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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IRD(Integrated Receiver-Decoder)는 D-VHS(Digital-Video Home System)의 스마트 파일이 판독되게 하여, D-VHS

가 스마트 파일 정보를 기초로 동작하게 한다. IRD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도록 D-VHS를 지시하며,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

방송 신호로부터 콘텐츠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추출하며, 콘텐츠 내용 및 관련 정보를 D-VHS로 출력한다. D-VHS는 IRD

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입력 콘텐츠 내용 및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더욱이, IRD는 기록된 관련 정보가 D-VHS로부터 판독

되도록 하며, 이를 모니터에 표시하며, 표시된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선택된 프로그램을 재생하

기 위한 지시를 D-VHS로 전송한다. D-VHS는 이런 재생 지시에 따라 콘텐츠 정보를 재생한다.

대표도

등록특허 10-0724650

- 1 -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방송 신호로부터 생성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

에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로서,

상기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추출하는 제1 추출 수단;

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제2 추출 수단;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상기 제1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된 상기 콘

텐트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는 제1 출력 수단;

상기 제2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된 상기 관련 정보를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프로그램의 상기 관련 정보를 송신하라는 명령 - 상기 명령은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하는 것을 개시한 이후의 소정 시각에 수신되어, 상기 관련 정보가 신뢰

할만하게 추출되도록 함 - 을 수신하는 수신 수단; 및

상기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 수단에 의해 포맷이 변환된 상기 관련 정보가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

에 기록되도록, 상기 변환 수단에 의해 포맷이 변환된 상기 관련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는 제2 출력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록 매체는 비디오 카세트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록 매체는 상기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IC 카드인 정보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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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타이틀, 제조자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 코드,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의 기록 위치, 기록 시작 일시, 및 갱

신 횟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6.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방송 신호로부터 생성된 프로그램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전

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정보 처리 방법으로서,

상기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추출하는 제1 추출 단계;

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제2 추출 단계;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상기 제1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상기 콘텐트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는 제1 출력 단계;

상기 제2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상기 관련 정보를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

환 단계;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프로그램의 상기 관련 정보를 송신하라는 명령 - 상기 명령은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하는 것을 개시한 이후의 소정 시각에 수신되어, 상기 관련 정보가 신뢰

할만하게 추출되도록 함 - 을 수신하는 수신 단계; 및

상기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상기 관련 정보가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상기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상기 관련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

하는 제2 출력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7.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그 방송 신호로부터 생성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와 함께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로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추출하는 제1 추출 단계;

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제2 추출 단계;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상기 제1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상기 콘텐트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는 제1 출력 단계;

상기 제2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상기 관련 정보를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

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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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프로그램의 상기 관련 정보를 송신하라는 명령 - 상기 명령은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하는 것을 개시한 이후의 소정 시각에 수신되어, 상기 관련 정보가 신뢰

할만하게 추출되도록 함 - 을 수신하는 수신 단계; 및

상기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상기 관련 정보가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상기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상기 관련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

하는 제2 출력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8.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의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처리 장치로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수단;

상기 제1 획득 수단에 의해 획득된 상기 제1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공급

된 상기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1 기록 수단;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2 명령을 획득하는 제2 획득 수단;

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 송신하라는 제3 명령 - 상기 제3 명령은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하는 것을 개시한 이후의 소정 시각에 수신되어, 상기 관련 정보가 신뢰

할만하게 추출되도록 함 - 을 출력하는 출력 수단;

상기 제3 명령의 응답으로서 상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제3 획득 수단; 및

상기 제2 획득 수단에 의해 획득된 상기 제2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프로그램의 상기 관련 정보를 상기 제1 기록 매체에 부

착된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제3 획득 수단에 의해 획득된 상기 프로그램의 상기 관련 정보를 제2 기록 매체에 기

록하는 제2 기록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록 매체는 비디오 카세트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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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기록 매체는 상기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IC 카드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타이틀, 제조자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 코드,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의 기록 위치, 기록 시작 일시, 및 갱

신 횟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3.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의 프로그램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처리 장치의 정보 처리 방법으로

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단계;

상기 제1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제1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공급된

상기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1 기록 단계;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2 명령을 획득하는 제2 획득 단계;

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 송신하라는 제3 명령 - 상기 제3 명령은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하는 것을 개시한 이후의 소정 시각에 수신되어, 상기 관련 정보가 신뢰

할만하게 추출되도록 함 - 을 출력하는 출력 단계;

상기 제3 명령의 응답으로서 상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제3 획득 단계; 및

상기 제2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제2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상기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제3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프로그램의 상기 관련 정보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2

기록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14.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의 프로그램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이용되며, 프로그램

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로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단계;

상기 제1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제1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공급된

상기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1 기록 단계;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2 명령을 획득하는 제2 획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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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 송신하라는 제3 명령 - 상기 제3 명령은

상기 콘텐트 정보가 상기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하는 것을 개시한 이후의 소정 시각에 수신되어, 상기 관련 정보가 신뢰

할만하게 추출되도록 함 - 을 출력하는 출력 단계;

상기 제3 명령의 응답으로서 상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제3 획득 단계; 및

상기 제2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제2 명령에 기초하여, 상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상기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제

2 기록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제3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프로그램의 상기 관련 정보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

2 기록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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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처리 방법과 이를 위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장

치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를 제어하여 방송 신호 및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해주고, 선택된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해

기록된 관련 정보를 판독함에 의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처리 방법과, 이를 위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관련 정보, 예를 들면 기록된 프로그램의 타이틀, 기록 시간, 영상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상에 기록된 프로그램 길이를 기록하고, 기록된 관련 정보를 리스트로 표시하기 위해 판독하고, 리스트로부터 프로

그램을 선택함으로써, 선택된 프로그램이 카세트 테이프로부터 재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기록된

프로그램들의 관련 정보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IC 카드로서, "SmartCard"(상표)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다. 이 IC 카드는 카세트 테이프에 고정되도록 형성된다. 테이프 카세트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 로드되면, 비디오 카

세트 레코더는 카세트 테이프에 고정된 IC 카드에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IC 카드로부터 기록된 관련 정보를

판독하고, 이 정보를 리스트로 표시하여, 선택되어진 기록된 프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해 리스트 중에서 선택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IC 카드를 갖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사용하여 디지탈

위성 방송을 수신하는 소위 IRD(Integrated Reciever-Decoder)라는 것에 접속되면, IRD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의 콘텐

트들을 나타내는 콘텐트 정보를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통해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 전송하고 카세트 테이프에 콘텐

트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방법에서, IC 카드에 기록을 행하고 그로부터 판독을 행하는 것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메인 장치로부터

의 동작에 의해, 또는 원격 제어기로부터의 동작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어서, IRD에 의해 수신된 콘텐트 정보에 대응하

는 관련 정보가 IC 카드에 기록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본 발명은 관련 정보를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통해 스마트 파일에 기록하고

그로부터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동작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방송 신호로부터 생성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추출하는

제1 추출 수단과,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제2 추출 수단과, 제1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된 콘텐트 정보를 네트워

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여, 콘텐트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하는 제1

출력 수단과, 제2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된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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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수단, 및 변환 수단에 의해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여, 변환 수단에

의해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한 제2 출력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기록 매체는 비디오 카세트일 수 있다.

제2 기록 매체는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IC 카드일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타이틀, 제조자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 코드,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된 위치, 기록 시작 일시, 및 갱신 횟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방송 신호로부터 생성된 프로그램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추출하

는 제1 추출 단계와,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제2 추출 단계와, 제1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콘텐트 정보를 네트워

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여, 콘텐트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하는 제1

출력 단계와, 제2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 및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여, 변환 수단에 의해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한 제2 출력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방송 신호로부터 생성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

체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추출하는 제1 추출 단계와,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제2 추출 단계와, 제

1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콘텐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여, 콘텐트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하는 제1 출력 단계와, 제2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 및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

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여, 변환 수단에 의해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

록 하기 위한 제2 출력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프로그램들의 콘텐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제1 기록 매체와 프로그램들의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 있

는 제2 기록 매체를 갖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처

리 장치에 있어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판독하기 위한 판독 수단

과, 판독 수단으로부터 판독된 관련 정보를 관련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과, 변환 수단에 의해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의 표시를 제어하기 위한 표시 제어 수단과, 표시 제어 수단에 의해 표시가 제어된 관련 정보에 기

초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수단, 및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를 제어하고,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

한다.

정보 처리 장치는 변환 수단에 의해 변환된 관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과,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관련 정보를

저장 수단에 의해 저장된 관련 정보와 비교하고, 저장 수단에 저장된 관련 정보를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관련 정보로 갱

신하기 위한 갱신 수단을 더 포함한다.

네트워크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기록 매체는 비디오 카세트일 수 있다.

제2 기록 매체는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IC 카드일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타이틀, 제조자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 코드,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된 위치, 기록 시작 일시, 및 갱신 횟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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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프로그램들의 콘텐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제1 기록 매체와 프로그램들의 관련 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제2 기록 매체를 갖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관련 정보를 네트워

크를 통해 판독하기 위한 판독 단계와, 판독 단계에서 판독된 관련 정보를 관련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와,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의 표시를 제어하기 위한 표시 제어 단계와, 표시 제어 단계에서 표시

가 제어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단계, 및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를

제어하고, 선택 단계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하기 위한 재생 단계를 포함하는 정

보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프로그램들의 콘텐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제1 기록 매체와 프로그램들의 관련 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제2 기록 매체를 갖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프로그램의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처리 장치와 함께 사용하며,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판독하기 위한 판독 단계와, 판독 단계에서 판독된 관련 정

보를 관련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와, 변환 단계에서 포맷이 변환된 관련 정보의 표시를 제어

하기 위한 표시 제어 단계와, 표시 제어 단계에서 표시가 제어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단계, 및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를 제어하고, 선택 단계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

록 매체로부터 재생하기 위한 재생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의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수단과, 제1 획득 수단에

의해 획득된 제1 명령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공급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

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1 기록 수단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2 명령을 획득하는 제2 획득 수단, 및

제2 획득 수단에 의해 획득된 제2 명령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제2 기록 매체에 기

록하는 제2 기록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기록 매체는 비디오 카세트일 수 있다.

제2 기록 매체는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IC 카드일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타이틀, 제조자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 코드,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된 위치, 기록 시작 일시, 및 갱신 횟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의 프로그램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처리 장치의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단계와,

제1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제1 명령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공급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1 기록 단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2 명령을 획득하는 제2

획득 단계, 및 제2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제2 명령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2 기록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의 프로그램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

처리 장치와 함께 사용하며,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단계와, 제1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제1 명령에 기초하여 네트워

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공급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1 기록 단계와, 네트

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2 명령을 획득하는 제2 획득 단계, 및 제2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제2 명령에 기

초하여,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제2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2 기록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프로그램들의 콘텐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제1 기록 매체와 프로그램들의 관련 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제2 기록 매체가 로드되어 있는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프로그램의 정보를 출

력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수단과, 제1

명령에 따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관련 정보를 판독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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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수단과,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

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제2 획득 수단과, 제2 획득 수단에 의해 획득된 콘텐트 정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1 기록

매체로부터의 콘텐트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기록 매체는 비디오 카세트일 수 있다.

제2 기록 매체는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IC 카드일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타이틀, 제조자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 코드, 제1 기록 매체 내에 기록된 위치, 기록 시작 일시, 및 갱신 횟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프로그램들의 콘텐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제1 기록 매체와 프로그램들의 관련 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제2 기록 매체가 로드되는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프로그램의 정보를 출력하

는 정보 처리 장치의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단계와, 제1 명령에 따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관련 정보를 판독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 장치

에 출력하는 판독 단계와, 판독 단계에서 판독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의 콘

텐트 정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제2 획득 단계와, 제2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콘텐트 정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1

기록 매체로부터의 콘텐트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은 프로그램들의 콘텐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제1 기록 매체와 프로그램들의 관련 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제2 기록 매체가 로드되는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프로그램의 정보를 출력하

는 정보 처리 장치와 함께 사용하며,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네트워

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을 획득하는 제1 획득 단계와, 제1 명령에 따라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관

련 정보를 판독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하는 판독 단계와, 판독 단계에서 판독된 관

련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의 콘텐트 정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제2 획득 단계

와, 제2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콘텐트 정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1 기록 매체로부터의 콘텐트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들, 태양 및 신규한 특징은 첨부 도면과 함께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분명해질 것이

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이 시스템에서, IRD(Intergrated Receiver-

Decoder)(2) 및 D-VHS(digital-video home system)(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는 IEEE 1394 케이블(4)에 의해 서로 접

속된다. 안테나(1)는 위성(도시 안됨)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IRD(2)에 방송 신호를 출력한다. IRD(2)는 안테나

(1)로부터 입력된 방송 신호에 대해 복조 처리를 수행하고, 그것을 모니터(3)상에 표시하고, 수신된 방송 신호로부터 내용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들을 IEEE 1394 케이블(4)을 통해 D-VHS(5)에 출력한다. 또한, IRD(2)는 IEEE 1394

케이블(4)을 통해, 방송 신호에 포함된 소정 채널의 전송 스트림을 D-VHS(5)에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 모니터(3)를

IEEE 1394 케이블(4)에 접속시킴으로써, IRD(2)는 IEEE 1394 케이블(4)을 통해 모니터(3) 상에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D-VHS(5)는 위성 방송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방식(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의 방송 신호를 복조함으로

써 얻어진 내용 정보 외에, 전송 스트림을 그대로의 포맷으로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이다. 또한,

D-VHS(5)는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다. 또한, D-VHS(5)는 카세트 테이프에 부착된 IC 카드에

기입하고 그로부터 판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 2는 IRD(2)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튜너(11)는 안테나(1)에 의해 수신된 방송 신호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특정 채널을 포함하여, 송신 채널(위성의 트랜스폰더용 채널)을 복조하고, 그것을 전단부(12)에 보낸다. 전단부(12)는 튜

너(11)로부터 방송 신호를 복조하고, 그렇게 하여 얻어진 수신 데이터에 대해 오류 보정 처리를 수행하고, 그 후 이 데이터

는 수신 데이터 스트림으로서 디스크램블러(descrambler)(13)에 보내진다.

디스크램블러(13)는 데이터가 추출되도록 IRD(2)의 본체부에 로드된 IC 카드(도시 안됨)내에 저장된 가입자 체널의 암호

키 정보에 기초하여, 수신 데이터 스트림내의 가입자 채널의 멀티플렉스 데이터에 대해 디스크램블링 처리를 수행하고, 이

데이터를 디멀티플렉서(Demux)(14)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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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멀티플렉서(14)는 각 채널에 대한 멀티플렉스 데이터를 재배열하고, 사용자에 의해 특정 채널만을 추출하고, 영상 부분

들의 패킷으로 구성된 영상 스트림을 MPEG 비디오 디코더(15)로 보내고, 오디오 부분의 패킷으로 구성된 오디오 스트림

을 MPEG 오디오 디코더(16)로 보낸다. 또한, 디멀티플렉서(14)는 비디오, 오디오, 및 관련 정보의 스트림을 IEEE 1394

인터페이스(24)에 보낸다. 이하, 도 4 및 5를 참조하여 관련 정보를 설명한다.

MPEG 비디오 디코더(15)는 영상 스트림을 디코드함으로써 압축화 및 코드화되기 전에 영상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이 데

이터를 NTSC 인코더(17)로 보낸다. NTSC 인코더(17)는 영상 신호를 NTSC 방식의 휘도 신호 및 색차 신호로 변환하고,

이들 신호를 NTSC 데이터로서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 회로(18)에 보낸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18)는 NTSC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이러한 신호를 모니터(3)로 출력한다. 또한, NTSC 인코더(17)는 그 출력을 IEEE

1394 인터페이스(24)로 출력한다.

MPEG 오디오 디코더(16)는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드함으로써 L(Left)-채널 오디오 신호 및 R(Right)-채널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고 이러한 신호들을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19)로 전송한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19)는 입력 L-채널

및 R-채널 오디오 신호들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이러한 신호를 오디오로서 모니터(3)의 스피커(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출력 및 전송한다. 더우기, MPEG 오디오 디코더(16)의 출력은 IEEE 1394 인터페이스(24)에 출력된다.

CPU(20)는 IRD(2)의 전체를 제어한다. 또한, CPU(20)는 IEEE 1394 인터페이스(24)를 통해 디멀티플렉서(14)로부터 전

송된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ROM(22)내에 저장된, 스마트 파일에 대응하는 코드로 변환하고, IEEE 1394 인터페이스

(24) 및 IEEEE 1394 케이블(4)을 통해 상기 코드를 D-VHS(5)에 송신한다. 또한, CPU(20)는 IEEE 1394 인터페이스

(24)를 통해 D-VHS(5)의 테이프 카세트의 스마트 파일로부터 판독된 관련 정보가 RAM(21)내에 저장되도록 한다. 또한,

CPU(20)는 RAM(21)내에 일단 저장된 관련 정보를 D-VHS(5)로부터 새롭게 판독된 관련 정보와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

을 경우 새롭게 판독된 관련 정보로 갱신한다. 조작 패널(23) 또는 원격 제어기(25)를 동작시킴으로써 사용자에 의해 입력

되는 지시에 따라, CPU(20)는 D-VHS(5)의 기록 및 재생의 시작, 정지 등과 같은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AV/C 명령을 생

성하고, 이러한 명령을 IEEE 1394 인터페이스(24)로 전송한다.

IEEE 1394 인터페이스(24)는, CPU(20)로부터 공급되는, AV/C 명령, 영상 스트림 데이터, 오디오 스트림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IEEE 1394 케이블(4)을 통해 D-VHS(5)로 전송한다.

도 3은 주로 스마트 파일에 대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D-VHS(5)의 일부분의 구성 부분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IEEE

1394 인터페이스(31)는, IEEE 1394 케이블(4)을 통해 입력되는, AV/C 명령, 영상 스트림 데이터, 오디오 스트림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수신한다.

마이크로컴퓨터(32)는 전체 D-VHS(5)의 동작을 제어한다. 마이크로컴퓨터(32)는 소프트웨어로서 AV/C 명령 응답 처리

부(41),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 스마트 파일 R/W(판독/기입) 제어부(42), 및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를 포

함한다.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IRD(2)로부터 AV/C 명령을 인식하고, 메모리(33)로/로부터 스마트 파일 정보의 판

독 및 기입을 제어하고 IRD(2)에 대한 응답하여 AV/C를 전송하도록, 필요에 따라, 지시를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

로 전송한다. 또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시작 위치 찾기 및 기록/재생이 실행될 수 있도록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를 제어한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스마트 파일 정보가 판독 또는 저장되도록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 파일 정보 R/W 명령을 메모리(33)로 출력한다. 또한,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지시를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로 출력하고, 이러한 명령에 따라,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는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를

제어한다.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는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를 제

어한다.

메모리(33)는 마이크로컴퓨터(32)의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부터 입력된 스마트 파일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

하고, 이 정보를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로 전송하고,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에 의해 스마트 파

일로부터 판독된 스마트 파일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며, 상기 정보를 마이크로컴퓨터(32)로 출력한다.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는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에 의해 제어되고, 듀플렉서 안테나(35)로부터 방출된

전파에 따라 비디오 카세트(51) 상에 레이블(label)로서 첨부된 스마트 파일(52) 내에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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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재생시킨다. 듀플렉서 안테나(35)가 IC 카드에 의해 형성된 스마트 파일(52)과 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파일(52) 내에 기록된 정보는 듀플렉서 안테나(35) 부근에서 비디오 카세트를 단지 홀딩하는 것만

으로도 판독될 수 있다.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자기 테이프(도시되지 않음)가 마이크로컴퓨터(32)의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로부터의 테이프 주행 명령에 따라 주행하게 하여, IEEE 1394 인터페이스(31)로부터 입력된 영상 스트

림 및 오디오 스트림이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되도록 자기 헤드(37)를 제어한다.

스마트 파일(52)은 비디오 카세트(51) 내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저장한다. 스마트 파일(52)은 듀플렉서 안테나

및 메모리(둘다 도시되지 않음)를 내부에 내장하고 있으며,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의 듀플렉서 안테나(35)로

부터 방출된 전파에 따라 메모리 내로 스마트 파일이 기록될 수 있고, 메모리로부터 스마트 파일이 재생될 수 있도록 설계

된다. 스마트 파일 정보는 기록된 프로그램의 타이틀, 제조자(provider)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genre) 코드, 기록 시간,

기록된 프로그램 길이, 테이프상의 기록 위치, 갱신 횟수 등을 포함한다. 다음의 설명에서, 영상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

은 함께 "스트림"으로서 칭해진다.

다음, 도 4를 참조하여, IRD(2)에 의해 방송 신호로부터 수신된 관련 정보와 스마트 파일 정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IRD(2)에 의해 수신될 방송 신호는 MPEG 체계에 따른 스트림이다. 이러한 스트림 내에는 "SI(Service Information) 테이

블"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으며, EIT(Event Information Table), NIT((Network Information Table) 및 SDT(Service

Description Table)가 그 안에 포함된다.

SI 테이블은 다수의 기술자(descriptor)로 구성된다. 타이틀은 EIT의 DM-name-descriptor에 의해 기술되고, 제조자 정

보는 NIT의 signal-list-descriptor에 의해 기술되며, 제조자 이름은 SDT의 DM-name-descriptor에 의해 기술되고, 쟝르

코드는 EIT의 content-descriptor에 의해 기술된다.

타이틀, 제조자 정보, 제조자 이름, 쟝르 코드 등은 대응하는 기술자로부터 판독되고, 스마트 파일(52) 내에 스마트 파일 정

보로서 저장된다.

쟝르 코드데 대해, 이것의 대응 테이블의 한 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면의 좌측은 D-VHS(5)의 스마트 파일에 대응

하는 쟝르 코드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면의 우측은 IRD(2)에 의해 수신될 위성 방송 프로그램의 쟝르 코드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쟝르 코드들의 코드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위성 방송의 프로그램이 수신되고, 수신된 프로그램이 "외국 영

화"인 경우에, 이 위성 방송의 쟝르 코드가 대응하는 스마트 파일의 쟝르 코드로 변환될 때, 쟝르 코드는 "영화"의 쟝르 코

드로 변환된다.

IRD(2)의 쟝르 코드가 "일본 영화"인 경우에, 이것은 "영화"의 스마트 파일의 쟝르 코드로 변환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위

성 방송에서는, "외국 영화"와 "일본 영화"의 쟝르들이 구별되기 때문에, 스마트 파일 내에는 하나의 "영화" 쟝르가 존재한

다.

더우기, 위성 방송에서는 "뉴스/레포츠"의 쟝르에 대응하는 스마트 파일의 쟝르는 "뉴스"이다. 또한, 스마트 파일에서는 쟝

르로서 규정된 "특별(special)"에 대응하는 쟝르가 위성 방송의 쟝르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파일 내의 쟝르는

"정보 없음"으로 변환된다.

상기 설명한 대로 "특별"에 대응하는 쟝르가 IRD (2)에 의해 변환될 수 없기는 하지만 D-VHS(5)의 조작 패널, 원격 제어

기(도시 안됨) 등을 동작시킴으로써 편집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AV/C 명령 및 AV/C 응답을 설명한다. AV/C 명령은 구성이 예를 들어 도 1 에 도시된 것처럼 형성되고 CPU

(20)가 IEEE 1394 케이블(4)을 경유하여 D-VHS(5)를 제어하고자 할 때 IRD(2)의 CPU(20)에 의해 출력되는 명령이다.

반면, AV/C 응답은 이 AV/C 명령의 지시에 응답하여 D-VHS(5)에 의해 출력되는 응답이다.

예를 들어, IRD(2)의 CPU(20)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스마트 파일 정보 내의 기록 개시 일자를

판독하는 AV/C 명령을 D-VHS(5)의 마이크로컴퓨터(32)로 보내는 경우, 이 AV/C 명령에 응답하여 마이크로컴퓨터(32)

에 의해 기록 개시 일자의 정보를 리턴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

많은 종류의 AV/C 명령 및 AV/C 응답이 있는 데 여기서는 AV/C 명령 및 AV/C 응답의 예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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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2)로부터의 임의의 AV/C 명령에 대해, 전원이 오프되는 경우, 비디오 카세트(51)가 로드되지 않는 경우, 스마트 파일

(52)이 첨부되지 않은 비디오 카세트(51)가 로드되는 경우, 및 스마트 파일(52)로부터 또는 그쪽으로 스마트 파일 정보의

기입 또는 판독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D-VHS(5)는 "거절"이라는 AV/C 응답을 리턴한다.

도 6은, IRD(2)에 의해 D-VHS(5)로 출력되고, 비디오 카세트(51)의 기록 개시 일자를 판독하는 AV/C 명령의 일례를 나

타낸다. 최상위 행의 VENDOR_DEPENDENT(0016)(아래 첨자"16"은 16 진수를 의미) 은 각 제조자에 대한 명령임을 표

시한다. OPERANDS 0~2의 "company_id" 는 제조자를 표시하는 코드이다. 예를 들어, 괄호 속의 수치(08004616)는 특

정 제조자를 표시한다. OPERANDS(3,4,5,및 6) 의 "속성"은 스마트 파일에 대한 AV/C 명령 속성 정보를 표시한다.

OPERAND (7)의 "Smart_File_Read" 는 작동 코드이고, 본 예에서 스마트 파일을 판독하는 명령임을 표시한다.

OPERAND(8)의 "tape"는 스마트 파일(52)의 포맷을 표시한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_type(debut_date)" 은 이것이 기록 개시 일자를 요구하는 명령임을 표시한다.

OPERAND 10~12의 "tape_information_type _dependent_field" 는, 예컨대, 문의되는 기록 개시 일자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한다.

다음의 설명에서, 동일한 것이 OPCODE 및 OPERAND 0~6에 적용되고, 이후 동일한 것이 도 37 까지의 OPERAND(7)에

적용되고, 동일한 것이 도 17 까지의 OPERAND(8)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FF16 은 사용되

지 않으므로, 이하 그 설명은 생략한다.

D-VHS(5)가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한 경우,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기록 개시 일자

를 판독하고,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출력한다. OPERAND(9)의 "tape_

information_type(debut_date)"는 기록 시작 일자를 리턴하는 AV/C 응답임을 표시한다. OPERAND(10, 11, 및 12)의

"debut_date" 는 기록 개시 일자의 값이다.

도 8은 IRD(2)에 의해 D-VHS(5)에 출력되는 비디오 카세트(51) 테이프의 기록가능한 시간의 길이를 판독하는 AV/C 명

령의 한 예를 나타낸다. OPERAND (9)의 "tape_information_type(tape_length)" 는 카세트 테이프의 기록가능한 시간의

길이를 요구하는 명령임을 표시한다.

D-VHS(5)가 도 8에 도시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한 경우,,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기록가능 시간

을 판독하고,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 9에 도시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출력한다. OPERAND(9)의 "tape_

information_type(tape_length)"은 기록가능한 시간의 길이를 리턴하는 AV/C 라는 것을 표시한다. OPERAND (10) 및

(11) 의 "tape_length"는 전체 카세트 테이프의 기록가능한 시간을 표시한다.

도 10은, IRD(2)에 의해 D-VHS(5)에 출력되고 비디오 카세트(51)의 타이틀을 판독하는 AV/C 명령의 한 예를 나타낸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 _type(tape_title)"은 비디오 카세트(51)의 타이틀을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나타

낸다.

D-VHS(5)가 도 10에 도시된 AV/C 명령을 수신하면,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비디오 카세트(51)의 타이

틀을 판독하며, 도 11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ape_

information_type(tape_title)"은 그것이 비디오 카세트(51)의 타이틀을 리턴하는 AV/C 응답인 것을 나타낸다. 비디오 카

세트(51)의 타이틀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OPERAND(10~38)의 "tape_title"에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도 12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될 수 있는 TOC(Table of Contents)의 수를 판독하는 AV/C 명령의

한 예를 도시한다. TOC는 스마트 파일로서 기록되는 프로그램의 리스트이며, TOC의 수는 기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

를 나타낸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_type(max_toc_number)"는 그것이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될 수 있

는 TOC의 수를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12에 도시된 AV/C 명령을 수신하면, D-VHS(5)는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될 수 있는 TOC의 수를 판

독하며, 이는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되며, 도 13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

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_type(max_toc_number)"은 그것이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될 수 있는 TOC의

수를 리턴하는 AV/C 응답인 것을 나타낸다. OPERAND(10)의 "max_toc_number"는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될 수 있

는 TOC의 수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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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프로그램이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의 TOC 내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TOC의 수를 판독하는 AV/C

명령의 한 예를 도시한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_type(max_toc_status)"은 프로그램이 비디오 카세트(51)

의 스마트 파일(52)의 TOC 내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TOC의 수를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14에 도시된 AV/C 명령을 수신하면, D-VHS(5)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의 TOC 내에 미

리 기록된 TOC의 수를 판독하여, 도 15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_type(max_toc_status)"은 프로그램이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의 TOC

내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TOC의 수를 리턴하는 AV/C 응답인 것을 나타낸다.

도 16은, IRD(2)에 의해 D-VHS에 출력되고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는 스마트 파일의 갱신 횟수

를 판독하는 AV/C 명령의 한 예를 도시한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_type(continuity)"는 그것이 비디오 카

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는 스마트 파일의 갱신 횟수를 요구하는 명령임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16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하면,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IRD(2)에 의해

D-VHS(5)에 출력되는 스마트 파일의 갱신 횟수를 판독하여 도 17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IRD(2)에 대한 응답

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ape_information_type(continuity)"은 그것이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

에 기록되는 갱신 횟수를 리턴하는 AV/C 응답인 것을 나타낸다. OPERAND(10)의 "continuity_counter"에서 갱신 횟수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도 18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IRD(2)에 의해 D-VHS에 출력되는, TOC 내의 특정 TOC의 기

록 개시일을 판독하는 AV/C 명령의 한 예를 도시한다. OPERAND(8)의 "toc_number"는 특정한 TOC의 수를 나타내며,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start_date)"는 그것이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는 TOC

내에서 특정될 TOC의 기록 개시 일자를 요구하는 명령임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18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하면,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는 TOC 내의 특

정 TOC의 기록 개시 일자를 판독하여 도 19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start_date)"는 그것이, 특정 TOC의 기록 개시일을 리턴하는 AV/C 응답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OPERAND(10, 11, 및 12)의 "start_date"는 기록 개시일의 값을 가리킨다. 이후로는, 도 36까지의 설명에

서, 동일한 OPERAND(8)에 동일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20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IRD(2)에 의해 D-VHS(5)로 출력되는, TOC 내의 특정 TOC

의 기록 시작 시간을 판독하는 AV/C 명령 예를 도시하며, 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start_time)"는

그것이, TOC내에 특정되어질 TOC의 기록 시작 시간-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됨-을 요구하는 명령

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D-VHS(5)가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할 때,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있는 TOC 내

에 특정 TOC의 기록 개시 시간을 판독하며,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AV/C 응답을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iton_type(start_time)"은 그것이, 특정 TOC의 기록 시작 시간을 리턴하는 AV/C 응답이라

는 것을 가리킨다. OPERAND(10, 11, 및 12)의 "start_time"은 기록 시작 시간 값을 가리킨다.

도 22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IRD(2)에 의해 D-VHS(5)로 출력되는, TOC 내의 특정 TOC

의 기록 시간을 판독하는 AV/C 명령의 예를 도시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 (기간;duration)"은 그것

이, TOC 내의 특정되어질 TOC의 기록가능한 시간의 길이-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짐-를 요구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D-VHS(5)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AV/C 명령을 수신할 때, D-VHS(5)는 TOC 내의 특정 TOC의 기록가능한 시간의

길이를 판독하며, TOC의 기록가능한 시간의 길이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서,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AV/C 응답을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기간)"은 그것이, 특정 TOC의 기록 시

간을 리턴하는 AV/C 응답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OPERAND(10 및 11)의 "기간(duration)"은 기록가능한 시간의 길이를

가리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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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IRD(2)에 의해 D-VHS(5)로 출력되는, TOC 내에 특정 TOC

의 비디오 카세트(51) 테이프상의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를 판독하는 AV/C 명령의 예를 도시한다. OPERAND

(9)의 "toc_informaiton_type(tape-position)"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있는 TOC 내의 특정

TOC의 테이프상의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를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할 때,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있는 TOC 내

의 특정 TOC의 비디오 카세트(51) 테이프상의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를 판독하여,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은 AV/C 응답을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 _type(tape_location)"는 특정 TOC

의 테이프상의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를 리턴하는 AV/C 응답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는 분 단위로, 각 테이프상의 잔여 시간으로서 표시된다.

도 27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있으며 IRD(2)에 의해 D-VHS(5)로 출력 TOC 내의 특정

TOC의 타이틀(title)을 판독한 AV/C 명령의 예를 도시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 (program_title)"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되어 있는, TOC 내의 특정되어질 TOC의 타이틀을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것

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할 때, D-VHS(5)는 스마트 파일에 기록되는 TOC 내의 특정

TOC의 타이틀을 판독하여,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은 AV/C 응답을 출력한다. OPERAND(9)

의 "toc_information_type(program_title)"은 특정 toc의 타이틀을 리턴하는 AV/C 응답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타이틀의

데이터가 OPERAND(10 내지 38)의 "program_title"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도 29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의 특정 TOC의 쟝르 코드(genre code)를 판독하여, IRD

(2)에 의해 D-VHS(5)로 출력하는 예를 도시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program_genre)"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TOC의 쟝르 코드가 지정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임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29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하면,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

정된 TOC의 쟝르 코드를 판독하고, 도 30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program_genre)"는, 지정된 TOC의 쟝르 코드를 리턴시키는 AV/C 응답임을 나

타낸다. OPERAND(10)의 "genre" 내에 쟝르 코드가 저장된다.

도 31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정된 TOC 상에서의 재기입의 허용, 기록 모드,

입력원, 진행 속도, 기록 신호 포맷 및 오디오 정보를 판독하고, IRD(2)의 D-VHS(5)에 출력되는 AV/C 명령의 일례를 나

타내고 있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recording_info.)"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

된 TOC 내에서, 지정된 TOC 상에서의 재기입(overwrite)의 허용, 기록 모드, 입력원, 진행 속도, 기록 신호 포맷 및 오디

오 정보를 요구하는 명령임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31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한 때,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

정된 TOC 상에서의 재기입의 허용, 기록 모드, 입력원, 진행 속도, 기록 신호 포맷 및 오디오 정보를 판독하고, 도 32에 도

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recording_

info.)"는, 지정된 TOC 상에서의 재기입의 허용, 기록 모드, 입력원, 진행 속도, 기록 신호 포맷 및 오디오 정보를 리턴시키

는 AV/C 응답임을 나타낸다.

도 33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정된 TOC의 제조자 이름을 판독하고, IRD(2)에

의해 D-VHS(5)에 출력되는 AV/C 명령의 일례를 나타낸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provider_name)"

은, TOC의 제조자 이름이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 지정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명령임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33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한 때,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

정된 TOC의 제조자 이름을 판독하고, 도 34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provider_name)"은, 지정된 TOC의 제조자 이름을 리턴시키는 AV/C 응답임을

나타낸다. OPERAND(10 내지 20)에서 제조자 이름이 데이터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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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정된 TOC의 제조자 정보(수신시의 채널)를 판독

하고, IRD(2)에 의해 D-VHS(5)에 출력되는 AV/C 명령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

type(provider_info.)"는,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정된 TOC의 제조자 정보를 요

구하는 명령임을 나타낸다.

D-VHS(5)가 도 35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한 때, D-VHS(5)는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

정된 TOC의 제조자 정보를 판독하고, 도 36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IRD(2)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력한다.

OPERAND(9)의 "toc_information_type(provider_info.)"는, 지정된 TOC의 제조자 정보를 리턴시키는 AV/C 응답임을

나타낸다.

도 37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TOC 내에서, 지정된 TOC의 시작 위치 탐색을 지시하는 AV/C

명령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OPERAND(7)의 "Smart_File_Search"는, OPERAND(8)의 "toc_number"로서 지정된

TOC의 시작 위치를 요구하는 명령임을 나타낸다.

D-VHS(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도 37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한 때,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가 메모리(33) 내에 저장된 스마트 파일(52)에 기초하여 테

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를 제어하여, 시작 위치 탐색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시를 출력하게 한다. AV/C 명령 응답 처리

부(41)는 AV/C 응답으로서 "인터림(interim)" 신호를 IRD(2)로 리턴하는 한편,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는 개시-위

치지정(locating)을 수행하고 있다. 그 후,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가 자기 헤드(37)를 통하여 개시-위치지정의 완

료를 검출할 때,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는 그 정보를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로 송신하고, 이 정보에 기초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수용"을 나타내는 신호를 IRD(2)로 리턴한다.

도 38은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스마트 파일)(52)에 기록된 스마트 파일을 기초로 하여 최장 공백 부분의 개시-

위치지정을 지시하는 AV/C 명령의 예시를 보여주며, 이것은 IRD(2)에 의해 D-VHS(5)로 출력된다. OPERAND(7)의

"Smart_File_Search"는 그것이 OPERAND(8)의 공백으로서 특정되는 공백의 개시-위치지정을 요구하는 명령임을 나타

낸다.

D-VHS(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도 38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수신할 때,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메모리(33)에 저장된 스마트 파일에 기초하여,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를 제어하도

록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에 지시를 출력하며, 이것은 최장 공백 부분의 개시-위치지정을 지시하기 위하여 스마

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에 의해 판독된다.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AV/C 응답으로서 "인터림" 신호를 IRD(2)로

리턴하는 한편,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는 개시-위치지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 후,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

가 자기 헤드(37)를 통하여 개시-위치지정의 완료를 검출할 때,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는 그 정보를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로 송신하고, 이 정보에 기초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수용"을 나타내는 신호를 IRD(2)로 리턴

한다.

도 39는 D-VHS(5)가 IRD(2)에게 수신되고 있는 스트림 내의 추가 정보에 대하여 문의할 때의 AV/C 명령의 예시를 보여

준다. OPERAND(8)의 "channel_number"는 수신되고 있는 채널 번호를 나타낸다. OPERAND(9)의 "information_type"

는 문의되는 추가 정보의 형태를 나타낸다. OPERAND(10)의 "information_type_dependent_file" 및 후속하는

OPERAND들은 문의되는 추가 정보의 형태에 관련된 정보를 나타낸다.

도 39의 AV/C 명령은 기록이 개시된 때부터 대략 5분이 경과한 후에 IRD(2)로 D-VHS(5)에 의해 송신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트림을 수신한 직후에는 관련된 정보를 IRD(2)가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림의 수신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관련된 정보는 그 관련된 정보가 신뢰할만하게 추출되는 타이밍에서 송신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도 40을 참조로 하면, IRD(2)가 모니터(3)로 하여금 D-VHS(5)로부터 판독된 스마트 파일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 스크린을 설명한다.

도 40의 최상부에는 공백 시간 표시 컬럼(61)이 있으며, 이 컬럼에는 기록 모드 표시 컬럼(62a)과 기록가능한 시간 표시 컬

럼(63)이 있다. 이 예시에서, "표준"은 기록 모드 표시 컬럼(62a)에 표시되며, "1H30M"은 한시간 30분의 기록이 표준 모드

에서 가능한 정보가 도시되도록, 기록가능한 시간 표시 컬럼(63)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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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시간 표시 컬럼(61) 하부에는, 프로그램 표시 컬럼(64a)이 있으며, 이 예시에서는 "Jackal"로 표시된 명칭 표시 컬럼

(65a), "영화"로 표시된 쟝르 표시 컬럼(66a), "표준"으로 표시된 기록 모드 표시 컬럼(62a), "1H30M"으로 표시된 기록된

시간 표시 컬럼(67a), "12/23 TUE"로 표시된 날짜 표시 컬럼(68a), 및 "CH700"로서 표시된 채널 표시 컬럼(69a)이 제공

된다. 프로그램 표시 컬럼(64a) 아래의 프로그램 표시 컬럼들(64b 및 64c)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커서를 이 프로그램 표시 컬럼들(64b 및 64c) 상에서 움직임으로써, 프로그램이 특정다. 이 예시에서, 오직 날짜 표시 컬럼

(68c) 및 채널 표시 컬럼(69c)의 일부분만이, 날짜 표시 컬럼(68a, 68b) 및 채널 표시 컬럼(69a, 69b)처럼 흑색 배경에 대

한 백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 표시 컬럼(64c)의 "딥 임팩트(Deep Impact)"가 특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상

태에서, 재생이 조작 판넬(23) 또는 원격 제어기(25)를 동작시킴으로써 지시될 때, CPU(20)는 D-VHS(5)에 "딥 임팩트"

를 재생하기 위한 지시를 출력한다.

"Jacka1"의 프로그램 표시 컬럼(64a)의 좌측 상에는, 재기입 금지 마크(60)가 제공되어 있으며, 이 재기입 금지 마크(60)

를 구비한 프로그램은 재기입(기록) 동작이 행해지더라도 삭제되지 않을 것이다.

프로그램 표시 컬럼(64c) 아래에는, 테이프 위치 표시 컬럼(71)이 제공되어 있어, 선택된 프로그램의 테이프상의 위치가

표시된다. 이 예에서는, 전체 테이프를 표시하는 "개시"와 "종료" 간에 블랙으로 표시된 부분에 선택된 "딥 임팩트(Deep

Impa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커서를 "리턴"으로 표시된 버튼(72)으로 이동시켜 조작 판넬(23) 또는 원격 제어기(25)가 동작되면, 이 표시 전의 표시로

리턴이 행해진다. 또한, 커서를 버튼(63a)으로 이동시켜 동일한 동작이 행해지면, 표시는 다음 스크린으로 진행한다. 커서

를 버튼(63b)으로 이동시켜 동일한 동작이 행해지면, 표시는 버튼(62)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스크린으로 리턴된다.

다음에는, 도 41 내지 도 44를 참조하여, IRD(2)의 조작 판넬(23) 또는 원격 제어기(25)를 동작시킴으로써 D-VHS(5) 내

로 로딩되어지는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된 TOC가 판독될 때의 IRD(2)의 동작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이 예에서는,

TOC의 정보 내의 기록 개시일 정보만을 판독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된다.

사용자가 조작 판넬(23) 또는 원격 제어기(25)를 동작시켜 도 4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표시를 지시할 때, 처리가 개시된다.

단계 S1에서, IRD(2)의 CPU(20)는 D-VHS(5)가 스위치 온되고 비디오 카세트(51)가 로딩되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명

령을 D-VHS(5)로 출력시키고, 이에 대해 수신될 응답을 대기한다.

단계 S2에서, IRD(2)의 CPU(20)는 D-VHS(5)로부터의 응답에 기초하여 D-VHS(5)가 스위치 온되고 비디오 카세트(51)

가 로딩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2에서 D-VHS(5)가 스위치 오프되고 비디오 카세트(51)가 로딩되지 않은 것으로 판

정되면, 처리는 종료된다. 단계 S2에서 D-VHS(5)가 스위치 온되고 비디오 카세트(51)가 로딩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3로 진행한다.

단계 S3에서, CPU(20)는 도 16의 AV/C 명령을 D-VHS(5)로 전송하여 갱신 횟수에 대해 조회한다. 여기서는, 도 45의 순

서도를 참조하여 갱신 횟수에 대해 조회하는 AV/C 명령을 수신할 때의 D-VHS(5)의 처리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D-VHS(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IRD(2)의 CPU(20)로부터 도 16의 AV/C 명령이 수신

될 때 개시된다. 단계 S111에서는,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

(42)를 갖지 않는 것과 같은 D-VHS(5)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이다. 그러므로, 이예에서는, 스마트 파일을 처리할 수 있으

므로, 처리는 단계 S112로 진행한다.

단계 S112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 하여금 스마트 파일(52)이 로딩된 비디

오 카세트(51)에 첨부인지를 판정하도록 하게 한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로 명

령을 출력하고,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는 이 명령에 기초하여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를 제어하여 스마

트 파일(52)의 존재 여부를 검출한다. 다음에,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는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에 검출

결과를 출력하고,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로부터의 결과에 기초하여 스마트 파일(52)

의 존재 여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는, 스마트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처리는 단계 S113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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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13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 하여금 갱신 횟수를 판독하도록 하게 하

여, 이에 대한 응답이 발생될 때까지 IRD(2)로 "거절"를 리턴시킨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메모리(33)에 저장

된 갱신 횟수를 판독하여 이를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로 출력시킨다.

단계 S114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IRD(2)로 갱신 판독 횟수를 도시하는 도 17의 AV/C 응답과 함께 "거절"을

표시하는 신호를 출력하고,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111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즉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 스마트 파일 R/W 제

어부(43) 등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처리는 단계 S115으로 진행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에서 "실시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IRD(2)에 출력함으로써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112에서 스마트 파일(52)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116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IRD(2)에 "거절" 을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고 처리는 종료된다.

그러면, 단계 S3 (도 41 참조)에서, CPU(20)가 D-VHS(5)로부터 수신될 AV/C 응답에 해당하는 특정 시간 주기 (대략

100 밀리초)를 대기한다.

단계 S4에서, CPU(20)는 수신된 AV/C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는, 수신된 AV/C 응답이

"수용"이기 때문에, 응답은 "실행되지 않음" 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처리는 단계 S5로 진행한다.

단계 S5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 "수용"라는 AV/C 응답이 발생했기 때문

에, "AV/C 응답 없음"이 아닌 상태로 판정되어, 처리는 단계 S6으로 진행한다.

단계 S6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거절"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 AV/C 응답이 "수용"이기 때문에, 응답이

"거절" 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처리는 단계 S7로 진행한다.

단계 S7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수용"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 AV/C 응답이 "수용" 이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8로 진행한다.

단계 S8에서, CPU(20)는 도 17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수신하고, 이 응답에 기초하여 RAM(21)에 기록되어 있

는 갱신 횟수의 데이터를 갱신하고, 처리는 단계 S21로 진행한다 (도 42 참조).

단계 S4에서 응답이 "실시되지 않음" 인 것으로 판정되면, CPU(20)는 D-VHS(5)가 스마트 파일을 처리할 기능을 갖지 않

기 때문에, 처리는 종료된다.

단계 S5에서 AV/C 응답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9로 진행함으로써 두번째 "AV/C 응답이 없음"이 발생하

는지의 여부가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3으로 복귀하고, 단계 S3의 처리와 후속하는 단계는 반복된다. 단계 S9에서, 두번

째 "응답없음"이 판정되면, 처리는 종료된다. 즉, "응답없음"의 상태가 두 번 연속하면, CPU(20)는 D-VHS(5)가 스마트 파

일의 처리에 대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처리는 종료된다.

단계 S6에서 AV/C 응답이 " 거절" 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10으로 복귀함으로써, "거절"의 AV/C 응답이 두번째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10에서 "거절" 응답이 두번째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면, 처리는 단계 S3으로 복귀

하고, 후속하는 단계가 반복된다. 단계 S10에서 "거절"의 응답이 두번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1

으로 복귀하고, 단계 S1의 처리와 후속하는 단계가 반복된다.

이하에서 단계 S21의 처리로 돌아간다 (도 42 참조).

단계 S21에서, IRD(2)의 CPU(20)는, 최대 기록가능한 TOC의 수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도 12에 도시된 AV/C 명령을 D-

VHS(5)로 출력하고, 수신될 응답을 대기한다.

여기서, 도 46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도 12의 AV/C 명령이 수신된 경우 D-VHS(5)의 처리를 설명하기로 한다. D-VHS(5)

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IRD(2)의 CPU(12)로부터 도 12의 AV/C 명령을 수신하면,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처리를 개시한다. 단계 S121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122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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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22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 하여금 기록가능한 최대 TOC 수를 검출

하게 한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메모리(33)에 기록된 기록가능한 TOC의 수를 검출하고 이를 AV/C 명령 응

답 처리부(41)에 출력한다. 이러한 응답에 기초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기록가능한 최대의 TOC가 출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 기록가능한 최대의 TOC를 검출하여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123으로

진행한다.

단계 S123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도 13에서 최대 기록가능 TOC를 나타내는 AV/C 응답과 함께, "수용" 을

나타내는 신호를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부터 IRD(2)에 출력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없음을 단계 S121에서 판정하면, 처리는 단계 S124로 진행함으로써, AV/C 명령 응답 처리부

(41)는 "실시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IRD(2)에 출력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단계 S122에서 기록가능한 최대 TOC 수를 어떤 문제로 검출할 수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는 단계 S125로 진행

한다.

단계 S125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IRD(2)에 "거절" 을 리턴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이제부터 단계 S21의 처리에 대해서 기술한다.(도 42 참조)

단계 S21에서, CPU(20)는 특정 시간(약 100밀리초)동안 D-VHS로부터의 AV/C 응답이 수신되기를 대기한 후, 처리는 단

계 S22로 진행한다.

단계 S22에서, CPU(20)는 수신된 AV/C 응답이 "실시되지 않음"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는, 이 응답이 "수용"이

기 때문에, 응답이 "실시되지 않음"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23으로 진행한다.

단계 S23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는, "수용"이라는 AV/C 응답이 있었기 때문

에, 상태는 "무응답"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24로 진행한다.

단계 S24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거절"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는, 이 응답이 "수용"이기 때문에, 응답은

"거절" 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며, 처리는 단계 S25로 진행한다.

단계 S25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수용"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는, 응답이 "수용"이기 때문에, 처리는 단

계 S26으로 진행한다.

단계 S26에서, CPU(20)는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은 AV/C 응답을 수신한다. 이 응답에 기초하여, RAM(21)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가능한 최대 TOC 수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처리는 단계 S41로 진행한다.(도 43 참조)

단계 S22에서 응답이 "실시되지 않음" 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CPU(20)는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될 수 있는 최대 수

를 12로 설정하고 이를 RAM(21)에 기록하고 나서 처리를 종료한다.

단계 S23에서 AV/C 응답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는 단계 S28로 진행하여 CPU(20)는 "AV/C 응답 없음"

이라는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판정한다. "AV/C 응답 없음"이라는 판정이 두번째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는 단계 S21로 되돌아가서, 단계 S21 및 그 후속 단계의 처리를 반복한다. 단계 S28에서 "AV/C 응답 없음" 이

라는 판정이 두번째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는 단계 S27로 되돌아가서, 단계 S27 및 그 후속 단계의 처리

를 반복한다.

단계 S24에서 AV/C 응답이 "거절" 이라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는 단계 S29로 진행하여 "거절" 이라는 응답이 두번째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29에서 "거절" 이라는 AV/C 응답이 두번째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

리는 단계 S21로 진행하여 단계 S21 및 그 후속 단계의 처리를 반복한다. 단계 S29에서 "거절" 이라는 AV/C 응답이 두번

째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는 단계 S21로 되돌아가서(도 41 참조), 단계 S21 및 그 후속 단계의 처리를 반

복한다.

이하, 단계 S41의 처리에 대해서 기술한다(도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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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41에서, IRD(2)의 CPU(20)는 기록된 TOC 수에 대하여 조회를 하기 위해 도 14에 도시한 AV/C 명령을 D-VHS(5)

에 출력하고, 특정 시간(약 100밀리초) 기간 동안 응답이 수신되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도 47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도 14에 도시된 AV/C 명령이 수신되었을 때의 D-VHS(5)의 처리에 대해서 기술하기

로 한다. D-VHS(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가 IRD(2)의 CPU(20)으로부터 도 14의 AV/C 명령

을 수신한 경우,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처리를 시작한다. 단계 S131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는,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132로 진행한다.

단계 S132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 하여금 기록된 TOC 수를 검출하도록 한

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메모리(33)에 기록된 TOC 수를 검출하여 이를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로 출력

한다. 이 응답에 기초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기록된 TOC 수가 출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본 예에서

는, 기록된 TOC 수가 검출되어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133으로 진행한다.

단계 S133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도 15의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부터의 기록된 TOC의 번호를 나

타내는 AV/C 응답과 함께 "수용"을 나타내는 신호를 IRD(2)로 출력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단계 S131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처리는 단계 S134로 진행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실시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IRD(2)로 출력하고, 처리를 종료한다.

단계 132에서 기록된 TOC의 숫자가 어떤 문제로 인해 검출될 수 없다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135로 진행

한다.

단계 S135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IRD(2)에 "거절" 되어 되돌아가며, 처리는 종결된다.

설명은 지금 단계 S41 처리로 돌아간다.(도 43 참조)

단계 S41에서, CPU(20)는 D-VHS(5)로부터 AV/C 응답이 수신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 시간 주기(대략 100ms)동안 대기

하고, 처리는 단계 S42로 진행한다.

단계 S42에서, CPU(20)는 수신된 AV/C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응답이 "수용"이기

때문에,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43으로 진행한다.

단계 S43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수용"의 AV/C 응답이 발생했기 때

문에, 상태는 "응답 없음"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44로 진행한다.

단계 S44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거절"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실시예에서, 응답이 "수용" 이기 때문에, 응답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45로 진행한다.

단계 S45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수용"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응답이 "수용" 이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46으로 진행한다.

단계 S46에서, CPU(20)는 도 15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그런 AV/C 응답을 수신한다. 이 응답에 기초하여, RAM(21)에 기

록되어 있는 기록된 TOC의 숫자 데이터는 기록되고, 처리는 단계 S61로 진행한다(도 44 참조).

단계 S42에서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 인 것으로 판정될 때, CPU(20)는 처리를 종료한다.

단계 S43에서 AV/C 응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때, 처리는 단계 S47로 진행하며, 거기에서 CPU(20)는 "AV/C

응답 없음"의 판정이 두번째 일어났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AV/C 응답 없음"의 판정이 두번째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정

될 때, 처리는 단계 S41로 되돌아가고, 단계 S41의 처리와 후속 단계가 반복된다. 단계 S47에서 "응답 없음"의 판정이 두

번째 일어난 것으로 판정될 때, 처리는 종료된다.

단계 S44에서 AV/C 응답이 "거절" 인 것으로 판정될 때, 처리는 단계 S48로 진행하며, 거기서 "거절" 이라는 AV/C 응답의

판정이 두번째 일어났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단계 S48에서 "거절"이라는 AV/C 응답이 두번째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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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처리는 단계 S41로 되돌아가고, 단계 S41의 처리와 후속 단계가 반복된다. 단계 S48에서 "거절" 이라는 AV/C 응답

이 두번째 일어난 것으로 판정될 때, 처리는 단계 S1(도 41 참조)으로 되돌아가고, 단계 S1의 처리와 후속 단계는 반복된

다. 설명은 지금 단계 S61의 처리로 돌아간다(도 44 참조).

단계 S61에서, IRD(2)의 CPU(20)는 상술된 TOC의 기록 개시 일자에 관해 조회하기 위해서 도 18에서 보여진 AV/C 명령

을 D-VHS(5)에 출력하며, 응답이 수신되는 특정 시간 주기(대략 100ms) 동안 대기한다.

여기서, 도 48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도 18에서 보여진 AV/C 명령이 수신될 때의 D-VHS(5)의 처리를 설명한다. D-VHS

(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IRD(2)의 CPU(20)로부터 도 18의 AV/C 명령을 수신할 때,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처리를 시작한다. 단계 S141에서, 스마트 파일(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판

정된다. 이 실시예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142로 진행한다.

단계 S142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가 기록되는 기록 개시 일자를 검출하게 한

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메모리(33)에 기록되는 기록 개시 일자를 검출하고, 그것을 AV/C 명령 응답 처리부

(41)에 출력한다. 이 응답에 기초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기록되는 TOC의 기록 개시 일자가 출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기록되는 기록 개시 일자가 검출되고 출력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143으로 진행한다.

단계 S143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록되는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로부

터의 기록 개시 일자를 보여주는 AV/C 응답과 함께, "수용"을 지시하는 신호를 IRD(2)에 출력하고, 처리는 종료된다.

단계 S141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없다는 것으로 판정될 때, 처리는 단계 S144로 진행하며, 거기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실행되지 않음" 을 지시하는 신호를 IRD(2)에 출력하고, 처리는 종료된다.

기록된 TOC의 기록 개시 일자가 어떤 문제로 인해 검출될 수 없다는 것으로 단계 S142에서 판정될 때, 처리는 단계 S145

로 진행한다.

단계 S145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IRD(2)에 "거절" 을 되돌리고, 처리는 종료된다.

설명은 지금 단계 S61의 처리로 돌아간다.(도 47 참조)

단계 S61에서, CPU(20)는 D-VHS(5)로부터 AV/C 응답이 수신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 시간 주기(대략 100ms)동안 대기

하고, 처리는 단계 S62로 진행한다.

단계 S62에서, CPU(20)는 수신된 AV/C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응답이 "수용"이기

때문에,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63으로 진행한다.

단계 S63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수용"의 AV/C 응답이 발생했기 때

문에, 상태는 "응답 없음"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하고, 처리는 단계 S64로 진행한다.

단계 S64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거절" 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응답이 "수용" 이기 때문에, 응답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65로 진행한다.

단계 S65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수용"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응답이 "수용" 이기 때문에, 처리는

단계 S66으로 진행한다.

단계 S66에서, CPU(20)는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응답을 수신한다. 이러한 응답에 기초하여, RAM(21)에 기록된

TOC의 기록 개시일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62에서 응답이 "실행 안됨(실시되지 않음)"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CPU(20)는 단계 S67로 진행한다.

단계 S67에서, CPU(20)는 RAM(21)에 기록된 TOC의 기록 개시일의 데이터를 "정보 없음"으로 기록하고, 처리가 종료된

다.

등록특허 10-0724650

- 21 -



단계 S63에서 AV/C 응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처리는 단계 S68로 진행하고, 이에 의해 CPU(20)는 "AV/C

응답 없음"의 판정이 두번째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AV/C 응답 없음"의 판정이 두번째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41로 진행하고, 단계 S41 및 후속 단계의 처리가 반복된다. 단계 S68에서 "응답 없음"의 판

정이 두번째 발생되었다고 판정되는 경우,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64에서 AV/C 응답이 "거절"으로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69로 진행하여, "거절"의 이에 의해 AV/C 응답이 두

번째 발생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69에서 "거절"의 AV/C 응답이 두번째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처리

는 단계 S61로 복귀하고, 단계 S61 및 후속 단계들의 처리가 반복된다. 단계 S69에서 "거절"의 AV/C 응답이 두번째 발생

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1로 복귀하고(도 41 참조), 단계 S1 및 후속 단계들의 처리가 반복된다.

비록 본 예에서는 기록 개시일에 관한 조회의 처리가 기술되었으나, 본 처리는 비디오 카세트(51)의 길이, 비디오 카세트

(51)의 타이틀, 비디오 카세트의 기록 개시일(51), 지정 TOC의 기록 시작 시간, 그 길이, 카세트 테이프의 위치, 프로그램

타이틀, 비디오 카세트(51)의 진행 속도, 기록 모드, 제조자 명, 채널 번호, 등등이 판독되는 방식으로 유사한 처리에 의해

이행될 수도 있다.

다음, 도 49의 순서도를 참조하면, IRD(2)가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작위치를 지정하고 재생을 실행하기 위한 AV/C

응답을 D-VHS(5)에 출력하는 경우의 동작이 기술되어 있다. IRD(2)와 D-VHS(5)의 시작 및 재생 동작이 상술된 단계(S1

(도 41 참조) 내지 S46(도 43 참조))의 처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생략하고, 단계 S46 및 후속 단계로부터의 처리

를 기술한다.

단계 S46의 처리 후에, 단계(S81)에서, 시작의 명령을 송신하기 위해 IRD(2)는 도 37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D-VHS(5)로 송신하고, 수신될 D-VHS(5)로부터의 AV/C 응답에 대한 소정의 시간(대략 100 밀리초)을 대기하고, 처리는

단계 S82로 진행한다.

여기서, 도 50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도 37의 AV/C 응답이 수신될 시에 D-VHS(5)의 처리를 기술한다. D-VHS(5)의 마이

크로프로세서(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IRD(2)의 CPU(20)로부터 도 37의 시작을 명령하는 AV/C 응답을 수

신하는 경우,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처리를 시작한다. 단계 S151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시

작의 기능이 제공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본 예에서, 시작 기능이 제공되었기 대문에, 처리는 단계 S152로 진행한다.

단계 S152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가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에 의해

메모리(33)로부터 판독된 테이프 위치의 정보에 기초하여 시작 동작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IRD(2)로 "인터림(interim)"

을 표시하는 신호를 출력한다.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는 시작 처리를 지속하기 위해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

(36)를 제어한다.

단계 S153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에 대하여 시작 동작이 완료인지의 여부를

조회한다. 단계 S153에서 시작 동작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S154)로 진행한다.

단계(S154)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IRD(2)에 "수용"을 표시하는 신호를 송신하고,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151에서 스마트 파일이 처리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155로 진행하여, 이에 의해 AV/C 명령 응

답 처리부(41)가 "실행되지 않음"을 표시하는 신호를 IRD(2)에 출력하고,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153에서 시작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156로 진행한다.

단계 S156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가 고장인가 또는 일시 중지인가의 여부에

관해서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를 다시 조회한다. 단계 S156에서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가 고장도 일시

중지도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153로 복귀하고, 단계 S153 및 후속 단계들의 처리가 반복된다.

단계 S156에서,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36)가 제어 불가능 상태이거나 중단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157로

진행하여,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IRD(2)에 대하여 "거절" 을 리턴하고, 처리가 종료된다.

지금, 단계 S82의 처리로 돌아가 설명한다 (도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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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82에서, CPU(20)는 수신된 AV/C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실시되지 않음)"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는,

AV/C 응답이 "수용"이므로, AV/C 응답은 "실행되지 않음" 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83으로 진행한다.

단계 S83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발생하였는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는, "수용"의 AV/C 응답이 발생하였으므로,

상태는 "응답 없음"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84로 진행한다.

단계 S84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거절"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는, AV/C 응답이 "수용"이므로, 응답은

"거절" 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처리는 단계 S85로 진행한다.

단계 S85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인터림"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는, AV/C 응답이 "수용"이므로, 처리

는 단계 S86으로 진행한다.

단계 S86에서, CPU(20)는 AV/C 응답이 "수용"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예에서는, AV/C 응답이 "수용"이므로, 처리는 단

계 S87로 진행한다.

단계 S87에서, CPU(20)는 탐색 종료를 검출하고, 재생을 위한 AV/C 명령을 전송하고,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82에서, AV/C 응답이 "실행되지 않음"인 것으로 판정되면, CPU(20)는 D- VHS(5)가 개시 위치 설정 기능을 갖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83에서, AV/C 응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88로 진행하여, CPU(20)가 "AV/C 응답 없음"

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두번째 판정한다. "AV/C 응답 없음"의 판정이 두번째 발생하였음이 판정된 경우에는, 처리는

단계 S81로 되돌아가고, 단계 S81 및 후속 단계의 처리가 반복된다. "AV/C 응답 없음"의 판정이 두 번째로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 S84에서, AV/C 응답이 "거절"인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1로 진행하고 (도 41 참조), 단계 S1 및 후속 단계의

처리가 반복된다.

단계 S85에서 AV/C 응답이 "인터림"인 것으로 판정되면, D-VHS(5)가 처리중에 있으므로, CPU(20)는 처리가 종료될 때

까지 대기 상태에 있는다.

단계 S86에서, AV/C 응답이 "수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게 S1로 복귀하고 (도 41 참조), 단계 S1 및 후속

단계의 처리가 반복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IRD(2)가 D-VHS(5)에 개시 위치 설정 및 재생을 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였지만, 미기

록부를 검색을 동일한 동작에 의해 처리할 수 있고, 검색은 단계 S87의 처리에서의 재생 개시 처리를 생략함으로써 가능하

다.

다음으로, 도 51 및 52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프로그램 기록 명령이 IRD(2)에서 D-VHS(5)로 출력되고, D-VHS(5)가 스

트림과 함께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한다.

도 51의 단계 S201에서, 사용자가 조작 판넬(23) 또는 원격 제어기(25)를 조작하는 경우, IRD(2)는 D-VHS(5)에 소정의

프로그램을 기록할 것을 지시한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 기록 명령이 수신된 때의 D-VHS(5)의 처리에 대하여 도 52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단계

S231에서, D-VHS(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에 기록 동

작 명령을 출력한다.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44)는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테이프 주행 제

어 디바이스(36)의 자기 헤드(37)를 제어하여, IEEE 1394 인터페이스(31)로부터 입력된 스트림이 비디오 카세트(51)에

기록되고, 처리는 단계 S232로 진행한다.

단계 S232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기록 명령의 AV/C 명령에 따라 스트림을 출력하는 장치를 검출한다. 따라

서, 이 예에서는, IRD(2)가 스트림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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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233에서, 스트림의 기록 개시로부터 소정 시간이 경과하면,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프로그램의 타이틀 데이

터를 요구한 AV/C 명령을 IRD(2)에 출력하고, IRD(2)로부터 프로그램 타이틀의 AV/C 응답을 수신한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 타이틀을 요구하는 AV/C 응답이 수신된 경우 IRD(2)가 프로그램 타이틀의 AV/C 응답을 되돌려 보내

는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단계 S202에서 (도 51 참조), IRD(2)의 CPU(20)가 AV/C 명령을 수신하는 경우, CPU(20)는 AV/C 명령을, ROM(22)에

기록되어 있는 도 4의 대응 테이블에 기초하여, IRD(2)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하고, 프로그램 타이틀을 검출하기

시작한다.

단계 S203에서, CPU(20)는 스트림으로부터 타이틀이 검출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S203에서, CPU(20)가 타이틀을 검

출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204로 진행한다.

단계 S204에서, CPU(20)는 검출된 프로그램 타이틀 데이터를 스마트 파일의 도 28의 AV/C 응답으로 변환하고, 이를 D-

VHS(5)에 출력한다.

단계 S023에서, CPU(20)가 타이틀을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정보 없음"이 AV/C 응답으로 변환되어, D-VHS

(5)에 출력된다.

여기서, 프로그램 타이틀의 AV/C 응답을 수신한 D-VHS(5)의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단계 S234 (도 52)에서, D-VHS(5)

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단계 S233의 처리에서 수신된 프로그램 타이틀의 정보가 유효 정

보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즉,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프로그램 타이틀의 정보가 전송인지 또는 "정보 없음"이 전

송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234에서, 수신된 AV/C 응답이 유효 정보인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235로 진행

한다.

단계 S235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AV/C 응답으로서 수신되는 프로그램 타이틀의 정보를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에 출력한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수신된 프로그램 타이틀의 정보를 스마트 파일 정보로서 메

모리(33)에 출력하고 그 안에 이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스마트 파일 정보로서 프로그램

타이틀을 기록하기 위한 지시를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에 출력한다.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는 스마트 파일 소

자 R/W 디바이스(34)를 제어하여 듀플렉서 안테나(35)를 거쳐 메모리(33)에 저장된 프로그램 타이틀의 스마트 파일 정보

를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일(52)에 기록하고, 처리는 단계 S236으로 진행한다.

단계 S234에서 수신된 AV/C 응답이 유효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단계 S235의 처리는 스킵되고, 처리는 단계

S236으로 진행한다.

단계 S236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제조자 정보(현재 수신되고 있는 채널 번호)에 대해 묻는 AV/C 명령을 IRD

(2)에 출력한다.

여기에서, IRD(2)가 제조자 정보에 대해 묻는 AV/C 명령이 수신될 때 IRD(2)가 이 제조자 정보의 AV/C 응답을 리턴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단계 S206(도 51 참조)에서, IRD(2)의 CPU(20)가 제조자 정보에 대해 묻는 AV/C 명령을 수신할 때, CPU(20)는 AV/C

명령을 ROM(22)에 기록된 도 4의 대응 테이블에 기초하여 IRD(2)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하고, 제조자 정

보의 검출을 시작한다.

단계 S207에서, CPU(20)는 제조자 정보가 스트림으로부터 검출인지를 판정한다. 단계 S207에서 CPU(20)가 제조자 정

보를 검출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처리는 단계 S208로 진행한다.

단계 S208에서, CPU(20)는 검출된 제조자 정보의 데이터를 스마트 파일의 도 36의 AV/C 응답으로 변환하고, 이를 D-

VHS(5)에 출력한다.

단계 S207에서 CPU(20)가 제조자 정보를 검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정보 없음"이 AV/C 응답으로 변환되고,

이것은 D-VHS(5)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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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제조자 정보의 AV/C 응답을 수신한 D-VHS(5)의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단계 S237(도 52 참조)에서, D-VHS

(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단계 S233에서 수신된 제조자 정보가 유효한 정보인지 여부

를 판정한다. 즉,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제조자 정보가 보내졌는지 "정보 없음"이 전송인지를 판정한다. 단계

S237에서 수신된 AV/C 응답이 유효한 정보인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238로 진행한다.

단계 S238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AV/C 응답으로서 수신된 제조자 정보를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에

출력한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스마트 파일 정보로서 수신된 제조자 정보를 메모리(33)에 출력하고, 그 안에

이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제조자 정보가 스마트 파일 정보로서 기록되도록 하는 지시

를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에 출력한다.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는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를 제어

하여 듀플렉서 안테나(35)를 거쳐 메모리(33)에 저장된 제조자 정보의 스마트 파일 정보를 비디오 카세트(51)의 스마트 파

일(52)에 저장하고, 처리는 단계 S239로 진행한다.

단계 S237에서 수신된 AV/C 응답이 유효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단계 S238의 처리는 스킵되고, 처리는 단계

S239로 진행한다.

단계 S239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쟝르 코드에 대해 묻는 도 35에 도시된 것과 같은 AV/C 명령을 IRD(2)에

출력한다.

여기에서, 쟝르 코드에 대해 묻는 AV/C 명령이 수신될 때 IRD(2)는 이 쟝르 코드의 AV/C 응답을 리턴하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한다.

단계 S210(도 51 참조)에서, IRD(2)의 CPU(20)가 쟝르 코드에 대해 묻는 AV/C 명령을 수신할 때, CPU(20)는 이 AV/C

명령을 ROM(22)에 저장된 도 4의 대응 테이블에 기초하여 IRD(2)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하고, 이 쟝르 코

드의 검출을 시작한다.

단계 S211에서, CPU(20)는 쟝르 코드가 스트림으로부터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출한다. 단계 S211에서 CPU(20)가 쟝르

코드를 검출한 것으로 판정될 때, 처리는 단계 S212로 진행한다.

단계 S212에서, CPU(20)는 도 5의 대응 테이블에 기초하여 검출된 쟝르 코드를 변환하고, 이를 또한 도 4의 대응 테이블

에 기초하여 스마트 파일의 AV/C 응답으로 변환하고, 이를 D-VHS(5)에 출력한다.

단계 S211에서 CPU(20)가 쟝르 코드를 검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될 때, "정보 없음"이 AV/C 응답으로 변환되고, 이것

은 D-VHS(5)에 출력된다.

여기에서, 쟝르 코드의 AV/C 응답을 수신한 D-VHS(5)의 처리를 설명한다. 단계 S240에서(도 52 참조), D-VHS(5)의 마

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단계 S239의 처리에서 수신된 쟝르 코드가 유효 정보인지 여부를 판정

한다. 즉,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쟝르 코드가 보내졌는지 아니면 "정보 없음"이 전송인지를 판정한다. 단계 S240

에서 수신된 AV/C 응답이 유효 정보인 것으로 판정될 때, 처리는 단계 S241로 진행한다.

단계 S241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쟝르 코드를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에 출력한다.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는 수신된 쟝르 코드를 메모리(33)에 출력하고 그 안에 이 쟝르 코드를 저장한다. 또한, 스마트 파일 정보 액

세스부(42)는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가 쟝르 코드를 기록하도록 하고,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는 스마트 파일

(52)내에 이 쟝르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를 제어하고, 처리는 단계 S242로 진행한다.

단계 S240에서 수신된 AV/C 응답이 유효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 단계 S241의 처리는 스킵되고, 처리는 단계

S242로 진행한다.

단계 S242에서는,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가 제조자 이름에 대해서 묻는 AV/C 명령을 IRD(2)에 출력한다.

여기에서, 제조자 이름에 대해서 묻는 AV/C 명령이 수신될 때 IRD(2)가 이 제조자 이름의 AV/C 응답을 리턴하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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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214에서(도 51 참조), IRD(2)의 CPU(20)가 제조자 이름에 대해 묻는 AV/C 명령을 수신할 때, CPU(20)는 AV/C

명령을 ROM(22)에 기록된 도 4의 대응 테이블에 기초하여 IRD(2)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하고, 제조자 이

름의 검출을 시작한다.

단계 S215에서는, CPU(20)는 제조자 이름이 스트림 데이터로부터 검출되는지를 판정한다. 단계 S215에서 CPU(20)가

제조자 이름을 검출한 것으로 판정되면, 처리는 단계 S216으로 진행한다.

단계 S216에서, CPU(20)는 검출된 제조자 이름을 도 4의 대응 테이블에 기초하여 스마트 파일의 AV/C 명령으로 변환하

고, 이를 D-VHS(5)에 출력하고, 처리는 종료된다.

단계 S215에서 CPU(20)가 제조자 이름을 검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정보 없음"이 AV/C 응답으로 변환되고, 이는

D-VHS(5)에 출력된다.

여기에서, 제조자 이름의 AV/C 응답을 수신한 D-VHS(5)의 처리를 설명한다. 단계 S243에서(도 52 참조), D-VHS(5)의

마이크로컴퓨터(32)의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단계 S242의 처리에서 수신된 제조자 이름이 유효 정보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즉,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제조자 이름이 전송인지 혹은 "정보 없음"이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243에서 수신된 AV/C 반응이 유효 정보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처리는 단계 S244로 진행한다.

단계 244에서, AV/C 명령 응답 처리부(41)는 제조자 이름을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42)에 출력한다. 스마트 파일 정

보 액세스부(42)는 수신된 제조자 정보를 메모리(33)에 출력하고 이 메모리에 그 정보를 저장한다. 더욱이, 스마트 파일 정

보 액세스부(42)는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가 제조자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고,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43)는 스마

트 파일(52)에 제조자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34)를 제어하며, 처리는 종료된다.

수신된 AV/C 반응이 유효 정보가 아닌 것으로 단계 S243에서 판정되면, 단계 S242의 처리는 스킵되고 처리는 종료한다.

이상의 일련의 처리는 하드웨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일련의 처리가 소프트웨어

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은 기록 매체로부터 전용 하드웨어 형태로 구현된 컴퓨터, 예

를 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여러 유형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범용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다.

도 53은 개인용 컴퓨터의 구성을 나타낸다. 개인용 컴퓨터의 CPU(101)는 개인용 컴퓨터의 전체 동작을 제어한다.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형성된 입력부(106)를 사용자가 동작시킨 결과로서 버스(104)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105)를 통해 명령이

입력되면, CPU(101)는 이 명령에 따라 ROM(102)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대안적으로 CPU(101)는 자기디스

크(131), 광디스크(132), 광자기 디스크(133) 혹은 드라이브(110)에 연결된 반도체 메모리(134)로부터 판독되어 기억부

(108)에 인스톨되는 프로그램을 RAM(103)에 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더욱이, CPU(101)는 외부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통신부(109)를 제어한다.

도 5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 매체는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컴퓨터로부터 별도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자기 디스크(131)(플로피 디스크 포함), 광자기 디스크(132)(CD-ROM(Compact Disk-Read Only Memory)와

DVD(Digital Versatile Disc) 포함), 광자기 디스크(133) (MD(Mini-Disk) 포함)) 혹은 반도체 메모리(134)로 형성되는

패키지 매체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미리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저장

부(108) 등에 포함되는 ROM(102)과 하드 디스크로도 구성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단계는 상술한 시퀀스에 따라 시계열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처리뿐만 아니라 비록 그 처리가 시계열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병행해서 혹은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처리도

포함하고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처리 방법, 및 기록 매체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내용 정보가 추출되고, 프로그램의 관련 정

보가 추출되며, 이 추출된 내용 정보가 또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되며, 추출된 관련 정보는 그 관련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며, 그 포맷이 변환되는 관련 정보가 다른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되도록 관련 정보

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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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처리 방법, 및 기록 매체에 따르면, 또 다른 하나의 정보 처리 장치의 제2 기록 매체내에 기

록되는 관련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판독되고, 판독 관련 정보는 관련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되며, 그 포맷

이 변환되는 관련 정보의 표시가 제어되며, 그 표시가 제어되는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며, 다른

정보 처리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되고, 선택된 프로그램의 내용 정보는 제1 기록 매체로부터 다시 재생된다.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처리 방법, 기록 매체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또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이

얻어지며,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내용 정보는 얻어진 제1 명령에 기초하여 제1 기록 매체

에 기록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2 명령이 얻어지며,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는 얻어진 이 제2 명

령에 따라 제1 기록 매체에 부착된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처리 방법, 기록 매체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1 명령

이 얻어지며,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관련 정보는 제1 명령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 판독되어 출력

되며, 다른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의 내용 정보에 대한 정보가 판독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얻어지고, 내용

정보는 이 얻어진 내용 정보에 기초한 제1 기록 매체로부터 다시 재생된다.

이상 각각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며, 내용 정보 및 관련 정보가 기록되고, 저장된 관련 정보가 최근의 정보로

항상 갱신되며, 프로그램이 최근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되며, 관련 정보가 다시 재생되도록 다른 하나의 정보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정보 처리 장치가 가능하다.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실시예가 행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본원 명세서에서 상술하고 있는

특정 실시예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청구범위에서와 같은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내에 포함되는 다양한 변형 실

시예와 균등물들을 망라하는 것이다. 다음의 청구범위는 그러한 모든 변형 실시예와, 균등 구조, 그리고 기능들을 포함하

는 것으로 보다 넓은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IRD(Intergrated Receiver-Decoder) 및 D-VHS(digital-video home system)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IRD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D-VHS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IRD의 관련 정보와 스마트 파일의 관련 정보 간의 대응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4의 장르(genre) 코드의 IRD와 D-VHS간의 대응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카셋트 테이프의 기록 개시일을 요구하는 AV/C(오디오-비쥬얼/제어)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도 6의 AV/C 명령에 따라, 기록 개시일을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카셋트 테이프의 테이프 길이를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도 8의 AV/C 명령에 따라, 테이프의 길이를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카셋트 테이프의 명칭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도 10의 AV/C 명령에 따라, 카셋트 테이프의 명칭을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TOC의 수를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도 12의 AV/C 명령에 따라, TOC의 수를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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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기록된 TOC 수를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도 14의 AV/C 명령에 따라, 기록된 TOC 수를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16은 스마트 파일의 갱신 횟수를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17은 도 16의 AV/C 명령에 따라, 스마트 파일의 갱신 횟수를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18은 특정 TOC의 기록 개시일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19는 도 18의 AV/C 명령에 따라, TOC의 기록 개시일을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20은 TOC의 기록 시작 시간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21은 도 20의 AV/C 명령에 따라, TOC의 기록 시작 시간을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22는 TOC의 기록된 시간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23은 도 22의 AV/C 명령에 따라, TOC의 기록된 시간을 복귀시키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24는 카셋트 테이프상의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를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25는 도 24의 AV/C 명령에 따라, 카셋트 테이프상의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를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

시한 도면.

도 26은 카셋트 테이프상의 TOC의 기록 시작 위치 및 기록 종료 위치를 도시한 도면.

도 27은 특정 TOC의 명칭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28은 도 27의 AV/C 명령에 따라, 특정 TOC의 명칭을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29는 특정 TOC의 장르 코드를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30은 도 29의 AV/C 명령에 따라, 특정 TOC의 장르 코드를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31은 특정 TOC상에 오버라이팅(overwriting)의 허가, 진행 속도, 입력 소스, 기록 신호 포맷, 및 오디오 정보를 요구하

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32는 도 31의 AV/C 명령에 따라, 특정 TOC상에 오버라이팅(overwriting)의 허가, 진행 속도, 입력 소스, 기록 신호 포

맷, 및 오디오 정보를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33은 특정 TOC의 제공자 명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34는 도 33의 AV/C 명령에 따라, 특정 TOC의 제공자 명을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35는 특정 TOC의 제공자 명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36은 도 35의 특정 TOC의 제공자 명을 복귀시키는 AV/C 응답을 도시한 도면.

도 37은 특정 TOC의 시작 위치 설정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38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의 시작 위치 설정을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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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스트림의 부가 정보를 요구하는 AV/C 명령을 도시한 도면.

도 40은 도 1의 IRD에 의해 모니터 상에 표시된 표시 화면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은 IRD가 TOC를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2는 D-VHS가 갱신 횟수를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3은 IRD가 TOC를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4는 D-VHS가 기록가능한 TOC의 최대수를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5는 IRD가 TOC를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6은 D-VHS가 기록가능한 TOC를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7은 IRD가 TOC를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8은 D-VHS가 기록 개시일을 판독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49는 IRD가 TOC의 시작 위치 설정 및 재생을 요구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50은 D-VHS가 TOC의 시작 위치를 설정하고 재생을 수행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51은 IRD가 TOC의 기록을 요구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52는 D-VHS가 기록을 수행할 때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53은 매체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안테나

2 : IRD

3 : 모니터

4 : IEEE 1394 케이블

5 : D-VHS

20 : CPU

21 : RAM

22 : ROM

23 : 조작 판넬

24, 31 : IEEE 1394 인터페이스

25 : 원격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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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마이크로컴퓨터

33 : 메모리

34 : 스마트 파일 소자 R/W 디바이스

35 : 듀플렉서 안테나

36 : 테이프 주행 제어 디바이스

37 : 자기 헤드

41 : AV/C 명령 응답 처리부

42 : 스마트 파일 정보 액세스부

43 : 스마트 파일 R/W 제어부

44 : 테이프 주행 시스템 제어부

51 : 비디오 카세트

52 : 스마트 파일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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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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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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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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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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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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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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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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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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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도면25

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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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도면28

도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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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0

도면31

도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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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3

도면34

도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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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6

도면37

도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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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9

도면40

등록특허 10-0724650

- 44 -



도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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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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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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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4

도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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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6

도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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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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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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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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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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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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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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