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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클라이언트는 Event::Subscribe("DSI_CHANGED")를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에서는 "DSI_CHANGED" 이벤트에 대해 설

정한 이벤트 번호를 클라이언트에 돌려준다. 여기서, 이벤트 번호를 획득한 후, 클라이언트는 Event::notify를 서버에 전송

하고, "DSI_CHANCED"를 포함하는 어느 이벤트 발생 통지 요구를 행한다. 그리고, Event::notify를 받은 후의 어느 타이

밍으로, 수신한 카루셀의 DSI에 변경이 있었던, 즉 "DSI_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에서는, Event::notify에 대

한 응답으로서, "DSI_CHANGED" 이벤트에 대응한 이벤트 번호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또, 서버가 이벤트 번호 발생을

클라이언트에 통지한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대해 Session::detach를 전달하기까지의 기간은 이벤트 번호가 발생하기

전의 카루셀(karrusel) 내용을 계속하여 사용한다.

대표도

도 12

색인어

순환 데이터, 이벤트, 클라이언트, 카루셀, 서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디지털 위성 방송 등에 있어서, 메인의 TV 프로그램 방송에 부수한 데이터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제어 방법, 데이터 전송 방법, 데이터 송신 장치,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디지털 위성 방송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위성 방송은 예를 들면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 비교하여 노이즈

나 페이딩에 강한 고품질의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파수 이용 효율이 향상되어, 다채널화도 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위성 방송이면 1개의 위성으로 수백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는 스포츠, 영화, 음악, 뉴스등의 전문 채널이 다수 준비되어 있고, 이들 전문 채널에서는 각각의 전문 컨텐

츠에 따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악곡 등의 음성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

나, 소위 텔레비젼 쇼핑으로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방송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결국은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으로서, 통상의 방송 내용과 병행한 데이터 서비스 방송

을 행하는 것이다.

일례로서, 악곡 데이터의 다운로드이면, 방송측에 있어서는 방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악곡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방송하

도록 한다. 또한, 이 악곡 데이터의 다운로드시에 있어서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화면(즉 다운로드용 조작 화면

이다)을 표시함으로써 인터렉티브한 조작을 사용자에게 행하게 하도록 되지만 상기 GUI 화면 출력을 위한 데이터도 다중

화하여 방송하게 된다.

그리고, 수신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측에서는 원하는 채널을 선국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신 장치에 대한 미리 정해

진 조작에 의해 악곡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GUI 화면을 표시 출력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이 표시된 조작 화면에 대

하여 사용자가 조작을 행함으로써, 예를 들면 수신 장치에 접속한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 대하여 데이터를 공급하여, 이것

이 녹음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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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와 같은 악곡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GUI 화면으로서는 예를 들면 GUI 화면을 형성하는 부분적인 화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의 정보에 부가하여, 또는 미리 정해진 조작에 따른 음성 출력을 위한 음성 데이터 등의 단위 데

이터(파일)를 각각 오브젝트로서 취급하고, 이 오브젝트의 출력 양태를 미리 정해진 방식에 의한 시나리오 기술에 의해 규

정함으로써, 상기 조작 화면에 대해서 원하는 표시 형태 및 음성 등의 출력 양태를 실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고려된다.

또한, 여기서는 상기 GUI 화면과 같이 하여, 기술 정보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어떤 목적에 따른 기능을 실현하는 표시 화면

(여기서는 음성 등의 출력도 포함한다)인 것을「신(Scene)」이라 하기로 한다. 또한, 「오브젝트」란 기술 정보에 근거하

여 그 출력 양태가 규정되는 화상, 음성, 텍스트 등의 단위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 전송시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기술 정보

자체의 데이터 파일도「오브젝트」의 1개로 취급되는 것으로 한다.

상기 신 표시 및 신 표시상에서의 음성 출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오브젝트는 예를 들면 미리 정해진 전송 방식에 따라 부호

화되어 송신된다.

수신 장치측에서는 상기 전송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 수신 데이터에 대해 디코드 처리를 실시하여, 예

를 들면 표시해야 할 신에 필요하게 되는 각 오브젝트의 세트의 데이터를 얻어, 이것을 신으로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수신 장치를 소유하는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상기 미리 정해진 전송 방식에 따라 한 후에, 수신 장치로

수신한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효율적인 처리가 행하여지도록 하여 예를 들면 표시 출력되

는 신 내용의 갱신, 신의 천이, 메인의 TV 방송 프로그램과 정지 화상 등의 부가 정보와의 동기 표시와 같은 처리도, 가능

한 한 가벼운 처리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수신 장치로 수신한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효율적인 처리가 행하여지도록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데이터 전송 방법, 데이터 송신 장치, 수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수신 장치측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신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를 들면 신 출력

의 전환 등도 신속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데이터 전송 방법, 데이터 송신 장치, 수신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대용량의 버퍼 등을 구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소규모의 회로로 실현 가능하

도록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데이터 전송 방법, 데이터 송신 장치, 수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한 과제를 고려하여, 전송해야 할 원하는 데이터에 의해 순환 데이터 단위를 형성하고, 이 순환 데

이터 단위를 원하는 기간에 걸쳐 반복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응하며,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의 내용이 전환된 것

을,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를 수신하는 서버측에서 이 순환 데이터 단위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도

록 한 순환 데이터 단위 전환 처리를 실행하도록 데이터 전달 제어를 행한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적어도, 순환 데이터 단위의 내용이 전환된 것을 클라이언트가 알 수 있게 되어, 클라이언트로서는 이

것에 의거한 원하는 대응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미리 정해진 방식의 시나리오 기술에 의해 관련된 오브젝트를 포함하여 데이터 전송 단위를 형성하고, 다

시, 어떤 일정 기간에 걸쳐 전송해야 할 1 이상의 데이터 전송 단위를 포함하여 순환 데이터 단위를 형성하고, 이 순환 데이

터 단위를 반복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응한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에 포함되

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순환 데이터 단위를 수신하는 서버측으로부터 상기의 순환 데이터 단위를 사

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를 실행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하였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적어도, 순환 데이터 단위를 형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오브젝트가 갱신된 것을 클라이언트

가 알 수 있게 되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에 의거한 원하는 대응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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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시각 정보와 이벤트명에 의해 이벤트 통

지를 구성하는 동시에, 시각 정보의 위치에, 즉시 이벤트를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정의하고, 즉시 이벤트를 발생

시키고 싶을 때에는 이벤트 통지의 이벤트 정보의 시각 정보의 위치에,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배치하여 보내도록 한 것이다.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로 이루어진 스트림 이벤트의 시각 정보에 대하여, 시각 정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코드의 1개(예를

들면, ALL「1」)를, 「즉석에서 이벤트를 발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 정보의 부분을 예를 들

면 ALL 「1 」로서 스트림 이벤트를 보내면, 그 이벤트가 수신측에서 즉시 발생된다. 따라서, 영상이나 음성에, 표시 데이

터를 동기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타이밍보다 조금 전의 타이밍으로 시각 정보의 부분을 예를 들면

ALL「1」로서 스트림 이벤트를 보내면, 영상이나 음성에 표시 데이터를 동기시킬 수 있다. 또한, 수신측에서는 시각의 관

리는 불필요하다.

또한 본 발명은 수신 장치측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신의 데이터가 얻어지도록 하고, 예를 들면 신 출력의 전

환 등도 신속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는 과제를 고려한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대용량의 버퍼 등을

구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소규모의 회로로 실현되도록 하는 과제를 고려한다.

이 때문에, 1 신을 형성하는 신 데이터가 1 또는 복수의 정보 전송 단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1 이상의 정보 전송 단위

로 이루어진 전송 데이터가 순환적으로 송신되는 송신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로서, 송신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 데이터

로서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정보 전송 단위로 데이터를 일시 축적 가능한 메모리 수단을 구비하며, 수신 데이터로부터 정

보 전송 단위로 데이터의 추출을 행하여 메모리 수단에 유지시켜, 이 메모리 수단에 축적된 신 데이터로서의 정보 전송 단

위를, 신 데이터 저장용 신 데이터 저장 수단에 대하여 전송하여 저장시킬 수 있는 신 데이터 수신 수단과, 신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신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 출력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신 출력 수단과, 수

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송신 정보로부터 신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신 우선 순위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획득 수단과, 이

정보 획득 수단에 의해 얻어진 신 우선 순위 정보에 근거하여, 수신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메모리 수단에 축적시키기 위

한 신 데이터로서의 정보 전송 단위를 선택하도록 상기 신 데이터 수신 수단에 대하여 제어를 행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

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예를 들면 1 이상의 정보 전송 단위(모듈)로 이루어진 전송 데이터가 순환적으로 송신되는 송신 방식

(카루셀 방식)에 대응하여 수신을 행하는 수신 장치로서, 우선, 1 신을 형성하는 신 데이터가 정보 전송 단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하여, 신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정보 전송 단위(즉 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것을 신 데이터 저장 수

단에 저장하게 된다. 즉, 신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수신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수신하기 위한 모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신 데이터 저장 수단에는 신의 우선 순위의 상위에 따라 신이 저장되어 가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수신 설비의 구축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은 IRD를 위한 리모트콘트롤러의 외관을 도시한 정면도이다.

도 4는 방송 화면과 GUI 화면과의 전환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5는 지상국의 구성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은 지상국에서 송신되는 데이터를 도시한 챠트도이다.

도 7은 송신 데이터의 시분할 다중화 구조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8은 DSM-CC에 의한 송신 포맷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9는 데이터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의 일례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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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데이터 구조도이다.

도 11은 PSI의 테이블 구조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2는 IRD의 구성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3은 U-UAPI 인터페이스의 일반적인 제어 동작예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4는 제 1 예로서의 카루셀(karrusel) 전환 통지 제어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5는 제 2 예로서의 카루셀 전환 통지 제어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6은 제 1 예로서의 오브젝트 갱신 통지 제어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7은 제 2 예로서의 오브젝트 갱신 통지 제어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8은 제 2 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준비되는 테이블 구조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9는 제 3 예로서의 오브젝트 갱신 통지 제어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20은 제 3 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준비되는 테이블 구조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21은 데이터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맵핑 예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22는 본 실시예로서의 데이터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맵핑 예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23은 본 실시예로서의 데이터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다른 맵핑 예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24는 본 실시예의 신 데이터의 모듈의 수신 동작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25는 신의 트랜지션예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26은 도 17에 도시한 신의 트랜지션 예에 따른 넥스트 신 매니저에 있어서 관리되는 신 우선 순위 예를 도시한 설명도

이다.

도 27은 도 17에 도시된 신의 트랜지션 예에 따른 넥스트 신 매니저에 있어서 관리되는 신 우선 순위 예를 도시한 설명도

이다.

도 28은 도 18 내지 도 19의 천이로서 도시된 신 우선 순위의 변경에 따른 신 데이터의 모듈의 수신 동작을 도시한 설명도

이다.

도 29는 본 실시예의 신 전환에 따른 모듈 할당을 실현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30은 이벤트의 일례의 설명에 사용하는 약선도이다.

도 31은 스크립트의 설명에 사용하는 약선도이다.

도 32는 스트림 이벤트 패킷의 구성을 도시한 약선도이다.

도 33은 스트림 이벤트 시퀀스의 일례의 설명에 사용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34는 스트림 이벤트 시퀀스의 다른 예의 설명에 사용하는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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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는 이벤트의 다른 예의 설명에 사용하는 약선도이다.

도 36은 스트림 이벤트 시퀀스의 또다른 예의 설명에 사용하는 타이밍도이다.

실시예

이후,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서는 디지털 위성 방송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동시에, 수신 장치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악곡 데이터(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예로 들기로 한다.

또한, 이후의 설명은 다음 순서대로 하기로 한다.

1.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

1-1. 전체 구성

1-2. GUI 화면에 대한 조작

1-3. 지상국

1-4. 송신 포맷

1-5. IRD

2. 카루셀 전환시의 처리

2-1. 제 1 예

2-2. 제 2 예

3. 오브젝트 갱신시의 처리

삭제

3-1. 제 1 예

3-2. 제 2 예

3-3. 제 3 예

4. 큐에 대한 모듈의 할당

5. 메인의 영상·음성 재생과 부가 데이터 재생의 동기

1.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의 구성

삭제

삭제

1-1. 전체 구성

도 1은 본 실시예로서의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위성 방

송의 지상국(1)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부터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방송을 위한 소재와, 악곡 소재 서버(7)

로부터의 악곡 데이터의 소재와, 음성 부가 정보 서버(8)로부터의 음성 부가 정보와, GUI 데이터 서버로부터의 GUI 데이

터가 보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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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는 통상의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하는 서버이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로

부터 보내오는 음악 방송의 소재는 동화상 및 음성이 된다. 예를 들면,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면, 상기 텔레비젼 프로그램

소재 서버(6)의 동화상 및 음성의 소재를 이용하여, 예를 들면 신곡의 프로모션용 동화상 및 음성이 방송되거나 하게 된다.

악곡 소재 서버(7)는 오디오 채널을 사용하여,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버이다.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소재는 음성

만으로 이루어진다. 이 악곡 소재 서버(7)는 복수의 오디오 채널의 오디오 프로그램의 소재를 지상국(1)에 전송한다.

각 오디오 채널의 프로그램 방송에서는 각각 동일의 악곡이 미리 정해진 단위시간 반복하여 방송된다. 각 오디오 채널은

각각 독립되어 있고, 그 이용 방법으로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개의 오디오 채널에서는 최신의 일본 팝

의 수곡을 어떤 일정 시간 반복하여 방송하고, 다른 오디오 채널에서는 최신의 외국의 팝의 수곡을 어떤 일정 시간 반복하

여 방송하게 하도록 된다.

음성 부가 정보 서버(8)는 악곡 소재 서버(7)로부터 출력되는 악곡의 시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버이다.

GUI 데이터 서버(9)는 사용자가 조작에 사용하는 GUI 화면을 형성하기 위한 「GUI 데이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후술

하는 바와 같은 악곡의 다운로드에 관한 GUI 화면이면, 배신되는 악곡의 리스트 페이지나 각 악곡의 정보 페이지를 형성하

기 위한 화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앨범 재킷의 정지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또한, 수신 설비(3)측

에서 소위 EPG(Electrical Program Guide)으로 불리는 프로그램 표시를 행하는 데 이용되는 EPG 데이터도 여기에서 제

공된다.

또한, 「GUI 데이터」로서는 예를 들면 MHEG(Multimedia Hypermedia Information Coding Experts Group) 방식이

채용된다. MHEG란, 멀티미디어 정보, 순서, 조작 등의 각각과, 그 조합을 오브젝트로서 파악하여, 그들의 오브젝트를 부

호화 후에, 타이틀(예를 들면 GUI 화면)로서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술의 국제 표준이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MHEG-5를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지상국(1)은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 악곡 소재 서버(7), 음성 부가 정보 서버(8) 및 GUI 데이터 서버(9)로

부터 전송된 정보를 다중화하여 송신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데이터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2 방식에 의해 압축 부호화되어, 오디오 데이터는 MPEG 오디오 방식에 의해 압축 부호화된다. 또한, 악곡 소재 서

버(7)로부터 전송된 오디오 데이터는 각 오디오 채널에 대응하여, 예를 들면 MPEG 오디오 방식과, ATRAC(ado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방식과 어느 한쪽의 방식에 의해 압축 부호화된다.

또한, 이들 데이터는 다중화의 시, 키 정보 서버(10)로부터의 키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또한, 지상국(1)의 내부 구

성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지상국(1)으로부터의 신호는 위성(2)을 통해 각 가정의 수신 설비(3)로 수신된다. 위성(2)에는 복수의 트랜스폰더가 탑재

되어 있다. 1개의 트랜스폰더는 예를 들면 30Mbps의 전송 능력을 갖고 있다. 각 가정의 수신 설비(3)로서는 파라보라 안

테나(11)와 IRD(Integrated Receiver Decoder)(12)와, 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와, 모니터 장치(14)가 준비된다. 또한,

IRD(12)에 대하여 조작을 행하기 위한 리모트콘트롤러(64)가 준비되어 있다.

파라보라 안테나(11)로 위성(2)을 통해 방송되어 온 신호가 수신된다. 이 수신 신호가 파라보라 안테나(11)에 장착된 LNB

(Low Noize Block Down Converter)(15)로 미리 정해진 주파수로 변환되어, IRD(12)에 공급된다.

IRD(12)에서의 개략적인 동작으로서는 수신 신호로부터 미리 정해진 채널의 신호를 선국하여, 그 선국된 신호로부터 프로

그램으로서의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의 복조를 행하여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한다. 또한, IRD(12)에

서는 프로그램으로서의 데이터와 함께 다중화되어 송신되어 온 GUI 데이터에 근거하여 GUI 화면으로서의 출력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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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수신 선국한 프로그램의 화상 표시 및 음성 출력이 행하여지고,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GUI

화면을 표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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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는 IRD(12)에 의해 다운로드된 오디오 데이터(악곡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스토레

이지 디바이스(13)의 종류로서는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MD(Mini Disc) 레코더/플레이어, DAT 레코더/플레이어,

DVD 레코더/플레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로서 퍼스널 컴퓨터 장치를 사용하고, 하드디

스크 외에, CD-R 등을 비롯한 기록이 가능한 미디어에 오디오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의 수신 설비(3)로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전송 규격으로서 IEEE 1394에 대응한 데이터 인

터페이스를 구비한 MD 레코더/플레이어(13A)를, 도 1에 도시된 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도에 도시된 IEEE 1394 대응의 MD 레코더/플레이어(13A)는 IEEE 1394 버스(16)에 의해 IRD(12)와 접속된다. 이로

써, 본 실시예에서는 IRD(12)로써 수신된, 악곡으로서의 오디오 데이터(다운로드 데이터)를, ATRAC 방식에 의해 압축처

리가 실시된 채로의 상태에서 직접 수신하여 기록할 수 있다. 또한, MD 레코더/플레이어(13A)와 IRD(12)를 IEEE 1394

버스(16)에 의해 접속한 경우에는 상기 오디오 데이터 이 외에, 그 앨범의 재킷 데이터(정지 화상 데이터) 및 가사 등의 텍

스트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IRD(12)는 예를 들면 전화 회선(4)을 통해 과금 서버(5)와 통신 가능하게 되어 있다. IRD(12)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

여 각종 정보가 기억되는 IC 카드가 삽입된다. 예를 들면 악곡의 오디오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행해진 것으로 하면, 이것에

관한 이력 정보가 IC 카드에 기억된다. 이 IC 카드의 정보는 전화 회선(4)을 통해 미리 정해진 기회, 타이밍으로 과금 서버

(5)에 보내여진다. 과금 서버(5)는 이 보내여진 이력 정보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여 요금을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된 시스템에서는 지상국(1)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

로부터의 음악 프로그램 방송의 소재 가 되는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와 악곡 소재 서버(7)로부터의 오디오 채널

의 소재가 되는 오디오 데이터와, 음성 부가 정보 서버(8)로부터의 음성 부가 정보와, GUI 데이터 서버(9)로부터의 GUI 데

이터를 다중화하여 송신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수신 설비(3)로 이 방송을 수신하면, 예를 들면 모니터

장치(14)에 의해, 선국한 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함께 송신되는 GUI 데이터를 이

용한 GUI 화면으로서, 제 1에는 EPG(Electrical Program Guide;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화면을 표시시켜, 프로그램의 검

색 등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제 2에는 예를 들면 통상의 프로그램 방송 이외의 특정한 서비스용 GUI 화면을 이용하여 원하

는 조작을 행함으로써, 본 실시예의 경우에는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제공되어 있는 통상 프로그램 시청 이외의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디오(악곡)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용 GUI 화면을 표시시켜, 이 GUI 화면을 이용하여 조작을 행하면, 사용

자가 희망한 악곡의 오디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GUI 화면에 대한 조작을 수반하는 통상의 프로그램 방송 이외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방송에 대해서는 인터렉티브성을 갖는 것도 있고, 「인터렉티브 방송」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1-2.GUI 화면에 대한 조작

여기서, 상술하고 있는 인터렉티브 방송의 이용예, 즉, GUI 화면에 대한 조작예에 대해서,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개략적

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악곡 데이터(오디오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술한다.

우선, 도 3에 의해 IRD(12)에 대하여 사용자가 조작을 행하기 위한 리모트콘트롤러(64)의 조작 키에 대해서, 특히 주요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도 3에는 리모트콘트롤러(64)에 있어서 각종 키가 배열된 조작 패널면이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 각종 키 중, 전원

키(101), 숫자 키(102), 화면 표시 전환 키(103), 인터렉티브 전환 키(104), EPG 키 패널부(105), 채널 키(106)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원 키(101)는 IRD(12)의 전원의 온/오프를 행하기 위한 키이다. 숫자 키(102)는 숫자 지정에 의해 채널 전환을 행하거

나, 예를 들면 GUI 화면에 있어서, 수치 입력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 조작하기 위한 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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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 전환 키(103)는 예를 들면 통상의 방송 화면과 EPG 화면과의 전환 을 행하는 키이다. 예를 들면, 화면 표시 전환

키(103)에 의해 EPG 화면을 호출한 상태하에서, EPG 키 패널부(105)에 배치된 키를 조작하면,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표시 화면을 이용한 프로그램 검색을 행하게 된다. 또한, EPG 키 패널부(105)내의 화살표 키(105a)는 후술하는 서비스용

GUI 화면에서의 커서 이동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렉티브 전환 키(104)는 통상의 방송 화면과, 그 방송 프로그램에 부수한 서비스를 위한 GUI 화면과의 전환을 행하기

위해 설정된다. 채널 키(106)는 IRD(12)에서의 선국 채널을 그 채널 번호의 상승 순서, 하강 순서에 따라 순차 전환되어 가

기 위해 설정된 키이다.

또한, 본 실시예의 리모트콘트롤러(64)로서는 예를 들면 모니터 장치(14)에 대한 각종 조작도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되어, 이에 대응한 각종 키도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모니터 장치(14)에 대응하는 키 등의 설명은 생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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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설비(3)에 의해 방송을 수신하여 원하는 채널을 선국하면, 모니터 장치(14)의 표시 화면에는 도 4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부터 제공된 프로그램 소재에 근거한 동화상이 표시된다. 즉, 통상의 프로그램 내

용이 표시된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음악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음악 프로그램에는 악곡의 오

디오 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인터렉티브 방송)가 부수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음악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리모트콘트롤러(64)의 인터렉티브 전환 키

(104)을 조작하였다고 하면, 표시 화면은 도 4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오디오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위한 GUI 화면으로

전환된다.

이 GUI 화면에 있어서는 우선, 화면의 좌측 상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표시 에어리어(21a)에 대하여, 도 4의 a에서 표시되

어 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에 의한 화상이 축소화되어 표시된다.

또한, 화면의 우측 상부에는 오디오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각 채널의 악곡 의 리스트(21B)가 표시된다. 또한, 화면의 좌

측 하부에는 텍스트 표시 에어리어(21C)와 재킷 표시 에어리어(21D)가 표시된다. 또한, 화면의 우측에는 가사 표시 버튼

(22), 프로파일 표시 버튼(23), 정보 표시 버튼(24), 예약 녹음 버튼(25), 예약 종료 일람 표시 버튼(26), 녹음 이력 표시 버

튼(27) 및 다운로드 버튼(28)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이 리스트(21B)에 표시되어 있는 악곡 명을 보면서, 흥미가 있는 악곡을 찾아간다. 그리고, 흥미가 있는 악곡을

찾아 내면 리모트콘트롤러(64)의 화살표 키(105a)(EPG 키 패널부(105)내)를 조작하여, 그 악곡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커서를 맞춘 후, 엔터 조작을 행한다(예를 들면 화살표 키(105a)의 엔터 위치를 압압 조작한다).

이로써, 커서를 맞춘 악곡을 시청할 수 있다. 즉, 각 오디오 채널에서는 미리 정해진 단위 시간 중, 동일 악곡이 반복하여 방

송되고 있으므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표시 에어리어(21a)의 화면은 그대로이고, IRD(12)에 의해 상기 조작에 의해 선택된

악곡의 오디오 채널로 전환하여 음성 출력함으로써, 그 악곡을 들을 수 있다. 이 때, 재킷 표시 에어리어(21D)에는 그 악곡

의 MD 재킷의 정지 화상이 표시된다.

또한, 예를 들면 상기의 상태에서 가사 표시 버튼(22)에 커서를 맞추고, 엔터 조작을 행한다(이하, 버튼 표시에 커서를 맞

추고, 엔터 조작을 행하는 것을「버튼을 누른다」라고 한다)와, 텍스트 표시 에어리어(21C)에 악곡의 가사가 오디오 데이

터와 동기한 타이밍으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표시 버튼(23) 또는 정보 표시 버튼(24)을 누르면, 악곡에 대응하

는 아티스트의 프로파일 또는 콘서트정보 등이 텍스트 표시 에어리어(21C)에 표시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현재와 같은

악곡이 배신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한 각 악곡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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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오디오 데이터가 다운로드되고, 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에 기억된다. 악곡의 오디오 데이터와 함께, 그 가사 데이터,

아티스트의 프로파일 정보, 재킷의 정지 화상 데이터 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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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하여 악곡의 오디오 데이터가 다운로드될 때마다, 그 이력 정보가 IRD(12)내의 IC 카드에 기억된다. IC 카

드에 기억된 정보는 예를 들면 1개월에 한번씩 과금 서버(5)에 의해 수신이 행해지고,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터 서비스의

사용 이력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다운로드되는 악곡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미리 다운로드의 예약을 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약 녹음 버튼(25)을 누른다. 이 버튼을 누르면, GUI 화면

의 표시가 전환되고, 예약이 가능한 악곡의 리스트가 화면 전체에 표시된다. 예를 들면 이 리스트는 1시간 단위, 1주간 단

위, 채널 단위 등으로 검색한 악곡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이 리스트 중에서 다운로드의 예약을 행하고 싶은

악곡을 선택하면, 그 정보가 IRD(12)내에 등록된다. 그리고, 이미 다운로드의 예약을 행한 악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약 종료 일람 표시 버튼(26)을 누름으로써, 화면 전체에 표시시킬 수 있다. 이렇게하여 예약된 악곡은 예약 시각이 되면

IRD(12)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에 기억된다.

사용자는 다운로드를 행한 악곡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녹음 이력 버튼(27)을 누름으로써, 이미 다운로드를 행

한 악곡의 리스트를 화면 전체에 표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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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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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악곡의 다운로드와 그 예약, 다운로드의 이력이나 예약 종료 악곡 리스트의 표시 등을 행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지만, 상기 도 4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GUI 화면의 표시와, GUI 화면에 대한 사용자의 조작에 응답한

GUI 화면상에서의 표시 변경, 및 음성 출력은 상술한 MHEG 방식에 의거한 시나리오 기술에 의해, 오브젝트의 관계를 규

정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란, 도 4의 b에 도시된 각 버튼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의 화상 데이터

나, 각 표시 에어리어에 표시되는 소재 데이터로 된다.

그리고, 본 명세서에 있어서는 이 GUI 화면과 같은 시나리오 기술에 의해 오브젝트 간의 관계가 규정됨으로써, 어떤 목적

에 따른 정보의 출력 양태(화상 표시나 음성 출력 등)이 실현되는 환경을 「신 」이라고 하기로 한다. 또한, 1 신을 형성하

는 오브젝트로서는 시나리오 기술의 파일 자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된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으로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배신되는 동시에, 복수의 오

디오 채널을 사용하여 악곡의 오디오 데이터가 배신된다. 그리고, 배신되어 있는 악곡의 리스트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악

곡 을 찾아, 그 오디오 데이터를 스토레이지 디바이스(13)에 간단하게 보존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에서의 프로그램 제공 이외의 서비스로서는 상기한 악곡 데이터의 다운로드 이 외에도 각종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위 텔레비젼 쇼핑이라고 하는 상품 소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한편, GUI 화면으로서는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준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3.지상국

지금까지, 본 실시예로서의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이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

게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지상국(1)의 구성에 대해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후의 설명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지상국(1)으로부터 위성(2)을 통해 서의 수신 설비(3)로의 송신을 행함에 있어, DSM-CC(Digital

storage Media-Command and Control) 프로토콜을 채용한다.

DSM-CC(MPEG-part 6) 방식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축적 미디어

(DSM)에 축적된 MPEG 부호화 비트 스트림을 취득(Retrieve)하기도 하고, 혹은 DSM에 대하여 스트림을 축적(Store)하

기 위한 코맨드나 제어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 DSM-CC 방식이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

에서의 전송 규격으로서 채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DSM-CC 방식에 의해 데이터 방송 서비스(예를 들면 GUI 화면 등)의 컨텐츠(오브젝트의 집합)을 전송하기 위해

서는 컨텐츠의 기술 형식을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기술 형식의 정의로서 먼저 기술한 MHEG가 채용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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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도시된 지상국(1)의 구성에 있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등록 시스템(31)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로

부터 얻어진 소재 데이터를 AV 서버(35)에 등록한다. 이 소재 데이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출 시스템(39)에 보내여지

고, 여기서 비디오 데이터는 예를 들면 MPEG2 방식으로 압축되고, 오디오 데이터는 예를 들면 MPEG 오디오 방식에 의해

패킷화된다. 텔레비젼 프로그램 송출 시스템(39)의 출력은 멀티플렉서(45)에 보내여진다.

또한, 악곡 소재 등록 시스템(32)에서는 악곡 소재 서버(7)로부터의 소재 데이터, 즉 오디오 데이터를, MPEG 오디오 인코

더(36A) 및 ATRAC 인코더(36B)에 공급한다. MPEG 오디오 인코더(36A), ATRAC 인코더(36B)에서는 각각 공급된 오디

오 데이터에 대해서 디코드 처리(압축 부호화)를 행한 후, MPEG 오디오 서버(40A) 및 ATRAC 오디오 서버(40B)에 등록

시킨다.

MPEG 오디오 서버(40A)에 등록된 MPEG 오디오 데이터는 MPEG 오디오 송출 시스템(43A)에 전송되어 여기서 패킷화

된 후, 멀티플렉서(45)에 전송된다. ATRAC

오디오 서버(40B)에 등록된 ATRAC 데이터는 ATRAC 오디오 송출 시스템(43B)에 4배속 ATRAC 데이터로서 보내여지

고, 여기서 패킷화되어 멀티플렉서(45)에 송출된다.

또한, 이 음성 부가 정보 등록 시스템(33)에서는 음성 부가 정보 서버(8)로부터의 소재 데이터인 음성 부가 정보를 음성 부

가 정보 데이터 베이스(37)에 등록한다. 이 음성 부가 정보 데이터 베이스(37)에 등록된 음성 부가 정보는 음성 부가 정보

송출 시스템(41)에 전송되어, 동일하게 하여, 여기서 패킷화되어 멀티플렉서(45)에 전송된다.

또한, GUI용 소재 등록 시스템(34)에서는 GUI 데이터 서버(9)로부터의 소재 데이터인 GUI 데이터를, GUI 소재 데이터 베

이스(38)에 등록한다.

GUI 소재 데이터 베이스(38)에 등록된 GUI 소재 데이터는 GUI 오소링 시스템(42)에 전송되고, 여기서, GUI 화면, 즉, 도

4에서 설명한 「신」으로서의 출력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이 되도록 처리가 실시된다.

즉, GUI 오소링 시스템(42)에 전송되어 온 데이터로서는 예를 들면, 악곡의 다운로드를 위한 GUI 화면이면, 앨범 재킷의

정지 화상 데이터, 가사 등의 텍스트 데이터, 또, 조작에 따라 출력되는 음성 데이터 등이다.

상기한 각 데이터는 소위 모노미디어라고 불리지만, GUI 오소링 시스템(42)에서는 MHEG 오소링 툴을 사용하여, 이들의

모노미디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이것을 오브젝트로서 취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도 4의 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신(GUI 화면)의 표시 양태와 조작에 따른 화상 음성의 출력 양태가 얻어

지도록 상기 오브젝트의 관계를 규정한 시나리오 기술 파일(스크립트)과 같이 MHEG-5의 컨텐츠를 작성한다.

또한, 도 4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GUI 화면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의 소재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화상·

음성 데이터(MPEG 비디오 데이터, MPEG 오디오 데이터)가, GUI 화면에 표시되는 동시에 음성 출력되어, 조작에 따른 출

력 양태가 주어진다.

따라서, 상기 시나리오 기술 파일로서는 상기 GUI 오소링 시스템(42)에서는 상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재 서버(6)의 소

재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화상·음성 데이터, 악곡 소재 서버(7)의 악곡 소재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MPEG 오디오 데이터,

또는, 음성 부가 정보 서버(8)를 근거로 하는 음성 부가 정보도 필요에 따라서 오브젝트로서 취급되어, MHEG의 스크립트

에 의한 규정이 행하여진다.

또, GUI 오소링 시스템(42)으로부터 전송되는 MHEG 컨텐츠의 데이터로서는 스크립트 파일 및 오브젝트로서의 각종 정

지 화상 데이터 파일이나 텍스트 데이터 파일 등으로 되지만, 정지 화상 데이터는 예를 들면 JPEG(Joint Photograph

Experts Group) 방식으로 압축된 640×480 픽셀의 데이터로 되고, 텍스트 데이터는 예를 들면 800 문자 이내의 파일로

된다.

GUI 오소링 시스템(42)으로 얻어진 MHEG 컨텐츠의 데이터는 DSM-CC 인코더(44)에 전송된다.

DSM-CC 인코더(44)에서는 MPEG2 포맷에 따른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다중되는 형식의 트랜스포

트 스트림(이하 TS(Transport stream)으로 약기한다)으로 변환하여, 패킷화되어 멀티플렉서(45)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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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서(45)에 있어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출 시스템(39)으로부터의 비디오 패킷 및 오디오 패킷과, MPEG 오디오

송출 시스템(43A)으로부터의 오디오 패킷과, ATRAC 오디오 송출 시스템(43B)으로부터의 4배속 오디오 패킷과, 음성 부

가 정보 송출 시스템(41)으로부터의 음성 부가 정보 패킷과, GUI 오소링 시스템(42)으로부터의 GUI 데이터 패킷이 시간

축 다중화되는 동시에, 키 정보 서버(도 1)로부터 출력된 키 정보에 근거하여 암호화된다.

멀티플렉서(45)의 출력은 전파 송출 시스템(46)에 전송되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에러 정정 부호의 부가, 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의 처리가 실시된 후, 안테나로부터 위성(2)을 향해 송신 출력하도록 된다.

1-4. 송신 포맷

다음에, DSM-CC 방식에 근거하여 규정된 본 실시예의 송신 포맷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6은 지상국(1)으로부터 위성(2)으로 송신 출력되었을 때의 데이터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도에 도시된 각 데이터는 실제로는 시간축 다중화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도에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1)

내지 시각(t2) 사이가 1개의 이벤트로 되고, 시각(t2)으로부터 다음 이벤트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란, 예를 들면 음

악 프로그램의 채널이면, 복수악곡의 라인업(구성)의 세트를 변경하는 단위이며, 시간적으로는 30분 또는 1시간정도가 된

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각(t1 내지 t2)의 이벤트에서는 통상의 동화상의 프로그램 방송으로, 미리 정해진 내용(A1)을

갖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있다. 또한, 시각(t2)에서 시작하는 이벤트에서는 내용(A2)으로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있

다. 이 통상의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어 있는 것은 동화상과 음성이다.

삭제

MPEG 오디오 채널(1 내지 10)은 예를 들면, 채널(CH1 내지 CH10)의 10 채널분 준비된다. 이 때, 각 오디오 채널(CH1,

CH2, CH3····CH10)에서는 1개의 이벤트가 방송되고 있는 동안은 동일 악곡이 반복하여 송신된다. 즉, 시각(t1 내지 t2)의

이벤트의 기간에 있어서는 오디오 채널(CH1)에서는 악곡(B1)이 반복하여 송신되고, 오디오 채널(CH2)에서는 악곡(C1)

이 반복하여 송신되며, 이하 동일하게, 오디오 채널(CH10)에서는 악곡(K1)이 반복하여 송신되어진다. 이것은 그 아래에

나타내어져 있는 4배속 ATRAC 오디오 채널(1 내지 10)에 대해서도 공통이다.

즉, 도 6에 있어서, MPEG 오디오 채널과 4배속 ATRAC 오디오 채널의 채널 번호인 ()안의 숫자가 같은 것은 같은 악곡이

된다. 또한, 음성 부가 정보의 채널 번호인 ()안의 숫자는 같은 채널 번호를 갖는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되어 있는 음성 부가

정보이다. 또한, GUI 데이터로서 전송되는 정지 화상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도 각 채널마다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 데이

터는 도 7의 a 내지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MPEG2의 트랜스포트 패킷내에서 시분할 다중되어 송신되고, 도 7의 e 내지 h

에 도시된 바와 같이 IRD(12)내에서는 각 데이터 패킷의 헤더 정보를 사용하여 재구축된다.

또한, 상기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송신 데이터 중, 적어도 데이터 서비스(인터렉티브 방송)에 이용되는 GUI 데이터는

DSM-CC 방식에 따라 논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DSM-CC 인코더(44)로부터 출력되

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데이터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도 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M-CC 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본 실시예의 데이터 방송 서비스는 Service Gateway라고

하는 명칭의 루트 디렉토리 중에 모두 포함된다. Service Gateway에 포함되는 오브젝트로서는 디렉토리(Directory), 파

일(Fi1e), 스트림(Stream), 스트림 이벤트(Stream Event) 등의 종류가 존재한다.

이들 중, 파일은 정지 화상, 음성, 텍스트, 또는 MPEG에 의해 기술된 스크립트 등의 개개의 데이터 파일로 된다.

스트림은 예를 들면, 다른 데이터 서비스나 AV 스트림(TV 프로그램 소재로서의 MPEG 비디오 데이터, MPEG 오디오 데

이터, 악곡 소재로서의 MPEG 오디오 데이터, ATRAC 오디오 데이터 등)에 링크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스트림 이벤

트는 동일한 링크의 정보와 시각 정보가 포함된다. 디렉토리는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폴더이다.

그리고, DSM-CC 방식에서는 도 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여, 이들의 단위 정보와 Service Gateway를 각각 오브젝트

라는 단위로 파악하여, 각각을 BIOP 메세지라는 형식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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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에 관련된 설명에서는 파일, 스트림, 스트림 이벤트의 3개의 오브젝트의 구별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하

의 설명에서는 이들을 파일로서의 오브젝트에 대표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DSM-CC 방식에서는 도 8의 c에 도시된 모듈이라고 하는 데이터 단위를 생성한다. 이 모듈은 도 8의 b에 도시된

BIOP 메세지화된 오브젝트를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한 후에, BIOP 헤더가 부가되어 형성되는 가변 길이의 데이터 단위이

고, 후술하는 수신측에서의 수신 데이터의 버퍼링 단위가 된다.

또, DSM-CC 방식으로서는 1 모듈을 복수의 오브젝트에 의해 형성하는 경우의, 오브젝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규

정, 제한은 되어 있지 않다. 즉, 극단적인 것을 말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신 사이에서의 2 이상의 오브젝트에 의해 1 모듈

을 형성하였다고 해도, DSM-CC 방식하에서의 규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이 모듈은 MPEG2 포맷에 의해 규정되는 섹션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송하기위해, 도 8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계적

으로 「블록」이라고 하는 원칙 고정 길이의 데이터 단위로 분할된다. 단지 모듈에서의 최후의 블록에 대해서는 규정의 고

정 길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블록 분할을 행하는 것은 MP5EG2 포맷에 있어서, 1 섹션이 4KB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상기 블록으로서의 데이터 단위와, 섹션과는 동일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하여 모듈을 분할하여 얻은 블록은 도 8의 e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여 헤더가 부가되어 DDB(Download Data

Block)라는 메세지의 형식으로 변환된다.

또한, 상기 DDB로의 변환과 병행하여, DSI(Download Server Initiate) 및 DII(Dwonload Indication Information)라는 제

어 메세지가 생성된다.

상기 DSI 및 DII는 수신측(IRD(12))에서 수신 데이터로부터 모듈을 취득했을때에 필요하게 되는 정보이며, DSI는 주로, 다

음에 설명하는 카루셀(모듈)의 식별자, 카루셀 전체에 관련되는 정보(카루셀이 1 회전하는 시간, 카루셀 회전의 타임 아웃

치)등의 정보를 갖는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의 루트 디렉토리(Service Gateway)의 소재를 알기 위한 정보도 갖는다

(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의 경우).

DII는 카루셀에 포함되는 모듈마다 대응하는 정보이고, 모듈마다의 사이즈, 버젼, 그 모듈의 타임 아웃치 등의 정보를 갖는

다.

그리고, 도 8의 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DDB, DSI, DII의 3종류의 메세지를 섹션의 데이터 단위에 대응시켜 주기적으

로, 또한 반복하여 송출하도록 된다. 이것에 의해, 수신기측에서는 예를 들면 목적의 GUI 화면(신)을 얻는 데 필요한 오브

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듈을 언제나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전송 방식을 회전 목마를 예로 들어 「카루셀 방식」이라 하며, 도 8의 f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여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전송 형태를 카루셀이라고 한다.

여기서, 1 카루셀에 포함되는 모듈로서는 복수로 되어 관계없다. 예를 들면, 1 카루셀에 의해 1개의 데이터 서비스에 필요

한 복수의 모듈을 전송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또, 「카루셀 방식」으로서는 「데이터 카루셀 방식」의 레벨과 「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의 레벨로 나누어진다. 특히 오

브젝트 카루셀 방식에서는 파일, 디렉토리, 스트림, 서비스 게이트 등의 속성을 가지는 오브젝트를 데이터로서 카루셀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디렉토리 구조를 취급할 수 있지만, 데이터 카루셀 방식과 크게 다르다. 본 실시예의 시스템

에서는 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을 채용하게 된다.

또한, 도 9에, MHEG 방식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로서의 파일(MHEG application fi1e)의 디렉토리 구조예를 도시한다. 상

술과 같이 오브젝트 카루셀방식은 이 디렉토리 구조를 취급할 수 있는 것에 특징을 갖는다.

통상 Service Domain의 입구가 되는 (MHEG application fi1e)은 반드시, Service Gateway의 바로 아래에 있는 app 0/

startup라는 파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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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Service Domain(Service Gateway)의 하에서 application directory(app0, app1···appN)가 있고, 그 아래

에 startup라고 하는 application·파일과 application을 구성하는 각 scene의 directory(scene0, scene1··)가 있도록 된

다. 또한 scene directory 하에서는 MHEG scene fi1e과 scene을 구성하는 각 content fi1e이 놓여지는 것으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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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형태에 의해 출력된다. 이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예를 들면 도 10에 도시된 구조를 갖는다.

도 10의 a에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도시되어 있다. 이 트랜스포트 스트림이란 MPEG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는 비트열

이며, 도면과 같이 188바이트의 고정 길이 패킷(트랜스포트 패킷)의 연결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각 트랜스포트 패킷은 도 10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더와 특정한 개별 패킷에 부가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한 어

댑텐션 필드와 패킷의 내용(비디오/오디오 데이터 등)을 나타낸 유효 탑재량(데이터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헤더는 예를 들면 실제로는 4바이트로 되고, 도 10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두에는 반드시 동기 바이트가 있도록 되어,

이것보다 뒤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그 패킷의 식별 정보인 PID(Packet_ID), 스크램블의 유무를 나타내는 스크램블 제어

정보, 후속하는 어댑텐션 필드나 유효 탑재량의 유무 등을 나타내는 어댑텐션 필드 제어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들의 제어 정보에 근거하여, 수신 장치측에서는 패킷 단위로 디스크램블을 행하고, 또한, 디멀티플렉서에 의해 비디오/

오디오/데이터 등의 필요 패킷의 분리·추출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오디오의 동기 재생의 기준이 되는 시각 정보를

재생하는 것도 여기서 행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에는 복수 채널분의 영상/음성/데이터의 패킷

이 다중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PSI(Priogram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선국을 담당하기 위한 신호나, 한정 수

신(개인의 계약 상황에 따라 유료 채널의 수신 가불가를 결정하는 수신 기능)에 필요한 정보(EMM/ECM), EPG 등의 서비

스를 실현하기 위한 SI(Service Information)가 동시에 다중되어 있다. 여기서는 PSI에 대해서 설명한다.

PSI는 제1l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여, 4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테이블은 섹션 형식이고 하는 MPEG

System에 준하여 처리한 형식으로 전송된다.

도 11의 a에는 NIT(Network Information Tab1e) 및 CAT(Conditional Access Tab1e)의 테이블이 도시되어 있다.

NIT는 모든 캐리어에 동일한 내용이 다중되어 있다. 캐리어마다 전송 제원(편파면, 캐리어 주파수, 컨벌루션 레이트 등)

과, 거기에 다중되어 있는 채널의 리스트가 기술되어 있다. NIT의 PID로서는 PID= 0x0010로 되어 있다.

CAT도 또한, 모든 캐리어에 동일 내용이 다중된다. 한정 수신 방식의 식별과 계약 정보 등의 개별 정보인 EMM

(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 패킷의 PID가 기술되어 있다. PID로서는 PID=0x0001에 의해 나타낸다.

도 11의 b에는 캐리어마다 고유의 내용을 갖는 정보로서, PAT가 도시되어 있다. PAT에는 그 캐리어내의 채널 정보와, 각

채널의 내용을 나타내는 PMT의 PID가 기술되어 있다. PID로서는 PID= 0x0000에 의해 나타낸다.

또한, 캐리어에서의 채널마다의 정보로서, 도 11의 c에 도시된 PMT(Program Map Table)의 테이블을 갖는다.

PMT는 채널 별의 내용이 다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 11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각 채널을 구성하는 콤포넷(비디오/오

디오 등)과, 디스크램블(11)에 필요한 ECM(Encryption Control Message) 패킷의 PID가 기술되어 있는 PMT의 PID는

PAT에 의해 지정된다.

1-5. IRD

계속해서, 수신 설비(3)에 구비되는 IRD(12)의 하나의 구성예에 대해서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도면에 도시된 IRD(12)에 있어서, 입력 단자(T1)에는 파라보라 안테나(11)의 LNB(15)에 의해 미리 정해진 주파수로

변환된 수신 신호를 입력하여 튜너/프론트 엔드부(51)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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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너/프론트 엔드부(51)에서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80)로부터의 전송 제원 등을 설정한 설정 신호에 근거하

여, 이 설정 신호에 의해 결정되는 캐리어(수신 주파수)를 수신하여, 예를 들면 비타비 복호 처리나 에러 정정 처리 등을 실

시함으로써,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얻도록 된다.

튜너/프론트 엔드부(51)로써 얻어진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디스크램블러(52)에 대하여 공급된다. 또한, 튜너/프론트 엔드

부(51)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PSI의 패킷을 취득하고, 그 선국 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서의 각 채널의 콤포넷 PID를 얻어, 예를 들면 CPU(80)에 전송한다. CPU(80)에서는 취득한 PID를 수신 신호 처리에 이용

하게 된다.

디스크램블러(52)에서는 IC 카드(65)에 기억되어 있는 디스크램블 키 데이터를 CPU(80)를 통해 수신하는 동시에, CPU

(80)에 의해 PID가 설정된다. 그리고, 이 디스크램블 키 데이터와 PID에 근거하여 디스크램블 처리를 실행하고, 트랜스포

트부(53)에 대하여 전송한다.

트랜스포트부(53)는 디멀티플렉서(70)와, 예를 들면 DRAM 등으로 구성되는 큐(Queue)(71)로 이루어진다. 큐(Queue)

(71)는 모듈 단위에 대응한 복수의 메모리 영역이 열로 되도록 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며, 예를 들면 본 실시예에서

는 32열의 메모리 영역이 구비된다. 즉, 최대로 32 모듈의 정보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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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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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서 이용하여, 먼저 도 7의 e 내지 h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얻어, 각각 필요한 기능 회로부에 대하여 공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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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 MPEG 오디오 디코더(54)에 대하여 입력된다. 이들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분리된 MPEG 비디오/오디오 데이터의

개별 패킷은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라는 형식으로 각각의 디코더에 입력된다.

또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의 MHEG 컨텐츠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

터 트랜스포트 패킷 단위로 분리 추출되면서 큐(71)의 원하는 메모리 영역에 기록해 감으로써, 모듈 단위로 정리되도록 하

여 형성된다. 그리고, 이 모듈 단위로 정리된 MHEG 컨텐츠의 데이터는 CPU(80)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 버스를 통해, 메인

메모리(90)내의 DSM-CC 버퍼(91)에 기록되어 유지된다.

또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의 4배속 ATRAC 데이터(압축 오디오 데이터)도, 예를 들면 트랜스포트 패킷 단위로 필요한

데이터가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분리 추출되어 IEEE1394 인터페이스(60)에 대하여 출력된다. 또한, IEEE 1394 인터

페이스(60)를 거친 경우에는 오디오 데이터 이외의 비디오 데이터 및 각종 코맨드 신호 등을 송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다.

PES로서의 형식에 의한 MPEG 비디오 데이터가 입력된 MPEG2 비디오 디코더(55)에서는 메모리(55a)를 작업 영역으로

서 이용하면서 MPEG2 포맷에 따라 복호화 처리를 실시한다. 복호화된 비디오 데이터는 표시 처리부(58)에 공급된다.

표시 처리부(58)에는 상기 MPEG2 비디오 디코더(55)로부터 입력된 비디오 데이터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메인 메모리

(90)의 MHEG 버퍼(92)로 얻어지는 데이터 서비스용 GUI 화면 등의 비디오 데이터가 입력된다. 표시 처리부(58)에서는

이렇게하여 입력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신호 처리를 실시하여, 미리 정해진 텔레비젼 방식에 의한 아날로그 오

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단자(T2)에 대하여 출력한다.

이것에 의해,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단자(T2)와 모니터 장치(14)의 비디오 입력 단자를 접속함으로써, 예를 들면 먼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표시가 행하여진다.

또한, PES에 의한 MPEG 오디오 데이터가 입력되는 MPEG 오디오 디코더(54)에서는 메모리(54a)를 작업 영역으로서 이

용하면서 MPEG 오디오 포맷에 따라 복호화를 실시한다. 복호화된 오디오 데이터는 D/A 컨버터(56) 및 광디지털 출력 인

터페이스(59)에 대하여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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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컨버터(56)에서는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스위치 회로(57)에 출력한다. 스위

치 회로(57)에서는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단자(T3 또는 T4) 중 어느 한쪽에 대하여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출력하도록 신

호 경로의 전환을 행한다.

여기서는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단자(T3)는 모니터 장치(14)의 음성 입력 단자와 접속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된

다. 또한,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단자(T4)는 다운로드한 악곡을 아날로그 신호에 의해 출력하기 위한 단자가 된다.

또한, 광디지털 출력 인터페이스(59)에서는 입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광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 경우,

광디지털 출력 인터페이스(59)는 예를 들면 IEC 958에 준하여 처리한다.

메인 메모리(90)는 CPU(80)가 각종 제어 처리를 행할 때의 작업 영역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는

이 메인 메모리(90)에 있어서, 상술한 DSM-CC 버퍼(91)와, MHEG 버퍼(92)로서의 영역이 할당되도록 되어 있다.

MHEG 버퍼(92)에는 MHEG 방식에 의한 스크립트의 기술에 따라서 화상 데이터(예를 들면 GUI 화면의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작업 영역으로 되며, 여기서 생성된 화상 데이터는 버스 라인을 거쳐 표시 처리부(58)에 공급된다.

CPU(80)는 IRD(12)에서의 전체 제어를 실행한다. 이 중에는 디멀티플렉서(70)에서의 데이터 분리 추출에 대해서 제어도

포함된다.

또한, 획득한 MHEG 컨텐츠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디코드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스크립트의 기술 내용에 따라 GUI 화면

(신)을 구성하여 출력하기 위한 처리도 실행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CPU(80)로서는 주된 제어 처리를 실행하는 제어 처리부(81)에 부가하고, 예를 들면 적어도, DeMUX

드라이버(82),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이 구비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중, 적어도 DSM-

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De MUX 드라이버(82)는 입력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PID에 근거하여 디멀티플렉서(70)에서의 필터 조건을 설정한다.

DSM-CC 디코더 블록(83)은 DSM-Manager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며,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모듈 단위

의 데이터에 대해서, MHEG 컨텐츠의 데이터에 재구축한다. 또한, MHEG 디코더 블록(84)으로부터의 액세스에 따라 원하

는 DSM-CC 부호화 등에 관련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MHEG 디코더 블록(84)은 DSM-CC 디코더 블록(83)에 의해 얻어진 MHEG 컨텐츠의 데이터, 즉, DSM-CC 버퍼(91)로

얻어져 있는 MHEG 컨텐츠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신 출력을 위한 디코드 처리를 행한다. 즉, 그 MHEG 컨텐츠의 스크립

트 파일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실현하여 감으로써, 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때, 신으로서 GUI 화면

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MHEG 버퍼(92)를 이용하여, 여기서, 스크립트 파일의 내용에 따라서 GUI 화면의 화상 데이터를 생

성하게 된다.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 간의 인터페이스에는 U-U API(DSM-CCU-U API(Application

Portability Interface))가 채용된다.

U-U API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MHEG 디코더 블록(84))측이 DSM Manager 오브젝트(DSM의 기능을 실현하는 서버

오브젝트; DSM-CC 디코더 블록(83))에 액세스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고, 카루셀에 포함되는 Service Gateway,

Directory, Fi1e, Stream, Stream Event 등의 속성을 갖는 오브젝트를 파일 시스템과 같이 하여 구조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 API로 된다.

이 API를 통하여 카루셀에 포함되는 오브젝트에 대해 액세스를 행함으로써, 카루셀을 사용하는 프로그램(클라이언트)이

카루셀 수신 동작을 관여하지 않고, 버스명을 사용하여 오브젝트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U-U API는 하층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계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인터페이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API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U-U API를 제공하는 어떠한 데이터 전송 방식에 있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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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PU(80)의 제어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1 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할 목적의 오브젝트를 추출하기 위

한 동작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DSM-CC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중의 오브젝트의 소재를 나타내기 위해 IOR(Interoperable Object Reference)이 사

용된다. IOR에는, 오브젝트를 찾아내기 위한 카루셀에 대응하는 식별자, 오브젝트가 포함되는 모듈의 식별자(이하

module_id라고 표기), 1개의 모듈 중에서 오브젝트를 특정하는 식별자(이하 object_key라고 표기)의 외에, 오브젝트가

포함되는 모듈의 정보를 가지는 DII를 식별하기 위한 택(association_tag)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듈 정보를 가지는 DII에는, 1개 이상의 모듈 각각에 대한 module_id 모듈의 크기, 버전과 같은 정보와, 그 모듈을

식별하기 위한 택(association_tag)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뽑혀진 IOR이 CPU(80)에 있어서 식별된 경우에, 그 IOR에서 나타난 오브젝트를 수신, 분리하

여 얻는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게 된다.

(Pr1) CPU(80)의 DeMUX 드라이버(82)에서는, IOR의 association_tag과 같은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리 스트림(이하 ES

라고 표기)을, 카루셀에 있어서의 PMT의 ES 루프로부터 찾아내어 PID를 얻는다. 이 PID를 가지는 ES에 DII가 포함되어

있게 된다.

(Pr2) 이 PID와 table_id_extension을 필터조건으로서 디멀티플렉서(70)에 대하여 설정한다. 이로써, 디멀티플렉서(70)

에서는, DII를 분리하여 CPU(80)에 대하여 출력한다.

(Pr 3) DII의 중에서, 앞서의 IOR에 포함되어 있던 module_id에 상당하는 모듈의 association_tag을 얻는다.

(Pr 4) 상기 association_tag과 같은 값을 가지는 ES를, PMT의 ES 루프(카루셀)로부터 찾아내어, PID를 얻는다. 이 PID

를 가지는 ES에 목적으로 하는 모듈이 포함된다.

(Pr 5) 상기 PID와 module_id를 필터조건으로서 설정하고,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한 필터링을 행한다. 이 필터 조건에 적

합하여 분리 추출된 트랜스포트 패킷이 큐(71)의 원하는 메모리 영역(열)에 저장되어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목적의

모듈이 형성된다.

(Pr 6) 앞서의 IOR에 포함되어 있던 object_key에 상당하는 오브젝트를 이 모듈로부터 뽑아 낸다.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오브젝트가 된다. 이 모듈로부터 뽑혀진 오브젝트는, 예를 들면, DSM-CC 버퍼(91)의 미리 정해진 영역에 기록이 행해진

다.

예를 들면, 상기 동작을 반복하여, 목적으로 하는 오브젝트를 모아 DSM-CC 버퍼(91)에 저장해 가는 것으로, 필요하게 되

는 신을 형성하는 MHEG 콘텐츠가 얻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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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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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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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판독이 행해진다.

모뎀(63)은, 전화회선(4)을 통하여 과금 서버(5)와 접속되어 있고, CPU(80)의 제어에 의해서 IRD(12)와 과금 서버(5)와의

통신이 행해지도록 제어된다.

여기서, 상기 구성에 의한 IRD(12)에 있어서의 비디오/오디오 소스의 신호의 흐름을, 도 4에 의해 설명한 표시예와 대조하

면서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도 4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통상의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필요한

프로그램의 MPEG 비디오 데이터와 MPEG 오디오 데이터가 추출되고, 각각 복호화 처리가 실시된다. 그리고, 이 비디오

데이터와 MPEG 오디오 데이터가, 각각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단자(T2)와,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3)에 출력되는 것

으로, 모니터 장치(14)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화상표시와 음성 출력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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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4의 b에 도시한 GUI 화면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이 GUI 화면(신)에 필요한

MHEG 콘텐츠의 데이터를 트랜스포트부(53)에 의해 분리 추출하여 DSM-CC 버퍼(91)에 넣는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

용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이 기능하는 것으로, MHEG 버퍼(92)에서

신(GUI 화면)의 화상 데이터가 작성된다. 그리고, 이 화상 데이터가 표시 처리부(58)를 통하여 아날로그 비디오출력단자

(T2)에 공급되는 것으로, 모니터 장치(14)에는 GUI 화면의 표시가 행해진다.

또한, 도 4의 b에 도시한 GUI 화면상에서 악곡의 리스트(21B)에 의해 악곡이 선택되고, 그 악곡의 오디오 데이터를 시청

하는 경우에는, 이 악곡의 MPEG 오디오 데이터가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얻어진다. 그리고, 이 MPEG 오디오 데이터

가, MPEG 오디오 디코더(54), D/A 컨버터(56), 스위치 회로(57),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3)를 통하여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되어 모니터 장치(14)에 대하여 출력된다.

또한, 도 4의 b에 도시한 GUI 화면상에서 다운 로드 버턴(28)이 눌러져 오디오 데이터를 다운 로드하는 경우에는, 다운 로

드해야 할 악곡의 오디오 데이터가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추출되고,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단자(T4), 광 디지털 출력 인

터페이스(59), 또는 IEEE1394 인터페이스(60)에 출력된다.

여기서, 특히 IEEE1394 인터페이스(60)에 대하여, 도 2에 도시한 IEEE1394 대응의 MD 레코더/플레이어(13A)가 접속되

어 있는 경우에는, 디멀티플렉서(70)에서는 다운 로드 악곡의 4배속 ATRAC 데이터가 추출되고, IEEE1394 인터페이스

(60)를 통하여 MD 레코더/플레이어(13A)에 장전되어 있는 디스크에 대하여 기록이 행해진다. 또한, 이 때는, 예를 들면

JPEG 방식으로 압축된 앨범 재킷의 정지화 데이터, 가사나 아티스트의 프로파일 등의 텍스트 데이터도 디멀티플렉서(70)

에 있어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되고, IEEE1394 인터페이스(60)를 통하여 MD 레코더/플레이어(13A)에 전

송된다. MD 레코더/플레이어(13A)에서는, 장전되어 있는 디스크의 미리 정해진 영역에 대하여, 이들 정지화 데이터, 텍스

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음에 도 13에 의해, U-U API의 인터페이스의 일반적인 일 예를 설명해 둔다.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인 MHEG 디코더 블록(84)이, 스트림 재생을 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이 도면에 있어서 ○속

에 나타내는 수는, MHEG 디코더 블록(84) 및 DSM-CC 디코더 블록(83)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하, 이 처리 순

서에 따라서 설명을 행한다.

(처리 1)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타이밍에서 Event::Subscribe("stream on")를 서버에 대하여 전송한다.

Event::Subscribe("stream on")는, 이후에 있어서, "stream on"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것을 서버에 표시하는 인터페이스

이다.

(처리 2) Event::Subscribe("stream on")가 수신되면, 서버에서는, stream on 이벤트에 대응하는 이벤트 번호를 돌려준

다. 여기서는, Event#10을 설정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전송하고 있다.

(처리 3)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벤트 번호를 획득하면, Event::notify를 서버에 출력한다.

Event::notify는, 클라이언트측으로부터 서버측에 대하여, 서버측에 있어서, 어떠한 이벤트의 발생이 있으면, 그 통지를 요

구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처리 4) 상기 (처리 3)의 notify에 대한 응답처리로서, 도 15와 같이 하여 어떤 타이밍에서 수신 데이터에 있어서 "stream

on"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는, "stream on" 이벤트에 대하여 설정한 이벤트 번호인 Event#10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한

다.

(처리 5) 클라이언트에서는, 수신한 상기 Event#10에 의해, "stream on"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경

우에는 예를 들면 스트림 재생을 위한 MHEG 디코드 처리를 실행한다.

2. 카루셀 전환 시의 처리

등록특허 10-0641594

- 18 -



다음에 카루셀의 전환 시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방송의 수신을 행하고

있는 경우, 그 방송 중에 있어서 카루셀의 내용(방송 내용)이 바뀌어졌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전환 전의 그 카루셀의 데이

터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내용의 카루셀로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또, 카루셀을 형성하는 데이터 단위로서

는, 예를 들면 도 6에 도시한 1 이벤트에 상당하는 데이터로 되어 있다.

종래에는, 서버측(DSM-CC 디코더 블록(83)에 있어서는, 카루셀의 내용이 전환된 타이밍에서 이것을 클라이언트측)

(MHEG 디코더 블록(84))에 통지하는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즉, IRD(12)에 있어서, DSM-CC 디코더 블록

(83)측의 수신 데이터에 있어서, 카루셀의 내용 전환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즉시 MHEG 디코더 블록(84)측에 알릴 수

없다. 더욱이, 이후의 설명에 있어서는, MHEG 디코더 블록(84)을 클라이언트, DSM-CC 디코더 블록(83)에 대해서는 서

버라고 한다.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현재 신 표시에 사용하고 있는 카루셀의 내용 전환을 통지되지 않은 채로, 다음에 그 카루셀을 서버

로부터 판독된 것과 같은 경우, 이전의 카루셀과는 다른 데이터가 판독되고, 이 카루셀에 의해 표시가 행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카루셀의 내용 전환에 관계없이 이전의 표시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측의 동작으로서

는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유저가 악곡 등의 구매를 행할 수 있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

에서, 구매에 관련되는 입력조작 등을 행하고 있을 때, 카루셀의 내용이 전환되어 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카루셀의 내용이 전환된 시점에서, 그때까지 행하고 있던 구매 조작이 무효로 되어, 구매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또한, 반대로 카루셀의 내용 전환에 대응하여, 현재의 신 표시의 일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회로

써 그 전환된 카루셀을 서버로부터 판독할 때까지는, 신의 표시가 변경되지 않게 된다. 즉, 실제의 카루셀의 내용 전환의

타이밍에 대하여, 신의 표시 내용을 바꾸는 타이밍이 지연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클라이언트가 카루셀의 내용 전환을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2-1. 제 1 예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이후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하여, 클라이언트(MHEG 디코더 블록(84))측에 있어서 카루셀의 내용

전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응한 적절한 MHEG 디코드 처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카루셀의

내용 전환의 통지를 위한 인터페이스로서는, U-U API에 준거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DSM-CC 디코더 블록(83)은 카루셀의 내용 전환이 있었던 것을, 그 타이밍에서 클라이언트에

알리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카루셀의 전환을 나타내는 식별정보도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되고 있지 않

았다.

그러나, 카루셀의 내용 전환이 행해진 경우, 도 8에서 설명한 DSI의 내용에 반영된다. 즉, DSI에 있어서의 카루셀의 내용

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것을 이용한다.

본 실시예의 카루셀 전환 통지제어로서, 제 1 예에 있어서는, U-U API의 인터페이스로서 "DSI_CHANGED"라는 이벤트

를 추가한다. 이 "DSI_CHANGED" 이벤트는, 서버측에 있어서, 그 내용이 변경된 신규의 DSI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도 14의(처리 1) 내지 (처리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여 카루셀의 전환 통지 제어를 실행한다.

(처리 1) 클라이언트는, Event::Subscribe("DSI_CHANGED")를 서버에 전달한다.

(처리 2) Event::Subscribe("DSI_CHANGED")를 수신한 서버는, "DS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설정한 이벤트 번호

를 클라이언트에 돌려준다. 여기서는, "DS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Event#1을 설정하여 돌려주고 있다.

(처리 3) 상기 이벤트 번호를 획득한 후, 클라이언트는, Event::notlfy를 서버에 전송하고, "DSI, CHANGED"를 포함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것을 통지하는 요구를 행한다.

(처리 4) 서버에서는, 수신한 카루셀의 데이터에 포함되는 DSI를 보유하고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Event::notify를 받은

후의 어떤 타이밍에서, 수신한 카루셀의 데이터에 포함되는 DSI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 DSI가 나타내는 카루셀

의 내용 전환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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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DSI의 변경이 있는, 결국 "DSI_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에서는, (처리 3)의 Event::notify에 대

한 응답으로서, "DS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설정한 이벤트 번호(Event#1)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게 된다.

이로써, 클라이언트에서는, 적어도 현재 방송중의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카루셀의 전환이 있었던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통지에 따라서, (처리 5)로서 카루셀의 내용 전환에 대응한, 어떠한 적절한 MHEG 디코드 처리(신의 출력 제어

등)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14에 도시하는 예에서는 클라이언트로서는 DSI가 변경한 시점에서 전환 후의 카

루셀의 데이터를 이용한 처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본 발명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처리 4)에 의해서 카루셀의 전환된 타이밍을 검출할 수 있고, 이 타이밍에 기초하여

DSM-CC 버퍼(91)에 판독되어 있는 전환 후의 카루셀(2)의 데이터를 요구하여 MHEG 버퍼(92)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카루셀의 전환 타이밍과 거의 같은 시점에서, 전환 후의 카루셀(2)의 데이터에 의한 GUI 화면을 구성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도 14의 (처리 3)으로서 도시한 Event::notify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한 것의 통지를 클라이

언트로부터 서버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벤트의 발생에 의해서 서버측에서 Event::notify에 응답한 통지

를 행하면, 이 시점에서 Event::notify는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도 14에 도시한 처리의 실제에 있어서, 처음에 (처리 1)로서 Event::Subscribe("DSI_CHANGED")를 발행하여

이후, 서버측에서의 "DSI_CHANGED" 이벤트의 발생을 놓치지 않고서 통지시키기 위해서, 일단 발행한 Event::notify에

응답한 이벤트 통지가 행해지면, 그 후, 즉시 다음의 Event::notify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서버측에 있어서,

Event::notify가 무효로 되고 있는 기간이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서비스 방송 중에 있어서, DSI의 전환이 행해질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서 거의 실시간으로

"DSI_CHANGED" 이벤트의 발생이 있었던 것을 클라이언트에 순차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처리 1)의, Event::Subscribe("DSI_CHANGED")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에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서비

스 방송 중에 있어서의 DSI의 전환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MHEG 디코더 블록

(84)의 프로그램(MHEG 엔진)이 활성한 즉시의 타이밍과, 카루셀의 데이터 내용의 전환이 행해졌을 때에 실행한다.

또, MHEG 디코더 블록(84)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경우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서비스 데이터 방송이 부수되고 있지

않는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예를 들면 채널의 전환이나 프로그램의 변경이 행해지는 것으로, 새롭게 데이터

서비스 방송이 부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신하였을 때 등으로 된다.

2-2. 제 2 예

계속해서, 제 2 예로서의 카루셀 전환 통지 제어에 대해서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제 2 예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

하여 이벤트 번호(Event#1)가 전송(처리 4)된 후(결국 카루셀의 전환이 행해진 후), 클라이언트는 미리 정해진 기간, 전환

전의 카루셀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처리 1)로부터 (처리 4)에 도달하는 행정은 제 1 예와 동일하

여 설명은 생략한다.

본 예에서는, 클라이언트에 있어서의 이벤트 번호(Event#1)가 전송(처리 4)된 경우, IRD(12)로서는 전환 후의 카루셀(2)

을 수신하고 있지만, 대응처리(처리 6)로서는, 전환 전의 카루셀(1)의 처리 가능 데이터(1)를 계속하여 이용한다.

이 경우, 서버로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전환 후의 카루셀(2)의 데이터의 개시를 행해지지 않도록 하고, 처리 가능 데이

터(1)로서 DSM-CC 버퍼(91)에 들어가 있는 카루셀(1)의 데이터(예를 들면 사선을 그어 나타내는 부분)를 개시하고, 이들

에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하도록 설정한다. 즉, DSI의 변경에 대하여, 전환 후의 카루셀(2)의 데이터의 판독을 늦추는 것과

같은 제어가 행해진다.

그리고, 그 후 클라이언트는 미리 정해진 타이밍에서, Session::detach를 전송(처리 7)한다. 이 Session::detach는, 클라

이언트가 (처리 6)에 의해서 서버가 개시하고 있지 않는 카루셀(2)에 대응한 처리 가능 데이터(2)의 해방을 요구하는 해방

요구 이벤트가 되며, 미리 정해진 타이밍에서 서버에 대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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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카루셀(2)에 대응한 처리 가능 데이터(2)를 액세스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

트에서는 Session::detach의 전송을 한 후는, 서버에 의해서 새롭게 개시된 카루셀(2)의 처리 가능 데이터(2)에 기초하여

원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Session::detach가 전송되는 타이밍으로서는, 예를 들면 (처리 6)이 개시되고 나서의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어도 좋고, 현

재 처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 즉 본 예에서는 처리 가능 데이터(1)가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한 타이밍으로서도 좋다. 처리

가능 데이터(1)가 필요 없게 된 것을 판단하는 요인으로서는, 예를 들면 유저에 의한 원하는 조작이 검출된 경우 등으로 된

다.

이와 같이, 제 2 예에 의하면, 카루셀이 전환된 후에도, 전환되기 전의 데이터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카루셀의 전환에 수반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오브젝트 갱신 시의 처리

다음에 오브젝트 갱신 시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 카루셀 방식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방송의 수신

을 행하고 있는 경우), 그 방송 중에 있어서 카루셀에 포함되는 어떤 오브젝트의 버전이 갱신되었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갱신전의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버전의 오브젝트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종래의 DSM-CC 방식에 있어서는, 카루셀에 있어서의 오브젝트의 버전이 갱신된 타이밍에서 이것을 클라이언트

측에 통지하는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결국, IRD(12)의 경우라면, DSM-CC 디코더 블록(83)측의 수신 데이터

에 있어서, 어떤 오브젝트의 버전 업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즉시 MHEG 디코더 블록(84)측에 통지할 수 없다.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현재 신 표시에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버전 업을 통지되지 않은 채로,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서

버로부터 판독한 것과 같은 경우, 이전의 오브젝트는 다른 데이터가 판독되고, 이 오브젝트에 의해 표시가 행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의 버전 업에 관계없이 이전의 표시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측의 동작으

로서는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반대로 오브젝트의 버전 업에 대응하여, 현재의 신 표시의 일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회로

써 그 갱신된 오브젝트를 서버로부터 판독할 때까지는, 신의 표시가 변경되지 않게 된다. 결국, 실제의 오브젝트의 버전 업

의 타이밍에 대하여, 신의 표시 내용의 갱신의 타이밍이 지연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클라이언트가 오브젝트의 버전 업이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이후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하여, 클라이언트(MHEG 디코더 블록(84))측에 있어서 오브젝트의 버

전 업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응한 적절한 MHEG 디코드 처리가 얻어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버전 업된 오브젝

트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측으로부터의 오브젝트의 재판독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오

브젝트의 버전 업의 통지를 위한 인터페이스로서는, U-U API에 준거하는 것이다.

3-1. 제 1 예

상술한 바와 같이, DSM-CC에서는 카루셀안의 오브젝트의 갱신이 있었던 것을, 그 타이밍에서 클라이언트에 알리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오브젝트의 갱신을 나타내는 식별 정보도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DSM-CC에서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갱신(버전 업)이 행해진 경우, 그 오브젝트가 포함되는 모듈도 이것에

따라 버전 업되도록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듈의 버전 업은, 도 8에서 설명한 DII의 내용에 반영된다. 즉, DII에 있어서의

모듈의 버전 정보가 변경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본 실시예의 오브젝트 갱신 통지 제어로서, 그 제 1 예에 있어서는, U-U API의 인터페이스로서 "DII_CHANGED"

이벤트를 추가한다. 이 "DII_CHANGED" 이벤트는, 서버측으로부터, 그 내용이 갱신된 신규의 DII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 16의 (처리 1) 내지 (처리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여 오브젝트 갱신 통지 제어를 실행한다.

(처리 1) 클라이언트는, Event::Subscribe("DIICHANGED")를 서버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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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2) Event::Subscribe("DII_CHANGED")를 수신한 서버는, "DI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설정한 이벤트 번호

를 클라이언트에 돌려준다. 여기서는, " DI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Event#2를 설정하여 돌려주고 있다.

(처리 3) 상기 이벤트 번호를 획득한 후, 클라이언트는, Event::notify를 서버에 전송하고, "DII_CHANGED"를 포함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것을 통지하는 요구를 행한다.

(처리 4) 서버에서는, 수신한 카루셀의 데이터에 포함되는 DII 마다 그 버전치를 보유하고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Event::notify를 받은 후의 어떤 타이밍에서, 수신한 카루셀의 데이터에 포함되는 DII의 버전치가 변경된, 결국 DII의 내용

에 전환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 DII가 나타내는 카루셀의 모듈에 있어서, 특정은 할 수 없지만 어떠한 오브젝트에 대

해서 버전 업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DII의 버전 업(내용 전환)이 있었던, 결국 "DII_CHANGED'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에서는, (처리 3)의

Event::notify에 대한 응답으로서, "DI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설정한 이벤트 번호(Event#2)를 클라이언트에 전송

하도록 된다.

이로써, 클라이언트에서는, 적어도 현재 방송중의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오브젝트의 변경이 있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통지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버전 업에 대응한, 어떠한 적절한 MHEG 디코드 처리(신에 관한 출력 제어 등)를 실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U-U API의 규정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실행할 때에 어떠한 정보를 부가하여 전달을 행해도 좋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처리 4)에 의해 이벤트 번호(Event#2)를 클라이언트에 송신할 때, 도면과 같이 하여, 이벤트 번호와 같이 DII의

갱신에 대응하는 버전 업된 모듈의 식별정보(module Id)를 부가하면,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오브젝트의 내용에 변경이 있

는 모듈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측에서는, 갱신된 오브젝트의 특정까지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심이 있는 오브젝트(예를 들

면, 클라이언트측에서 GUI 화면 표시 등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등이다)가 버전 업된 모듈에 속해 있는 지 어

떤지까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측에서는, 현재 출력중의 신(GUI 화면 등)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모두 DSM-CC 버퍼(91)로부터 재 로드하도록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갱신된 오브젝트는 현재 출력중의 신의 내용의

변경에는 관련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갱신된 오브젝트는 현재 출력중의 신의 내용의 변경에 관련한다면, 확실하게 신

내용의 변경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처리 3)로서 나타낸 Event::notify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한 것의 통지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벤트의 발생에 의해서 서버측에서 Event::notify에 응답한 통지를 행하면 이

시점에서, Event::notify는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상기 도 16에 도시한 처리의 실제에 있어서, 처음(처리 1)으로서 Event::Subscribe("DII_CHANGED")를 발행

하여 이후, 서버측에서의 "DII_CHANGED" 이벤트의 발생을 놓치지 않고서 통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발행한

Event::notify에 응답한 이벤트 통지가 행해지면, 그 후, 즉시 다음의 Event::notify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서버측

에 있어서, Event::notify가 무효로 되어 있는 기간이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서비스 방송 중에 있어서, DII의 전환이 행해질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서 거의 실시간으로 "DII_

CHANGED" 이벤트의 발생이 있었던 것을 클라이언트에 순차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상기한 (처리 1)인, Event:: Subscribe("DII_CHANGED")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에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는, 데이

터 서비스 방송 중에 있어서의 DII의 전환을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MHEG 디코

더 블록(84)의 프로그램(MHEG 엔진)이 활성화하는 즉시의 타이밍과, 카루셀의 데이터 내용(방송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전

환이 행해졌을 때에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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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HEG 디코더 블록(84)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경우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데이터 서비스 방송이 부수되어 있지

않는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예를 들면 채널의 전환이나 프로그램의 변경이 행해지는 것으로, 새롭게 데이터

서비스 방송이 부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신하였을 때 등으로 된다.

3-2. 제 2 예

삭제

계속해서, 제 2 예로서의 오브젝트 갱신 통지 제어에 대해서 도 17 및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제 2 예에서는, 클라

이언트측에서 변경이 있던 오브젝트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7에 도시하는 (처리 1) 내지 (처리 8)까지에 의한 제 2 예의 처리순서로서는 다음과 같게 된다.

(처리 1) 제 2 예에 있어서도, 제 1 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II_CHANGED" 이벤트가 사용되고, 우선 클라이언트는,

Event::Subscribe("DII_CHANGED")를 서버에 전달한다.

(처리 2) Event::Subscribe("DII_CHANGED")를 수신한 서버는, "DI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설정한 이벤트 번호

를 클라이언트에 돌려준다. 여기서도, "DII_ CHANGED"가 이벤트에 대응하는 이벤트 번호로서는 Event#2를 설정하여 돌

려주고 있다.

(처리 3) 상기 이벤트 번호를 획득한 후, 클라이언트는 Version::get(object Id)의 인터페이스를 서버에 전송한다.

Version::get(object Id)이란, 클라이언트측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오브젝트를 서버측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

다. 이 인터페이스의 인수(object Id)에는, 그 관심이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object Id가 나타난다. 또, 여기서 말하는 「관

심이 있는 오브젝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MHEG 디코더 블록(84))에서 현재 출력되고 있는 신(GUI 화면 표

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오브젝트 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의 Version::get()로서는, 다음과 같은 API가 된다.

interface Version{

void get(in ObjRef Obj, out u_short moduleId);

};

(처리 4) 상기 Version::get(object Id)의 수신에 응답하여, 서버로부터는 그 object Id에 의해 나타나는 오브젝트가 속하

는 모듈의 식별정보인 module Id를 반송한다.

이 module Id의 반송을 받아,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송신한 object Id와, 반송된 module Id를 대응시켜 기억한다.

상기 (처리 3)→(처리 4)로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현재 관심이 있다고 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두 행해진다. 여기서, 예를 들면 최후의 (처리 3)→(처리 4)에 해당하는 (처리 5)→(처리 6)이 완료하였다고 하면, 클라이

언트측에 있어서는, 도 1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테이블 정보가 얻어지고 있다. 결국, [(처리 3)→(처리 4)〕···[(처리 5)→

(처리 6)]가 실행된 것으로, 클라이언트측에서 관심이 있는 모든 오브젝트마다, 그 object Id와 module Id가 대응된 테이

블이 얻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처리 7)로 이행한다.

(처리 7) 클라이언트는, Event::notify를 서버에 전송하고,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것을 통지하는 요구를 한다

(처리 8) 서버에 있어서 상기 Event::notify에 대한 응답으로서, DII의 내용에 전환이 있어 "DII_CHANGED" 이벤트가 발

생하였다고 하면, 서버로부터, "DII_CHANGED" 이벤트에 대하여 설정한 이벤트 번호(Event#2)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

는 것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U-U API에서는, 어떤 이벤트의 송신 시에, 어떠한 정보를 부가해도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벤트 번호(Event#2)에 대하여, 버전 업한 DII가 대응하는 모듈(결국 버전 업된 오브젝트가

속하는 모듈)의 module Id를 부가하여 전송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AP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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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DSM {

interface Event {

struct StreamEvent (

u_short EventId; //id for DII_CHANGED

AppNPT rAppTime; //not used

sequence〈u_short, 65535〉 moduleIdList; //(NEW)

}

}

}

이렇게 하여, 클라이언트측에서 이벤트 번호(Event#2)와 module Id가 얻어지면, 클라이언트측에서는, 도 18에 도시한 테

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서치를 행하고, 테이블의 중에서, (처리 8)에 의해 전송되는 module Id와 일치한 module Id를 검색

한다. 이 검색된 module Id에 대응된 object Id에 의해 나타나는 오브젝트가, 갱신된 오브젝트일 가능성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 오브젝트를 갱신이 있었던 오브젝트로서 특정한다.

이 경우, 예를 들면 테이블 중에 있어서, (처리 8)에 의해 전송된 module Id와 일치한 module Id와 대응시켜진 object Id

가 복수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들 복수의 object Id에 의해 나타나는 오브젝트중의 모두가 실제로 갱신되어 있

다고는 한정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들 복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갱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된다. 이렇게 하면, 실

제로 갱신이 있는 오브젝트는 확실하게 포함되게 된다.

또한, 제 2 예에 있어서도, DII의 전환을 놓치지 않고서 "DII_CHANGED" 이벤트의 이벤트 번호+module Id의 통지가 클

라이언트에 대하여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1 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 1)인 Event::Subscribe("DII_

CHANGED")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의 전달은, MHEG 디코더 블록(84)의 프로그램 상승 직후, 및 카루셀의 전환이

있었을 때에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의 (처리 7)로서의 Event::notify의 서버로의 전달도, 이것에 응답한 어떠한 이벤트의 통지가 행해지

면, 이벤트 번호+module Id의 반송(처리 8)이 얻어지면, 즉시 다음 Event::notify(#2)의 전달을 행하도록 된다.

이렇게 하여, 갱신된 오브젝트를 아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에서는 오브젝트의 버전 업에 대응한 적절한 MHEG 디코드 처리

를 실행할 수 있지만, 일 예로서 다음과 같은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MHEG 디코더 블록(84)은, MHEG의 기술 내용에 따라서, DSM-CC 버퍼(91)로부터 필요한 오브젝트

의 데이터를 판독하고, MHEG 버퍼(92)에서 GUI 화면 등의 신의 데이터를 형성하여 표시 처리부(58)에 출력한다.

여기서, 도 17에 도시하는 처리에 의해서, 1 또는 복수의 특정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버전 업한 것이 특정되었다고 한다. 그

리고, 이들의 오브젝트는, 현재 GUI 화면 형성을 위한 오브젝트로서 사용되고 있고, 그 오브젝트의 내용의 변경(버전 업)

이 있으면, 가능한 한 이것을 신속히 GUI 화면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MHEG 디코더 블록(84)은,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모듈 단위의 데이터의 중에서 버전 업이 특

정된 오브젝트의 데이터만을 재 로드하도록 된다. 그리고, MHEG 버퍼(92)에서, 그 오브젝트의 내용에 대해서만 교체하도

록 하고, 신규의 신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표시 처리부(58)에 출력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갱신된 오브젝트가 특정할 수 없지만, 신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다는 가능성만이 통지되는 것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 1 예)에서는, 예를 들면 신 내용의 일부 변경에 대응하는 경우에 조차, 그 신을 형성하기 위한 전 오브젝트에

대해서, DSM-CC 버퍼(91)로부터 재 판독을 행하여, MHEG 버퍼(92)상에서 신의 재구축을 행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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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하여, 제 2 예와 같게 하여 갱신된 오브젝트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처리와 같이 하여, MHEG 디코더 블록

(84)은, 신 내용의 일부 변경에 필요하게 되는 오브젝트만에 대해서 처리를 행하면 되는 결과, 동일한 신 내용의 일부변경

을 행하는 것에도, MHEG 디코더 블록(4)의 처리 부담은 가볍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3-3. 제 3 예

계속해서, 제 3 예로서의 오브젝트 갱신 통지 제어에 대해서 도 19 및 도 2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제 3 예에 의해서도, 클라이언트측에서 변경이 있었던 오브젝트를 특정하는 것까지가 가능하게 된다. 단, 제 3 예에 있

어서는, 앞서의 제 1 예 및 제 2 예에 있어서 사용된 "DII_CHANGED" 이벤트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 19에 도시하는 제 3 예의 순서로서는 다음과 같게 된다.

(처리 1) 클라이언트는, 현재 관심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Update Event::subscribe(object Id)를 서버측에 전달한다.

Update Event::subscribe(object Id)는, 인수에 나타내는 object Id에 의해 나타나는 오브젝트가 속하는 모듈의 버전 업

이 행해진 경우의 이벤트(Update Event)를 받아들이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API를 부르게 된다.

interface UpdateEvent{

void subscribe(in 0bjRef obj, out u_short up_eventId);

void notify(in u_short up_eventId);

};

(처리 2) 상기 Update Event::subscribe(object Id)를 수신한 서버에서는, 이 수신한 Update Event::subscribe(object

Id)에 고유의 식별 정보인, Update Event Id를 반송한다. 이 Update Event Id는, 서버측에서 유니크하게 설정되는 Id 이

다.

클라이언트는, 현재 관심이 있는 전 오브젝트에 대해서, Update Event::subscribe(object Id)의 전달(처리 1)과, 이것에

응답한 Update Event Id의 수신(처리 2)을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는, (처리 3)→(처리 4)의 프로세스가, 최후의 오브젝트

에 대한 (처리 1)→(처리 2)에 상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전 오브젝트에 대응하여 (처리 1)→(처리 2)···(처리 3)→(처리 4)가 완료하였다고 되는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MHEG 디코더 블록(84))에서는, 도 20의 a에 도시하는 테이블 정보가 얻어지고 있다. 이 테이블 정보는, (처리

1)(또는(처리 3))로서 서버에 전송한 object Id, 결국 관심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object Id와, 이것에 응답하여 서버로부

터 얻어진 Update Event Id와의 대응이 나타난다.

또한, 서버(DSM-CC 디코더 블록(83))측에서는, 도 20의 b에 도시하는 테이블 정보가 얻어지고 있다. 이 테이블 정보는,

(처리 1)(또는(처리 3))에 의해 전송된 object Id에 대응하여 설정한 Update Event Id, 더욱이 또, 상기 object Id에 의해

나타나는 오브젝트가 속하는 모듈을 특정하는 module Id, 및 이 모듈의 버전 넘버(DII에 의해 나타난다)가 대응되게 된다.

(처리 5)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처리 1)→(처리 2)···(처리 3)→(처리 4)까지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는,

UpdateEvent::notify를 서버에 전송하고, Update Event(모듈의 갱신)가 발생하면 이것을 통지하는 요구를 행한다.

(처리 6) 서버에 있어서 상기 Update Event::notify를 받고 이후는, 수신한 DII가 나타내는 모듈의 버전치와, 도 20의 b에

도시하는 테이블을 대조하고 있다. 여기서, 테이블의 어떤 module Id에 대응하는 버전 넘버가, 상기 DII가 나타내는 모듈

의 버전치와 다르면, 그 모듈에 대해서 버전 업이 있는 것이 식별된다.

이렇게 하여 모듈에 대해서 버전 업이 있었던 경우, 결국, Update Event가 발생하면, 서버는, 테이블을 참조하여, 그 버전

업이 있었다고 되는 모듈의 module Id와 대응된 Update Event Id를 부가하여, 다음과 같은 API를 호출하여 Update

Event Id를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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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UpdateEvent {

struct VersionUpEvent {

u_short event Id; //id for DII_CHANGED

}

}

상기 (처리 6)에 의해 Update Event Id를 수신하여 얻은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이 수신한 Update Event Id와 일치하는, 테

이블 (도 20의 a)의 Update Event Id에 액세스한다. 그리고, 테이블 상에서, 이 액세스된 Update Event Id에 대응된

object Id를 보는 것에 의해, 버전 업된 오브젝트를 특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 3 예에 의해서도 버전업된 오브젝트가 특정되기 때문에, 앞서의 제 2 예의 경우와 같이, MHEG 디코더 블록

(84)측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제 3 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도 갖는다. 도 20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MHEG 디코더 블록

(84))가 갖는 테이블은, 서버측에서 유니크하게 설정된 Update Event Id에 대하여 object Id를 대응시킨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측에서는 Event::notify에 응답한 Update Event Id를 획득하면, 일의적으로 object Id를 특정할 수 있다. 결국

제 3 예에서는 클라이언트측에서 버전 업된 오브젝트의 특정을 하기 위해 테이블 서치를 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그 만

큼 클라이언트의 처리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한, 제 3 예의 경우에도, (처리 5)로서의 Update Event::notify의 서버로의 전달도, 이것에 응답한 Update Event Id의

반송(처리 6)이 얻어지면, 즉시 다음 Update Event::notify의 전달을 행하도록 하고, 버전 업한 모듈의 통지가 놓치지 않

고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클라이언트측에서 버전의 갱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경우(예를 들면, GUI 화면 표시가

정지되었다)에는,

interface UpdateEvent {

void unsubscribe(up_eventId);

};

의 API를 발행한다. 이로써, 서버측에서는 Update Event 통지를 위한 관리정보를 소거한다.

4. 큐로의 모듈의 할당

상기 신 표시 및 신 표시상에서의 음성출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오브젝트는, 방송국측에서 방송해야 할 신을 형성하는 데

이터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하여 적당히 맵핑이 실시되고, 미리 정해진 전송방식에 따라서 인코드되어 송신된다. 예를 들

면, 어떤 1프로그램에 있어서 복수의 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신에 필요하게 되는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적당히

맵핑된 후에 송신되게 된다.

수신장치측에서는 전송방식에 따라서 디코드 처리를 실시하고, 예를 들면 표시해야 할 신에 필요하게 되는 오브젝트마다

의 통합으로서의 데이터를 얻어, 이것을 신로서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수신장치를 소유하는 유저에게 있어서 보면, 어떤 채널을 선국하여 최초에 신을 표시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나,

어떤 신에서 다른 신으로 표시를 바꾸도록 할 때의 대기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쾌적한 조작환경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DSM-CC 방식을 전송규격으로서 채용한 디지털 위성방송 시스템에서는, 수신장치, 결국 IRD의 타입으로서, 수신 버퍼의

구성의 점에서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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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는, IRD가, 데이터 서비스(GUI 화면 표시 출력) 대응의 플래시 메모리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등의 대용량의 수신 버

퍼를 갖는 구성인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방송되어 있는 데이터 서비스(MHEG 콘텐츠) 전체를 한번에 수신하여, 수신

버퍼에 보유시킨다. 이로써, 일단 데이터 서비스를 수신하여 넣은 후는, MHEG에 의한 어떤 신(GUI 화면)에 대해서도, 메

모리 액세스의 대기 시간만큼 대기하는 것만으로 즉석으로 표시 출력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GUI 화면(신의 전

환을 위한 조작을 유저)이 행한 것과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신이 거의 즉시 표시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디멀티플렉서의 필터조건의 전환에 의한 다소의 오버 헤더는, GUI 화면의 표시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1개는, IRD의 비용을 낮추는 등의 이유로부터, 상기와 같은 대용량의 수신 버퍼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먼저 설명

한 본 실시예의 IRD(12) 이것에 상당한다. 이 경우,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전체의 데이터를 버퍼링할 수 없고, 데이터 방송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단위인 모듈의 몇갠가가 버퍼링 가능한 한의 수신 버퍼밖에 가지지 않는다. 도 12에 도시한 IRD

(12)에서는, 이 수신 버퍼는 큐(71)에 상당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듈이 버퍼링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32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IRD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모듈의 크기는 수신기의 버퍼 메모리 사이즈를 상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서비스 전체가 몇개인가의 모듈의 집합으로 구성되게 되고, 그 때에 표시에 필요한 모듈만을 수신하는 등의 순서가

필요하게 된다.

상술한 오브젝트를 추출하기 위한 순서(Pr1) 내지 (Pr6)는, 이러한 대용량의 수신 버퍼를 갖지 않는 IRD의 구성에 대응한

것이다.

상기 도 9의 디렉토리 구조를 전제로서,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데이터 서비스의 최초에 액세스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이 Service Gateway/app0/startup이라는 파일에서, 최초의 신이 scenedir0에 포함되는 정지화나 텍스트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IRD에 의해 수신을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된다.

(Pr 11) PMT를 참조하여 원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PID를 취득하여, 그 PID와 table_id와 table_id_extension을 필터조건

으로서 디멀티플렉서에서 필터링을 행하여, DSI를 얻는다. 이 DSI에는 Service Gateway 오브젝트의 IOR이 기록되어 있

다.

(Pr 12) 이 IOR로부터, 앞서 설명한 오브젝트 추출 순서(Pr 1) 내지 (Pr 6)에서 Service Gateway 오브젝트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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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소재(IOR), 오브젝트의 종류와 같은 정보가, binding이라는 속성정보로서 들어가 있다. 따라서 오브젝트의 명칭이

주어지면, Service Gateway로부터 시작되어 디렉토리를 하나씩 아래로 더듬어 찾으면서, 그 명칭의 오브젝트에 이를 수

있는(같은 명칭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른 곳까지 상위의 버스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이 다음에 나타

내는 순서로 진행한다.

(Pr 13) Service Gateway 오브젝트의 binding 정보로부터 app0 오브젝트의 IOR를 얻고, 오브젝트 추출순서(Pr 1) 내지

(Pr 6)에 의해 app0 오브젝트를 얻는다.

(Pr 14) app0 오브젝트의 binding 정보로부터 startup 오브젝트의 IOR를 얻어, 오브젝트 추출순서(Pr 1) 내지 (Pr 6)로

startup 오브젝트를 얻는다. 이하와 같이 최초의 신인 scenedir0 오브젝트 등을 얻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듈을 형성하는 오브젝트의 관계는 DSM-CC 방식을 기초로는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임의이다.

그래서, 가령 도 2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각각의 오브젝트 1개가 모듈 1개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맵핑을 취하여 지상국

(1)으로부터 송신을 행하였다고 한다. 또, 데이터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맵핑의 처리는, DSM-CC 인코더(44)에

서 모듈을 형성하는 처리 시에 MHEG 콘텐츠의 데이터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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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IRD 측에 있어서 상기 (Pr 11) 내지 (Pr 14)의 순서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잇달아 얻기 위해서는, 일일이 새로운

모듈을 수신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오브젝트를 얻을 때마다 필터 조건을 몇번이나 디멀티플렉서(70)에 변경 설정하여 필터

링하는 순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필터링 동작의 반복에 의해서 신의 포착이 지연되며, 그 표시도 느리게 되는 등 서비스성

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데이터 서비스의 전 데이터의 크기나 방송 시에 할당되는 대역에도 의하지만, 카루셀 1회전의 주기는 수초에서, 10초 이상

에 달하는 것도 생각된다. 1회의 필터링에는 최악에서 카루셀 1회전분(평균 1/2 회전분)의 대기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필터링의 회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서비스성의 향상에 직접 결부되게 된다.

또한, 신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면, 도 21에 도시하는 맵핑에서는, 표시중의 신으로부터 다음 신의 파일을 불러들일

때에는 상위의 디렉토리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도 21에 도시하는 맵핑의 경우라면, app0/scenedir0으로부터 app0/scenedir1로 옮기는 경우는, 이미 app0 오

브젝트의 BIOP 메시지로부터 scenedir1의 binding 정보가 얻어지고 있지만, app0/scenedir0으로부터 appN/scenedir0

으로 옮기는 경우는, Service Gateway 오브젝트의 BIOP 메시지에 있던 appN 오브젝트의 binding 정보로부터 appN/

scenedir0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결국, 신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선 Service Gateway 오브젝트의 모듈을 수신하고, 이

BIOP 메시지로부터 appN의 binding 정보를 얻어, appN/scenedir0의 디렉토리를 식별하고 나서, 이 appN/scenedir0의

모듈을 수신시킬 수 없게 된다.(단, 상기한 동작은, 1회째의 appN을 액세스 시뿐이다. 2회째 이후는 appN의 binding 정보

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순서는 불필요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도 모듈의 필터링에 의한 신 전환의 대기 시간이 커진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앞서 설명한 (Pr 1) 내지 (Pr 6)에 의한 오브젝트추출순서에 의해서도, 최초의 신 표시나, 신의

전환에 의한 대기 시간이 단축되도록,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의 맵핑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 22는, 본 실시예로서의 데이터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맵핑예를 도시하는 것이다.

도 22에 있어서는, 1개의 신을 구성하는 오브젝트 모두를 1개의 모듈로서 통합하여(모듈(2, 3··N)), 그 이외의 Service

Gateway를 포함하는 상위 디렉토리를 1개의 모듈(모듈(1))에 맵핑하고 있다. 단 최초에 액세스하는 어플리케이션 파일

「Startup」은, 최초의 신의 모듈과 함께의 모듈(모듈 2)에 맵핑하도록 한다.

이러한 맵핑으로 되면, 우선 Service Gateway의 모듈(1)을 수신하면, 그 서브 디렉토리의 구성 전부가 같은 모듈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IRD(12)측에서는 디렉토리 구성 전체를 이 모듈(1)의 수신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계속해서 모듈(2)을 수신하게 되지만, 이 모듈(2)은 최초에 제시하는 신의 파일이 맵핑되어 형성된 모듈이

다. 따라서, 이 모듈(2)의 데이터의 포착이 완료한 단계에서, 최초의 신 출력에 필요한 오브젝트의 정보가 모두 얻어지게

된다. 결국, 앞서 나타낸 (Pr5)의 순서가 완료한 단계에서는, (Pr 6)의 순서도 거의 동시에 완료시키고 있게 된다. 실제로

는, 큐(71)에서 모듈(2)이 얻어지면, 이 모듈(2)을 1 신분의 데이터로서, DSM-CC 버퍼(91)에 전송하도록 된다. 또, 이러

한 순서는, 루트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모듈(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듈(1), 모듈(2)과 계속하여, 2회의 모듈의 수신(획득)만 완료하면, 그대로 최초의 신의 재생을 시작

할 수 있다. 또한, 더욱이 다른 신으로 바뀌는 경우는, 최초에 넣은 디렉토리·오브젝트의 binding 정보를 참조하면, 직접 원

하는 신·디렉토리의 모듈을 수신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확실히 신 전환의 오버헤드는 크지 않지만, 데이터 서비스의 최초의 신의 제시까지, 모듈을 2회 수신할 필요

가 있다.

또, 도 22에 도시하는 맵핑에서는, 상위 디렉토리를 통합한 모듈(1)에, 많은 오브젝트가 들어 가게 되지만, Service

Gateway와 디렉토리의 2종류의 오브젝트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그 디렉토리에 bind되는 오브젝트의 명칭이나 IOR과 같은

데이터량으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는 정보의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수가 많더라도 전체의 데이터 용량은

크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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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23에 본 실시예로서의 다른 맵핑 예를 도시한다. 여기서는, 상위 디렉토리를 정리한 것에, 더욱이 최초에 액세스하

는 어플리케이션 파일(startup)과 최초의 신의 오브젝트를 1개의 모듈(1)에 맵핑하고 있다. 그 이외의 다른 모듈(2··N)은,

도 22에 도시한 모듈(3··N) 등과 같이, 1 신마다 필요하게 되는 오브젝트를 통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맵핑을 실시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IRD 측에서는 이 모듈(1)만을 수신하고, 큐(71)로부터 DSM-CC 버퍼(91)에 전

송하는 것으로, 즉시 최초의 신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디렉토리·오브젝트의 binding 정보가 참조 가능

해지기 때문에, 이후의 신의 전환에 대응하여 필요한 신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지는 모듈로 즉시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기 맵핑예로서는, 1 신을 형성하는 오브젝트가 반드시 1 모듈에 수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 신을

형성하는 모든 오브젝트의 용량이 크고, 모듈로서 규정되어 있는 최대 사이즈를 넘는 것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n 번째의

모듈에 대하여 어떤 1 신을 형성하는 오브젝트를 가능한 한 수용하도록 하고, n 번째의 모듈에 수용될 수 없는 동일한 신을

형성하는 오브젝트에 의해 n+1번째의 모듈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n 번째의 모듈과 n+1번째의 모듈을 연속시켜,

카루셀 방식으로 송신한다. 이렇게 하면, n 번째의 모듈과 n+1번째의 모듈을 2회 수신할 필요는 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신의 재생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이후의 설명에 있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1 신을 형성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모두 저장되는 것으로 형성된 모

듈인 것을, 「신 모듈」이라고도 말한다.

계속해서, IRD(12)측의 수신처리로서, 큐(71)로의 모듈 할당에 대해서 도 24 내지 도 2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

의 IRD(12)에서는, 상기한 방송측(지상국측)의 데이터 맵핑이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서, 이후 설명하는 큐(71)로의 모듈 할

당을 행하는 것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필요한 신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도 24의 a에는, 트랜스포트부(53)에 있어서의 디멀티플렉서(70)와 큐(71)의 구성, 및 DSM-CC 버퍼(91)의 메모리 영역을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이 도면에 도시하는 트랜스포트부(53)로서는, 디멀티플렉서(70)와, 큐(71)를 형성하는 메모리 영역(Mem-1, Mem-2,

Mem-3···Mem32)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 메모리 영역이 모듈 단위의 데이터를 축적 가능하게 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멀티플렉서(70)에 주어진 필터조건에 적합한 데이터(예를 들면 섹션 단위)가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부터 분리 추출되지만, 이 분리추출된 섹션은, 메모리 영역(Mem-1 내지 Mem-32)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저장된다. 그리

고, 이 동작이 반복되는 결과, 어떤 메모리 영역에 대하여 상기 필터조건에 적합하여 통합된 섹션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모듈이 형성되고, 여기에 축적되게 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디멀티플렉서(70)에 의해, 신(A)을 형성하는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는 모듈의 데이터를 분리 추출하고,

메모리 영역(Mem12)에 저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신(A)의 모듈을 GUI 화면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신(A)의

모듈의 데이터를 메모리 영역(Mem-2)으로부터 DSM-CC 버퍼에 대하여 기록을 행하도록 된다.

결국, 수신한 신의 모듈의 일반적인 전송형태로서는, 일단 이것을 큐의 메모리 영역에서 축적한 후, DSM-CC 버퍼(91)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DSM-CC 버퍼(91)에 들어간 신 데이터를, MHEG 디코더 블록(84)이 액세스하

여 로드하고, MHEG 버퍼에 넣는 것으로 GUI 화면 등의 신 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메모리 영역(Mem-1 내지 Mem32)으로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큐(71)를 형성하는 메모리 영역은 본 실

시예에서는 32열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메모리 영역은, 실제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동작을 행하고

있는 한은, 각종 다른 필터조건에 적합하여 분리된, 예를 들면 MPEG 스트림 데이터 등을 비롯한 다종의 모듈 데이터에 의

해 거의 점유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면, MHEG 디코더 블록(84)이 액세스 할 필요가 있게 되는 다수의 신 모듈을 DSM-CC 버퍼(91)에

넣으려고 해도, 이 신 모듈을 일시 보유하는 메모리 영역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필요하게 되는 신 모듈의

대부분을 한번에 큐내의 복수의 메모리 영역에 축적하여, DSM-CC 버퍼(91)에 전송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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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SM-CC 방식에서는, 모듈의 수신순(넣음순)을 특히 규정하고는 있지 않다. 결국, 트랜스포트부(53)에 있어서 어떠

한 순서로 모듈을 추출하여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는지는 임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메모리 영역수의 제한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후에, DSM-CC 버퍼(91)에 넣을 필요가 있

는 모듈이 가능한 한 신속히 트랜스포트부(53)에서 얻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하여 모듈 할당(수신순)을 규정한다.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 및 이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모듈의 맵핑은, 예를 들면 도 22, 도

23에 도시하는 것으로 되지만, 예를 들면 app0의 디렉토리에 관하면, app0/startup과, app0/scenedir0/scsne0의 오브젝

트를 얻기만 하면, app0의 어플리케이션을 형성하는 신의 우선 순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있다. 이것은 app1 내지

N까지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 순위란, 예를 들면 어떤 신의 표시출력으로부터 다른 신의 표시출력으로 이행하는(이것을 「트랜지션

이라고도 한다) 경우에는, 상기 다른 신으로서 복수의 후보가 있는 것이 통상이지만, 이들 복수의 신의 후보에 있어서, 예

를 들면 유저의 조작에 의해서 신 전환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을 때에, 전환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붙여지는 것

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신의 우선 순위의 정보에 기초하여 모듈 할당을 규정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도 2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트랜스트부(53)에 있어서 신모듈을 보유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은 Mem-2만으로 되고, 다른 메

모리 영역은, 그 이외의 종류의 데이터(예를 들면 MPEG 비디오 데이터 등)를 저장하기 위해서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한

다. 또한, 여기서는, app0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신 출력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트랜스포트부(53)에 있어서는, 이미 상기한 app0/startup과, app0/scenedir0/scsne0의 오브젝트가 속하는 모듈

을 수신하고 있고, 예를 들면 CPU(80)의 제어 처리부(81)로서는, app0의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신의 우선 순위정보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선 순위 정보에 의해, app0의 디렉토리 구조하에 있는 복수 신에 대해서, 신(A)→ 신(B)→ 신(C)→신

(D)와 같이 하여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들의 신을 DSM-CC 버퍼(91)에 가능한 한 넣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제어 처리부(81)에서는, 우선,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신(A)의 모듈이 트랜스포트부(53)의 메모리 영역

(Mem-2)에 저장되도록 제어를 실행한다. 이 제어에 근거하여, 디멀티플렉서 드라이버(82)는 신(A)의 모듈에 적합한 필터

조건을 디멀티플렉서(70)에 대해 설정한다. 이로써, 도 24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신(A)의 모듈이 메모리 영역

(Mem-2)에 저장되어, DSM-CC 버퍼(91)에 전송한다.

이어서는, 제어 처리부(81)는 신(A)에 연속되는 우선 순위의 신(B)을 획득하기 위한 처리로서, 신(B)의 모듈에 적합한 필

터 조건을 디멀티플렉서(70)에 대해 설정하도록 디멀티플렉서 드라이버(82)에 지시한다. 이로써, 도 24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신(B)의 모듈이 메모리 영역(Mem-2)에 얻어져, 이것을 DSM-CC 버퍼(91)에 전송하게 된다. 또한, 도 24

의 b에는 도 24의 a에 도시한 회로 블록 중, 메모리 영역(Mem-2)과 DSM-CC 버퍼(91)만을 골라 도시하고 있다. 다음에

도시하는 도 24의 c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다음은, 신(B)에 연속되는 우선 순위의 신(C)을 얻기 위해, 신(C)의 모듈에 적합한 필터 조건을 디멀티플렉서(70)

에 대해 설정하고, 도 24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신(C)을 얻어 DSM-CC 버퍼(91)에 전송한다.

이후, 마찬가지로 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신의 필터 조건을 디멀티플렉서(70)에 설정하고, 그 신 모듈을 메모리 영역

(Mem-2)에서 얻어, 이것을 DSM-CC 버퍼(91)에 전송해 가게 된다.

이러한 동작이 행해지는 결과, DSM-CC 버퍼(91)에는 신 출력을 위해 필요, 혹은 신 전환 시에 있어서, 다음에 필요시될

가능성이 높은 신 모듈의 데이터가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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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G 디코더 블록(84)은 이렇게 하여 DSM-CC 버퍼(91)로써 얻어진 신 모듈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GUI 화면 등의 신

출력을 행하지만, 예를 들면 데이터 방송 중에 있어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원하는 신의 호출 요구가 있는 경우, 호출 요

구가 있던 신의 데이터가 DSM-CC 버퍼(91)에 이미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거의 확실하게 호출 요구가

있는 신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이것을 즉석으로 출력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DSM-CC 버퍼(91)의 용량은 당연하지만 유한하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용량은 할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

를 들면 MHEG 디코더 블록(84)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 상정되는 모든 신 모듈을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적합함이 생기는 것이 상정된다.

예를 들면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어느 애플리케이션 하에서 신(A), 신(B), 신(C), 신(D), 신(E) 5개의 신이 준

비되어 있다고 하고, 이 각 신 사이의 트랜지션 형태가 도면과 같이 설정되어 있는(이러한 트랜지션의 규정은 MHEG에 의

해 기술되어 있다)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신(A)이면 신(B, C, E)에 트랜지션이 가능해지며, 신(C)이면 신(A, B, D)에 트

랜지션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DSM-CC 버퍼(91)의 용량으로서, 최대 4개의 신 모듈을 저장하는 것이 한도라고 가정한다. 이 조건 하에서 상기

도 25에 도시하는 신(A 내지 E)의 5개 모듈이 준비된 어플리케이션을 MHEG 디코더 블록(84)이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상기 신(A 내지 E)의 5개 모듈 중, 1개의 신 모듈은 DSM-CC 버퍼(91)에 저장하지 못하게 된다.

상기 조건 하, 예를 들면 어느 단계에서 신(A)을 표시 출력하고 있으며, 이 때 DSM-CC 버퍼(91)에 들어가 있는 신 모듈은

신(A, B, C, D) 4개라 하자. 그리고, 이 상태로부터, 예를 들면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신(E)의 호출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이에 응답하여 신(A)에서 신(E)으로 트랜지션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DSM-CC 버퍼(91)에는 신(E)의 모듈은 없기 때문에, 신(E)의 호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신(E)의 모듈을

카루셀로부터 신규로 넣을 필요가 있다. 이 동안,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신(A)에서 신(E)의 표시로 이행하기까지의 대기 시

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적합함이 가능한 한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서는, 더욱 다음과 같은 모듈 할당도 행하게 된

다.

실제의 MHEG 방식에 의한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다수 신 사이의 우선 순위는 현재 표시

출력 중인 신에 의존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출력 중인 신에 따라서 변경되는 우선 순위도 상술한 우선 순위 정

보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MHEG 디코더 블록(84)의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어느 신을 출력하고 있을 때에, 그 출력 중인

신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신의 우선 순위를 관리하는 넥스트 신 매니저(Next Scene Manager)를 기동시키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넥스트 신 매니저의 관리예로서, 도 25에 도시한 신 중에서 현재 신(A)을 출력 중인 경우에, 넥스트 신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우선 순위가 도 26에 도시한 것이었다고 하자. 즉, 우선 순위로서 (1) 신(A)→ (2) 신(C)→ (3) 신(E)→

(4) 신(B)→ (5) 신(D) 순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우선 순위는 실제로는, 도면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프라

이어리티 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프라이어리티 값이 클수록 우선 순위는 높아지며, 여기서는, 신(A)에 대한 다른 신의 프

라이어리티 값으로서 신(C)이 10', 신(E)이 9', 신(B)이 7', 신(D)이 1'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때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신 모듈은 도 28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신(A, E, C, B)이라 한다.

이 상태 하에서 예를 들면 신(A)에서 신(C)으로 트랜지션하기 위한 요구가 행해졌다고 하면, MHEG 디코더 블록(84)에서

는, 도 28의 a에 도시한 저장 상태에 있는 DSM-CC 버퍼(91)로부터 신(C)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이것을 출력하기 위한

처리를 실행한다.

또, MHEG 디코더 블록(84)에서는, 신(C)에 트랜지션한 것에 대응하여, 넥스트 신 매니저에 의해 신의 우선 순위를 예를

들면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갱신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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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면에서는, 현재 출력 중인 신(C)을 필두로, (1) 신(C)→ (2) 신(B)→ (3) 신(A)→ (4) 신(D)→ (5) 신(E) 순위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 이 경우의 신(C)에 대한 다른 신의 프라이어리티 값은 각각 신(B)이 '7', 신(A)이 '6', 신(D)이 '4', 신(E)

이 '2'로 되어 있으며, 상기 우선 순위는 이 프라이어리티 값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현재 출력 중인 신에 따라서,

신 사이의 우선 순위는 변경된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갱신된 신 사이의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

여 DSM-CC 버퍼(91)에 저장되는 신 모듈의 내용을 갱신한다.

예를 들면, CPU(80)는 상기 도 27에 도시하는 현재 넥스트 신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신 사이의 우선 순위와, 도 28

의 a의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신 모듈과의 비교를 행한다.

그렇게 하면, DSM-CC 버퍼(91)에는 도 27에 도시하는 우선 순위로서 1위인 신(C), 2위인 신(B), 3위인 신(A) 및 5위(최

하위)인 신(E)이 저장되어 있으며, 4위인 신(D)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CPU(80)에 있어서는, DSM-CC 버퍼(91)에 저장되는 신 모듈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우선 순위에 있어서의 상위 4

개 신이 되도록 제어를 실행한다. 즉, 이 경우라면, 도 28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하여, 신(E) 대신에 신(D)의 모듈이

DSM-CC 버퍼(91)에 저장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상위 4개의 신 모듈이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를 들면 디멀티플렉서 드라이버(82)로부터 디멀티플렉서(70)에 대해, 신(D)의 모듈을 얻기 위한

필터 조건을 출력시키도록, CPU(80)에 있어서의 제어 처리부(80)가 지시를 하게 된다. 이로써, 큐(71)에 있어서 신 데이

터의 모듈을 위해 할당된 메모리 영역에 신(D)의 모듈이 저장된다. 그리고, 이 큐(71)의 메모리 영역에 얻어진 신(D)의 모

듈이 신(E)의 모듈과 교체 입력되도록 하여, DSM-CC 버퍼(91)에 대한 기록 제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기록 제어도 예

를 들면 제어 처리부(80)가 실행하도록 되면 좋다.

또한, 신 전환에 따라서 변경된 신의 우선 순위와, 그때까지의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신 모듈 데이터의 비교

로, 2이상의 신 모듈을 교체 입력할 필요가 있으면, 상기 제어 동작에 준하여 이들 신 모듈에 대한 입력을 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느 신을 출력시키고 있는 상태 하에서, 사용자가 신의 전환 조작을 행할 경우, 역시 실제로는, 그 시점에서 넥

스트 신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전환 신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상기와 같이 하여, 현재 출력 중인 신에 따라서 결정되는 신의 우선 순위(P)의 상위 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DSM-CC 버퍼(91)에 들어가도록, 트랜스포트부(53)에 있어서의 모듈 할당을 규정하면, 예를 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신의 트랜지션 요구가 있었을 때에, 이 신의 모듈이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

은 극히 회피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신의 전환 조작에 따라서 즉석으로 신의 전환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 전환에 따라서 변경된 신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기 도 28의 a에서 도 28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

여, DSM-CC 버퍼(91)의 저장 상태를 천이시킬 때까지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신

(C)의 출력이 개시된 후에 있어서 최초의 신 전환 조작이 행해질 때까지는,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존재한다. 즉, 신(C)

이 출력 개시되고 잠시 동안은 사용자는 신(C)의 화상을 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대개는 이 사이에 DSM-CC 버

퍼(91)에 있어서의 신 데이터의 교체 입력은 거의 종료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상은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이어서, 상기 도 26 내지 도 28에 의해 설명한 모듈 할당을 실현하기 위한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29의 플로 챠트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이 도면에 도시하는 처리는 CPU(80)가 실행하는 것이 된다. 즉, 제어 처리부(81)의 전체 제어에 근거하여,

디멀티플렉서 드라이버(82), DSM-CC 디코더 블록(83) 및 MHEG 디코더 블록(84)이 적당한 원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함

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또, 이 도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사용자에 의한 신 전환 요구를 위한 조작 등이 행해진 것으로, 신 전환이 필요시된 경우

에 있어서의 신 모듈 할당에 관한 대응 처리를 도시하고 있다.

우선, 스텝(S101)에 있어서, 신 전환 전의 넥스트 신 매니저의 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들어진 신 후보와, 신 전환 후의 넥스

트 신 매니저의 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들어진 신 후보를 비교하여, 이들 신 후보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리스트 업

한다. 또, 상기 신 후보 사이에서 공통으로 일치한 신에 대해서는, 신 전환에 따라서 신 넥스트 매니저가 취급해야 하는

「신 리스트」에 대해 등록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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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리는 예를 들면 MHEG 디코더 블록(84)에 있어서, 넥스트 신 매니저를 기동시킴으로써 실현된다.

연속되는 스텝(S102)에 있어서는, MHEG 디코더 블록(84) 처리로서, 상기 스텝(S101)에서 리스트 업된 일치하지 않는 신

후보 중에서, 신 전환 전의 신 후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신 전환 후에 후보가 되어 있는 신에 대해서는 신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처리가 실행된다.

이 처리에 의해, 신 전환에 따라서 후보가 되는 여러 신이 신 리스트로서 준비되게 된다.

연속되는 스텝(S103)에 있어서는, 넥스트 신 매니저의 기능을 사용하여, 상기 신 리스트로서 등록된 신에 대해서, 신 전환

에 따라서 변경된 신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트를 실행하게 된다.

이로써, 도 26에 도시하는 넥스트 신 매니저의 관리 상태로부터, 도 27에 도시하는 넥스트 신 매니저의 관리 상태로 이행

하게 된다.

또한, 상기 스텝(S101 내지 S103)까지에 도시하는 처리 중, 스텝(S101 및 S102)의 처리에 대해서는, 앞의 도 26 및 도 27

에 의한 설명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도 26, 도 27에 도시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A)에서 신(C)으로의

신 전환에 의해, 신 후보의 교체 입력이 없는 것에 의한다. 즉, 도 26에서 도 27로의 신 전환에 있어서는, 스텝(S101)에 있

어서 일치하지 않는 신이 리스트 업되지 않고, 모든 신이 일치했다고 해서, 신 리스트에 등록되게 된다.

스텝(S103)에 이어서는, 스텝(S104) 처리가 실행된다. 여기서는, 상기 스텝(S103)에 있어서 소트된 신 리스트 상에 있어

서, 우선 순위적으로 최상위의 신에 대한 처리를 개시한다. 즉, 이 신을 「현 신」으로서 취급하여 이후 처리를 실행해 가

게 된다.

또, 스텝(S104)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적으로 최상위 신」이란 현재 출력 중이라 되어 있는 신(도 27이면 신(C))을 제외

하고,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신이 선택된다. 즉, 도 27의 경우라면 신(B)이 선택되게 된다. 단, 예를 들면 도 27에 도시하

는 우선 순위의 관리 상태가 얻어졌을 때, 신(C)이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신

(C)을 현 신으로서 취급하도록 스텝(S104)에서의 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연속되는 스텝(S105)에 있어서는, 상기 스텝(S104)에서 선택된 현 신의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는 모듈(신 모듈)의 데이터

사이즈를 체크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현 신 모듈에 대응하는 제어 정보인 DII(도 8 참조)를 카루셀의 데이터로부터 들어

가, 예를 들면 DSM-CC 디코더 블록(83)이 이 들어간 DII에 있어서의 모듈의 데이터 사이즈를 도시하는 정보를 참조함으

로써 식별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얻어진 현 신 모듈의 데이터 사이즈의 정보는 일시 보존되며, 후술하는 스텝(S107)의 판

별 처리에 사용된다.

스텝(S106)에 있어서는, 현 신 모듈이 DSM-CC 버퍼(91)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가 판별되며, 여기서

긍정 결과가 얻어지면 스텝(S110)으로 진행하여, 신 리스트 상에서, 지금까지의 현 신에 대해 다음 우선 순위가 주어져 있

는 신을 신으로서 선택하며, 이 현 신으로서의 처리를 개시시키기 위한 처리를 실행한다.

이에 대해, 스텝(S106)에 있어서 부정 결과가 얻어진 경우에는, 스텝(S107)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S107)에 있어서는, 현재의 DSM-CC 버퍼(91)의 나머지 용량(데이터 입력 가능 용량)이 스텝(S105)에서 체크된 현

신 모듈의 사이즈보다도 큰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그리고, 긍정 결과가 얻어진 경우, 즉, 현재의 DSM-CC 버퍼(91)의 나머

지 용량으로서, 현 신 모듈을 입력하여 저장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고 판별된 경우에는, 스텝(S111)으로 진행하여 현 신 모

듈의 데이터를 카루셀로부터 큐(71)에 축적하고, 이것을 DSM-CC 버퍼(91)에 대해 넣어 저장하기 위한 처리가 실행된다.

이 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CPU(80)의 제어 동작과 이에 동반하는 각 부의 신호 처리 동작은 예를 들면 도 28의 설명에 있어

서 서술한 대로이다.

그리고, 상기 스텝(S111)의 처리를 실행한 후는 스텝(S110) 처리를 거친 후에, 스텝(S105) 처리로 돌아가게 된다.

또, 스텝(S107)에 있어서 부정 결과가 얻어져, 현재의 DSM-CC 버퍼(91)의 나머지 용량이 스텝(S105)에서 체크된 현 신

모듈의 사이즈보다도 작다고 판별된 경우에는, 스텝(S108)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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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108)에 있어서는, 현재의 넥스트 신 매니저의 우선 순위 관리와 현재 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신 모듈을

비교하여, 현재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신 모듈에 있어서, 현재 가장 우선 순위(프라이어리티)가 낮은 것으로

하여 관리되고 있는 신 모듈을 특정한다. 그리고, 다음 스텝(S109)에 있어서, 이 특정된 신 모듈의 프라이어리티가 현 신보

다도 낮은지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스텝(S109)에 있어서, 스텝(S108)에 의해 특정된 신 모듈의 프라이어리티가 현 신보다도 낮게 된 경우에는, 스텝(S112)으

로 진행하여, 이 특정된 신 모듈을 DSM-CC 버퍼로부터 삭제하여 스텝(S107)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처리에 의해, 현 신

모듈이 입력 가능한 DSM-CC 버퍼(91)의 나머지 용량이 얻어질 때까지, DSM-CC 버퍼(91)로부터 우선 순위(프라이어리

티)가 가장 낮은 신 모듈(단, 현 신보다도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것만이 대상이 된다)이 삭제되어 가게 된다.

그리고, 스텝(S109)에 있어서 부정 결과가 얻어진 경우, 즉, 스텝(S108)에서 특정된 신 모듈의 프라이어리티가 현 신보다

도 높은 것이 판별된 경우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DSM-CC 버퍼(91)에 저장되어 있는 신 모듈은 현재의 넥스

트 신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신의 우선 순위에 대응하고 있게 된다. 즉, 앞서 설명한 구체예에 따르면, 도 27에 도시

한 넥스트 신 매니저의 관리에 대응하여, 도 28의 b에 도시하는 신 모듈의 저장 상태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

면과 같이 하여, 지금까지의 모듈 할당을 위한 처리가 종료되게 된다.

5. 메인 영상·음성 재생과 부가 데이터 재생의 동기

삭제

상술한 바와 같이 TV 방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다운 로드용 악곡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방송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메

인이 되는 채널의 영상이나 음성의 재생(예를 들면 도 4의 21A)과, 정지화 등의 부가 데이터의 재생(예를 들면 도 4의

21D)을 동기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도 3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각(T0 내지 T2)에 걸쳐,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화상(P1)을 도 30의 a에 도시

하는 바와 같은 레이아웃으로 표시시키면서, 시각(T1)에 있어서, 도 30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 메인이 되는 프로그

램의 화면(P1)에 덧붙여, 부가 데이터의 정지화(P2)를 표시시키고, 이 정지화(P2)를 시각(T2)에 이를 때까지 연속하여 표

시시키며, 도 30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각(T2)이 되면 정지화(P2)가 꺼지는 표시를 행한다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영상이나 음성 방송과 동시에 부가 데이터를 보내도록 했다 해도, 수신 측에서는, 영상이나 음성의

재생과 부가 데이터의 재생이 동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각을 스크립트에 기술해 두고, 이벤트의 발생 시각이 되면, 데이터 재생을 개시시키도록 하는 것

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벤트의 발생 시각을 상세하게 기술해 두면, 메인이 되는 영상이나 음성 재생과, 이에 부가하

는 정지화 데이터 등의 재생을 동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 전송하는 시각 정보에 초정밀도 이하의 정밀도를 구하면, 송신 측, 수신 측의 부담이 커진다. 또,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임시 사용자 등에 의해, 프로그램의 예정 시각이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스크립트에 의해 부가 데이터

를 표시, 동작시키는 시각 정보를 기술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각 변경이 있으면, 대응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 본 실시예에서는, 시각 정보와 이벤트명에 의해 이벤트 통지를 구성함과 동시에,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

을 나타내는 코드를 정의하여, 시각 정보의 위치에 배치하여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신 측에서는 시각 관

리는 불필요해져, CPU 부하를 경감할 수 있다.

이하, 메인이 되는 채널의 영상이나 음성 재생과, 정지화 등의 부가 데이터의 재생을 동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메인 서비스 게이트웨이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로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디렉토리, 파일, 스트림, 스트림 이벤트가 있지만,

이 중, 스트림 이벤트에는 링크 정보와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가 포함되도록 GUI 오서링 시스템(42)에서 오서링된다.

도 31은 이러한 스트림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스크립트(MHEG)의 일례이다. 도 3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스크립트에

는 이러한 표시 데이터를 작성할 때의 이벤트명이 정의되고, 이벤트명에 대응하여 생기는 상태 천이(표시 데이터의 온/오

프)가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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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SM-CC 인코더(44)에서는, 동기시켜야 할 영상 소스의 타임 코드가 판독되고, 이 판독된 타임 코드를 시각 정보로

하여, 이벤트명에 대응시켜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생성한다.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은 카루셀과는 별도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반복하여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된다.

도 32는 이러한 스트림 이벤트 패킷의 구조를 도시하는 것이다. 도 3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의 선두

에는,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나타내는 헤더가 설치된다. 이 헤더에 이어서, 최초의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의 페어가 기술되

며, 더욱이, 이에 이어서, 다음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의 페어가 기술된다. 이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의 페어는 여러 개 연속

하여 이을 수 있다.

여기서, 이벤트의 시각 정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코드, 예를 들면 모든 비트가 "1"인 ALL 「1」이 시각 정보의 위치에 설

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은 「즉석으로 이벤트를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송신 측으로부터는,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화상이나 음성과 부가 데이터가 송신되지만, 동기를 얻고 싶은 타이밍보다 미

리 정해진 처리 시간만큼 빠른 타이밍으로부터, 스트림 이벤트 패킷이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여러 회 반복하여 송신된다.

수신 측에서는,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수신하면, 그 패킷 내의 시각 정보에 대응하는 시각에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혹시 시

각 정보의 부분이 ALL 「1」인 경우에는, 수신 후 바로 이벤트가 발생된다. 이로써,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화상이나 음

성과 부가 데이터의 표시를 동기시킬 수 있다.

즉, 도 33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영상 및 음성 스트림은 연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다. 부가 데

이터의 패킷은 도 33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내지고 있으며, 이 부가 데이터의 패킷은 미리 수신기에 들어간다. 이 예

에서는, 시점(T1)에서 이벤트(Event 1)를 발생시키고, 시점(T2)에서 이벤트(Event 2)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다. 여기

서, 이벤트(Event 1)는 정지화(P2) 표시를 온하는 것이며, 이벤트(Event 2)는 정지화(P2) 표시를 오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 33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벤트(Event 1)를 발생시키는 시점(T1)의 조금 전에, 이벤트명이 이벤트

(Event 1)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이 보내진다. 그리고 다음 이벤트(Event 2)가 개

시하기 전까지,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1)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2, SE1-3, …)

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내진다. 또한, 스트림 패킷(SE1-1, SE1-2, SE1-3, …)은 동일 패킷이다.

또, 이벤트(Event 2)를 발생시키는 시점(T2)의 조금 전에,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2)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

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1)이 보내진다. 그리고 다음 이벤트가 개시하기 전까지(또는 프로그램의 종료까지), 이벤트명

이 이벤트(Event 2)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2, SE2-3, …)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내진다.

수신 측에서는, 이벤트(Event 1)를 발생시키는 시점(T1)보다 조금 전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이 수신된다. 이 스

트림 이벤트 패킷(SE1-1)은 시간 정보의 곳이 ALL 「1」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이 수신된

시점에서 즉시 이벤트(Event 1)가 발생한다. 이 이벤트(Event 1)는 정지화(P2) 표시를 온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림 이

벤트 패킷(SE1-1)이 수신된 시점에서 즉시 이벤트가 발생하여, 도 33의 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정지화(P2) 표시가 온된

다.

또한,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을 이벤트(Event 1)를 발생시키는 시점(T1)보다 조금 전에 보내고 있는 것은 처리 시간

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처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을 이벤트(Event 1)를 발생시키는 시

점(T1)보다 조금 전에 보내면, 정확한 시점(T1)에서 정지화가 표시되게 된다. 도 33의 c에 도시하는 표시 데이터는 이벤

트가 발생하기 전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표시 데이터의 처리 시간은 화상 전개에 요하는 시간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

어, 대략 일정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벤트(Event 2)를 발생시키는 시점(T2)보다 조금 전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1)이 수신된다.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1)의 시각 정보의 곳은 ALL 「1」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1)이 수신된 시점에

서 즉시 이벤트(Event 2)가 발생한다. 이 이벤트(Event 2)는 정지화(P2) 표시를 오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1)이 수신된 시점에서 즉시 이벤트가 발생하여, 정지화(P2) 표시가 오프된다. 표시 데이터의 처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점(T2)에서 정확히 데이터 처리가 종료하여, 도 33의 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정지화가 소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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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스트림 이벤트 패킷은 각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은 시각보다 이벤트 데이터의 처리

시간만큼 전에 보내진다. 그리고, 이벤트에 사용하는 부가 데이터는 미리 보내져 있으며, 수신기에 들어가 있다. 이 때문

에, 각 이벤트를 예정 시각에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스트림 이벤트 패킷은 다음 이벤트의 개시 시점까지 또는 프로그램의 종료까지 반복하여 보내진다. 이렇게, 동일 스

트림 이벤트 패킷이 반복하여 전송되는 이유는 정의한 각 이벤트의 시각보다 후에, 수신기에 전원이 투입된 경우, 또, 다른

채널로부터 이 채널로 천이해 온 경우에, 표시 데이터를 올바른 상태로 천이시키기 위함이다.

상술한 예에서는, 이벤트(Event 1) 및 (Event 2)를 모두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으로서 보내

도록 하고 있지만, 이벤트명과 이벤트 시각 정보가 기술된 스트림 이벤트 패킷과,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의 부분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조합시켜 보내도록 해도 된다.

도 34는 이렇게 이벤트명과 이벤트 시각 정보가 기술된 스트림 이벤트 패킷과,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의 부분이 ALL 「1」

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조합시켜 보내도록 한 것이다.

즉, 도 34에 있어서, 이벤트(Event 11)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1, SE11-2, SE11-3, …)은 시점(T11)에 정지화(P2)

표시를 온하는 것으로,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1, SE11-2, SE11-3, …)의 시각 정보에는 시각(T1)이 기술되어 있

다. 한편, (Event 12)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2-1, SE12-2, SE12-3, …)은 시점(T12)에 정지화(P2) 표시를 오프하는

것으로, 이 스트림 패킷(SE12-1, SE12-2, SE12-3, …)은 시각 정보의 부분이 ALL 「1」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도 34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1, SE11-2, SE11-3, …)은 이벤트(Event 11)가 발

생하는 시점(T11)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내진다. 그리고, 다음 이벤트(Event 12)가 시작되는 시점(T12)의 조

금 전에, 이벤트(Event 12)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2-1)이 보내지고, 그리고나서, 동일한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2-

2, SE12-3, …)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내진다.

수신기 측에서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시점(T11)보다 이전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1, SE11-2, SE11-3, …)이 수

신된다.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1, SE11-2, SE11-3, …)은 모두 동일한 패킷이다.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1-1,

SE11-2, SE11-3, …)의 시각 정보는 「시각(T11)」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기 측에서는, 시점(T11)이 되는 것을 대

기한다.

시점(T11)이 되면, 이벤트(Event 11)가 발생한다. 이 이벤트(Event 11)는 정지화(P2) 표시를 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34의 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점(T11)부터 정지화(P2) 표시가 온된다.

다음으로, 이벤트(Event 12)를 발생시키는 시점(T12)보다 조금 전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2-1)이 수신된다. 이 스트

림 이벤트 패킷(SE12-1)의 시각 정보 부분은 ALL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2-1)이 수신된 시

점에서 즉시 이벤트(Event 12)가 발생한다. 이 이벤트(Event 12)는 정지화(P2) 표시를 오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림

이벤트 패킷(SE12-1)이 수신된 시점에서 즉시 이벤트(Event 12)가 발생하여, 정지화(P2) 표시가 오프된다. 표시 데이터

의 처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 34의 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점(T12)에서 정확히 정지화(P2) 표시 처리가 종료하여,

정지화가 소거된다.

또한, 이 경우도 스트림 이벤트 패킷은 다음 이벤트의 개시 시점까지 또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반복하여 보내진다. 이렇게,

동일 스트림 이벤트 패킷이 반복하여 전송되는 이유는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의한 각 이벤트의 시각보다 이후에 수신

기에 전원이 투입된 경우 또는 다른 채널로부터 이 채널로 천이해 온 경우에, 표시를 올바른 상태에서 천이시키기 때문이

다.

또한, 스트림 이벤트 패킷의 시각 정보에 시각을 기술하여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전송할 경우에는, MHEG 스크립트로서,

「기술되어 있는 시각 정보가 이미 현재 시각을 지나 있으면,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와 같이 기술해 둔다. 이렇게 함

으로써, 스트림 이벤트 패킷의 시각 정보가 기술되어 있으며, 그 시각 정보보다 현재 시각이 지나 있을 경우에도, 이벤트를

즉시 발생시킬 수 있다.

상술한 예에서는, 1개의 부가 데이터를 온/오프하는 단순한 이벤트 처리였지만, 다수의 부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 경우에는, 동일 부가 데이터에 관한 이벤트를 그룹으로서 취급함으로써, 단순한 시퀀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

리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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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도 3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점(T20 내지 T24)에 걸쳐,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화상(P21)을 도 35의 a에

도시하는 레이아웃으로 표시시키면서, 도 35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점(T21)에 있어서 정지화(P22)를 표시하고, 도

35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점(T22)에 있어서 더욱 정지화(P23)를 표시하며, 도 35의 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점

(T23)에 있어서 정지화(P22)만 소거하며, 도 35의 e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점(T24)에 있어서 정지화(P23)를 소거하

며, 메인이 되는 동화상(P21)만 계속 표시한다라는 상태로 표시 처리하는 것을 상정한다.

이렇게, 정지화(P22)에 관한 이벤트와, 정지화(P23)에 관한 이벤트 2개의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각 부가 데이터에 관한

이벤트를 그룹으로서 생각한다.

우선, 정지화(P22)에 관한 그룹의 이벤트로서, 시점(T21)에서 정지화(P22) 표시를 온하고, 시점(T23)에서 정지화(P22)

표시를 오프하는 이벤트가 있다. 정지화(P23)에 관한 그룹의 이벤트로서, 시점(T22)에서 정지화(23) 표시를 온하고, 시점

(T24)에서 정지화(P23) 표시를 오프하는 이벤트가 있다.

최초 그룹의 정지화(P22)에 관한 이벤트를 실현하기 위해, 시점(T21)의 조금 전에,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로 정지화

(P22) 표시를 온하는 이벤트명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보내고, 그 후,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낸

다. 시점(T23)의 조금 전에,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로 정지화(P22) 표시를 오프하는 이벤트명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

을 보내고, 그 후,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낸다.

다음 그룹의 정지화(P23)에 관한 이벤트를 실현하기 위해, 시점(T22)의 조금 전에,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로 정지화

(P23) 표시를 온하는 이벤트명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보내고, 그 후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낸

다. 시점(T24)의 조금 전에,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로 정지화(P23) 표시를 오프하는 이벤트명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

을 보내고, 그 후, 이 스트림 이벤트 패킷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낸다.

이렇게, 다수의 부가 데이터에 관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각 데이터마다 그룹핑을 행하면, 1개 데이터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동일 시간에 다수의 이벤트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다른 패킷으로 보낼 필요 없이, 1개의 스트림

이벤트 패킷으로 다수의 스트림 이벤트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도 36은 도 35에 도시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스트림을 실현하기 위한 스트림 이벤트 시퀀스를 도시하는 것이다. 도 36의 a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영상 및 음성 스트림은 계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다. 부가 데이터의 패킷은

도 36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내지고 있으며, 이 부가 데이터의 패킷은 미리 들어가 있다.

이벤트(Event G1-2)는 정지화(P22) 표시를 온하는 이벤트이고, 이벤트(Event G1-2)는 정지화(P22) 표시를 오프하는 이

벤트이다. 이벤트(Event G2-1)는 정지화(P23) 표시를 온하는 이벤트이고, 이벤트(Event G2-2)는 정지화(P23) 표시를

오프하는 이벤트이다.

이 경우, 도 36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벤트(Event G1-1)를 발생시키는 시점(T21)의 조금 전에, 이벤트명이 이벤

트(Event G1-1)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1-1)이 보내진다. 그리고나서, 동일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1-2, SE21-3, …)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보내진다.

이벤트(Event G2-1)를 발생시키는 시점(T22)의 조금 전에,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G2-1)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이 보내진다. 이 때,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G1-1)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

림 이벤트 패킷도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이벤트가 머지된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2-1, SE22-2,

SE2213, …)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진다.

이벤트(Event G1-2)를 발생시키는 시점(T23)의 조금 전에,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G1-2)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이 보내진다. 여기서,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G2-1)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

트림 이벤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이벤트가 머지된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3-1, SE23-2, SE23-3,

…)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진다.

이벤트(Event G2-2)를 발생시키는 시점(T24)의 조금 전에,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G2-2)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트림 이벤트 패킷이 보내진다. 여기서, 이벤트명이 이벤트(Event G1-2)로 시각 정보의 곳이 ALL 「1」인 스

트림 이벤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이벤트가 머지된 스트림 이벤트 패킷(SE24-1, SE24-2, SE24-3,

…)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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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이벤트를 상술한 바와 같이, 대상 별로 그룹핑함으로써, 예를 들면, 시점(T22)과 시점(T23) 사이에 이 채널을 선국

한 경우라도, 이벤트(Event G1-1)와 이벤트(Event G2-1)를 양방 발생시킨 결과로서, 정지화(P22)와 정지화(P23) 표시

를 함께 온할 수 있다. 또, 시점(T23)과 시점(T24) 사이에, 이 채널을 선국한 경우는, 이벤트(Event G2-1)와 이벤트

(Event G1-2) 양방 발생시켜, 결과로서 정지화(P23)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으로서는,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서 DSM-CC 방식을 채용하고, MHEG의 클라이언트-서버 사이의 인터페이

스로서 U-U API를 채용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설명한 송

신 포맷에 준하는 전송 방식 및 인터페이스라면 본 발명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서도 디

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케이블 텔레비젼 등의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예를 들면 DSM-CC 방식을 기초로 오브젝트 카루셀에 의해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시스

템의 수신 측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으로서, 카루셀 내용이 전환된 것을 카루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보존

하는 서버 측으로부터, 이 카루셀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이 통지에 따라서, 카루셀의 내용 전환에 응답하여 실행해야 할 처리를 신속하게 혹은 효율적

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카루셀의 내용 전환을 통지하기 위한 카루셀 내용 전환 통지 처리로서, 예를 들면 U-U

API 등의 기존 인터페이스를 기초로, 카루셀의 내용 전환에 관한 제어 정보(DSI)의 변경을 의미하는 제어 정보 변경 이벤

트(DSI_CHANGED)를 설정하고, 이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서버 측에 제어 정보의 변

경이 있던 것을 통지하도록 구성된다. 즉, 굳이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규격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터페이스에 준거한 가

운데, 카루셀의 내용 전환 통지를 실현할 수 있어, 그만큼 범용성이 주어지게 된다.

또,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Event::subscribe)의 전달은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이 상승 시 또는 카루셀 자체의 전환이 행

해졌을 때에 실행한다. 또, 이벤트 통지 요구(Event::notify)는 서버로부터의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얻어

진 후에 있어서, 즉시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상승 이후에 있어서는, 카루셀의 내용 전환 통지를 거

의 놓치지 않고서 얻는 것이 가능해지며, 예를 들면, 방송 측에서의 카루셀의 내용 전환에 거의 즉응한 GUI 화면의 내용 변

경이 가능해지는 등, 신뢰성이 향상하게 된다.

더욱이, 상기 서버가 상기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의 발생을 상기 클라이언트에 통지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에

대해 세션 디테치(Session::detach ··· 해방 요구)를 전달하기까지의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의 카루셀 내용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루셀 내용이 전환된 경우라도, 직전의

카루셀 내용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는 처리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DSM-CC 방식을 기초로 오브젝트 카루셀에 의해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시스템의 수신 측에 있어서의 데이

터 전달 제어 방법으로서, 카루셀(순환 데이터 단위) 내에 있어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갱신이 행해진 것을 카루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보존하는 서버 측으로부터, 이 카루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클라이언트에 대

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이 통지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갱신에 응답하여 실행해야 할 처리를

신속하게 혹은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오브젝트 갱신을 통지하기 위한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로서, 예를 들면 U-U API 등

의 기존 인터페이스를 기초로, 오브젝트 갱신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갱신되는 모듈에 관한 제어 정보(DII)의 변경을 의미하는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DII_CHANGED)를 설정하고, 이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서버

측에 제어 정보 변경이 있던 것을 통지하도록 구성된다. 즉, 굳이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규격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터페

이스에 준거한 가운데, 오브젝트 갱신 통지를 실현할 수 있어, 그만큼 범용성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에 근거하여, 서버 측으로부터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의 발생을 통지할 때, 그 제어 정보가

대응하는 모듈의 ID를 부가하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단순히 카루셀 내에서 오브젝트 갱신이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갱

신된 오브젝트가 속하는 모듈까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의 재 로드 등을 실행할 때에는, 효율적인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본 발명의 다른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로서, 상기와 마찬가지로, U-U API 등의 기존 인터페이스를 기초로, DII의 변

경을 의미하는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DII_CHANGED)를 설정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 수취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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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Event::subscribe)한 후, 관심 있는 오브젝트 ID를 서버에 전함과 동시에, 서버로부터는 이 오브젝트가 속하는 모듈 ID

를 클라이언트에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이 후의 클라이언트의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의 수취 요구에 응하여, 서버 측에서

는, 갱신된 제어 정보의 모듈 ID를 부가하여,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가 있던 것을 통지하도록 구성한다.

이로써,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오브젝트 ID와 모듈 ID를 대응시킨 테이블을 검색함으로써, 거의 갱신된 오브젝트의 특정까

지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예를 들면 오브젝트 단위로 데이터를 재 로드하면 되어, 더

욱 처리 부담이 가벼워진다.

또, 더욱 다른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로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관심 있는 오브젝트 ID를 부가하여 모듈의 갱신 이벤트

수취를 서버에 표시(subscribe)하고, 서버에서는 이 subscribe에 응답하여, 고유의 모듈 갱신 이벤트 ID를 설정하여 클라

이언트에 반송한다는 인테페이스를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후의 클라이언트의 모듈 갱신 이벤트 수취 요구에 응하여, 서버 측에서는, 갱신된 제어 정보의 모듈 갱신 이벤

트 ID를 부가하여 모듈 변경 이벤트를 송신하도록 구성한다.

이 구성에 의해서도,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오브젝트 ID와 모듈 갱신 이벤트 ID를 대응시킨 테이블을 검색함으로써, 거의

갱신된 오브젝트의 특정까지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구성에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획득한 모듈 갱신

이벤트 ID와 대응하는 오브젝트 ID가 일의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갱신된 오브젝트를 특정하는 데 테이블 서치를 행할 필

요가 없어, 더욱 클라이언트 측의 처리 부담은 경감된다.

또,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Event::subscribe)의 전달은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상승 시, 또는 카루셀 자체의 전환이 행해

졌을 때에 실행한다. 또, 이벤트 통지 요구(Event::notify)는 서버로부터의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얻어진

후에 있어서, 즉시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상승 이후에 있어서는, 오브젝트의 갱신 통지를 거의 놓

치지 않고서 얻는 것이 가능해지며, 예를 들면, 방송 측에서의 오브젝트 갱신에 거의 즉응한 GUI 화면의 내용 변경이 가능

해지는 등, 신뢰성이 향상하게 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이벤트명과 시각 정보로 이루어지는 스트림 이벤트의 시각 정보에 대해, 시각 정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코드 1개(예를 들면, ALL 「1」)를 「즉석으로 이벤트를 발생」이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각 정보

의 곳을 예를 들면 ALL 「1」로서 스트림 이벤트를 보내면, 그 이벤트가 수신 측에서 즉시 발생된다. 따라서, 영상이나 음

성에, 표시 데이터를 동기시키고 싶을 때에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타이밍보다 조금 전의 타이밍으로 시각 정보의 곳

을 예를 들면 ALL 「1」로서 스트림 이벤트를 보내면, 영상이나 음성에 표시 데이터를 동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상

이나 음성과 부가 데이터와의 동기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프로그램 변경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수

신 측에서는, 시각 관리는 불필요하다.

더욱이 본 발명은 전송 방식으로서, 1 신분의 신 데이터가 원칙 1 모듈을 형성하는 것으로 된 가운데, 1 이상의 모듈로 이

루어지는 전송 데이터를 카루셀 방식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수신 장치로서, 카루셀(전송 정보)로부터 추출하여

큐(메모리 수단)에 넣어야 할 신 데이터로서의 모듈을 신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규정된다.

예를 들면, 큐에 대한 모듈의 입력 순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표시 출력에 필요한 신 데이터를 얻고, 이것을 신 데이

터 저장 수단(DSM-CC 버퍼)에 넣을 때까지는 상응 시간을 요하게 된다. 또, 이것을 해소하려고, 목적한 신 데이터로서의

모듈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 데이터 저장 수단으로써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큐 수가 필요해져버린다.

이에 대해, 본 발명에서는, 상기 구성에 의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 데이터로서의 모듈을 넣게 되기 때문에, 제한된 큐 수

의 구성 하에서도, 표시 출력에 필요, 또는 필요시 될 가능성이 높은 신 데이터가 비교적 신속하게 얻어지게 된다. 즉, 본 발

명에서는, 큐 수가 적어도 신 출력 및 신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대로 말하면, 본 발명을 적용하지 않

고서 신속한 신 출력, 신 전환을 실현하려고 한 경우와 비교하여, 큐 수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만큼 IRD(수신 장치)

회로 규모의 축소 및 저 코스트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출력되고 있는 신에 따라서 변경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수신 데이터의 카루셀로부터 넣어야 할 신 데이터로서

의 모듈이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신 표시의 전환에 대응하여, 신 데이터 저장 수단에는 우선 순위적으로 상위의 신 데이터

로부터 우선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얻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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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 표시의 전환 조작에 의해 선택되는 신의 신 데이터가 신 데이터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

아, 이로써, 예를 들면 사용자에 의해 신 표시의 전환 조작이 행해졌다고 해도,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신의 전환이 신속

히 행해지게 된다. 이 구성은 신 데이터 저장 수단(DSM-CC 버퍼)의 용량에 제한이 있어, 다수의 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특히 유효해진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디지털 위성 방송 등에 있어서, 메인 TV 프로그램 방송에 부수하여 음악 데이터를 보내, 음악 배신을

행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송해야 할 원하는 데이터에 의해 순환 데이터 단위를 형성하고, 이 순환 데이터 단위를 원하는 기간에 걸쳐 반복 전송하

는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응하며,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의 내용이 전환된 것을,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를 수신하는 서버 측으로부터 이 순환 데이터 단위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순환 데이터 단위 전환 처리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에는, 해당 순환 데이터 단위의 전환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환되는 제어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되며,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 전환 처리는,

미리 정해진 인터페이스 규격을 기초로, 상기 제어 정보의 수취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를 설정하

고,

적어도,

상기 클라이언트가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 수취를 표시하기 위한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subscribe event)를 상기 서버에

전달하는 제 1 처리와,

클라이언트가 이벤트 발생 통지를 요구하는 이벤트 통지 요구를 서버에 전달하는 제 2 처리와,

상기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서버의 응답으로서, 변경된 제어 정보를 수신했을 때에는,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클라이언트에 통지하는 제 3 처리를 실행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처리로서의 상기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 전달은,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 내용의 전환이 행해졌을 때에 실행하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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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처리로서의 상기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의 전달은, 상기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상승 시에 실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처리에 의해, 상기 서버가 상기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 발생을 상기 클라이언트에 통지한 후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에 대해, 상기 변경된 제어 정보에 대응한 순환데이터 단위의 해방 요구를 전달하기까지의 미

리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상기 제 3 처리에 있어서의 상기 제어 정보 변경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의 순환 데이터 단위를 계

속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6.

미리 정해진 방식의 시나리오 기술(記述)에 의해 관련되는 오브젝트를 포함하여 데이터 전송 단위를 형성하고, 더욱이, 어

느 일정 기간에 걸쳐 전송해야 할 1 이상의 데이터 전송 단위를 포함하여 순환 데이터 단위를 형성하며, 이 순환 데이터 단

위를 반복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응하며,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에 포함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갱신이 행해진 것을,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를 수신하는 서버 측으

로부터 이 순환 데이터 단위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에는, 상기 오브젝트 갱신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갱신되는 상기 데이터 전송 단위에 관한 제어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되며,

상기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는,

미리 정해진 인터페이스 규격을 기초로, 상기 제어 정보의 수취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제어 정보 갱신 이벤트를 설정하

고,

적어도,

상기 클라이언트가 제어 정보 갱신 이벤트 수취를 표시하기 위한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를 상기 서버에 전달하는 제 1 처

리와,

클라이언트가 이벤트 발생 통지를 요구하는 이벤트 통지 요구를 서버에 전달하는 제 2 처리와,

상기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서버의 응답으로서, 갱신된 제어 정보를 수신했을 때에는, 제어 정보 갱신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클라이언트에 통지하는 제 3 처리를 실행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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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처리는 갱신된 제어 정보에 의해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단위의 식별 정보를 부가하여, 제어 정보 수취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클라이언트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처리로서의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의 전달은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상승 시, 또는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 자체

의 전환이 행해졌을 때에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처리로서의 이벤트 통지 요구는 서버로부터의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얻어진 후에 있어서, 즉

시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에는, 속하는 오브젝트 갱신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갱신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에 관한 제어 정보가 포

함되는 것이 되며,

상기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는 적어도,

클라이언트가 제어 정보 갱신 이벤트 수취를 표시하기 위한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를 서버에 전달하는 제 1 처리와,

클라이언트로서 관심 있는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ID를 서버 측에 통지하고, 서버 측에서는 통지된 오브젝트가 속하는 데이

터 전송 단위의 데이터 전송 단위 ID를 클라이언트에 반송하는 제 2 처리와,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제 2 처리에서 서버 측에 통지한 오브젝트 ID와, 상기 제 2 처리에 의해 서버 측으로부터 획득

한 데이터 전송 단위 ID와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 정보를 생성하는 제 3 처리와,

클라이언트가 이벤트 발생 통지를 요구하는 이벤트 통지 요구를 서버에 전달하는 제 4 처리와,

서버에 있어서의 상기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응답 처리로서, 서버에 있어서 갱신된 제어 정보를 수신했을 때에는, 이 갱

신된 제어 정보에 의해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단위 ID를 부가하여, 제어 정보 갱신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클라이언트에 통

지하는 제 5 처리와,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제 5 처리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 전송 단위 ID와 일치한 테이블 정보의 데이터 전송 단위 ID를

검색하여, 이 검색된 데이터 전송 단위의 ID에 대응시켜진 오브젝트 ID가 나타내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갱신이 행해진 것이

라 특정하는 제 6 처리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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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처리로서의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 전달은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상승 시, 또는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 자체의

전환이 행해졌을 때에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처리로서의 이벤트 통지 요구는 서버로부터의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얻어진 후에 있어서, 즉

시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순환 데이터 단위에는, 속하는 오브젝트 갱신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갱신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에 관한 제어 정보가 포

함되는 것이 되며,

상기 오브젝트 갱신 통지 처리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전송 단위 갱신 이벤트의 수취를 표시하기 위한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를 관심 있는 오브젝트의 오

브젝트 ID와 함께 서버에 전달하며, 서버는 이에 응답하여 고유의 데이터 전송 단위 갱신 이벤트 ID를 설정하여 클라이언

트에 전달하는 제 1 처리와,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제 1 처리에서 서버 측에 전달한 오브젝트 ID와, 상기 제 1 처리에 의해 서버 측으로부터 획득

한 데이터 전송 단위 갱신 이벤트 ID와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 정보를 생성하는 제 2 처리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전송 단위 갱신 이벤트 발생 통지를 요구하는 이벤트 통지 요구를 서버에 전달하는 제 3 처리와,

서버에 있어서의 상기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갱신된 제어 정보를 수신했을 때에는, 이 갱신된 제어 정보에

의해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단위에 포함되는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ID에 대응하여 설정한 상기 데이터 전송 단위 갱신이벤

트 ID를 부가하여, 데이터 전송 단위 갱신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클라이언트에 통지하는 제 4 처리와,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제 4 처리에 의해 얻은 데이터 전송 단위 갱신 이벤트 ID와 일치하는 상기 테이블 정보의 데이

터 전송 단위 갱신 이벤트 ID에 대응하는 오브젝트 ID를 식별하여, 이 식별한 오브젝트 ID가 나타내는 오브젝트를 갱신된

오브젝트로서 특정하는 제 5 처리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처리로서의 이벤트 통지 요구는 서버로부터의 이벤트 통지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얻어진 후에 있어서, 즉

시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방법.

청구항 16.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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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정보와 이벤트명에 의해 이벤트 통지를 구성함과 함께, 상기 시각 정보의 위치에,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

타내는 코드를 정의하며,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을 때에는, 상기 이벤트 통지의 상기 시각 정보의 위치에,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

타내는 코드를 배치하여 보내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는 상기 시각 정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코드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데

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은 타이밍보다 미리 정해진 데이터 처리 시간 전에, 상기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포함하는 이벤트 통지를 보내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은 타이밍보다 미리 정해진 데이터 처리 시간 전에, 상기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포함하는 이벤트 통지를 보내고, 동일한 이벤트 통지를 이후 미리 정해진 주기로 반복하여 보내도록 한, 데이터 전

송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다음 이벤트 개시까지 상기 동일한 이벤트 통지를 미리 정해진 주기로 반복하여 보내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프로그램 종료까지 상기 동일한 이벤트 통지를 미리 정해진 주기로 반복하여 보내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포함하는 이벤트 통지와, 상기 시각 정보를 기술한 이벤트 통지를

혼재하여 보내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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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동일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마다 그룹핑하고, 복수 그룹의 이벤트 정보를

동시에 보낼 경우에는, 상기 각 그룹마다 복수의 이벤트 정보를 1개의 이벤트 패킷으로서 머지하여 보내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4.

시각 정보와 이벤트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통지를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시각 정보의 위치에,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를 배치한 이벤트 통지를 송신하는 수단으로 이루

어지는, 데이터 송신 장치.

청구항 25.

이벤트 통지를 수신하는 수단과,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이벤트 통지를 수신했으면, 상기 이벤트 통지로 보내진 시각 정보에 따라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며,

즉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포함하는 이벤트 통지를 수신했으면, 즉시 상기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이루어

지는, 수신 장치.

청구항 26.

1 신(scene)을 형성하는 신 데이터가 1 또는 복수의 정보 전송 단위에 대응하는 것이 되며, 1 이상의 상기 정보 전송 단위

로 이루어지는 전송 데이터가 순환적으로 송신되는 송신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 데이터로서 수취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정보 전송 단위로 데이터를 일시 축적 가능한 메모리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수신 데이터로부터 정보 전송 단위로 데

이터 추출을 행하여 상기 메모리 수단에 축적시켜, 이 메모리 수단에 보존된 신 데이터로서의 정보 전송 단위에 대해서, 신

데이터 저장용 신 데이터 저장 수단에 대해 전송하여 저장시키는 신 데이터 수취 수단과,

상기 신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신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 출력을 행할 수 있는 신 출

력 수단과,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송신 정보로부터 신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신 우선 순위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획득 수단

과,

상기 정보 획득 수단에 의해 얻어진 신 우선 순위 정보에 근거하여, 수신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메모리 수단에 축적시켜

야 할 신 데이터로서의 정보 전송 단위를 선택하도록 상기 신 데이터 수취 수단에 대해 제어를 행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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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신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되고 있는 신에 따라서 변경되는 신의 우선 순위를 상기 신 우선 순위 정보에 근거하여 판별

하며,

이 판별된 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기 신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되는 신 데이터가 얻어지도록 하여, 수신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메모리 수단에 축적시켜야 할 신 데이터로서의 정보 전송 단위가 선택되도록 상기 신 데이터 수취 수단에 대해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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