결정하는 지시를 수신하면, 상기 표시 수단으로부터

는, 이미 표시되어 있는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기 위한 버튼이 소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23.

제112항 내지 제1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수단은, 컨트롤 버튼, 상하 좌우 버튼, 실행 버튼을 적어도 구비한 리모콘 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조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

청구항 124.

복수의 동일 콘텐츠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는 스텝과,

스트림 송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테이지 단위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스텝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25.

제1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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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이 암호화하는 스텝

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26.

복수의 동일 콘텐츠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제

어 방법으로서,

상기 스트림 수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수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스테이지 단위로 축적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스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27.

제12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수신 수단이 암호화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스텝

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28.

컴퓨터에 제124항 내지 제127항 중 어느 한 항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청구항 129.

제128항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보다 많은 채널에서 보다 많은 콘텐츠가 방송되어 오고 있다. 또한, CATV 시스템도 디

지털화되면서, 다채널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채널화된 방송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비디오 온 디멘드(이하 「VOD」라고 칭함)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이하 「NVOD」라고 칭함)의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다. VOD는 시청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콘텐츠를

수신 시스템에 표시시켜 즐길 수 있지만, 시청자의 사정에 따라 채널의 할당을 행하여 콘텐츠를 방송할 필요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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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디지털화에 의해 채널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청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

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임의의 일정 시간의 타임 시프트에 따라, 1개의 콘텐츠를 복수의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NVOD

가 개발되어 있다.

도 57은, 종래의 NVOD에서 방송할 때의 각 채널의 타임 테이블(B)을 도시한 것이다. 방송하는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가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것인 경우, 기준 시간 T1에서 채널 CH1을 사용하여 반복 스트림 데이터가 방송된다. 또한, 채

널 CH2를 사용하여 기준 시간 T1보다도 15분 후부터 반복 스트림 데이터가 방송된다. 이하, 15분씩 어긋나게 하여, 채널

CH3, CH4, CH5, CH6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가 방송된다. 이에 의해, 시청자는 최대로도 15분의 대기 시간만으로, 언

제나 이 콘텐츠를 처음부터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되어 방송되는 채널이 증가하여도 NVOD에는 한계가 있어, 다수의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는 것은 불가능

하다. 예를 들면 각 콘텐츠의 시청 시간이 90분인 100개의 콘텐츠를 15분의 타임 시프트로 NVOD를 사용하여 동시에 즐

기기 위해서는 600(90/15*100) 채널이 필요해져서, 이 채널수는 현실적인 숫자는 아니다.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 문헌 1에서는 수신 시스템측에서 시청자측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 콘텐츠를

방송하는 채널을 할당하여 요구가 있던 콘텐츠를 방송하는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 도 58에 그 구체예를 도시한다.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스트림 데이터를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타임 테이블로 콘텐츠의 방송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면,

도면에서의 시청 요구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시간 관계에서 시청자로부터 콘텐츠 시청의 요구가 있던 경우, 채널

CH1, CH3, CH5, CH6은 각각 시청자가 존재하므로 방송할 필요가 있지만, CH2, CH4는 시청자가 없으므로 방송할 필요

가 없다. 따라서 시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쓸모없는 방송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도면의 설명에서는 미리 채널이 할당되어 있

다고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로 임의의 타임 시프트의 시간 내에 시청자로부터의 시청 요구가 있던 경우에만 채널

을 할당하여 방송한다(예를 들면, 특허 문헌 1 참조).

또한, 방송국측에 시청자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임의의 채널에서의 시청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

널의 방송을 중지하는 기술도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특허 문헌 2 참조).

한편, NVOD에 의해, 임의의 일정 시간 대기하면 특정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지만, 시청자의 사정에 따라 콘텐츠의 시청

을 일시 정지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 문헌 3에 기재된 기술에서는, NVOD로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부분부터 최저 타임 시프트분을 기록 장치에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시킨다. 그리고, 시청자가 일시 정지를 해제시켜 시청을

재개한 때에는, 기록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시킨다. 이에 의해, NVOD의 시청자는, 일시 정지시킨 곳

부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도 59에 상기 기술의 예를 도시한다. (A)에 도시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B)에 도시하는 타임 테이블로 NVOD의 방송이 행

하여지고 있을 때에,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청자가 CH3에서 스트림 데이터의 시청 중에 일시 정지를 시킨 경우, 이

후의 데이터는 수신 시스템의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기록 영역에 기록된다. 이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기록 영역은,

최저 타임 시프트분의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하다. 일시 정지 중에는 계속하여 그 채널에서 방송의

수신을 행하여 기록 장치에 스트림 데이터의 기록을 하지만, 상기 수신 시스템의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 기록을 할 수 없

게 되면 그 채널의 수신을 중지한다. 그리고 시청의 재개를 한 때에, 일시 정지하고 있는 시간이 타임 시프트의 시간을 초

과하면, 시청하는 채널을 CH4로 변경하고,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에 이어지는 부분

으로 되면, 그곳부터의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한다. 시청의 재개는,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재생을 행하여, 일시 정지한 곳부터 시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광의의 의미에서의 「인터넷」은, 복수의 네트워크가 상호 접속되어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의 「인터넷」은 협의의 의미에서, TCP/IP를 사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인 것을 가리킨다)의 브

로드 밴드화가 진행되어, 스트림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거나, 인터넷 방송 기술로서 알려지는, 라이브 영상 등을

온 타임으로 전송하면서, 동시에 시청하거나 하는 것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통상 디지털화된 스트림 데이터는 압축화되어 방송된다. 예를 들면, CS/BS 디지털 방송이나 지상 디지털 방송에

서는, 영상은 MPEG2(ISO/IEC13818-2(ITU-T H.262))에 의해 디지털화·압축되어 방송되고 있다. 그 레이트(여기서는

재생 레이트라고 부른다)는 통상의 방송(SD, Standard Definition)이면 약 6Mpbs이다. 또한, 방송할 때의 전송의 레이트

(여기서는 전송 레이트라고 부른다)도 재생 레이트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재생 레이트와 전송 레이트가 상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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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보내져 온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측의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 기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스트림을 기록하

기 위한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기록 용량은, 콘텐츠의 길이, 재생 레이트의 값, 재생 레이트와 전송 레이트의 비율

에 따라 상이하다.

라이브 방송이면 재생 레이트와 전송 레이트가 동일해야 하지만, NVOD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전송 레이

트가 재생 레이트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면 연속적인 재생이 시

작되지 않지만, 전송 레이트가 재생 레이트보다 높다면,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

지만, 곧 재생이 시작된다. 오히려, 전송 레이트를 높이면, 필요한 채널수가 적어진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재생 레이

트와 전송 레이트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신 시스템측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고, 기록하기 위한 용량이 일

정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크기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기록 용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통상, 재생 레

이트와 전송 레이트는 동일하게 되어 있다.

특허 문헌 1: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9-182054호

특허 문헌 2: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9-18858호

특허 문헌 3: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7-307936호

[발명의 개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러나, 도 57 및 도 58에 도시하는 양태에 의해 실시하면, 일시 정지 후, 재생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CH4에 동일한 콘텐

츠의 스트림 데이터가 타임 시프트분 어긋나 방송되어야 하는데, CH4에서 일시 정지 전과 마찬가지로 스트림 데이터를 방

송하기 위하여 그 전의 타임 시프트 시간 내에 시청자로부터의 시청 요구가 없던 경우, 그 타임 시프트 시간에서의 방송이

없게 되므로, 다음의 타임 시프트분 어긋나 방송되고 있는 채널이 방송되고 있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어, 일시 정지

후,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시 정지 후에는, 그 채널을 계속하여 수신하고, 그 후의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 장

치에 계속하여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일시 정지가 언제 발생하고, 재생의 재개가 언제 행하여질지는 사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수신 시스템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에서는 1개의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보존하는 만큼의 대용량

의 버퍼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재생 레이트와 전송 레이트가 상이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의 경우, 수신기측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하

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용량의 기록 장소가 필요하게 되고, 그 크기는 콘텐츠의 길이, 재생 레이트의 값, 재생 레이트와 전

송 레이트의 비율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의로 정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 시스템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

의 기록 영역은 역시 상당한 크기의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신 시스템측에서 스트림 재생을 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재

생을 재개하여도 재생 불능으로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수신 시스템의 기록/재생 수단에 과대한 기억 영역을 설

정할 필요가 없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제어 방법, 및 그것들에 이용하는 프로그

램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은, 수신 시스템측에서 스트림 재생을 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재생을 재개하여도 재생 불능으로 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고, 또한, 수신 시스템의 기록/재생 수단에 과대한 기억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제어 장

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제어 방법, 프로그램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

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 수

신 시스템과 스트림 데이터 전송 수단과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

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여 관리함으

로써, 전송하는 채널을 동적으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스트림은 전송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스트림 송신 양태의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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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가능해지고, 수신 시스템측에서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일시 정지한 후에 다시 재생하는 경우에도 재생 불능에 빠

지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신 시스템측의 스트림 데이터는 스테이지 단위의 용량으로 기록하면 재생 가능하게 되므로, 스

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기록 용량을 과대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스트림 데이터 전송 수단과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과 콘텐츠 관리 수단과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과 유저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스트림 수신부와 유저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고, 상

기 스트림 수신부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과 스트림 수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수신 관리 수단을 구

비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부는 표시 수단과 조작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

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전송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을 별개로 가지므로, 위성 통신과 인터넷망을 병

용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별개의 통신 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과 콘텐츠 관리 수단과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과 유저 관리 수단을 구

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스트림 수신부와 유저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부는 스트림 기록/

재생 수단과 스트림 수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수신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부

는 표시 수단과 조작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

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전송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 송신과 제어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데이터 교신 수단만을 가지므로, IP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동일한 통신 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시스템

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은 스트림 암호화 수단을 구비함과 함께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은

스트림 복호 수단을 구비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이나, 상기 스트림 암호화 수단 및 상기 스트림 복호 수단은, 비

밀키 암호 시스템 또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

된다.

그리고, 암호화 수단이나 복호 수단을 구비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시큐러티가 높은 스트림

데이터의 송수신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

성한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하고 또한 관리를 행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이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1개의 스테이지 기간 내에 전송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의 기억 영역을 갖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

스템과 같이,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를 정확하게 송수신하여 관리하기 위한 각종의 구성을 구비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의해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각종의

구성을 구비함으로써, 스테이지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를 지장 없이 송신하여 순서대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중에 재생 중단 조작을 행하여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중단한 후에 재생을 재개하기 위한 구성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일시 정지하고 또

한 재생을 재개하기 위한 각종의 구성을 구비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의해서도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일시 정지한 후에 또한 재생을 재개하기 위한 각종의 구성을 구비함으로써, 재생 재개 시

의 시청 트러블을 방지하여 유저가 이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이 스트림 데이터에 의한 콘텐츠의 시청을 행하기 위한 각종 메시지를 쌍방향으로 송신

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의해서도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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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제어 데이터를 쌍방향으로 교환함으로써, 스트림의 송신을 수신 시스

템을 이용하는 유저측의 요구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콘텐츠 재생의 일시 정지나 재개 등을 지장 없이 확

실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스트림 데이터 전송 수단과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복수의 동일 콘텐츠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의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

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의 스트림 송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테이지 단위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수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

이 수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스테이지 단위로 축적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스텝을 갖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는 전송 스텝

을 가짐으로써, 전송하는 채널을 동적으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스트림은 전송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스트림 송신 양태

의 상세한 설정이 가능해지고, 수신 시스템측에서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일시 정지한 후에 다시 재생하는 경우에도 재생

불능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신 시스템측의 스트림 데이터는 스테이지 단위의 용량으로 기록하면 재생 가능하게

되므로,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기록 용량을 과대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본 방법은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

이터 전송 수단을 별개로 갖는 스트림 송신 수단에서 이용하므로, 위성 통신과 인터넷망을 병용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별개의 통신 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시스템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복수의 동일 콘

텐츠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의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

스템의 스트림 송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테이지 단위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스텝과, 상

기 스트림 수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수신한 상기 스트림 데이

터를 스테이지 단위로 축적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스텝을 갖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송신과 제어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교신 수단만을 이용함으로써, IP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사 비디오 온 디

멘드 시스템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동일한 통신 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시스템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이 암호화하는 스텝

과, 상기 스트림 수신 수단이, 암호화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스텝을 더 갖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함으로써, 높은 시큐러티 레벨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표시 수단에 표시된 콘텐츠 시청의 재개를 나타내는 버튼을 선택

/결정하는 지시를 상기 조작 수단이 수신한 경우에,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일시 정지하

고 있는 상기 콘텐츠의 재생을 재개하는 스텝과, 상기 표시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수신 및 재생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나

타내는 정보와, 상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버튼과, 상기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기 위한 버튼을 소거하는 스텝을 구비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과 같이, 복수의 스테이

지 단위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재생하고, 또한 일시 정지 후에 재생을 재개하는 것을, 실현하여 관리하기

위한 각종의 스텝을 구비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의해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스텝을 구비함으로써,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에 의해 콘텐츠를 배신하거나, 재생하거

나, 또한 일시 정지 후에 재생을 재개하는 것을, 지장 없이 원활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컴퓨터에 상기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어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기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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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

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을 간이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

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서,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과 콘텐츠 관리 수단과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

단과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과 유저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

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전송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은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전송함으로써, 전송

하는 채널을 동적으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스트림은 전송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스트림 송신 양태의 상세한 설정이 가

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또한 스트림 데이터 전송 수단과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을 구비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의

해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송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을 별개로 갖는 스트림 송신 수단에서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위성 통

신과 인터넷망을 병용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별개의 통신 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상기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

성한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하고 또한 관리를 행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과 같이,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

의 송신이나 송신 관리를 행하기 위한 구성을 구비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의해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이나 송신 관리를 행함으로써, 수신 시스템측에서 콘텐츠의 재생이

나 일시 정지 후의 재생 재개를 적절한 양태에 의해 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

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하여 형성한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

하는 스트림 수신부를 구비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수신부는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스테이지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이나 기록 및 재

생을 간이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가 각각 타임 시프트되어 송신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

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서, 스트림 수신부와 유저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고, 상기 스트림 수신부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과 스트림 수신 수단과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과 스트림 수신 관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유저 인터페이스부는 표

시 수단과 조작 수단을 구비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의 스트림 수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여 전송된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스트림 데이터는 스테이지 단위의 용량으로 기록하면 재생 가능하게 되므로,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의 기록 용량을 과대하

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또한 스트림 복호 수단을 구비한 스트림 수신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이 복호 수단을 가짐으로써, 암호화된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스템에서도 본 발명을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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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 중에 재생 중단 조작을 행하여 상

기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중단한 후에 재생을 재개할 수 있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같이,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스트

림 데이터의 수신 및 재생 또한 일시 정지 후의 재생 재개를 실행하여 관리하기 위한 각종의 구성을 구비한 스트림 수신 시

스템에 의해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리고,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재생·일시 정지 후의 재생 재개를 행하기 위한 각종의 구성을 구비

함으로써, 콘텐츠의 재생이나 일시 정지 후의 재생 재개를 적절한 양태에 의해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

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이 상기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마다 구획한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하는 스텝과, 스트림 송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스테이지 단위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스텝을 갖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의 제어 방법과 같이, 스테이지 단위로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이나 송신 관리를 적

절한 양태에 의해 행하기 위한 각종 스텝을 구비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과제는, 복수의 동일 콘텐츠를 각각 타임 시프트하여 송신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

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스트림 수신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

림 기록/재생 수단이 수신한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스테이지 단위로 축적하는 스텝과,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이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스텝을 갖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제어 방법과 같이, 콘텐츠의 재생이나 일시 정지 후의 재생

재개를 적절한 양태에 의해 행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따르면, 시청자로부터 콘텐츠 시청의 예약이 들어간 시점에서 채널을 할당하

고, 스트림 데이터 전송의 시간이 오면 할당된 채널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하므로, 임의의 콘텐츠에 대하여

복수의 채널을 사용하여 항상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해야만 하는 종래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비하

여 리소스의 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따르면, 시청자는 콘텐츠 시청 중에 시청의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후에 일시 정지된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따르면, 시청자가 없는데도 쓸모없이 채널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송신할 필요가 없고, 또한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 중에 시청의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시 정지된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따르면, 시청자는 콘텐츠의 시청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임의의 일정

시간 이후이면 자유롭게 좋아하는 시간부터 시청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따르면, 콘텐츠의 스트림의 재생 레이트와 전송 레이트를 동일하게 할 필

요가 없어,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타임 시프트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거나,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채

널을 절약하거나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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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이용되는, 인터넷에서의 멀티캐스트 전송예를 도시한

모식도.

도 6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콘텐츠 송신의 타임 테이블의 제1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콘텐츠 송신의 타임 테이블의 제2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콘텐츠 송신의 타임 테이블의 제3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콘텐츠 송신의 타임 테이블의 제4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제1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제2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제3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제1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제2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제3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스테이지 데이터의 저장 장소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유저 관리 데이터의 예의 도면.

도 18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사용하는 리모콘 장치의 조작부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 리스트의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 시청의 선택을 한 후 시청 개시 가능하게 될 때

까지의 대기 상태의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시청이 개시 가능하게 된 상태의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 시청 중에 리모콘 장치의 컨트롤 버튼을 눌렀

을 때의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 시청의 일시 정지 처리를 행하고 있을 때의 화

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 시청 중에 콘텐츠의 시청의 캔슬을 실행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의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 내의 스트림 기록용 버

퍼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스트림 수신 시스템과 스트림 송신 시스템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제어 데이

터의 시퀀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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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28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29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0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1A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1B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2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3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4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5A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5B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6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7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8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9A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39B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0A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0B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1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2의 (A)부터 (D)까지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도 및 스트림 송신 시스템 사이에서 송

수신되는 제어 데이터의 시퀀스도.

도 43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4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5의 (A)부터 (D)까지는, 위와 같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도 및 스트림 송신 시스템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제어 데이터의 시퀀스도.

도 46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7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48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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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50A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50B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51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제4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2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흐름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도.

도 53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4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5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3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6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의 제4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7은 종래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콘텐츠 송신의 타임 테이블.

도 58의 (A), (B)는, 종래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콘텐츠 송신의 타임 테이블.

도 59의 (A), (B)는, 종래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서의 콘텐츠 송신의 타임 테이블.

[부호의 설명]

1, 1A, 1B, 1C, 1D: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

0001: 스트림 송신 시스템

0002: 스트림 수신 시스템

0003: 스트림 수신부

0004: 유저 인터페이스부(UI부)

0005: 스트림 전송 수단

0006: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

0007: 데이터 전송 수단

0101: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

0102: 콘텐츠 관리 수단

0102a: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0103: 스트림 송신 수단

0104: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

0105: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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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a: 전송 데이터베이스

0106: 유저 관리 수단

0106a: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

0111: 표시 수단(디스플레이)

0112: 조작 수단

0113: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

0114: 스트림 수신 수단

0115: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

0116: 스트림 수신 관리 수단

0201: 스트림 암호화 수단

0202: 스트림 복호 수단

1001: 지상 디지털 방송 수신 단말기

1002: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1003: 인터넷망

1004: 쌍방향 통신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1005: 지상 디지털 방송국

1006: 지상 디지털 방송용 전파탑

1007: 위성 방송 지상 설비

1008: 위성 방송용 위성

1009: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1101: BS 디지털 수신 단말기

1010: CATV 방송국

1011: CATV용 STB

1201: CATV용 수신 단말기

1012: 인터넷을 사용한 NVOD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1013: 콘텐츠가 저장되어 인터넷을 사용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송신하는 컴퓨터 시스템

1014: 인터넷을 사용하여 NVOD의 제공을 받는 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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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인터넷으로부터의 스트림 데이터를 표시하는 수신 단말기

2000: 리모콘 장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제1 실시 형태)

이하에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에서 부호 0001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으로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 내의 콘텐츠를 송신하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부호 0002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으로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 내의 콘텐츠를 수신하여 재생하는

유저의 단말기를 나타낸다.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수신부(0003)와 유저 인터페이스부(이하「UI부」라고 칭함)(0004)로 구성된다. 스

트림 수신부(0003)는 일시적으로 수신한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한 기록한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스트림 기록/

재생 수단(0113),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 처리를 하는 스트림 수신 수단(0114), 제어 데이터의 송수신 처리를 하는 제어 데

이터 송수신 수단(0115), 제어 데이터의 송수신을 통하여, 혹은 상기 UI부(0004)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 제어를 하는 스트림 수신 관리 수단(0116)으로 구성된다. UI부(0004)는, 유저에게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제어용의 화

면을 표시하는 표시 수단(0111)과, 콘텐츠의 재생·일시 정지·선택 등 조작을 하기 위한 조작 수단(0112)으로 구성된다. 표

시 수단(0111)은, 예를 들면 텔레비전 수상기나 퍼스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 의해 실현되고, 조작 수단(0112)은 텔레비

전 수상기나 퍼스널 컴퓨터에 내장된 화상 조정부 등에 의해 실현된다. 그리고,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의해 일시

적으로 기록된 스트림 데이터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의해 재생되고, 표시 수단(0111)에 의해 표시된다. 스트

림 기록/재생 수단(0113)은, 예를 들면 일시 캐쉬를 구비한 CPU와 같이, 수신한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축적하고, 또한, 연

속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을 갖는 각종 기구에 의해 실현된다. 또한,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0115)은, 스트림 데이터의 수

신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기구로서, 텔레비전 수상기나 퍼스널 컴퓨터에 내장된 CPU 등에 의해 실현

된다.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복수의 콘텐츠 데이터를 기억하여 지정된 콘텐츠의 재생을 하는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

(0101)과, 콘텐츠의 관리를 하는 콘텐츠 관리 수단(0102)과,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을 하는 스트림 송신 수단(0103)과, 제

어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는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0104)과, 스트림 송신의 관리를 하는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0105)

과, 유저의 관리를 하는 유저 관리 수단(0106)으로 구성된다.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0101)과 상기 스트림 송신 수단

(0103)은, 상용의 콘텐츠 정보를 배신하는 업무용 서버 또는, 홈 서버 등 각종 민생용 서버이다.

또한, 콘텐츠 관리 수단(0102) 및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0105) 및 상기 유저 관리 수단(0106)은, 각종의 데이터 기억 매

체이며, 콘텐츠 관리 수단(0102)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를 구비하여 콘텐츠 데이터나 이 콘텐츠 데이터에 부수하

는 각종 정보를 축적하고, 또한,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0105)은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구비하여 전송에 필

요한 각종 정보를 축적하고, 또한, 유저 관리 수단(0106)은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를 구비하여 유저 정보를 축적

한다. 또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에 축적되는 데이

터의 양태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그리고,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0104)은,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기구로서, 서

버에 내장된 CPU 등에 의해 실현된다.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의 스트림 데이터

의 전송은, 스트림 전송 수단(0005)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스트림 전송 수단(0005)은, 광 파이버 케이블이나 지상파 디지

털 방송의 전파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의 연속적인 송신에 알맞은 통신 시스템의 통신망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 생각된다.

또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제어 데이터는, 제어 데이터 전송 수

단(0006)에 의해 전송된다. 이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0006)은, 스트림 데이터의 송수신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확실하게 송신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면 IP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망 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이 스트림 데이터는, NVOD에서 복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멀티캐스트 전송에 의해 실현하기 위

한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도 5에 멀티캐스트 전송의 모식도를 도시한다. 서버로부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패킷

을 전송하는 데에, 수신처 어드레스로서 244.1.1.1의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지정되어 있던 경우, 이 어드레스의 수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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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4에 패킷이 보내진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멀티캐스트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IP 패킷의 수신처 어드레스로서 통상의 어드레스와는 상이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패킷의 전송

을 행한다.

도 1에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한 쌍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각각 복수 있어도 된

다.

도 1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에 콘텐츠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

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서,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0105)은 스트림 데이터를 복수의 스테이지로

분할하고, 복수의 채널에서 각각 시간을 어긋나게 하면서 스테이지마다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하, 도 6, 도 7,

도 8, 도 9에서,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스테이지 분할과 전송의 예를 도시한다.

도 6은 스테이지 분할과 전송의 제1 예로서,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0105)이 스트림 데이터를 6개의 스테이지로

분할(A)하고, 그 스테이지마다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의 타임 테이블(B)을 도시한

것이다.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90분의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6개의 스테이지로 분할한다. 또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타임 시프트 시간을 15분으로 하고, 각각의 스테이지를 15분 동안 전송한다. 즉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과 NVOD의 타

임 시프트가 동일하고, 스트림의 재생 레이트와 전송 레이트가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임의의 시청자가 도면

에서의 화살표로 표시한 시간에 시청 요구를 하면, 기준 시간 T1로부터 45분 뒤인 시간부터 채널 4를 사용하여 스트림의

전송을 행한다(C). 이 도면에서는 시청자는 시청의 일시 정지를 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스트림 데이터의 각 스테이지를 연

속하여 전송한다.

도 7은 스테이지 분할과 전송의 제2 예로서,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4개의 스테이지로 분할(A)하고, 그 스테이지마다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의 타임 테이블(B)을 도시한 것이다. (A)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90분의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4개의 스테이지로 분할한다. 또한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타임 시프트 시간

을 15분으로 하고, 각각의 스테이지를 15분 동안 전송한다. 즉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은 NVOD의 타임 시프트의 1.5배로

되어 있고, 전송 레이트는 재생 레이트의 1.5배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임의의 시청자가 도면에서의 화살표로 표

시한 시간에 시청 요구를 하면, 기준 시간 T1로부터 30분 늦은 시간부터 채널 3을 사용하여 스트림의 전송을 행한다(C).

스트림의 전송은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연속하여 전송이 행하여지고, 그 후의 타임 시프트 시간은 이미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내의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 내에 그 스테이지 시간에 필요한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스테이지 3의 스트림 데이터는 전송되지 않는다(60분 내지 75분). 그 후의 타임 시프트 시간에서는 스테이지 3

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또한 그 후의 타임 시프트 시간에 스테이지 4의 전송이 행하여진다.

도 8은 스테이지 분할과 전송의 제3 예로서, 스트림 데이터를 6개의 스테이지로 분할(A)하고, 그 스테이지마다 스트림 데

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의 타임 테이블(B)을 도시한 것이다.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90분의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6개의 스테이지로 분할한다. 또한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타임 시프트 시간을 15분

으로 하고, 각각의 스테이지를 15분 동안 전송한다. 즉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과 NVOD의 타임 시프트가 동일하고, 스트림

의 재생 레이트와 전송 레이트가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임의의 시청자가 도면에서의 화살표로 표시한 시간

에 시청 요구를 하면, 기준 시간 T1로부터 45분 뒤인 시간부터 채널 4를 사용하여 스트림의 전송을 행한다(C).

이 후 시청자가 화살표로 표시한 시간, 즉 스테이지 3의 스트림을 재생 중에 일시 정지를 행하면, 그 스테이지에서의 스트

림의 수신은 그대로 행하여진다. 또한, 그 다음의 스테이지(스테이지 4)에서도,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스트림 기록/

재생 수단(0113)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계속하여 기록할 수 있으므로,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계속하여 행한다. 그러

나, 스트림 기록 재생 수단에서의 스트림 데이터의 버퍼가 가득 차서 행할 수 없게 되면, 기록은 정지된다.

화살표로 표시한 시점에서 재생이 재개되면, 일시 정지된 시점 즉 스테이지 3의 도중부터 계속하여 스트림의 재생이 행하

여진다. 그리고 다음의 타임 시프트가 시작되는 곳(105분)부터, 아직 모든 스테이지 데이터를 수신되어 있지 않은 스테이

지 4를 수신하기 위하여, 채널이 절환되어 5로 되어 수신을 시작한다. 그리고,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기록되어

있는 스테이지 4의 스트림 데이터의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간다. 이후는 그대로 채널 5를 사용하여 스테이지 데

이터를 수신하면서,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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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스테이지 분할과 전송의 제4 예로서,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4개의 스테이지로 분할(A)하고, 그 스테이지마다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의 타임 테이블(B)을 도시한 것이다. (A)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90분의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4개의 스테이지로 분할한다. 또한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타임 시프트 시간을 15

분으로 하고, 각각의 스테이지를 15분 동안 전송한다. 즉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은 NVOD의 타임 시프트의 1.5배로 되어

있고, 전송 레이트는 재생 레이트의 1.5배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임의의 시청자가 도면에서의 화살표로 표시한

시간에 시청 요구를 하면, 기준 시간 T1로부터 30분 늦은 시간부터 채널 3을 사용하여 스트림의 전송을 행한다(C). 스트

림의 전송은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연속하여 전송이 행하여진다.

이후 시청자가 화살표로 표시한 시간, 즉 스테이지 2의 스트림을 재생 중에 일시 정지를 행하면, 그 스테이지에서의 스트

림의 수신은 그대로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다음의 스테이지(스테이지 3)는,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1개의

타임 시프트 시간 내에 필요한 스트림 데이터가 이미 보존되어 있으므로,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화살표로 나타내진 시점에서 재생이 재개되면 일시 정지된 곳, 즉 스테이지 2의 도중부터 계속하여 스트림의 재생이 행하

여진다. 그리고 다음의 타임 시프트가 시작되는 곳(90분)부터, 다음의 스테이지인 스테이지 3의 데이터를, 채널 1을 사용

하여 수신한다. 또한, 그 다음의 타임 시프트 시간(105분)에서는, 그 타임 시프트 시간 내에 재생이 필요한 스트림 데이터

가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이 행하여지지 않고, 그 다음(120분)의

타임 시프트 시간에서 스테이지 4의 스트림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상 도 6, 도 7, 도 8, 도 9에 도시한 NVOD의 타임 스케줄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상기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는

1개의 스테이지 기간 내에 전송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면 된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하

기 위해서는 링 버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면 된다. 또한, 각 타임 시프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스트림 수신 시스템

(0002)측으로부터 어느 스테이지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요구하여, 스트림 송신 시스템

(0001)으로부터 필요한 스테이지 데이터를 수신받을 수 있다. 이에 의해, 전송하는 채널을 동적으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스트림은 전송하지 않도록 하거나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재생 시간, 스테이지의 분할수, 스테이지의 전송 시간, 재생

시간은 콘텐츠마다 정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마다 타임 시프트 시간을 보다 상세히 세트하거나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송신이나 수신을 간이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도 6 내지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스테이지는 모두 동일

한 크기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콘텐츠를 송신할 때의 각 콘텐츠끼리의 타임 시프트는 모두 동일 간격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0105)은 전송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며, 스테이지 분할한 스트림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하, 도 17 내지 도 20에서, 상기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예를 도시한다.

도 10은, 전송 데이터베이스의 제1 예이다. 이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는, 스트림을 전송하는 채널의 번호, 콘텐츠의

종류를 나타내는 ID, 재생하고 있는 스테이지의 번호, 스테이지의 송신 시간, 스트림의 전송을 하고 있는 시청자의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의 시각의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도 10에 도시하는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서는, 채널 번호 1과 2에서 콘텐츠 ID 1의 콘텐츠가 전송되고, 채

널 1에는 스테이지 1이 채널 2에는 스테이지 2가 전송되고 있다. 채널 4에는 콘텐츠 ID가 2이고 스테이지가 3인 스트림이

전송되고, 채널 3에서는 콘텐츠 ID 3의 스테이지가 4인 스트림이 전송되고 있다.

도 11은,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의 제2 예이다. 이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의 항목은, 도 10에 도시하는 전송 데이

터베이스(0105a) 중 스테이지 전송 시간 이외의 항목인, 스트림을 전송하는 채널의 번호, 콘텐츠의 종류를 나타내는 ID,

재생하고 있는 스테이지의 번호, 스트림의 전송을 하고 있는 시청자의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의 시각의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스테이지 전송 시간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므로, 도 11에 도시한 항목만으로도 관리

할 수 있다.

도 12는,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의 제4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d)에서는, 도 10에 도시

하는 항목인 스트림을 전송하는 채널의 번호, 콘텐츠의 종류를 나타내는 ID, 재생하고 있는 스테이지의 번호, 스트림의 전

송을 하고 있는 시청자의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의 시각에 부가하여, 다음의 스테이지의 번호, 다음의 스테이지의 전송 예

약을 하고 있는 시청자의 리스트, 다음의 스테이지의 개시 시간과 같은 각 항목이 포함된다.

도 12에 도시하는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사용함으로써,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연속하여 송신하는 경우에,

스테이지마다 채널 번호를 절환하지 않아도,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연속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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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콘텐츠 관리 수단(0102)으로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를 가지며, 전송하는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콘텐츠 정보를 데이터로서 축적한다. 이하, 도 13 내지 도 15에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0102a)에 축적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의 예를 도시한다.

도 13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제1 예이다. 이 콘텐츠에서는, 콘텐츠의 ID, 스트림의 이름, 스테이지 수, 스테이

지의 재생 시간, 재생 레이트, 전송 레이트, 토탈 재생 시간, 현재 이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의 리스트, 전송

기준 시간,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에의 포인터, 그 콘텐츠의 요금의 항목이 포함된다.

도면에서의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는 스테이지 데이터의 란에 도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 13에 도시하는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최초의 행에서는, 콘텐츠 A의 ID가 1, 스테이지 수가 5,

스테이지 재생 시간은 15분, 재생 레이트는 6Mbps, 전송 레이트는 6Mbps, 토탈 재생 시간은 75분, 현재 이 콘텐츠를 전송

하고 있는 채널은 1과 2, 전송 기준 시간은 '04/04/04 10:00:00,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가 저장되

어 있는 포인터는 1, 요금은 150엔이다.

도 14는,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제2 예이다. 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는, 도 21에 도시하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 중 스테이지 재생 시간의 항목 이외의 항목인, 콘텐츠의 ID, 스트림의 이름, 스테이지 수, 재생 레이

트, 전송 레이트, 토탈 재생 시간, 현재 이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의 리스트, 전송 기준 시간,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에의 포인터, 그 콘텐츠의 요금의 각 항목이 포함된다. 도면에서의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는 스테이지 데이터의 란에 도시하고 있다. 스테이지 재생 시

간은 토탈 재생 시간과 스테이지 수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므로, 도 14에 도시한 항목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도 15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제3 예이다. 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에서는, 도 13에 도시하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ID, 스트림의 이름, 스테이지 수, 재생 레이트, 전송 레이트, 토털 재생 시간,

현재 이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의 리스트, 전송 기준 시간,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

소의 정보에의 포인터, 그 콘텐츠의 요금의 각 항목에 부가하여, 그 콘텐츠의 부가적인 정보의 항목이 포함된다. 도면에서

의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는 스테이지 데이터의 란에 도시하고 있다. 부가

적인 정보에는, 그 콘텐츠의 출연자, 제작 스텝의 이름, 촬영 장소, 촬영 상황, 개요, 콘텐츠 검색 등에 이용되는 키워드, 사

용 언어, 콘텐츠의 장르, 자막의 유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에 부가적인 정보의 항목을 부가함으로써,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콘텐츠 리스트

를 표시하고 있을 때에, 유저가 콘텐츠의 선택을 할 때에 도움이 되거나, 콘텐츠의 검색·콘텐츠 리스트의 소트 등에 사용하

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도 13 내지 도 15에 도시하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에서는,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포인터처의 기

억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 도 16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에의 포인터처의 데이터인, 콘텐츠의 각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를 도시한다. 이 도 16에 도시

하는 예에서는, 스테이지 데이터 1에는 콘텐츠 A의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나타내고, 스테

이지 데이터 2에는 콘텐츠 B의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의 유저 관리 수단(0106)은,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를 갖는다. 도 17에,

이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의 예를 도시한다. 상기 이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에서는, 유저의 이름, 유저

ID, 그 유저가 시청한 콘텐츠의 리스트, 그 유저가 시청한 콘텐츠에 걸려있는 요금의 항목이 축적 데이터의 대상으로서 나

타나 있다.

예를 들면, 이 도 17의 1열째는, 유저 ID가 a의 Aoki는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의 ID가 1과 3이고, 토탈 요금이 300엔인 것

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조작 수단(0112)은, 리모콘 장치(2000)에 의해 원격 조작한다. 도 18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사용하는 리모콘 장치(2000)의 예의 일부를 도시하고 있다. 이 리모콘 장치(2000)에서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전원을 ON/OFF하는 「전원」버튼(2001)과,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부분을 이동시키거나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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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좌우 상하의 화살표 버튼(2003)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부분에 관련된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한 「실행」버튼

(2004)과,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표시중에 제어용의 다이얼로그를 표시시키기 위한 「CONTROL」버튼이 구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 밖의 버튼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또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표시 수단(0111)에는, 화상 정보나 문자 정보가 표시된다. 도 19는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표시 수단으로서의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되는 콘텐츠 리스트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콘텐츠의

정보로서, 콘텐츠의 장르, 타이틀, 콘텐츠의 재생 시간, 언어, 자막, 콘텐츠가 재생되는 직근의 시각이 표시된다. 이 예에서

는 현재,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리모콘 장치(2000)의 상하 화살표 버튼을 누름으

로써,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표시되어 있는 콘텐츠 리스트의 가장 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또한 위

버튼을 누르면, 콘텐츠 리스트가 아래로 스크롤하여 숨어있는 있는 콘텐츠의 정보가 표시되고 그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다. 최하단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또한 아래 버튼을 누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한 그 아래에 있는 콘텐츠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

유저로부터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서 제공되어 있는 콘텐츠의 리스트를 알려고 하는 요구가 있다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콘텐츠 리스트 요구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보낸다. 그 결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

(0002)에서는 콘텐츠의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하여, 콘텐츠 리스트 응답을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회신한다. 스

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는 콘텐츠 리스트 응답을 수신하면, 그 중의 파라미터를 해석하여 도 19에 도시되는 콘텐츠

리스트가 표시된다.

도 20은, 도 19에서의 콘텐츠 리스트 상에서 포커스되어 있는 콘텐츠가 선택되어, 그 콘텐츠의 보다 자세한 정보가 상기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된 예이다. 이 예에서는, 콘텐츠의 타이틀, 출연자, 재생 시간, 개요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콘텐

츠가 재생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와, 이 콘텐츠의 시청을 취소하기 위한 「CANCEL」버

튼이 표시된다.

여기에서,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CANCEL」버튼이 선택되면, 도 19의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도 21은 콘텐츠 재생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0으로 되었을 때, 즉 콘텐츠의 재생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상기 디스

플레이(0111)에 표시되는 화면예이다. 이 예에서는, 도 20에서 도시한 예와 마찬가지의 콘텐츠의 정보와, 콘텐츠가 재생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 0인 것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이 콘텐츠의 시청을 취소하기 위한 「CANCEL」버튼,

이 콘텐츠의 시청을 개시하기 위한 「START」버튼이 표시된다.

여기에서,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CANCEL」버튼이 선택되면, 도 19의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상기 리모

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START」버튼이 선택되면, 콘텐츠의 시청이 개시되어 이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가 상기 디

스플레이(0111)에 표시된다.

도 22는 콘텐츠 시청 중에, 리모콘 장치(2000)의 「CONTROL」버튼을 눌렀을 때에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되는 화면

예이다. 이 예에서는 콘텐츠가 재생되어 있는 화면에, 콘텐츠 시청을 취소하는 「CANCEL」버튼과, 콘텐츠의 시청을 일

시 정지시키는 일시 정지 버튼과,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하는 재생 버튼이 표시된다. 도 22에서는, 중앙의 버튼이 일시 정지

버튼을 나타내고, 우측의 버튼이 재생 버튼을 나타낸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콘텐츠 시청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콘텐츠 시청이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상기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재생 버튼을 선택하면, 여기에서 표시된 버튼이 소거된다.

도 23은 도 22에서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일시 정지 버튼이 선택된 경우에 표시되는 화면예이다. 이 예에서는, 도

22에 도시한 3개의 버튼에 부가하여, 현재 콘텐츠 시청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문언이 표시된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콘텐츠의 시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상기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재생 버튼이 선택되면, 콘텐츠 시청의 중단이 재개되어 일시 정지한 곳

부터 콘텐츠의 시청이 행하여진다. 또한, 콘텐츠 시청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문언 및 버튼도 소거된다.

도 24는 도 22 또는 도 23에서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CANCEL」버튼이 선택된 경우에 표시되는 화면예이다.

이 예에서는, 도 22 또는 도 23에서 도시된 버튼이 소거되고, 대신에, 콘텐츠 시청의 캔슬의 확인을 위한 다이얼로그가 표

시된다. 이 다이얼로그의 예에서는, 정말로 시청을 캔슬하는지의 여부의 문언과, 캔슬을 실행하는 「예」버튼과, 캔슬을

캔슬하는 「아니요」버튼이 표시된다. 여기에서,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예」버튼을 선택하면, 콘텐츠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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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캔슬된다. 「아니요」버튼이 선택되면 콘텐츠 시청의 캔슬이 캔슬되어 1개 전의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즉 도 22로부터

이 화면으로 천이되어 오면 도 23의 화면으로 되돌아가고, 도 23의 화면으로부터 이 화면으로 천이되어 오면 도 23의 화면

으로 되돌아간다.

도 25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스트림 수신부(0003) 내의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하는 버퍼의 모식도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1부터 16까지의 배열 형식의 버퍼로서, 별도로 이 버퍼에 저장되어 있

는 데이터의 선두와 최후를 나타내는 인덱스 정보가 부가된다.

이 도면에 도시한 상태로부터, 계속하여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최후를 나타내는 인덱스 정보로부

터 배열이 7인 곳에 저장된다. 그리고, 최후를 나타내는 인덱스의 정보는 7을 가리키게 된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판독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선두를 나타내는 인덱스 정보로부터 배열이 12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판독된다. 그리

고, 최초를 나타내는 인덱스의 정보는 13을 가리키게 된다. 인덱스의 정보가 배열의 최후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배열의 선

두 즉 1로 되돌아간다. 또한, 데이터의 최후를 나타내는 인덱스의 다음의 위치가 데이터의 선두를 나타내는 인덱스로 되

면, 이 버퍼에는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게 된다.

이상 나타낸 동작을 함으로써, 도 25와 같이 배열 형식의 데이터 구조를 갖는 버퍼로도, 링 버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

도 26은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과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제어 데이터 및, 전송되

는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의 시퀀스를 도시한다. 또한, 이 시퀀스도의 좌측에 나타내는 화면 이미지(도 26의 (A)부터 (C)

까지)는, 시퀀스의 각 단계에서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상기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되는 화면예이다. 또한,

도 26에서는 제어 데이터로서 송수신되는 것은 메시지의 형식을 상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통신 방법에서도 가능하다.

처음에, 유저가 상기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을 이용하여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상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을 향하여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가 송신된다(스

텝 S(a)-(z)). 상기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콘텐츠 관리 수단(0102)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를 조사하여 콘텐츠의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한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를 콘텐츠 수신 시

스템(0002)에 송신한다(스텝 S(z)-(b)). 콘텐츠 수신 시스템(0002)은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파라미터를

해석하고, 디스플레이(0111)에 콘텐츠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도면에서는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는 1개만 도시되어 있

지만, 콘텐츠의 리스트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콘텐츠 응답 메시지로 분할하여 전송하여도 된다.

유저가 콘텐츠의 리스트로부터 1개의 콘텐츠를 선택한 경우에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

에 콘텐츠 시청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다(스텝 S(b)-(y)). 그때 파라미터로서, 시청자의 유저 ID,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콘텐츠 ID를 건네준다. 콘텐츠 송신 시스템(0001)은 콘텐츠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요구 메시지를 수신

하면, 콘텐츠 관리 수단(0102)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와,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리 수단(0105)의 전송 데이터베

이스(0105a)를 검색하고,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송신한다. 그때 파라미터로서, 스트림

을 전송하는 채널의 번호, 시청 개시 가능한 스타트 시간, 스테이지의 전송 시간, 스테이지 수, 전송 레이트, 재생 레이트,

콘텐츠의 정보 등이 송신된다(스텝 S(y)-(c)).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 콘텐

츠의 정보, 시청 가능한 시간까지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캔슬 버튼 등을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한다.

콘텐츠의 스트림 전송 시간으로 되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지정된 채널을 사용하여 콘텐츠의 최초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한다.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고,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 내의

버퍼에 기록된다(스텝 S(x)-(d)). 또한,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도 변화되고, 콘텐츠의 정보와, 시청 가능

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0인 것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캔슬 버튼, 시작 버튼이 표시된다.

시청자가 조작 수단(0112)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하고, 또한, 콘텐

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송신한다(스텝 S(e)-(w)). 그때 파라미터로서, 시청자의 유저

ID와 콘텐츠 ID를 건네준다.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면, 유저 관리 수단

(0106)의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를 조작하고, 그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시청한 것에 수반하는 과금 처리를 한다.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현재 수신하고 있는 스테이지의 타임 시프트가 종료에 가까워지면, 다음의 타임 시프트에서

필요로 되는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하여,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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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다(스텝 S(t)-(v)). 그때, 파라미터로서 콘텐츠 ID, 스테이지 번호를 전송한다.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조작하고,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회신한다(스텝 S(v)-(g)). 그때, 파라미터로서, 스트림 데이터를 송신하는 채널의 번호, 스타트 시간을 건네준다.

이하,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한 콘텐츠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개시한다(스텝 S(x)-(d)).

이상과 같은 제어 데이터의 송수신,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에 의해, 시청자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을 이용하

여 콘텐츠의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기 각 스텝의 전후에,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 및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행하여지는 신호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도면에 의거하여 이하 설명한다.

도 27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시청자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리스트를 요

구할 때의 플로우차트이다. 즉, 도 27은 도 26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a)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

이다.

우선, 스텝 S1001에서, 시청자로부터 리모콘 장치(2000)에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 리스트 취득 요구가 행하여진다. 다음

으로 스텝 S1002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상의 스텝에 의해, 시청자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리스트를 취득하는 요구가 있던

경우에, 콘텐츠 수신 시스템(0002)은 콘텐츠 송신 시스템(0001)에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서 제공되는 콘텐

츠 리스트의 취득 요구를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도 28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28은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z)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

다.

우선, 스텝 S0001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수

신하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텝 S0002에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를 판독할 준비를 한다. 다음으로 스

텝 S0003에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로부터 1개의 콘텐츠의 데이터를 판독한다. 다음으로 스텝 S0004에서, 콘텐

츠 데이터베이스(0102a) 내의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조사했는지 체크를 한다. 만약 모든 콘텐츠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오) 스텝 S0005를 실행한다.

스텝 S0005에서, 판독한 콘텐츠의 데이터로부터 그 콘텐츠를 재생하고 있는 채널을 조사하고, 그 콘텐츠가 재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스텝 S0006을 실행한다. 만약 설정되어 있다면(예) 스텝

S0007을 실행한다.

스텝 S0006에서, 현재의 시각부터 앞에서 끊기 좋은 시각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 다음으로 스텝 S0007에서, 콘텐츠 정보

를 메시지의 파라미터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스텝 S0003을 실행한다.

스텝 S0004에서 만약 모든 콘텐츠를 조사한(예) 경우에 스텝 S0008을 실행한다. 스텝 S0008에서, 메시지에 부가하는 파

라미터를 패킹하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수신

한 때에,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콘텐츠 리스트를 전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9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29는 도 26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b)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

다.

우선, 스텝 S1101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응답 메시지를 수

신하면, 다음으로 스텝 S1102에서, 응답 메시지가 에러이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에러이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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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03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을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를 하여 시청자에게 알린다. 또한, 스텝 S1102에서 에러가 아닌

경우(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104에서, 메시지의 파라미터로부터 콘텐츠의 리스트를 추출하고, 디스플레이(0111)에 표

시할 수 있도록 정형한다. 다음으로 스텝 S1105에서, 콘텐츠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도 2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디스플레이(0111)에는, 스트림 송신 시스

템(0001)으로부터 송신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리스트(도 19)를 시청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도 30은, 시청자가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되어 있는 콘텐츠의 리스트로부터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선택한 경우의

처리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즉, 도 30은 도 26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b)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

우차트이다.

스텝 S1111에서, 시청자가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리스트

로부터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리모콘 장치(2000)의 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다음으로 스텝 S1112에서, 스트림 수신 시

스템(0002)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콘텐츠 시청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상의 스텝에 의해, 시청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선택한 때에,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콘텐츠 송신 시스템

(0001)에 대하여 시청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시청의 요구를 행할 수 있다.

도 31A 및 도 31B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31A 및 도 31B는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y)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

로우차트이다.

우선, 스텝 S0101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수

신하면, 다음으로 스텝 S0102에서, 메시지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콘텐츠 ID를 사용하여 콘텐츠 관리 수단(0102)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스텝 S0103에서 검색된 콘텐츠의 정보로부터 그 콘텐츠가 현재되어

채널이 할당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면(예) 스텝 S0104에서, 채널 번호로부터 스트림

송신 수단(0103)의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스텝 S0105에서, 검색된 전송 데이터베이스

(0105a)의 각 채널에서, 재생 스테이지의 번호가 1이고 또한 스테이지 개시 시간이 장래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재생

예약을 하여도 스테이지의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제시간에 되지 않는다면(아니오) 스텝

S0106을 실행한다.

한편, 스텝 S0103에서, 채널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그대로 스텝 S0106으로 진행하고, 전송 데이터베이스

(0105a)로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채널을 찾기낸다. 다음으로 스텝 S0107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채널이 발견되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발견되지 않는다면(아니오), 스텝 S0108에서, 비어 있는 채널이 발견되지 않아 스트림을 전송할 수

없으므로 에러의 콘텐츠 시청 응답을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회신하고, 종료한다.

스텝 S0107에서, 비어 있는 채널이 발견되면(예), 스텝 S0109로 진행하고,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콘텐츠의 정보

에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스텝 S0110에서, 기준 시간을 현

재의 시각부터 앞에서 끊기 좋은 시간으로 하여, 그 시간을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에 기입하고, 스텝 S0111을 실행

한다.

한편, 스텝 S0109에서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예) 스텝 S0111로 진행하고, 기준 시간과,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을 0

이상의 수로 상수배하여 더한 값이, 현재의 시각보다 앞이고 또한 지금부터 스테이지 재생의 예약을 하여도 전송이 제시간

에 되는 스테이지 재생 개시 시간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스텝 S0112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 채널 번호, 콘텐

츠 ID, 재생 스테이지 번호, 시청자 정보, 스테이지 개시 시각 등 앞으로 사용할 채널의 정보를 기입한다. 다음으로 스텝

S0113에서,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의 등록을 한다. 이 이벤트는 스테이지 전송 개시 시각으로 되면 발행되고, 스트림

송신 수단(0103)에 지정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을 개시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스텝 S0115를 실행한

다.

스텝 S0105에서, 발견되었다면(예) 스텝 S0114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의 그 채널의 시청자 정보에 시청 예약을

한 시청자를 더한다. 다음으로 스텝 S0115에서, 채널 번호, 스테이지 개시 시간, 스테이지 재생 시간, 스테이지 수, 전송 레

이트, 재생 레이트 등을 파라미터로 하여,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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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때에, 지정된 콘텐츠의 스트림 전송의 예약을 할 수 있다.

도 32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처리

를 도시한다. 즉, 도 32는 도 26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c)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스텝 S1201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수

신하면, 다음으로 스텝 S1202에서, 응답 메시지가 에러이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응답 메시지가 에러이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203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을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하여 시청자에

게 알린다. 또한, 스텝 S1202에서, 응답 메시지가 에러가 아닌 경우(아니오), 스텝 S1204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의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 내에 스트림 데이터를 기록할 영역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스텝 S1205에서, 스테이지 데

이터 수신 이벤트의 등록을 한다. 다음으로 스텝 S1206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의 세트를 행한다.

다음으로 스텝 S1207에서, 디스플레이(0111)에 앞으로 시청할 콘텐츠의 정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을 나타낸 인디케이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을 표시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송신된 콘텐츠 시청 응답 메시지의

수신 처리를 하고, 콘텐츠 시청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도 33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스로 등록한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가 발생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33은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x)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또한, 이 플로우차트에서는 도 10

또는 도 11에 도시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우선 스텝 S0501에서,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를 검출하고, 파라미터 등을 추출한다. 다음으

로 스텝 S0502에서, 이벤트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콘텐츠 ID를 사용하여 콘텐츠 관리 수단(0102)의 콘텐츠 데이터베

이스(0102a)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03에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각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

장되어 있는 장소의 정보에의 포인터를 찾아가고, 스테이지 저장 정보로부터 스테이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영역

의 위치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04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05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전송이 끝났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이 끝났다면(예),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다음으로 스텝 S0506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

(0105a)로부터 그 채널의 정보를 삭제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07에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지정된 콘텐츠 데

이터에서의 재생 채널 번호 리스트로부터 그 채널 번호를 삭제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08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

송신의 종료 처리를 행한다.

한편, 스텝 S0505에서, 아직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이 끝나 있지 않다면(아니오), 다음에,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

텝 S0509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영역으로부터 스트림 데이터를 판독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10에서, 기억 영역으로부터 판독한 스트림 데이터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송신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11에

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다음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영역의 위치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05의

처리를 다시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다.

또한, 도 33의 플로우차트에서는,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를 검출하는 곳부터, 그대로 스테이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플로우차

트를 나타내고 있지만, 스테이지 데이터의 전송을 하는 플로우차트 부분에 대해서는(S0503부터 S0511까지), 별도의 태스

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의해 처리를 하여도 된다. 그 경우에는, 스테이지 데이터의 전송을 하는 태스크, 또는 프

로세스, 또는 쓰레드를 생성/기동시키거나, 정지하고 있는 스테이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

드에 대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재기동시키거나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도 34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스로 등록한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가 발생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34는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x)의 시점에서 도 33에서 행하는 처리를 대신하여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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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플로우차트에서는 도 12에 도시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사용한다. 또한, 도 33의 처리에서는 1개의

콘텐츠에서 연속하여 스테이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채널이 변경될 우려가 있었지만, 도 34의 처리에서는 스테이지를 연속

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한다.

또한, 도 34에서는 도 33에서 도시한 처리와 동일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스텝 번호를 부여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

략한다.

스텝 S0505에서, 스테이지의 모든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이 끝났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0531을 실행한다. 스텝 S0531

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로부터 그 채널에서 다음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도 송신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32에서, 다음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도 송신할 필요가 있는지 체크한다.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아

니오), 스텝 S0506을 실행한다.

스텝 S0532에서, 필요가 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0533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의 채널의 정보에서, 다음의

재생 스테이지 번호, 시청자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현재의 재생 스테이지 번호, 자료자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 시

간에 복사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34에서, 다음의 재생 스테이지 번호, 다음 시청자 리스트, 다음 스테이지 개시 시간을

클리어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03을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다. 또한, 1개의 콘텐츠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연속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

이터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도 34의 플로우차트에서는,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를 검출하는 곳부터, 그대로 스테이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플로우차

트를 나타내고 있지만, 스테이지 데이터의 전송을 하는 플로우차트 부분에 대해서는(S0503 내지 S0511 및 S0531부터

S0534까지), 별도의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의해 처리를 하여도 된다. 그 경우에는, 스테이지 데이터의 전

송을 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를 생성/기동시키거나, 정지하고 있는 스테이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대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재기동시키거나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

다.

도 35A 및 도 35B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내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를

검출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35A 및 도 35B은 도 26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d)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

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스텝 S1601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를 검출하면, 스텝 S1602에서, 수신하

는 스테이지의 번호는 1인지의 확인을 행한다. 스테이지의 번호가 1이면(예) 다음으로 스텝 S1603에서 화면의 컨트롤러

표시를 변경하고, 이미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되어 있는, 시청하는 콘텐츠의 정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인디케이터,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기 위한 버튼에 부가하여, 콘텐츠 시청을 개시하는 버튼을 표시한다(즉

디스플레이(0111)는 도 20의 표시로부터 도 21의 표시로 천이한다). 다음으로 후술하는 스텝 S1604를 실행한다. 또한, 스

텝 S1602에서 스테이지 번호가 1이 아니면 S1603을 행하지 않고 후술하는 스텝 S1604로 진행한다. 다음에, 스텝 S1604

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리세트한다. 다음으로 스텝 S1605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 수

신의 준비를 한다. 다음으로 그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한다. 다음으로 스텝 S1607에서, 수신한 스테이지의 스

트림 데이터가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최후에 이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체크한

다. 이어지는 것이라면(예), 다음으로 스텝 S1608에서, 수신한 스트림 데이터를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서 기록하

고, 후술하는 S1609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1607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아니오), 후술하는 스텝 S1609로 그대로

진행한다.

스텝 S1609에서, 현재 수신하고 있는 것이 최후의 스테이지인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최후라면(예), 다음으로 스텝 S1616

을 실행한다.

스텝 S1609에서, 최후가 아니라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610에서, 현재의 타임 시프트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의 여부를 체크한다. 아직 지나지 않고 있다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616을 실행한다.

스텝 S1610에서, 지났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611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지

의 여부를 체크한다.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612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이 스테이지 종료 시에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기록되는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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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예측한다. 다음으로 S1613에서, 다음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 전송 기간 내에서, 스트

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가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기록되

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614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세트한다. 다음으로 스텝

S1615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다음의 스테이지의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다. 다음으로 S1616을

실행한다.

스텝 S1613에서, 기록되어 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616을 실행한다.

스텝 S1611에서, 세트되어 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616을 실행한다.

스텝 S1616에서, 이 스테이지의 최후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수신했다면(예), 다음으로 스

텝 S1617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 수신의 후처리를 한다. 한편, 스텝 S1616에서, 아직 수신하고 있지 않다면(아니

오), 다음으로 스텝 S1606을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스트림 기록

/재생 수단(0113)에 스트림 데이터의 기록을 한다.

또한, 도 35의 플로우차트에서는,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를 검출하는 곳부터, 그대로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

신/기록하는 플로우차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기록하는 플로우차트 부분에 대해서는

(S1605부터 S1617까지), 별도의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의해 처리를 하여도 된다. 그 경우에는,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기록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를 생성/기동시키거나, 정지하고 있는 콘텐츠의 스트

림 데이터를 수신/기록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대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재

기동시키거나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도 36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스트림의 시청이 가능하게 되어 시청자가 스트림 재생을 위한 스타트 버튼을 누

르고, 스트림의 재생을 할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36은 도 26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e)의 시점에서 행하

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스텝 S1301에서,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된 콘텐츠의 시청을 개시하는 스타트 버튼을 시청자가 선택한다. 다음으로 스

텝 S1302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송신한다. 다

음으로 스텝 S1303에서,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이 종료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한다. 재생이 종료하면(예), 처

리를 종료한다.

스텝 S1303에서, 재생이 종료하고 있지 않다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304를 실행한다. 스텝 S1304에서, 스트림 데이

터 재생의 중단 명령이 발하였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중단 명령이 발하였다면(예), 처리를 종료한다.

스텝 S1304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305을 실행한다. 스텝 S1305에서, 스트림 기록/재생 수

단(0113)에서,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판독을 행한다. 다음으로 스텝 S1306에서, 판독된 스트림 데이터를 디스플

레이(0111)에 표시하기 위하여 디코드를 행한다. 다음으로 스텝 S1307에서, 디코드된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을 행하고, 디

스플레이(0111)에 표시한다. 다음으로 스텝 S1303을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의 개시를 나타내는 버튼을 조작하면, 콘텐츠 시청이 개시된다.

또한, 도 36의 플로우차트에서는, 시청자에 의해 시작 버튼이 선택되는 곳부터, 그대로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

는 처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플로우차트 부분에 대해서는(S1303부터 S1307까지), 별

도의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의해 처리를 하여도 된다. 그 경우에는,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를 생성/기동시키거나, 정지하고 있는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태스크, 또

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대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재기동시키거나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도 37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처

리를 도시한다. 즉, 도 37은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w)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스텝 S0301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면, 다음으로 스텝 S0302에서, 메시지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콘텐츠 ID를 사용하여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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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a)의 검색을 한다. 다음으로 스텝 S0303에서, 그 콘텐츠의 시청 요금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스텝 S0304에서, 메시

지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유저 ID로부터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스텝 S0305에서, 유

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의 그 유저의 토탈 요금에 금회 시청하는 콘텐츠의 요금을 더한다. 다음으로 스텝 S0306에

서,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의 그 유저의 토탈 시청 콘텐츠 리스트에 금회 시청하는 콘텐츠 ID를 더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

신한 때에, 지정된 시청자에게 지정된 콘텐츠의 리스트를 더하고, 토탈 시청료를 더함으로써, 시청자가 어느 콘텐츠를 시

청하고 있는지 관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유료 콘텐츠를 시청하여 달마다 등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도 38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다

른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38은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w)의 시점에서 도 37의 처리를 대신하여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37에서는, 한 사람의 유저가 동일한 콘텐츠를 몇번이고 시청하면 그때마다 요금이 가산되었지

만, 도 38에서는, 이미 과거에 동일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던 경우에는 요금은 가산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도 38에서는, 도 37에서 도시한 처리와 동일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스텝 번호를 부여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 S0301, 스텝 S0304을 실행한 후, 다음으로 스텝 S0311을 실행한다. 스텝 S0311에서, 그 시청자가 과거에 시청한

콘텐츠의 리스트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스텝 S0312에서, 금회 시청하는 콘텐츠가 과거에 시청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체

크한다. 이미 과거에 시청하고 있다면(예) 처리를 종료한다.

아직 그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있다면(아니오), 스텝 S0302을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수

신한 때에, 그 콘텐츠를 과거에 시청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시청자에게 지정된 콘텐츠의 리스트를 더하고, 토탈 시청료를 더

함으로써, 시청자가 어느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지 관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유료 콘텐츠를 시청하여 달마다

등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상정되어 있는 메시지의 시퀀스에서는,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는 응답 메시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응답 메시지를 되돌리도록 하는 시퀀스로 하여도 된다.

도 39A 및 도 39B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

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39A 및 도 39B는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v)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또한, 이 플로우차트에서는 도 10 또는 도 11에 도시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 중 어느 하나를 사용

한다.

우선, 스텝 S0201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

신하면, 다음으로 스텝 S0202에서, 메시지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콘텐츠 ID를 사용하여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

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스텝 S0203에서 검색된 콘텐츠의 정보로부터 그 콘텐츠가 현재되어 채널이 할당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체크한다. 만약, 채널이 할당되어 있다면(예) 스텝 S0204을 실행한다.

스텝 S0204에서, 채널 번호로부터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스텝 S0205에서, 검색된 전송 데이

터베이스(0105a)의 각 채널에서, 지정되어 스테이지 번호이고 또한 스테이지 개시 시간이 장래의 시간이고 또한 지금부터

재생 예약을 하여도 스테이지의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제시간에 되지 않는다면(아니오) 스텝

S0206을 실행한다.

스텝 S0203에서, 채널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스텝 S0206을 실행한다.

스텝 S0206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로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채널을 찾아낸다. 다음으로 스텝 S0207에서, 사

용하고 있지 않은 채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발견되지 않는다면(아니오), 스텝 S0208을 실행한다.

스텝 S0208에서, 비어 있는 채널이 발견되지 않아 스트림의 전송할 수 없으므로 에러의 스테이지 전송 응답을 스트림 수

신 시스템(0002)에 회신하고,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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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0207에서, 비어 있는 채널이 발견되면(예), 스텝 S0209를 실행한다. 스텝 S0209에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0102a)의 콘텐츠의 정보에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스텝

S0210을 실행한다.

스텝 S0210에서, 기준 시간을 현재의 시각부터 앞에서 끊기 좋은 시간으로 하여, 그 시간을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

에 기입하고, 스텝 S0211을 실행한다.

스텝 S0209에서, 기준 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예) 스텝 S0211을 실행한다.

스텝 S0211에서, 기준 시간과, 스테이지의 재생 시간을 0 이상의 수로 상수배로 하여 더한 값이, 현재의 시각보다 앞이고

또한 지금부터 스테이지 재생의 예약을 하여도 전송이 제시간에 되는 스테이지 재생 개시 시간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스텝

S0212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 채널 번호, 콘텐츠 ID, 재생 스테이지 번호, 시청자 정보, 스테이지 개시 시각

등 앞으로 사용할 채널의 정보를 기입한다. 다음으로 스텝 S0213에서,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의 등록을 한다. 이 이벤

트는 스테이지 전송 개시 시각으로 되면 발행되어, 스트림 송신 수단(0103)에 지정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을

개시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스텝 S0215을 실행한다.

스텝 S0205에서, 발견되었다면(예) 스텝 S0214을 실행한다.

스텝 S0214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의 그 채널의 시청자 정보에 시청 예약을 한 시청자를 더한다. 다음으로 스텝

S0215에서, 채널 번호, 스테이지 개시 시간, 스테이지 재생 시간, 스테이지 수, 전송 레이트, 재생 레이트 등을 파라미터로

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

한 때에, 지정된 콘텐츠의 지정된 스테이지의 전송의 예약을 할 수 있다.

도 40A 및 도 40B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

한 때의 별도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40A 및 도 40B는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v)의 시점에서, 도 39A

및 도 39B의 처리를 대신하여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또한, 이 플로우차트에서는 도 12에 도시한 전송 데이터베

이스(0105a)를 사용한다.

그리고, 도 40A 및 도 40B에서는, 도 39A 및 도 39B에서 도시한 처리와 동일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스텝 번호를 부여

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 S0203에서, 채널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스텝 S0221을 실행한다.

스텝 S0205에서, 제시간에 되지 않는다면(아니오) 스텝 S0221을 실행한다.

스텝 S0221에서, 지정된 스테이지 번호의 1개 전의 스테이지가 현재 재생중 인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재생중이 아니면(아

니오) 스텝 S0206을 실행한다. 또한, 재생중이면(예) 스텝 S0222을 실행한다.

스텝 S0222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 다음의 스테이지의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스텝 S0223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 다음의 스테이지의 재생 번호, 재생 시간을 기입

하고, 스텝 S0224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0222에서 등록되어 있다면(예) 그대로 스텝 S0224로 진행한다.

스텝 S0224에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 다음의 스테이지의 시청자 정보를 더한다. 다음으로 스텝 S0215를 실행한

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요구 메시지를 수신

한 때에, 지정된 콘텐츠의 지정된 스테이지의 전송의 예약을 할 수 있다.

도 4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처

리를 도시한다. 즉, 도 41은 도 26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g)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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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텝 S1501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를 수

신하면, 다음으로 스텝 S1502에서, 응답 메시지가 에러이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에러이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503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리세트하고, 다음으로 S1504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을 디스플레

이(0111)에 표시하여 시청자에게 알리고, 다음으로 스텝 S1505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의 등록을 한다. 한편,

스텝 S1502에서 에러가 아니었다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505로 진행하고,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의 등록을

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송신된 스테이지 전송 응답 메시지

의 수신 처리를 하고,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의 준비를 할 수 있다.

한편, 도 42의 (A)부터 (D)까지는 콘텐츠 시청 개시를 하기 전에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한 경우의 스트림 수신 시스템

(0002)과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의 시퀀스를 도시한다. 도면에서, 최초의 스테이지의 스

트림 데이터가 전송될 때까지(스텝 S(x)-(d))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사이에서, 송수

신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도 34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최초의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고(스텝 S(x)-(d)),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시청자로부터 콘텐츠

의 시청을 하는지 혹은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0111)에는 도 22

가 표시된다),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캔슬」을 선택하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을

취소하고,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송신한다(스텝 S(h)-(u))(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0111)

에는 도 24가 표시된다). 그때, 파라미터로서, 시청자의 유저 ID, 콘텐츠 ID를 건네준다.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

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캔슬 메시지를 수신하면,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을 취소하고,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

,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를 조작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에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한 경

우에, 시청의 캔슬을 실행할 수 있다.

도 43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때의 처리를 도

시한다. 즉, 도 43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도 42에서의 (u)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스텝 S0401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

면, 다음으로 스텝 S0402에서, 메시지의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콘텐츠 ID를 사용하여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의

검색을 한다. 다음으로 스텝 S0403에서, 그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채널 번호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스

텝 S0404에서, 채널 번호를 사용하여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스텝 S0405에서, 전송 데이터베

이스(0105a)의 해당하는 채널의 시청자 리스트로부터, 그 시청자를 삭제한다. 다음으로 스텝 S0406에서, 삭제한 결과 시

청자 리스트가 0으로 되었는지의 여부, 즉 시청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시청자가 있다면(아니오), 처리를 종료한

다.

스텝 S0406에서, 체크한 결과 시청자가 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0407에서, 그 콘텐츠의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가

등록되고, 또한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0408에서, 등록되어

있는 스테이지 전송 개시 이벤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스텝 S0410을 실행한다.

스텝 S0407에서, 체크한 결과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면(아니오), 이미 그 스테이지는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이 행하여지

고 있게 되므로, 스텝 S0409에서 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스텝 S0410을 실행한다.

스텝 S0410에서는,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로부터 그 채널 정보를 삭제한다. 다음으로 스텝 S0411에서, 콘텐츠 데이

터베이스(0102a)의 재생 채널 리스트로부터, 그 채널의 번호를 삭제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때

에, 그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할 수 있다. 또한, 그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전송을 취소한

다.

또한, 여기에서 상정되어 있는 메시지의 시퀀스에서는,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는 응답 메시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응답 메시지를 되돌리도록 하는 시퀀스로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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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는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콘텐츠의 선택이 행하여져 콘텐츠 시청의 준비가 완료하고 있을 때에, 시청자에

의해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행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44는 도 42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h)의 시점,

또는 (d)의 시점보다도 전에 캔슬 처리될 때에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스텝 S1401에서,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된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는 캔슬 버튼을 시청자가 선택한다(즉 디스플레이

(0111)의 표시는 도 22로부터 도 24로 천이하고, 도 24의 「예」버튼이 선택된다). 다음으로 스텝 S1402에서, 스트림 수

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송신한다. 다음으로 스텝 S1403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예) 스텝 S1404에서, 스테이지 데이

터 수신 이벤트의 삭제를 행한다. 다음으로 스텝 S1405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의 리세트를 하고,

스텝 S1406으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1403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그대로 스텝 S1406으로 진행한다.

스텝 S1406에서는, 현재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 수신하고 있으면(예), 스텝 S1407에서, 스트

림 데이터의 수신을 취소하고, 스텝 S1408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1406에서 수신하고 있지 않다면(아니오), 그대로 스

텝 S1408로 진행한다.

스텝 S1408에서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서 스트림 데이터의 기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기록을

하고 있으면(예), 스텝 S1409에서,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삭제를 하고, 스텝 S1410으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1408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그대로 스텝 S1410을 실행한다.

스텝 S1410에서는, 디스플레이(0111)의 화면 표시의 절환을 행하고, 콘텐츠 시청의 캔슬이 행하여진 것을 시청자에게 나

타낸다(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0111)에는 도 32가 표시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을 개시하기 전에,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행한 경우에, 스트림 수신 시스템

(0002)은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할 수 있다.

또한, 도 45의 (A)부터 (D)까지는 콘텐츠 시청 중에 콘텐츠의 시청의 캔슬을 한 경우의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과 스트

림 송신 시스템(0001)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의 시퀀스를 도시한다. 도면에서, 콘텐츠의 시청이 개시될 때까지(스

텝 S(x)-(d))의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도 26

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시청자가 리모콘 장치(2000)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하고, 콘텐츠 시청

개시 확인 메시지를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송신한(스텝 S(e)-(w)) 후,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 중에 리모콘 장치

(2000)를 조작하여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하면(즉 디스플레이(0111)의 표시는 도 22로부터 도 24로 천이하고, 도 24의

「예」버튼이 선택된다),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과 콘텐츠의 재생을 취소하고,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송신한다(스텝 S(i)-(t)). 그때, 파라미터로서 시청자의 유저 ID, 콘텐츠 ID를 건

네준다.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으로부터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면, 스트림 데이

터의 전송을 취소하고, 콘텐츠 관리 수단(0102)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0102a),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0105a)의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 유저 관리 수단(0106)의 유저 관리 데이터베이스(0106a)를 조작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A)은, 콘텐츠를 시청 중에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한 경우에,

시청의 캔슬을 실행할 수 있다.

도 46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콘텐츠를 시청 중에 시청자에 의해 리모콘 장치(2000)가 조작되어 컨트롤 버튼이

눌렸을 때의 처리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스텝 S1701에서, 콘텐츠를 시청 중에 시청자에 의해 리모콘 장치(2000)가 조작되어 컨트롤 버튼이 눌려진다. 다음으로 스

텝 S1702에서, 콘텐츠의 시청을 일시 정지하는 버튼과,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는 버튼과,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하는 버

튼이 표시된다(즉, 디스플레이(0111)는 도 22와 같이 표시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리모콘 장치(2000)의 컨트롤 버튼이 눌렸을 때에,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를 캔슬

하거나, 일시 정지하거나 하는 버튼을 표시시켜,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의 컨트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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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은 콘텐츠 시청 중에, 시청자가 리모콘 장치(2000)의 컨트롤 버튼을 누른 후, 캔슬 버튼을 선택한 때의 처리를 도시

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디스플레이(0111)는 도 22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 스텝 S1801에서, 시청자가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캔슬

버튼이 선택/실행된다. 다음으로 스텝 S1802에서, 콘텐츠 시청을 캔슬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위한 다이얼로그가 표시된

다(즉, 디스플레이(0111)는 도 24와 같이 표시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시청자가 리모콘 장치(2000)를 조작하여 캔슬 버튼을 선택한 때에, 콘텐츠 시청의 캔슬을 확인하는

다이얼로그를 표시할 수 있다.

도 48은, 콘텐츠 시청 중에 시청자에 의해 콘텐츠 시청의 캔슬이 실행된 경우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48은 도 45에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이 (i)의 시점에서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S1802의 처리에 의해 디스플레이(0111)에 도 24와 같이 표시된 후, 스텝 S1803에서, 시청자에 의해 리모콘 장치(2000)

가 조작되어 다이얼로그의 「예」의 버튼이 선택된다. 다음으로 스텝 S1804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시청 캔슬

확인 메시지가 송신된다. 다음으로 스텝 S1805에서, 스트림의 재생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일시 정지되어 있

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806을 실행한다. 스텝 S1806에서, 스트림 데이터 재생의 중단 명령을 발생시킨다. 다음으로

S1807을 실행한다.

스텝 S1805에서, 일시 정지되어 있다면(아니오), 다음으로 스텝 S1807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

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체크되어 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808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의 삭제를 한다.

다음으로 스텝 S1809에서, 스테이지 데이터 수신 이벤트 등록 플래그를 리세트한다.다음으로 스텝 S1810으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1807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그대로 스텝 S1810으로 진행한다.

스텝 S1810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의 수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수신을 하고 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811에서,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 수신의 취소를 한다. 다음으로 스텝 S1812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1810에서 수

신하고 있지 않다면(아니오), 그대로 스텝 S1812로 진행한다.

스텝 S1812에서,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서, 스트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기록되어 있

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813에서,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에 기록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의 삭제를 하고, 스텝

S1814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1812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아니오) 그대로 스텝 S1814로 진행한다.

스텝 S1814에서는, 콘텐츠의 시청이 캔슬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콘텐츠 시청 중에 그 콘텐츠의 시청의 캔슬을 할 수 있다.

도 49는 콘텐츠 시청 중에, 시청자가 리모콘 장치(2000)의 컨트롤 버튼을 누른 후, 일시 정지를 시키는 버튼을 선택한 때

의 처리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디스플레이(0111)는 도 22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 스텝 S1901에서, 시청자에 의해 리모콘 장치(2000)가 조작되어

콘텐츠 시청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한 버튼이 선택된다. 다음으로 스텝 S1902에서, 스트림 데이터 재생의 중단 명령을 발

생시킨다. 다음으로 스텝 S1903에서, 디스플레이(0111)에 콘텐츠의 시청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

한다(즉, 디스플레이(0111)는 도 23과 같이 표시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시청자에 의해 리모콘 장치(2000)가 조작되어 콘텐츠의 시청을 일시 정지시키는 버튼이 선택된 경우

에, 콘텐츠의 시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도 50A 및 도 50B는 콘텐츠 시청 중에, 시청자가 리모콘 장치(2000)의 컨트롤 버튼을 누른 후, 재생을 재개하는 버튼을 선

택한 때, 또는 콘텐츠의 재생이 일시 정지되어 있을 때에, 재생을 재개하는 버튼이 선택되었을 때의 처리를 도시하는 플로

우차트이다.

도 50A 및 도 50B에서는, 도 35A 및 도 35B 및 도 36에서 도시한 처리와 동일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스텝 번호를 부

여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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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2001에서, 시청자에 의해 리모콘 장치(2000)가 조작되어 콘텐츠 시청을 재개하기 위한 버튼이 선택된다. 다음으로

스텝 S2002에서,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된 콘텐츠의 시청을 일시 정지하는 버튼과, 콘텐츠의 시청을 캔슬하는 버튼과,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하는 버튼이 소거된다. 다음으로 스텝 S2003에서, 스트림 데이터의 재생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일시 정지되어 있지 않다면(아니오)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스텝 S2003에서 일시 정지되어 있다면(예),

다음으로 스텝 S1303을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시청자에 의해 리모콘 장치(2000)가 조작되어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시키는 버튼이 선택된 경우에, 디

스플레이(0111)에 표시된 스트림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버튼의 소거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처리에 의해, 콘텐츠의 재생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청자에 의해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시키는 버

튼이 선택된 경우에, 디스플레이(0111)에 표시된 스트림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한 버튼의 소거를 하고, 콘텐츠의 스트림 데

이터의 재생이 재개된다.

또한, 도 50의 플로우차트에서는, 시청자에 의해 콘텐츠의 시청을 재개시키는 버튼이 선택되는 곳부터, 그대로 콘텐츠의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플로우차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콘텐츠의 재생을 하는 플로우차트 부분에 대해서는(S1303 내

지 S1307 및 S1609부터 S1615까지), 별도의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의해 처리를 하여도 된다. 그 경우에

는, 콘텐츠의 재생을 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를 생성/기동시키거나, 정지하고 있는 콘텐츠의 재생을 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대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재기동시키거나 함으로써 실현

할 수 있다.

(제2 실시 형태)

다음에,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의 제2 실시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2는 제2 실시 형

태로서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B)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단 동일한 부호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다.

도 2에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기억/재생 수단(0101), 콘텐츠 관리 수단(0102), 스트림 데이터 송신 관

리 수단(0103),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0104), 스트림 송신 관리 수단(0105), 유저 관리 수단(0106)에 부가하여, 스트

림 데이터의 암호화를 행하는 스트림 암호화 수단(0201)으로 구성된다. 또한,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내의 스트림 수

신부(0003)는, 스트림 기록/재생 수단(0113), 스트림 수신 수단(0114), 제어 데이터 송수신 수단(0115), 스트림 수신 관

리 수단(0116)에 부가하여, 암호화된 스트림 데이터를 복호하는 스트림 복호 수단(0202)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2에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사이에서 송수신을 행하는 스트림 전송 수단(0005) 및 제어 데이

터 전송 수단(0006)의 구성은 도 1과 동일하다.

도 2에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한 쌍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각각 복수 있어도 된

다.

도 2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B)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에 콘텐츠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

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므로 시큐어한 시스템을 이룬다.

도 2에 도시한 스트림 암호화 수단(0201) 및 스트림 복호 수단(0202)은 비밀키 암호 시스템 혹은 공개키 암호 시스템 중

한쪽 또는 양쪽을 이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도 51은, 본 실시 형태에 이용되는,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 축적된 스트림 데이터의 제4 예이다. 이 전송 데

이터베이스(0105a)에는, 도 51에 도시하는 항목인, 스트림을 전송하는 채널의 번호, 콘텐츠의 종류를 나타내는 ID, 재생

하고 있는 스테이지의 번호, 스테이지의 송신 시간, 스트림의 전송을 하고 있는 시청자의 리스트, 스테이지 개시의 시각의

각 항목에 부가하여, 스트림 암호화의 키의 항목이 축적된다.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데이터 송신을 행하는 경우, 스트림 암호화의 키를 사

용하여 스트림 암호화 수단(0201)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

한다. 스트림 데이터의 암호화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측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측에서 동일한 암호화 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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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암호화 키를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공유해 두는 비밀키 암

호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 페어로 된 다

른 암호화의 키를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측에서는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측에서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복호한다.

그리고, 도 52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스스로 등록한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가 발생한 때의 처리를 도시한다. 즉,

도 52는 도 26에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이 (x)의 시점에서 도 33의 처리를 대신하여 행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또한, 이 도 33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에서는 도 51에 도시한 전송 데이터베이스(0105a)를 사용한다. 또한, 도 33의 처리

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하고 있었지만, 도 52의 처리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면서 전송한

다.

또한, 도 52에서는 도 33에서 도시한 처리와 동일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스텝 번호를 부여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

략한다.

스텝 S0503을 실행한 후, 스텝 S0521을 실행한다. 스텝 S0521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키를 추출한다. 다

음으로 스텝 S0504을 실행한다.

스텝 S0509를 실행한 후, 스텝 S0522를 실행한다. 스텝 S0522에서, 판독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다음으로 스텝

S0510을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은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스테이지의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도 52의 플로우차트에서는, 스테이지 전송 이벤트를 검출하는 곳부터, 그대로 스테이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플로우차

트를 나타내고 있지만, 스테이지 데이터의 전송을 하는 플로우차트 부분에 대해서는(S0503 내지 S0511 및 S0521,

S0522까지), 별도의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의해 처리를 하여도 된다. 그 경우에는, 스테이지 데이터의 전

송을 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를 생성/기동시키거나, 정지하고 있는 스테이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에 대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재기동시키거나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

다.

또한, 도 51에 도시하는 스트림 데이터의 제3 예는, 본 실시 형태에서 도 26에 도시하는 처리가 행하여질 때, 도 39A 및 도

39B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의 처리에서도 이용된다.

그리고, 상기 이외의 구성 및 처리는, 제1 실시 형태와 동일하다.

(제3 실시 형태)

다음에,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의 제3 실시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3은 제3 실시 형

태로서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C)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단 동일한 부호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다.

도 3에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 및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구성은 도 1에서 도시한 것과 동일하다.

한편,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 전송되는 스트림 데이터와, 스트림 송신 시스템

(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제어 데이터는, 스트림 데이터/제어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0007)에 의해 각각 전송이나 송수신이 행하여진다.

그리고, 본 최량의 형태에서의 그 밖의 구성 및 처리는 상기 제1 실시 형태와 동일하다.

또한, 도 3에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한쌍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각각 복수 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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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C)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에 콘텐츠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

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다.

(제4 실시 형태)

다음에, 이하에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의 제4 실시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4는 제4

실시 형태로서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D)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단 동일한 부호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4에 도시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 및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의 구성은 도 2에서 도시한 제2 최량의 형태와

동일하다. 또한,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사이의 스트림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의 전송은

도 3에서 도시한 것과 동일하다.

도 4에서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과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은 한쌍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각각 복수 있어도 된다.

도 4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D)에 의해,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으로부터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

에 콘텐츠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스트림 수신 시스템(0002)에서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

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므로 시큐어한 시스템으로 된다.

또한, 도 4에 도시한 스트림 암호화 수단(0201)과 스트림 복호 수단(0202)과는 비밀키 암호 시스템 혹은 공개키 암호 시

스템 중 한쪽 또는 양쪽을 이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제어 장치에서의 각 기능을 중심으로 각 실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본 발

명은,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방법으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제어 방법으로서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의 각 기능을 갖는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제어 장치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제어

장치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혹은,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제어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형태도 가능하

다.

본 발명에 따른 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한 기록 매체의 실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록

매체로서는, 구체적으로는 CD-ROM(-R/-RW), 광 자기 디스크, DVD-ROM(-RW/+RW/-R/+R/-RAM), FD, 플래시 메

모리, 메모리 카드, 메모리 스틱 및 그 밖의 각종 ROM이나 RAM 등을 상정할 수 있고, 이들 기록 매체에 전술한 본 발명의

각 실시 형태의 기능을 컴퓨터에 실행시켜, 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여 유통시킴으로써, 해당 기능의

실현을 쉽게 한다. 그리고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에 상기와 같이 기록 매체를 장착하여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프로그

램을 판독하거나, 혹은 정보 처리 장치가 구비하고 있는 기록 매체에 해당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두고, 필요에 따라 판독함

으로써, 본 발명에 관한 각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하에 본 발명에 따른 상기 각 실시 형태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실시예 1)

도 53에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한다. 참조부호 1001은 지상 디지털 방송의 수신

단말기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2는 인터넷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3은 인터넷망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5는 지상 디지털의 방송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6은 지상 디지털의 전파탑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4

는 방송국 내에 설치된 쌍방향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리고, 수신 단말기(1001)는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는 제1 내지 제4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수신부(0003)에 상당하고, 인터텟망(1003)은 제1 및 제2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전송 수단(0005) 및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0006), 또는 제3 및 제4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데이

터/제어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0007)에 상당하고, 컴퓨터 시스템(1004)은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

(0001)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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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53에 도시하는 제1 실시예에서는, 방송국으로부터 NVOD의 콘텐츠 데이터가 지상 디지털의 전파탑을 경유하

여 수신 단말기(1001)에 전송되고, 지상 디지털의 쌍방향 통신 기능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제어를 행하는 제어 데이

터의 송수신이 행하여진다. 또한, 전송하는 스트림 데이터는 MPEG 스트림에 의한 포멧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도 53에서는 방송국과 수신 단말기는 한쌍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각각 복수 있어도 된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

호화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도 53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에 의해, 방송국으로부터 수신 단말기에 지상 디지털 방송의 테두

리 안에서 콘텐츠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수신 단말기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상 디지털의 쌍방향 기능에 의해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다. 또

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면 시큐어한 시스템으로 된다.

(실시예 2)

도 54에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다. 참조부호 1101은 디지털 BS 방송의 수신

단말기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2는 인터넷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3은 인터넷망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105는 BS 디지털의 방송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4는 방송국 내에 설치된 쌍방향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7은 위성 방송의 지상 설비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8은 위성 방송용의 위

성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009는 위성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신 단말기(1001)는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는 제1 내지 제4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수신부(0003)에 상당하고, 인터넷망(1003)은 제1 및 제2 실시 형

태에서의 스트림 전송 수단(0005)에 상당하고, 위성 방송의 지상 설비(1007) 및 위성(1008) 및 안테나(1009)는 제1 및

제2 실시 형태에서의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0006)에 상당하고, 컴퓨터 시스템(1004)은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는 스트

림 송신 시스템(0001)에 상당한다.

도 54에서는 방송국(1105)으로부터 NVOD의 콘텐츠 데이터가 디지털 BS 방송의 위성을 경유하여 수신 단말기에 전송되

고, BS 디지털의 쌍방향 통신 기능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제어를 행하는 제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행하여진다. 또한,

전송하는 스트림 데이터는 MPEG 스트림에 의한 포맷으로 전송할 수 있다.

도 54에서는 방송국(1105)과 수신 단말기(1101)는 한쌍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각각 복수 있어도 된다. 또한, 스트림 데이

터를 암호화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도 6에서는 디지털 BS 방송을 상정한 도면이지만, 디지

털 CS 방송을 이용하여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54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에 의해, 방송국(1105)으로부터 수신 단말기(1101)에 디지털 BS 방송 또

는 디지털 CS 방송의 테두리 안에서 콘텐츠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수신 단말기(1101)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BS 방송 또는 디지털 CS 방송의 쌍방향 기능에 의해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 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면 시큐어한 시스템

으로 된다.

(실시예 3)

도 55에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의 제3 실시예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참조부호 1010은 CATV의 방

송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201은 CATV 방송의 수신 단말기를 나타내고, 참조부호 1202는 CATV의 방송망을 나타낸

다. 참조부호 1011은 CATV의 방송을 수신하고, 또한 CATV를 이용한 쌍방향 통신을 하기 위한 STB이다. 참조부호

1004는 CATV 방송국 내에 설치된 쌍방향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리고, 수신 단말기

(1201)는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는 제1 내지 제4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수신부(0003)에 상당하고, CATV의 방송망

(120)은 제1 및 제2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전송 수단(0005) 및 제어 데이터 전송 수단(0006), 또는 제3 및 제4 실시 형

태에서의 스트림 데이터/제어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0007)에 상당하고, 컴퓨터 시스템(1004)은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

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상당한다.

도 55에서는 CATV 방송국(1010)으로부터 NVOD의 콘텐츠 데이터가 CATV 방송망을 경유하여 STB에 전송되고, 수신

단말기(1201)에 표시된다. 또한, CATV 방송의 쌍방향 통신 기능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의 제어를 행하는 제어 데이터

의 송수신이 행하여진다. CATV 방송의 쌍방향 통신 기능은 CATV 방송망을 사용한 인터넷이어도 된다. 또한, 전송하는

스트림 데이터는 MPEG 스트림에 의한 포맷으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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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에서는 수신 단말기(1201)는 1개만 도시되어 있지만, 복수 있어도 된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55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에 의해, 방송국(1010)으로부터 수신 단말기(1201)에 CATV 방송의 테

두리 안에서 콘텐츠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수신 단말기(1201)는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CATV의 쌍방향 기능에

의해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

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면 시큐어한 시스템으로 된다.

(실시예 4)

도 56에 본 발명의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의 제4 실시예를 도시한다. 1301은 인터넷으로부터의 스트림 데이터

를 표시하는 수신 단말기를 나타낸다. 1014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NVOD의 제공을 받는 STB을 나타낸다. 1002는 인터넷

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나타낸다. 1003은 인터넷망을 나타내고, 1202는 CATV의 방송망을 나타낸다. 1012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NVOD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를 나타낸다. 1013은 콘텐츠 데이터가 저장되어 인터넷을 경유하여 스트림 데이

터를 송신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1004는 프로바이더에 설치된 제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나

타낸다. 그리고, 수신 단말기(1001)는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는 제1 내지 제4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수신부(0003)에

상당하고, 인터넷망(1003) 및 CATV의 방송망(1202)은 제1 및 제2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전송 수단(0005) 및 제어 데

이터 전송 수단(0006), 또는 제3 및 제4 실시 형태에서의 스트림 데이터/제어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0007)에 상당하고,

컴퓨터 시스템(1004)은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하는 스트림 송신 시스템(0001)에 상당한다.

인터넷을 사용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는 IP 멀티캐스트 전송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전송

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는 R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전송하는 스트림 데이터는

MPEG 스트림에 의한 포맷으로 전송할 수 있다.

도 56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NVOD의 프로바이더(1012) 및 수신 단말기(1301)는 각각 1개만 도시되어 있지만, 각각 복

수 있어도 된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56에 도시한 의사 비디오 온 디멘드 시스템(1)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여 NVOD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1012)는, 콘

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인터넷망(1003)을 경유하여 수신 단말기(1301)에 송신한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

하여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유저로부터의 조작에 의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일시 정지나 재생의 재개를 할 수 있

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면 시큐어한 시스템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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