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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매체 플레이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연관된 사용자 선택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비디오 장치

요약

    
제어기와 매체 판독기는 사전에 기록된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여러 물리적 또는 논리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다. 이러한 특성은 예컨대, 매체의 종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가 세그먼트되거나 분리되는 방법, 임의의 데이터 세그
먼트의 크기, 데이터 전체 양이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매체의 물리적 크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제어기는 구별된 특
성들의 집합과 해당 콘텐트 식별자와 관련한 저장된 특성들의 집합을 비교한다. 성공적인 비교는 사전에 기록된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트 식별자를 생성한다. 이러한 콘텐트 식별자는 예컨대, 매체에 포함되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의 타이틀과 길이를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저장된 특성들의 집합과 콘텐트 식별자는 본체에 대해 원
격으로 위치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컴팩트 디스크 주크박스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 시스템의 블록도.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흐름도.

<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5 : 매체 판독기 125 : 제어기

145 : 통신 링크 155 : 원격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사전 기록 매체(prerecorded media)에 관한 것으로, 특히 매체 콘텐트(content)를 결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CD-ROM 및 여러 DVD 포맷과 같은 몇몇 사전 기록 매체는 매체에 기록 되어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정보(descr
iptive information)(예를 들어, 타이틀, 트랙 번호, 길이)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 정보는 사용자가 매체에 기록되어 있
는 프로그램의 재생이나 재연을 더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행히도, 오디오 CD나 레이저디스크와 같은 몇
몇 사전 기록 매체는 이러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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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예컨대 오디오 CD나 레이저디스크에 콘텐트-기술 정보(content-descriptive information)를 병합시키기
를 원한다면, 그 데이터는 수동으로 입력될 수 있다. 예컨대 오디오 CD의 트랙의 번호나 각 트랙의 길이를 구별하는데 
컴퓨터의 CD-ROM 판독기를 사용하고 하드디스크에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려져 있다. 불리하게
도, 이때 사용자는 오디오 CD의 타이틀 및 곡명을 수동으로 입력해야한다. 입력하고 나면 타이틀이나 곡명이 저장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조정 없이 매체 콘텐트와 관련한 기술 정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또한, 이러한 콘텐
트-기술 데이터를 스크린 상에 쉽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배열이 저장된 데이터를 식별하고 저장된 데이터와 관련한 기술 
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 어느 정도 기초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제어기와 매체 판독기는 사전 기록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여러 물리적 또는 논리적 특성(
physical or logical characteristics)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은 예컨대 매체의 종류, 데이터의 종류, 데
이터가 세그먼트되거나 분리되는 방식, 임의의 데이터 세그먼트 크기, 데이터의 전체 양 또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매체
의 물리적 크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제어기는 식별된 특성 집합을 각각의 콘텐트-식별자(content-identifiers))
(즉, 정보 콘텐트 표시자)와 연관된 저장된 특성 집합과 비교한다. 성공적인 비교는 사전 기록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적용가능한 콘텐트-식별자를 생성한다. 이러한 콘텐트-식별자는 예컨대 매체에 포함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프로그램
의 타이틀과 길이를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CD-ROM 판독기를 구비한 컴퓨터는 오디오 CD의 트랙의 수와 각 트랙에 대한 재생 
시간을 결정하고,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상기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오디오 CD를 식별한다. 이때 오디오 CD
의 신원(identity)은 상기 오디오 CD에 관한 콘텐트-기술 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된다.

또 다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콘텐트-기술 정보가 유도되어 예컨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주크박스 장치에 포함된 복
수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스크를 식별하고 목록화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목록 데이터(catalog data)는 온-스크린 선
택 가이드에 병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매체의 여러 물리적 또는 논리적 특성을 적당히 조정하여 발명의 동작시 매체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기술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다양한 도면에서의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CD-ROM 및 여러 DVD 포맷과 같은 몇몇 사전 기록 매체는 상기 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정보(descrip
tive information)(예컨대, 타이틀, 길이)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 정보는 사용자가 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재생이나 
재연을 더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을 허용한다. 게다가, 기술 정보는 사용자가 사전 기록 매체의 콘텐트를 쉽게 식별하도
록 한다. 이렇게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매체 콜렉션을 쉽게 목록화하고 상기 콜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희
망하는 프로그램에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불행히도, 오디오 CD나 레이저디스크와 같은 몇몇 사전 기록 매체
는 이러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위에서 언급된 장점을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자는 매
체 콜렉션을 수동으로 목록화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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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는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배열이 매체의 콘텐트(즉, 비디오 프로그램, 오디오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를 식별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안다.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물리적 및/또는 논리적 특성의 
상대적으로 독특한 프로필은 프로그램 데이터를 담고있는 매체를 검사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이때 결정된 프로필은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프로필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장된 프로필은 프로그램 콘텐트, 출처(source)등
에 관한 기술 정보와 관련되어 있거나 링크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정된 프로필을 저장된 프로필과 매칭시킴으로써 사
용자는 자신의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정보(즉, 정보 콘텐트 표시)를 획득할 수 있다.
    

    
유리하게 충분한 수의 특성을 포함함으로써, 특정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프로필은 상대적으로 독특하게 된다. 저장된 
데이터의 특성은 예컨대 포맷, 전체 양, 논리적 세그먼트(만약 있다면), 세그먼트 양, 예컨대 세그먼트 경계 영역에서의 
데이터 샘플, 및 다른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음악이 녹음된 제 1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CD)의 물리적 및/또
는 논리적 특성의 프로필은 음악 이외의 다른 것이 녹음된 제 2 오디오 CD의 프로필과 다를 것이다. 본 발명자는 오디
오 컴팩트 디스크의 상대적으로 독특한 프로필이 트랙의 수(N)와 각 트랙의 길이(L)만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프로필은 각 트랙의 처음 또는 마지막 몇 바이트, 디스크의 미리정한 부분의 데이터 샘플 또는 모든 
트랙의 전체 길이와 같은 다른 특성을 포함함으로 더 독특하게 생성될 수 있다.
    

    
프로필의 "독특함"은 프로필에 사용된 특성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한다. 그렇지만, 상기 "비교적 독특한" 프로필과 
매칭하는 여러 프로필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여러 프로필 중 그가 믿는 옳은 프로필을 간단히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프로필이 획득되게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매칭을 확증하기 위해 프로필된 CD의 추가적 특성
을 여러 프로필과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추가 프로필화 과정은 자동으로 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도 있
어, 메모리와 시간을 절약하도록 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컴팩트 디스크 주크박스 시스템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주크박스 시스템(100)은 디스플레
이(184), 키패드(182), 및 스피커(186A, 186B)를 포함하는 입력/출력(I/O) 유닛(180)을 포함한다. 상기 I/O 유닛
(180)은 제어기(125)와 연결되어 제어기(125)에 의해 제어된다. 제어기는 디스플레이(184)상에 선택 정보, 사용자 
프롬프트, 및 다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OSD) 신호를 생성한다. 제어기(125)는 
키패드(182)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며 이에 응답한다. I/O 유닛(180)은 오디오 프로세싱 회로(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는데, 이 회로는 제어기(125)로부터 오디오 정보를 수신하고, 그 정보를 프로세싱하며, 프로세싱된 오
디오 정보를 스피커(186A, 186B)로 연결시킨다.
    

    
매체 "스택(stack)"(105)은 오디오, 비디오 또는 다른 프로그램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105-1에서 105-N까지의 하
나 이상의 매체를 포함한다. 매체 스택은 매체 판독기(115)에 연결되고, 이 매체 판독기는 스택내의 임의의 매체를 선
택할 수 있고 그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된 프로그램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매체 판독기는 제어기(125)에 의해 제
어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정보는 여러 물리적 및 논리적 특성에 따라 매체(105)에 저장된다. 오디오 
CD의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램 정보는 트랙의 수(곡 수)및 각 트랙의 길이(연주 시간)에 따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은, 예컨대 각 트랙의 처음 몇 바이트, 각 트랙의 마지막 몇 바이트, 매체의 미리 
정한 부분의 데이터 샘플 또는 모든 트랙의 전체 길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예컨대 디스크 판독과 같이 알
려진 방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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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125)는 국부 데이터베이스(135)와 보조 메모리 및 프로세싱 요소(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된다. 여기서 사용되
어지는 "제어기"란 용어는,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제어기" 및 그와 유사한 장치를 포함하는 용어로
서 해석되도록 의도된다. 국부 데이터베이스(135)는 복수의 프로필 및 연관된 기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복수의 프로필 중 하나는 매체(105)에 저장된 프로그램 정보의 프로필 하나와 매치될 수 있다.

    
도 1의 실시예에서, 주크박스(100)는 오디오 주크박스이며 매체 스택(105)은 복수의 오디오 CD를 포함한다. 국부 데
이터베이스(135)에 저장된 각각의 특성 프로필은 "트랙 수"의 특성과 각 트랙에 대한 "트랙 길이" 특성을 포함한다. 각 
특성 프로필(characteristic profile)은 CD 타이틀과 각 트랙과 연관된 곡명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 정보(descriptive 
information)와 연관된다. 국부 데이터베이스(135)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는 예컨대 다음의 데이터 필드 
즉, 트랙번호(N), 각 트랙의 길이{L(1)-L(N)} 및 디스크 타이틀(DT)과 관련되어 형성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 아티스트(DA) 또는 트랙 아티스트{TA(1) - TA(N)} 및 트랙명{TN(1) - TN(N)}과 같은 추가 기술 정보 
필드를 포함하여 증가될 수 있다.
    

    
선택적인 원격 데이터베이스(155)는 제어기(125)의 의해 선택적인 통신 링크(145)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는 예컨대 무즈 주식회사(Muze Corporation)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상업적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현재 무즈 데이터베이스는 음악 및 비디오 타이틀의 룩업 서비스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다. 상기 서비스는 예컨대 소
매 레코드 가게에 위치된 컴퓨터를 통해 액세스된다. 컴퓨터의 사용자는 예컨대 부분적 타이틀이나 연주자의 이름과 같
은 희망하는 음악 또는 비디오 선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 컴퓨터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에 해당하는 음악이
나 비디오 타이틀을 찾는다.
    

    
통신 링크(145)는 예컨대 인터넷 또는 직통-다이얼(direct-dial) 연결을 통해 원격 데이터베이스(155)에 연결되는 
모뎀으로 구성될 수 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155)는 제어기에 의해 다운로드되고 국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
는 가공하지 않은(raw) 프로필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는 결정된 프로필과 비
교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공하지 않은 프로필 데이터는 필요로 하는 특성이나 단순한 여러 
특성보다 더 많은(혹은 적은) 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155)는 또한 획득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원격 프로세싱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어기
(125)는 원격 데이터베이스(155)에 결정된 프로필을 업로드한다. 원격 프로세싱 수단은 이때 프로필을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고(필요하다면) 상기 업로드된 프로필을 원격 데이터베이스(155)에 저장된 프로필과 비교한다. 매칭된 것을 찾
으면, 제어기(125)는 매체(105)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정보를 다운로드한다.

    
원격 데이터베이스 공급자 또는 소유자와 거래하기 위해서, 구좌 또는 다른 인증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원격 데이
터베이스 공급자가 유료로 거래한다면, 가입자는 원격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때 프로필 정보와 함께 적어도 신원확인
(identification) 정보를 전송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래 프로세스는 완전 자동화될 수 있다. 예컨대, 제어기(125)는 
인터넷 또는 직통-다이얼 통신 링크(145)를 통해 원격 데이터베이스(155)의 공급자에게 접속할 수 있다. 공급자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신원확인 또는 인증 코드가 공급자에게 전송된다. 신원확인 또는 인증 코드는 예컨대 "PGP(pre
tty good privacy)법"과 같은 공개키 암호법(a public key encryption scheme)을 사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다. 신원
확인 또는 인증 코드를 검증한 후에, 공급자는 제어기(125)가 프로필 데이터를 업로드하도록 허용한다. 그후 원격 데
이터베이스 공급자는 기술 정보를 찾아 제어기(125)로 다운로드할 것이다. 중복되는 요구에 대해, 가능하게는 감소된 
요금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 데이터베이스 공급자는 임의의 데이터 공간을 각 인증된 사
용자에게 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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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흐름도는 주크박스(100)의 제어기(125)에 의해 사용하기 적합한, 미확인 CD에 관한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300)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또한 업로드된 프로필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원격 데이터베이스 공급자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검색 루틴(300)은 단계(310)에서 시작된다. 매체(105)는 매체 판독기(115)에 의해 액세
스되고(단계 315), 매체의 프로필(320-CD)이 결정된다(단계 320). 이 경우에서, 프로필은 오디오 CD 상의 트랙 수
와 각 트랙의 길이{L(1) 내지 L(N)}를 포함한다. 프로필을 결정하고 난 후, 제어기는 프로필 데이터베이스(135 또는 
155)를 액세스한다(단계325). 제어기는 N 트랙을 구비한 디스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내의 제 1 프로필을 찾는다(단
계 330). 이때 제어기는 결정된 프로필 및 찾아낸 프로필의 N개의 트랙 각각의 길이를 비교한다(단계 335). 프로필의 
트랙 길이가 긍정적으로 비교된다면(트랙 길이가 예컨대 2초의 미리 정한 에러 범위내에 있거나 동일하다면) 프로필과 
매칭하는 오디오 CD에 관한 기술 정보가 획득되고(단계 340) 루틴은 종료된다(단계345). 트랙 길이가 긍정적으로 비
교되지 않았다면, 제어기는 찾아낸 프로필이 N 개의 트랙을 구비한 디스크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마지막 프로필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찾아낸 프로필이 마지막 프로필이라고 하면, 에러 루틴이 개시되고(단계 360), 루틴은 종료된
다(370). 찾아낸 프로필이 마지막 프로필이 아니라면, 다음 프로필이 찾아지고(단계 355), 프로세싱(단계 335에서 3
50)은 반복된다.
    

    
에러 루틴(단계 360)은 예컨대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는 단계와, 사용자에게 응답을 프롬프트하는 단계(예컨대 "탐색을 
계속하겠는가?", "새로운 매개변수를 추가할 것인가?"), 또는 자동으로 탐색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
기 탑색이 종료된다면(즉, 프로필 데이터에 대한 더 이상의 프로세싱이 없다면) 루틴은 단계(365)에서 종료된다. 에러 
루틴(360)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에러 마진 데이터를 프롬프트하거나 또는 비교 단계(335)에서 사용되는 사전에 결정
된 에러 마진에 대한 적절한 조정 양을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사전에 결정된 에러 마진은 예컨대 윈
도우 함수가 될 수 있다. 위의 실시예에서, 긍정적인 매칭이 발생하는 윈도우는, 정확한 매칭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초다. 상기 윈도우는 예컨대 4초까지 증가될 수 있다.
    

    
에러 프로세싱(360)후에, 추가 프로세싱 단계(370-390)를 시행하는게 적절할 수 있다. 점선(370-390)으로 표시된 
선택적인 단계는 이러한 단계를 나타낸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연속되는 프로세싱이 적절하다면(단계370), 제어기는 
임의의 비교 매개변수(윈도우 함수, 허용 오차, 기타등등)가 조정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고(단계375), 적절하다고 판단
한 경우, 해당 조정을 수행한다(단계 380). 그 다음에 제어기는, 예컨대 결정된 프로필의 독특함을 증가시키기 위해(예
컨대, 너무 많은 매칭이 있는 경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예컨대, 전혀 매칭이 없는 경우) 특성(예컨대, 트랙 또는 디
스크 데이터 샘플 등)을 추가함으로써, 특성 프로필이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단계 385). 만약 프로필이 변경
될 것이 아니라면, 액세스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탐색이, 조정된 새로운 비교 매개변수를 가지고 단계(330)에서 다시 
시작된다. 만약 프로필이 변경될 것이라면, 매체는 액세스되어(단계 390) 임의의 추가적 특성이 결정되고 프로필 데이
터베이스로 병합된다. 그런 다음, 프로필 데이터베이스가 액세스되고(단계 325), 탐색이 계속된다.
    

    
프로필(320-CD)을 결정한 후에, 제어기(125)는 국부 데이터베이스(135) 또는 선택적으로 원격 프로필 데이터 베이
스(155) 둘 중 하나에 액세스한다(단계 325)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국부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액세스되어 만
약 국부 데이터베이스가 매칭 프로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 원격 데이터베이스가 액세스될 수 있다. 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원격 데이터베이스(155)는 또한 획득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원격 프로세싱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
기 획득 능력은 도 3의 방법(300)을 포함한 다수의 방법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도 4는 도 1의 주크박스(100)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동 프로그래밍"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미식별 매체에 관
련한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한 위에서 언급한 방법(300)은 도 4의 자동 프로그래밍 방법(400)과 병합될 수 있다. 주크
박스 자동 프로그래밍 프로세싱은 선택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포함되는 것을 수반한다. 선택 정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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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공하지 않은 정보들을 포함하는데, 이 가공하지 않은 정보는 제어기(125)에 의해 프로세싱되고 디스플레이(184)
에 의해 선택 가이드로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사용자는 청취하고자 하는 트랙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스크를 키
패드(182)를 통해 선택함으로 디스플레이된 정보에 응답한다. 상기 방법(400)은, 여러 CD에 관한 기술 정보가 획득되
어 상기 선택 가이드에 추가되는 "자동 프로그램"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연관된 기술 정보가 없는 CD는 선택 가이
드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 상기 구축 방법은 선택적으로, 비 매칭 프로필을 구비한 CD의 경우에 수동 간섭(즉, 기술 정
보를 타이핑함)을 허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과 장치는 예컨대, 새로운 CD를 자동으로 식별 및 기술하고 선택 가이
드의 선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는데 유용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루틴(400)은 단계(410)에서 시작된다. 제어기(125)는 매체 스택(105)으로부터 제 1 CD를 선택하
기 위해 매체 판독기(115)를 조정한다. 선택된 CD의 프로필이 결정되고, 임의의 기술 정보가 예컨대 도 3의 결정 방법
(300)을 이용해 획득된다. 결정 방법(단계 300)을 통해 선택된 CD에 대한 기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즉, 단계(4
20)에서 매칭이 발견되면}, 해당 기술 정보는 선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단계 440). 매칭이 발견되지 않으
면, CD를 수동으로 기술하는 기회가 존재한다. CD가 수동으로 기술될 것이 아니라면, CD에 관한 정보는 선택 정보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된다(단계435). 만약 CD가 수동으로 기술될 것이라면, 수동 기술 루틴(단계430)이 시작된다. 
이러한 루틴은, 예컨대 컴퓨터 CD-ROM 드라이브에 CD를 삽입하고 타이틀과 트랙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상술한 
바 있는 종래 기술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선택된 CD를 프로세싱(단계300-440)한 후에, 제어기는 프로세싱 되어야하는 남은 CD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프로세
싱된 CD가 마지막 CD 였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즉, 자동 프로그래밍) 루틴은 단계(455)에서 종료된다. 프로세싱 되
어야할 CD가 더 있다면, 제어기는 다음 CD을 선택하기 위해(단계 450) 매체 판독기(115)를 조정하고 상기 프로세싱 
단계(300-440)가 반복된다. 상기 방법(400)은 예컨대 주크박스(100)내의 모든 CD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으로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에 의해 정확하게 제어된 프로
그램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알려진 기술(예컨대, 탐색 또는 정렬)을 사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위에서 기술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주크박스(100)는 기존 주크박스들과 비교할 때 사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
공한다. 예컨대, 상업 및 공공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존의 주크박스는, 일반적으로 CD의 특수한 물리적인 레이아
웃(layout)을 요구한다. 즉, CD의 표지 및 색인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도록 각 CD는 특정한 슬롯으로 물리적으로 삽입
된다. 모든 CD가 한 번에 보여질 수 없으므로, 대개는 캐러셀(carrousel)의 형태로 장착된다. 사용자는 투명한 패널을 
통해 슬롯에 장착된 CD를 연속적으로 보면서 이용가능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사용자는 슬롯과 트랙번호 둘 
다에 해당하는 하나의 버튼이나 여러 개의 버튼을 눌러 선택한다. 상기 시스템은 탐색 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디스플레이 방법은 번거롭고, 선택 방법은 에러(예컨대, 14개의 트랙을 구비한 디스크에서 15 번째의 트랙을 
선택)가 발생하기 쉬워 추가적인 셋업 매개변수가 필요하다. 기존의 주크박스와 비교해서, 본 발명을 이용한 주크박스
(100)의 소유주는 CD가 도착하면 해당 CD를 매체 스택에 간단하게 추가한다. 제어기(125)는 상술한 바와 같은 모든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예컨대 정렬된 목록(예컨대, 알파벳순으로 배열된 연주가 또
는 트랙) 또는 그룹화된 목록(예컨대, 클래식, 랩, 재즈, 라이트 록, 얼터너티브 록과 같은 음악의 종류 또는 카테고리)
이 제공된다. 그룹화된 목록 정보는 더욱 직접적인 선택 요구(예컨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라", "15분간은 재즈를 연
주하고, 그 다음엔 얼터너티브 록을 10분 간 연주하거나 "랩은 연주하지 말고 재즈, 록, 및 클래식 음악을 임의 선택하
여 연주하라")를 허용함으로써 주크박스 선택을 통해 사용자가 네비게이팅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CD에 관련
하여 다운로드된 정보는, 대안적인 네이게이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예컨대, 클래식 음악 연주) 또는 "무작위 연
주" 특징을 보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카테고리 정보(예컨대, 클래식, 랩, 재즈, 라이트록)를 포함할 수 있다.
    

    
오디오 및 컴팩트 디스크에서의 변화는 제작상의 다양성(tolerances)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컴팩트 디스크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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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예컨대 판매 예상치 또는 현재의 주문량에 따른 특정 수량의 배치(batches), 또는 "프레싱(pressings)"으로 
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디스크(즉, 한 연주가에 의해 릴리즈된 동일한 앨범이나 프로그램)는 같은 공장이나 
다른 공장에서 여러 번 프레스된다. 하나의 프레싱으로 제작된 디스크는 다른 공장에서 제작되거나 다른 프레싱으로 제
작된 디스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자는 표면상 동일한 두 디스크의 동일 트랙에서 몇 초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디스크들 간의 변화의 또 다른 원인은 소매상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자가 디스크
를 변경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부 거대 판매상은(예컨대, 월마트 백화점 및 블록버스터 비디오점) 그들의 단골 고객에
게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특정 가사나 이미지를 포함하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으려한다. 이에 대응하여, 오디오 및 비디
오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예컨대 특정 부분이 소음되(muted)거나 제거된 오디오 또는 비디오와 같은 특정 소매상을 위
한 특별 디스크를 제작한다. 이러한 변경은 예컨대, 트랙 길이, 트랙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 데이터의 체크섬(checksu
m)등을 변화시킨다. 어떤 경우에서는, 한 곡 전체가 디스크에서 삭제되기도 한다.
    

도 3에 도시된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300)은 위의 변경이 허용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다. 예컨대, 특성 프로필
은 단순히, 디스크의 미리 정해진 부분에 데이터 샘플이나 각 트랙의 처음 또는 마지막 몇 바이트 같은 더 많은 특성 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특성이 주어지면, 더 자세한 프로필이 구축될 수 있다. 더 자세한 프로필과 함께, 성
능 패널티(예컨대, 더 많은 프로세서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매칭 프로세싱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300)은 또한, 임의의 프로필을 정의하는 여러 특성 정보 구성성분에 서로 다른 가중(we
ighting) 인자를 할당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대개는 트랙의 수와 같은 특성에 특정 트랙의 길이와 같은 특성보다 더 
높은 가중 인자가 할당될 것이다. 거리 방정식 접근법(즉, 모든 특성 가중 인자 결과의 합)이 프로필 비교를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디스크 프레싱간의 근소한 변화(예컨대, 트랙의 길이)는 보상될 수 있다.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300)은 또한 다중 프로필을 구축하고 다중 프로필 매칭을 실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예컨대, 임의의 디스크로부터 전체 트랙을 삭제하는 것은 세 개의 프로필 중 하나의 매칭 실패만을 야기하도록 세 개의 
프로필이 구축될 수 있다. 세 프로필 중 두 프로필이 성공적으로 매칭되면, 도 3의 개선된 루틴은 적절한 기술 정보를 
내보낼 것이다.

    
주크박스(100)의 매체 스택(105)과 유사한 매체 스택이 도 2의 텔레비전 시스템(200)에 병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
하는 것은 중요하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 시스템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텔레비전 시스템(200)은 예
컨대, 복조 및 포워드 에러 정정된 RCA DSS 위성 시스템 데이터 스트림같은 비디오 신호(210)를 수신한다. 수신된 데
이터 스트림(210)은 데이터 스트림(210)을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더 유닛(230)으로 전달하는 전송 유닛(220)에 연
결된다. NTSC 인코더 유닛(240)은 디코더 유닛(230)으로부터 디코드된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를 수신하고, 그 정보
를 예컨대, NTSC 컴포지트(composite) 비디오 신호로 인코드한다. 그후 NTSC 신호는 예컨대 VCR(250)을 경유하
여 디스플레이 수단(260)으로 연결된다.
    

    
적외선(IR) 수신기를 포함하는 제어기(225)는 IR 송신기 유닛(270)을 통해 제어기로 전송되는 명령에 응답한다. 제
어기(225)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동작 및 프로그래밍 옵션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유용한 온 스크린 디스플레
이(OSD) 신호를 생성한다. 제어기(225)에 응답하는 전송 유닛(220)은 제어기(225)로부터 OSD 신호를 수신하고 디
스플레이될 수 있게 OSD 신호를 데이터 스트림 내로 삽입시킨다. 텔레비전 시스템(200)의 사용자는 원격 제어 유닛(
270)의 여러 키를 누름으로써 제어기(225)로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사용자는 OSD 신호에 의해 생성된 온 스크린 선
택 가이드를 활용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매체(205)에 저장된 프로그램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매체 판독기(215)는 제어기(225)에 의해 제어된다. 위에서 논
의된 바와 같이, 저장된 프로그램 정보는 여러 물리적 및 논리적 특성에 따른 매체에 따라 매체 상에서 배열되고 예컨대 
오디오 또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크박스(100)의 매체 스택(105)과 유사한 
매체 스택이 도 2의 텔레비전 시스템(200)에 병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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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225)는 국부 데이터베이스(235)와 보조 메모리 및 프로세싱 구성 요소(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된다. 국부 데이
터베이스(235)는 복수의 프로필 및 연관된 기술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복수의 프로필 중 하나는 매체(105)에 
저장되는 프로그램 정보의 프로필과 매칭될 수 있다. 기술 정보는 도 3에서 제시되고 주크박스(100)에 대해서 기술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국부 데이터베이스(235)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는 도 1의 주크박스(100)에서 사용된 국부 데이터베이
스(135)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국부 데이터베이스(235)는 칼라 샘플링, 하이파이 오
디오 인코딩 또는 입체 음향 샘플, 카테고리/부-카테고리 설명, 프로그램 설명 등과 같은 비디오-특성 또는 레이저 디
스크-특성 정보를 더 포함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 도 1의 주크박스(100)에 의해 액세스되는 원격 데이터베이스(15
5)에 대해 상술된 바와 같이, 선택적인 원격 데이터베이스(255)가 선택적인 통신 링크(245)를 경유하여 제어기(225)
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255)는 또한 비디오-특성 또는 레이저디스크-특성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255)는 또한 상술된 바와 같이 프로필 프로세싱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국부 데이터베이스(235)가 온 스크린 프로그램 선택 데이터베이스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경우에서, 국부 데이터베이스(235)는 선택 정보의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위한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소스로서 제
어기(225)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제어기(225)는 희망하는 OSD 신호를 형성하기 위하여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프
로세싱하며, 그후 상기 OSD신호는 디스플레이되도록 데이터 스트림 내로 삽입하기 위해 전송 유닛(220)으로 보내진
다.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텍스트로 간단히 디스플레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픽-지향 기술은 데이터에 대하여 더욱 
기분좋은 시각적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제어기(225)는 객체를 구축하고 이러한 객체를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로 
링크한다. 객체는 단순하게 정보의 표현이며, 혹은 애플 맥킨토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아이콘같은 그래픽 표현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표현된 정보는 앞으로 방송될 텔레비전 프로그
램이거나 국부 매체 플레이어를 통해 액세스되는 국부 매체(예컨대, 오디오 CD, 레이저디스크, DAT 등)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프로그램이다. 제어기(225)는 객체가 디스플레이되도록 전송 유닛(220)으로 전송되도록 한
다. 시청자는 예컨대 원격 제어 장치의 커서 키를 사용하여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내의 해당 객체를 조작함으로써 즉시 
또는 나중에 시청 또는 기록하도록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로부터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이 특정한 실시예에 의하여 기술되었다 할 지라도, 본 발명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시된 실시예
에 변경 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예컨대, 본 발명이 주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또한 레이저디스크,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DAT),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사전 기록 매
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방법은 기술 정보가 액세스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한, 임의의 사전 기록 
매체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트-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텔레비전 시스템(200)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210)은 비디오 신호의 임의의 형태(예컨대, NTSC, PAL, SECAM, 
HDTV 등)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이 실시예로서 개시되었지만, 디지털 데이
터 스트림은 본 발명의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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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플레이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연관된 사용자 선택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비디오 장치로서 :

매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매체 플레이어와;

비디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통신 링크를 통하여 제어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매체 플레이어와 연결되고;

상기 제어기는 상기 매체 플레이어에 의하여 재생되는 매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통신 링크를 통하
여 원격 데이터베이스로 상기 매체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하며; 상기 원격 데이터베이스는 매체에 대하여 물리적 
또는 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및 이에 연관된 콘텐트 기술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매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매체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상
기 매체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및 그래픽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하는,

비디오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비디오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모뎀에 연결되는, 비디오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플레이어는 오디오 및 비디오 매체 주크박스 중 하나인, 비디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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