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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대 내에 복수개의 장치를 갖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가이드 시스템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단일 세대내의 복수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에 기초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

템이 제공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중 소정의 하나

에 의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소정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조정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이 또 다른 대화형 텔

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사용되도록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동작에 협조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의 설정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마인더, 프로필, 기록 프로그램 특성, 측정 특성, 즐겨찾기 특성, 부모 제어 특

성,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셋업 특성(예컨대, 오디오 및 비디오 및 언어의 설정) 등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된 특성을 구

비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홈 쇼핑 애플리케이션, 홈 뱅킹 애플리케이션,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애플

리케이션의 동작이 협조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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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자 설정을 조정하여 이러한 조정값을 원하는 위치에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는 단계를 도시하

는 플로우차트.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서 스타형 구성으로 구현되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4a는 본 발명에 따라서 트리 구성으로 구현되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4b는 본 발명에 따라서 링 구성으로 구현되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4c는 본 발명에 따라서 버스 구성으로 구현되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서버 구성으로 구현되는 다른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서버 구성으로 구현되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 및 서버

로서 작동하는 셋톱 박스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7a는 도 1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과 유사하고, 본 발명에 따라서 근린 지역 노드 구성으로 구현되

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7b는 도 1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과 유사하고, 본 발명에 따라서 서버가 네트워크 노드에 어떻게

위치될 수 있는지를 도시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7c는 도 1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과 유사하고,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자의 가정이 모뎀 링크에 의

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도시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7d는 도 1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과 유사하고,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자의 가정이 서버를 통해 어

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도시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서 구현되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 및 인터넷에 연결된 실시간 통신 장

치를 사용하는 이러한 각각의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서 예비용 복귀 경로 통신 장치에 의해 구현되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

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광학 데이터 입력 장치를 갖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위치 선택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주 메뉴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예시적인 위치 선택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에 따라서 설정을 조정하기 위해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예시적인 접근 방법에 관련되는 단계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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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본 발명에 따라서 예시적인 부모 제어 패스워드 스크린 및 예시적인 대응 부모 제어 액세스 거부 스크린을 도시하

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따라서 예시적인 부모 제어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서 부모 제어를 부여하기 위한 예시적인 접근 방법에 관련되는 단계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18a는 본 발명에 따라서 선택된 채널이 차단되는 예시적인 부모 제어 설정 채널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18b는 본 발명에 따라서 선택된 채널이 숨겨지는 예시적인 부모 제어 설정 채널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모니터 시청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브라우즈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설정 리마인더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선택 리마인더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에 따라서 리마인더를 설정하고 선택하기 위한 예시적인 접근 방법에 관련되는 단계를 도시하는 플로우차

트.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즐겨찾기 채널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설정 기록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페이 퍼 뷰(pay-per-view) 방법의 영화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페이 퍼 뷰 방법의 선택 개시 시간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메시지 수신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29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메시지 전송 (사용자 입력형)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메시지 전송 (사전 설정된)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1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셋업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셋업 언어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셋업 오디오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인터넷 브라우저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5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쇼핑 데이터 엔트리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6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증권 시세 표시기 데이터 엔트리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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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세대(household)내에 복수개의 장치 상에 대화형 텔레

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성을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유선 텔레비젼 시스템, 위성 방송 텔레비젼 시스템 및 방송용 텔레비젼 시스템은 텔레비젼 시청자에게 다량의 텔레비젼 채

널을 제공한다. 텔레비젼 시청자는 통상적으로 특정 시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을 결정하기 위해 인쇄된 텔레

비젼 프로그램 스케줄을 참고하여 왔다. 최근,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를 텔레비젼 시청자의 텔레비젼 상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대화형 전자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개발되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통상적으로 셋톱 박스(set-top box)상에 구현되었다. 이러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상이한 디스플레이 포맷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사

용자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채널-정렬형 리스트 또는 시간-정렬형 리스트내에 구성되는 프로그램 리스트

의 그리드(grid)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주제(예컨대, 영화, 스포츠 등)별로 또는 제목(즉, 알

파벳 순서)별로 조사 프로그램 리스트 또는 정렬 프로그램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프로그램 리스트 상

에 하이라이트 영역(highlight region)을 위치시키고 "info" 버튼을 누름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방송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잠재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성

인용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몇몇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부모 제어 기

능(parental control function)을 사용하여 채널 또는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성인용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프로그램 가이드에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성인용 채널에

재차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몇몇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특징은 유선 방송 운영자(cable operator)를 위한 사용자에

게 과금 정보(billing information)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능력이다. 사용자는 또한 사전 설정된 프로그램이 막 시작하

는 경우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이 막 시작하는 경우 사용자의 셋톱 박스를 사전 설정된 프로그램

의 채널로 자동으로 조정하는 리마인더(reminder)를 설정하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사용자는 즐겨찾기 채널(favorite

channel)의 리스트를 설정하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 및 특징 모두는 사용자의 셋톱 박스에

특정된다.

한 가족이 흔히 세대 전체에 놓여 있는 다수의 텔레비젼과 셋톱 박스를 갖는다. 한 가족(family)을 이루는 세대

(household)가 다수의 가정(home)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세대내의 여러 가지 셋톱 박스 중 각각의 셋톱 박스에서 동작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들 사이의 조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나의 셋톱 박스에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에 대해 설정을 조정하면, 이들 설정은 세대내의 임의의 다른 셋톱 박스에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

드들에 전달되지 않는다. 부모가 세대내의 모든 텔레비젼 상의 소정 채널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기를 원하면, 부모는 각

각의 셋톱 박스상의 부모 제어 설정(parental control setting)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설정을 행하기를 원하면, 리마인더 및 즐겨찾기 채널 설정이 마찬가지로 각각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각각에 대해 설정되어야 한다. 유선 방송 운영자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는 특정 셋톱 박스에만 전송될 수 있다. 몇몇

유선 방송 시스템 가입자 관리 시스템은 유선 방송 운영자에게 가입자 가정내의 모든 유선 방송 박스를 관리[즉, 가입자 가

정 내에 위치하는 개별적인 위치(location)에 대한 과금을 관리함]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유선

방송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허가하지는 않는다.

종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세대내 하나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통신 경로를 통해 세대내 또 다른

장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조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하우저(House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774,859호(음성 인식 인터페이스를 개시함), 프랭(Prang)에게 허여된 독일

특허 DE-4440174 A1(텔레비젼 내부의 일부에 위치된 TV 제어기 유닛을 개시함), 쉬케탕즈(Schicketanz) 등에게 허여

된 유럽 특허 EPO patent 0795994A2 및 그랜드모지온(Grandmougio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49,043호(양쪽 특허

모두가 복수개의 입력 신호를 단일 출력 신호내로 결합하는 내용을 개시함), 기아드(Giard)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751,282호(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개시함), 맨(Mann)에게 허여된 영국 특허 G-B 2256115 A(부호화된 원격 제어에

기초하는 시스템을 개시함), 르베르(LeBerr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748,732호(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개시함)를

포함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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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단일 위치로부터 세대내 상이한 위치에서의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사

용자 설정을 조정하도록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들 목적 및 다른 목적은 세대내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조정하는 세대용 대화형 텔레비

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달성된다. 통상적인 세대용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 있어서, 세대에 있어서의 몇몇 사용자는 여러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또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

치라고도 칭함)를 사용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각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상에 구현된다. 통상적인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및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non-

program-guide)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셋톱 박스,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하여 상기 셋톱 박스에 연결되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및, 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스크

린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텔레비젼일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의 다른 적절한 유형은 개인

용 컴퓨터 텔레비젼(PC/TV: personal computer television) 또는 고선명 텔레비젼(HDTV: high-definition television)

과 같은 진보된 텔레비젼 수신기에 근거할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각각은 가정의 상이한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텔레비젼 장비가 부모의 침실 내에

위치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텔레비젼 장비가 아이의 침실 내에 위치될 수 있다. 부가적인 텔레비젼 장비가 가족용 거실

(family room), 주방, 거실(living room) 등 내에 위치될 수 있다.

통상적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성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상에 구현되는 본 발명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

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데, 이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프로그램 리마인더(program reminder), 일람표

(profile), 프로그램 기록 특성, 메시지 특성, 즐겨찾기 특성(favorite feature), 부모 제어 특성(parental control feature),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셋업(set up)된 특성(예컨대, 비디오 디스플레이 설정, 언어 설정 등) 및 다른 적절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특성을 설정하는 것에 관련된 특성을 구비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

템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동작을 조정하여, 예를 들어 사용자가 거실 내에서 작동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상의 사용자 즐겨찾기 채널 설정을 조정할 수 있고, 부부용 큰 침실 내에서 작동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

로그램 가이드 상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부모는 부모의 방내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및 세대내의 모든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이러한 설

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모 제어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모는 어린

이가 복수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를 사용하여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린이가 텔레비

젼을 시청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부모 제어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부모 제어를 설정하여 주 위치

(master location)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잠글(lock) 수 있고, 이 시스템은 세대 전체의 여러 가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에 이러한 부모 제어를 적용할 것이다. 즐겨찾기 채널을 설정하는 능력, 리마인더를 설정하는 능력,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어하는 능력 및 세대 전체에 있는 복수개의 위치에 부여되는 이러한

설정을 구비하도록 하는 능력이 부모와 그들의 어린이 양쪽 모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족용 거실 내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상의 사용자 즐겨찾기 설정을 조정할 수 있고, 가족용 거실

및 거실내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이러한 설정을 부여하도록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는 가족용 거실내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소정의 프로그램에 대해 리마인

더를 설정할 수 있고, 그 어린이의 침실 내에서 작동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만 이러한 설정을 적용하도록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거실내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

하여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해 가족용 거실 내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유선 방송 시스템 운영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어린이

의 방을 제외한 모든 방에 위치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이용 가능한 소정 유형의 이러한 메시지를 준비하

도록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

용하여 언어(language) 설정 또는 오디오(audio) 설정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설정을 전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가 예시하는 바와 같이, 소정의 적절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성을 위한 설정은 세대내의 하

나의 위치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조정될 수 있고,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

의해 세대내의 다른 선택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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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소정의 적절한 형태(topology) 및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을 사용하

여 링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트리 형태(tree topology), 버스 형태(bus topology) 또

는 링 형태(ring topology)를 사용하여 상호 연결될 수 있다. 하나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주 장치(primary device)로

서 설계될 수 있고, 다른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보조 장치(secondary device)로서 설계될 수 있다. 주 장치 및 보조 장치

는 스타형 장치(star arrangement)내에 결합될 수 있다. 원격 서버(remote server)는 소정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성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가정내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의 일부는 클라이언트(client)로서 동작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상에 구현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홈 쇼핑 애플리케이션, 게임

애플리케이션, 전자메일(e-mail) 애플리케이션, 채팅 애플리케이션 및 뱅킹(banking)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내의 셋톱 박스에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나의 셋톱 박스에서 이러한 대

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 조정된 설정이 세대내의 다른

셋톱 박스상에서 작동하는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셋톱 박스의 동작을 조정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30)을 도시한다. 주 설비(32)는 대화형 텔레비

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리스트 데이터, 페이 퍼 뷰(pay-per-view) 주문 정보, 텔레비젼 프로그램 진흥 정보 등과 같은 대화

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베이스(34)를 포함한다. 프

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베이스(34)로부터의 정보는 통신 링크(40)와 같은 통신 링크를 통해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와 같은

복수개의 텔레비젼 분배 설비로 전송될 수 있다. 도 1은 도면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이러한 텔

레비젼 분배 설비(38)와 하나의 통신 링크(40)만을 도시한다. 통신 링크(40)는 위성 링크(satellite link), 전화 네트워크 링

크, 케이블 링크 또는 광섬유 링크, 마이크로파 링크, 이러한 링크들의 조합, 또는 소정의 다른 적절한 통신 경로일 수 있다.

통신 링크(40)를 통해 비디오 신호(예컨대, 광고 비디오용 및 진흥 비디오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를 원하

면, 위성 링크와 같은 비교적 고 대역폭의 링크가 전화 네트워크 링크와 같은 비교적 저 대역폭의 링크에 비해 바람직하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38)는 케이블 시스템 헤드엔드, 방송 분배 설비, 또는 위성 텔레비젼 분배 설비 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텔레비젼 신호를 분배하기 위한 설비이다.

주 설비(32)에 의해 텔레비젼 분배 설비(38)로 전송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프로그램 시간, 채널, 제

목, 설명서 등과 같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를 구비한다. 전송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또

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 정보와 같은 지불 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및 채널을 주문하기 위한 시간창(time window) 및

충동적으로 주문될 수 없는 주문을 내는 전화 번호 등을 구비한다. 몇몇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및 광고 정보는

주 설비(32) 이외의 다른 설비에서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불 프로그램 주문 처리와 관련

된 데이터(예컨대, 과금 데이터 등)는 주문 처리 및 주 설비(32)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텔레비젼 분배 설비(38)로부터도 분

리되어 있는 주문 처리 및 과금 시스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광고 정보는 주 설비(32) 및 텔레비젼 분배 설

비(38)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광고 설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서버(42)는 데이터 분배 작업을 처리하고 국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에서 제공될 수 있다. 서버

(42)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 기저형 클라이언트-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

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기능은 사용자 텔레비젼 설비(44)에서 수행될 수 있다. 서버

(42)는 텍스트, 그래픽 및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38)는 통신 경로(46)를 통해 복수의 사용자가 있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44)에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 및 광고 정보를 분배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데이터 및 다른 정보는 통신 경로(46)상의 대

역외 채널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적절한 분배 기술을 이용하여 분배될 수 있다.

각각의 사용자는 수신기[통상적으로, 셋톱 박스(48)와 같은 셋톱 박스]를 갖지만, 이는 셋톱 박스 회로와 유사한 회로가

집적된 다른 적절한 텔레비젼 장비일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44)는 진보된 텔레비젼 수신기 또는 개인용 컴퓨터

텔레비젼(PC/TV)일 수 있다. 예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셋톱 박스 장치에 기초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와 관련하여 개시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셋톱 박스(48)에 분배되어 저장되거

나, 연속적으로 분배되어 "분주히" 처리되거나 요구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38)는 소정 정보(예컨대,

지불 프로그램 계정 정보 또는 국부적으로 발생된 부여 기술을 이용하여 구매되어 검토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대해

셋톱 박스(48)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주 설비(32)는 정보 분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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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각각의 셋톱 박스(48)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셋톱 박스(48)상에 구현하는 데 관련된 작업을 처리

하기 위한 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38)는 서버(42)를 구현하는 데 관련된 작업과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분배 및 다른 정보와 관련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셋톱 박스(48)는 선택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 또는 다른 적

절한 기록 장치(예컨대, 디지털 기억 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 각각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는 텔레비젼(52)에 연결될

수 있다. 셋톱 박스(48)는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해 특정 채널을 조정하고 제어 신호를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50)로, 예를

들어 적외선 송신기를 사용하여 전송하여, 적절한 시간에 기록을 개시하고 중지하도록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를 관리

한다.

셋톱 박스(48) 상에 구현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는 동안,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는 텔레비젼

(52)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각각의 셋톱 박스(48),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 및 텔레비젼(52)은 하나 이상의 원격 제

어 장치(54) 또는 무선 키보드(wireless keyboard), 마우스, 트랙볼(trackball) 및 전용 버튼 세트(dedicated set of

button) 등과 같은 다른 적절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통신 경로(46)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38)가 예고된 텔레비젼 프로그램, 지불 프로그램, 광고 비디오와 프로모션 비디오, 및

셋톱 박스(44)에 대한 다른 비디오 정보뿐만 아니라 비 비디오(non-video)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를 분배할 수 있는 충

분한 대역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개의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양쪽 모두의) 텔레비젼 채널

및 오디오 채널은 통신 경로(46)를 통해 셋톱 박스(48)에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프로그램 리스트 및 다른 정보는 통

신경로(46)와 별개의 통신 경로들을 이용하여 텔레비젼 분배 기능(38)과 유사하나 이와 별개인 하나 이상의 분배 설비에

의해 분배될 수도 있다.

지불 프로그램 구매(pay program purchasing)와 같은 소정의 기능은 통신 경로(46)를 통해 텔레비젼 분배 설비(38)로 데

이터를 전송하는 데 셋톱 박스(48)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화선 또는 다른 별도의 통신 경로를 통해 전송

될 수 있다. 이들과 같은 기능이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와 별개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면, 셋톱 박스(48)에 관련되는

몇몇 통신은 별도의 설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세대내의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에 사용자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

을 분배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러한 세대는 복수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각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상에 구현될 수 있다. 도 2는 이러한 설정을 분배하기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단계(500)에서, 제1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

(예컨대, 사용자 프로필을 설정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즐겨찾기(favorite), 부모 제어, 리마인더, 기록 옵

션, 페이 퍼 뷰 옵션, 메시지 옵션, 또는 다른 셋업 기능)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510)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동작을 조정하여, 제1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

이드로 조정된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이 제2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효과적이고, 제2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

램 가이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도 2의 단계들은 도 1의 셋톱 박스(48)상에 구현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와 같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정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특히, 그래픽 또는 비디오의

디스플레이)은 주 설비(32), 텔레비젼 분배 설비(38) 및 다른 이러한 설비에 위치한 소스의 사용에 관련될 수 있다. 도 2의

몇몇 단계들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이외에 셋톱 박스(48)상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명확하게는, 본 발명의 원리는 도 2의 셋톱 기반 단계들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이용하여 주로 수

행되는 장치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도 3, 도 4a, 도 4b, 도 4c, 도 5, 및 도 6은 세대 내의 다수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예시 형태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예시적인 장치를 도시한다. 제1 사용

자 텔레비젼 장비(60)는 통신 경로(64)를 통해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1),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2) 및 제2 사용

자 텔레비젼 장비(63)에 연결될 수 있다. 통신 경로(46)는 연선(twisted pair line), 이더넷 링크(Ethernet link), 광섬유, 전

력선, 무선 주파수(RF:radio-frequency) 링크, 적외선(IR) 링크 및 다른 무선 링크, 파이어와이어[IEEE 1394: firewire]

경로, 전용 케이블 등과 같은 인 홈 네트워크(in-home network)를 위한 소정의 적절한 통신 경로일 수 있다. 도시하는 바

와 같이, 하나 이상의 보조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스타형 구성에 있어서의 제1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0)에 연결될 수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는 통상적으로 가정(65)내 상이한 방 내에 위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0)는 부모방 내에 위치할 수 있고,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1)는 어린이방 내에 위치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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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2)는 거실 내에 위치할 수 있고,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3)는 객실 내에 위치할 수 있

다.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 부모의 침실은 어린이방 및 다른 방 내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상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위한 사용자 설정을 조정하기 위한 주 위치(master location)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 4a는 단일 경로를 따라 또 다른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의 예시적인

트리 구성을 도시한다. 도 4에 있어서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6, 67, 68 및 69)는 통신 경로(70)를 통해 각각의 서로 다른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와 연결된다. 통신 경로(70)는 연선, 이더넷 링크, 광섬유, 전력선, 무선 주파수 링크, 적외선 링크와

다른 무선 링크, 파이어와이어(IEEE 1394) 경로 및 전용 케이블 등과 같은 인 홈 네트워크를 위한 소정의 적절한 통신 경

로일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가 이러한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기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세대

(65) 내 여러 방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6)는 부모의 침실 내에 위치할 수 있고, 사용자 텔

레비젼 장비(67)는 어린이방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8)는 거실 내에 위치할 수 있고, 사용자 텔레

비젼 장비(69)는 객실 내에 위치할 수 있다. 도 4a의 장치에 있어서, 세대(65)내 각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통신 경로

(70)를 통해 세대(65)내 각각의 서로 다른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와 연결된다. 도 4a는 트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도시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의 레벨은 링 구성(도 4b 참조), 버스 구

성(도 4c 참조) 및 다른 적절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통신 경로를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소정의 형태는 도 4a

에 있어서의 장치에 관련해서 개시되는 통신 경로의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도 5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 기초하는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서버(80)는 통신 경로(85)를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81, 82 및 83)에 연결될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81, 82 및 83) 및 서버(80)는 가정(65)내 여러 방내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버(80)는 사실(私室)내에 위치할 수 있고,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81)는 어린이방 내에 위치할 수 있

으며,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82)는 거실 내에 위치할 수 있고,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83)는 부모방 내에 위치할 수 있다. 통

신 경로(85)는 전용 케이블, 광섬유, 파이어와이어 링크, 무선 주파수 링크 등과 같은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를 전송하기

에 적절한 소정의 인 홈 네트워크일 수 있다. 도 4a, 도 4b 및 도 4c의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버스 구성, 링 구성 등과

같은 상이한 통신 경로 장치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 기초하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와 상호 접속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도 6은 단일 셋톱 박스에 기초하는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셋톱 박스(90)는 통신 경로(99)를 통해 부가적인 비디오 카

세트 레코더(91) 및 텔레비젼(94, 96 및 98)에 연결된다. 부가적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91)는 다시 텔레비젼(92)에 연결

된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및 텔레비젼과 연결되고 있거나, 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텔레비젼의 소정의 조합은 유사한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도 6에 있어서의 셋톱 박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및 텔레비젼은 가정(65) 내의 방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셋톱 박스(90),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91) 및 텔레비젼(92)은 부모의 침실 내에 위치할 수 있고, 텔레

비젼(94)은 어린이방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텔레비젼(96)은 거실 내에 위치할 수 있고, 텔레비젼(98)은 객실 내에 위치할

수 있다. 통신 경로는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적절한 전용 케이블, 광섬유 또는 파이어와이어 링크와

같은 소정의 인 홈 네트워크 경로일 수 있다.

도 7a, 도 7b, 도 7c, 도 8 및 도 9는 가정 및 텔레비젼 분배 설비 사이의 연결에 대한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도 7a, 도

7b, 도 7c, 도 8 및 도 9에는 도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면의 세대 내에 단 하나의 사용자 텔레비

젼 장비 장치만을 도시한다. 그러나, 도 7a, 도 7b, 도 7c, 도 8 및 도 9에 있어서 각각의 세대(65, 101, 102, 103, 104,

301 및 302)는 도 3, 도 4a, 도 4b, 도 4c, 도 5 또는 도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복수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를 포함할 수 있다.

도 7a는 복수개의 가정이 공통 서버에 의해 처리되는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서버(105)는 중앙 설비(100)에 위치될

수 있다. 중앙 설비(100)는 개인 가정, 상업용 건물, 네트워크 노드 또는 복수개의 가정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구조

일 수 있다. 도 7a의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105)는 통신 경로(700)를 통해 가정(101, 102, 103 및 104)내에 위치하는 각

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106, 107, 108 및 109)에 연결된다. 복수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109A 및 109B)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가정 내에 있을 때, 각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는 통신 경로(700)

를 통해 서버(105)와 독립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데, 다른 대안으로 다른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가 홈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동안 단 하나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만이 통신할 수도 있다. 바꿔말하면, 다른 장치에 있어서 1) 외부 서버

및 각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에 대한 다중 접속으로 인 홈 네트워크을 독립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서버와 통신하거

나, 2) 외부 서버 및 각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에 대한 단 하나의 접속으로 인 홈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하게 된다.

도 7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서버(42)의 능력(도 1 참조)은 네트워크 노드(58)에 위치하는 서버(56)를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서버(56)와 같은 서버는 서버(42) 대신에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에 위치하는 서버(42)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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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광고 등을 위한 그래픽 정보는 도 1에 있어서의 셋톱 박스(48)로 주기적으로 다운로드되어 국부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셋톱 박스(48)상에 구현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필요로 할 때 그래픽 정보는 국부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다. 그래픽 정보는 또한 통신 경로(46)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채널의 연속 루프형 장치에 제공될 수 있다. 이러

한 연속 루프형 장치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그래픽 정보의 위치를 지시하는 맵(map)이 셋톱 박스(48)로 주기적으로(예컨

대, 하루에 한번) 또는 연속적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채널상의 내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셋톱 박스

(48)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그 맵을 사용하여 디지털 채널상의 원하는 그래픽 정보를 위치시킨다. 서버

(42) 또는 서버[56: 도 7b 참조]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셋톱 박스(48) 및 그 서버가 다

운로드 동작을 셋업하기 위해 결정된 후 그래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트맵 또는 다른 적절한 그래픽 정보 세트는 서

버로부터 셋톱 박스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서버는 명령어를 다운로드하여 원하는 그래픽 정보가 특정 디지털

채널 상의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셋톱 박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셋톱 박스에게 그래픽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

여 명령어를 다운로드하는 책임이 있는 서버가 또한 주기적으로 갱신된다면, 그래픽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메시지, 광고 등에 대한 텍스트 정보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데이터를 분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로와 동일

한 경로를 사용하여 셋톱 박스(48)에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에 있어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

터베이스(36)로부터의 광고 데이터는 통신 링크(40), 텔레비젼 분배 설비(38) 및 통신 경로(46)를 이용하여 셋톱 박스(48)

에 제공될 수 있다. 텍스트 정보는 셋톱 박스(48)내에 국부적으로 저장되고 주기적(예컨대, 하루에 한번)으로 갱신될 수 있

다.

텍스트 정보, 그래픽 정보 및 메시지를 위한 비디오, 광고 등은 또한 이들 기술 또는 소정의 다른 적절한 기술의 조합을 이

용하여 분배될 수 있다.

도 7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세대가 하나 이상의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가정내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모뎀

링크 또는 가정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링크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텔레비젼 장

비(403)는 통신 링크(405)를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404)에 연결될 수 있다. 통신 링크(405)에는 내부 모뎀 또는 외부

모뎀, 케이블 모뎀 또는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적절한 다른 통신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가정(401) 및 가정(402)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공유할 수 있다.

도 7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세대가 하나 이상의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가정내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는 외부

서버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413)는 서버(410)를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414)에 연

결될 수 있다. 통신 경로(415)에는 내부 모뎀 또는 외부 모뎀, 케이블 모뎀 또는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적절한 다른 통신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가정(411) 및 가정(412)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공유할 수 있다.

도 8은 서버가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셋톱 박스(122)는 인터넷(110) 또는 실시

간 통신 장치(121)를 사용하여 실시간의 다른 적절한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123)는 셋

톱 박스(122)와 텔레비젼(124) 사이에 연결될 수 있다. 실시간 통신 장치(121)는 내부 모뎀 또는 외부 모뎀, 케이블 모뎀

등과 같은 네트워크(110)와 일정한 개방형 접속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임의의 장치일 수 있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에

가정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분배하는 데 적절한 임의의

네트워크일 수 있다. 네트워크(110)는 통신 링크(115)에 의해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에 연결되고, 통신 링크(120)에 의

해 실시간 통신 장치(121)에 연결된다.

도 9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가 임시 복귀 경로(occasional return path)를 통해 가정 외부에 있는 서버에 링크하는 예시

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셋톱 박스(132)는 임시 복귀 경로 통신 장치(130) 및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134)에 연결된다. 비디

오 카세트 레코더(134)는 텔레비젼(136)에 연결될 수 있다. 임시 복귀 경로 통신 장치(130)는 내부 모뎀 또는 외부 모뎀,

케이블 모뎀 등과 같이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서버에 셋톱 박스(132)를 연결하는 데 적절한 임

의의 장치일 수 있다. 임시 복귀 경로 통신 장치(130)는 통신 경로(131)를 이용하여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에 연결될 수

있거나 또는 연결될 수 없다. 통신 경로(131)는, 예를 들어 서버(42)로부터 가정(65)으로 임시 복귀 경로를 제공하는 데 적

절한 전화선 또는 다른 비전용 통신 경로일 수 있다.

도 10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44: 도 1 참조]에 대한 예시적인 구성요소를 도시한다. 도 10에서의 장치에 있어서, 셋톱

박스(48)는 데이터 입력 장치(140)에 연결된다. 데이터 입력 장치(140)는 키보드, 키패드 또는 텍스트, 오디오 또는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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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입력하는 데 적절한 임의의 (유선 또는 무선) 장치일 수 있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는 셋톱 박스(48) 및 텔레비

젼(52)에 연결된다. 원격 제어 장치(54)는 셋톱 박스(48),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 및 텔레비젼(52)의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이 이하에 기술된다. 명확하게는, 이하에 설명될 본 발명의 원리는 도 3에 도시된 장치 구성 및 도 2

에 도시된 단계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는 또한 도 4 내지 도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구성에도 적용

된다. 또한, 상기 상세한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범주 또는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변경이 당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장치 중 임의의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 상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를 위한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를 표시하고, 부모 제어, 즐겨찾기, 페이 퍼 뷰 구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화형 텔

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

(54) 상의 적절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의 시간 정렬형 또는 채널 정렬형 그리드 또는 시

간 정렬형 또는 채널 정렬형 테이블, 또는 다른 이러한 프로그램 정보가 나타난다.

하나의 적절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 장치 또는 보조 장치로 할

수 있다. 주 장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조정하면 세대내 모든 다른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에

대한 이러한 설정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도 3에서의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는 제1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0)를 주 장치로

설정할 수 있다. 제1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0)는 부모의 침실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이것은 세대의 윗사람이 단일 위치에

서 세대내 모든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대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제어할 수 있게 한

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1, 62 및 63)와 같은 다른 사용자 텔

레비젼 장치와 함께 주 장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조정할 제1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0)와 같은

주 장치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또한 사용자에게 제2 장치를 지정할 기회

를 제공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1(주) 및 제2 장치를 지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예컨대, 셋톱 박스(60)상에서 작동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

램 가이드]에 대해 도 11에서의 위치 지정 스크린(160)과 같은 위치 지정 스크린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치 지정 스크린

(160)은, 예를 들어 도 12의 액세스 스크린에 우선 액세스[예컨대, 원격 제어 장치(54)상의 적절한 키를 누름으로써]함으

로써 액세스할 수 있다. 주 스크린(170)에 액세스하면, 사용자는 셋업 옵션(179)으로 하이라이트 영역(179)을 이동시켜

선택 키, 엔터 키, "OK" 키 또는 원격 제어 장치(54; 도 10 참조)상의 다른 이러한 키(이하, 때때로 간단히 엔터 키라고 칭

함)를 선택하기 위해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할 수 있다.

셋업 옵션(179)을 선택하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관리하기 위해 도 31의 셋업 스크린(310)과 같은 셋업 스

크린을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312)을 이동하고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셋업 스크린(310)상의 위치 지

정 옵션(316)을 선택할 수 있다. 위치 지정 옵션(316)을 선택하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관리하기 위해 도

11의 위치 지정 스크린(160)을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는 B 옵션(165)을 설정하기 위해 하이라이트 영역(162)을 이동할

수 있다. B 옵션(165)을 선택하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B 세트를 지정하기 위한

명칭(name)을 입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선택된 명칭과 관련된 문자(letter)를 입력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 장치(140; 도 10 참조) 또는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장치들 사이

의 관계가 셋업되었을 때 사용자 정의 장치명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주 위치로서 "부모방"의 위치를 지정

할 수 있고, 종속 위치로서 "어린이방"을 지정할 수 있다. 위치명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사전 설정되고 사용자에 의해 간

단히 지정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용자(또는 설치 기술자)는 가정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위치명은 상

기와 같은 리스트 또는 사용자(또는 설치 기술자)에 의해 기입된 리스트에서 선택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한 다른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사용자 텔레레비젼 장비(66, 67, 68 및 69)는 동등한 것들이다. 사용자는 위치

명이 도 3의 장치에 있어서의 제2 장치에 지정될 수 있는 방법과 동일한 많은 방법으로 각각의 이러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

비 장치에 위치명을 지정할 수 있다.

도 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단계(1000)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설정을 조정하기

원하는 장치 또는 위치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계(1000)는, 예를 들어 도 13에 있어서의 위치 선택 스크린

(400)과 같은 스크린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도 14에 있어서의 단계(1001)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장치[예컨대,

공개특허 10-2006-0065735

- 10 -



부모방 옵션(154)]에 하이라이트 영역[155: 도 13 참조]을 이동하고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선택을 실시하면, 대화형 텔레

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선택된 위치를 설정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또한 변경된 설정 유형에 기초하여

특정 위치에 대해 디폴트(default)일 수 있다(예컨대, 프로그램 기록에 대한 설정이 변경되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갖는 위치에 대해 디폴트일 수 있음).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변경된 설정

유형에 기초하여 위치의 소정 조합에 대해 디폴트일 수 있다. 또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설정이 유효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인자"가 있다. 이 다른 인자는 사용자의 현 위치 조정 실시, 조정된 위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다른 설정 상태 등을 구비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람들이 가정 외부의 위치에서 그들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단일 번호(unique number)를 지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웃 사람

이 출타중일 때 그 사람 대신에 집을 지키기 위해 이웃집을 방문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이웃집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

램 가이드에 로그온(log on)하여 이웃 사람의 개인적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에 액세스할 능력을 갖는

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그 사용자에게 어린이가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소재를 시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 제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10)에서, 예를 들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

드는 사용자에게 도 12에 있어서의 주 스크린(170)에 액세스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주 스크린(170)에 있어서, 사용자

는 부모 제어 옵션(176)으로 하이라이트 영역(177)을 이동하고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그 부모 제어 옵션을 선택하도록 원

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할 수 있다.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11)에서, 사용자가 도 15에 있어서의 패스워드 입력 스크린(210)에 사전 설정된 패스워드[211:

도 15 참조]를 입력하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패스워드를 검토한다. 잘못된 패스워드가 제공되면, 사용자

에게는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14)에서 도 15에 있어서의 무효 패스워드 스크린(212)을 보게 되고, 도 12에 있어서의

주 메뉴 스크린(170)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사용자가 유효 패스워드를 제공하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단

계(1015)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단계(1015)에서, 사용자는 도 16에 있어서의 부모 제어 스크린(190)에 액세스

할 수 있고, 채널 설정 옵션(191), 최대 등급 설정 옵션(193) 및 모니터 시청 옵션(195)과 같은 옵션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16)에서 하이라이트 영역(192)을 이동하고 선

택을 눌러 채널 설정 옵션(191)을 선택함으로써 도 18a에 있어서의 채널 설정 스크린(200)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단계(1016)에서 채널 설정 옵션(191)을 선택하면, 단계(1020)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에게 차단될 채널을 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도 18a에 있어서의 채널 설정 옵션(201, 202, 203 및 204) 전체를

스크롤하고 선택하기 위해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하여 특정 채널을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207)을 채널 설정 영역[201: 성인용 채널일 수 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54)상의 엔터 키

를 누름으로써 채널을 차단할 수도 있고 차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토글(toggle)을 행할 수 있다.

도 18a에서의 채널 설정 스크린(200)에 있어서, 차단되는 채널이 X 표기되어 있다.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 부여 옵션(205)

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위치에서 도 18a에서의 채널 설정 스크린(200)에서 선택된 부모 제어를 택할 수 있고, 현 위치에 부

여 옵션(209)을 선택함으로써 현 위치에서 선택된 부모 제어를 택할 수 있거나, 또는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24)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제공되는 옵션에서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206)을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개의 위치에 제어를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그 설

정을 디폴트 위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도 18b는 단지 채널을 차단하기 보다는 제어된 채널을 숨기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부모 제어 채널 설정 스크

린(208)을 도시한다. 사용자가 채널을 숨기도록 택하였을 때, 차단되는 채널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제공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리스트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용자는 또한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17)에서 하이라이트 영역을 이동하고 선택을 눌러 도 16에 있어서의 최대 등급

설정 옵션을 택함으로써 최대 등급 설정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는 채널 설정 옵션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허가된 최대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최대 등급 설정 옵션(TV-MA일 수

있음)으로 이동할 수 있고,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54)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최대 등급을 입력할 수 있다. 다음

에,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 부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위치에 그 조정을 부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24)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제공되는 옵션에서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을 선택

함으로써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개의 위치에 그 조정을 부여하도록 채택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

드는 그 설정을 디폴트 위치 또는 상기한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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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192)을 모니터 시청 옵션(195)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눌러 도 16에 있어서의 모니터 시청 옵션

[195: 도 17에 있어서의 단계(1019)]을 택함으로써 도 19에 있어서의 모니터 시청 스크린(230)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일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의 위치에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각 위치에서 현재 시

청하고 있는 채널을 나타내는 모니터 시청 스크린(230), 또는 또 다른 위치에서 시청하고 있는 채널을 나타내는 배너

(banner) 또는 작은 정보 박스와 같은 오버레이(overlay)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사용자의 위치에서 프로그램

을 계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위치에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세대내 다른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조사하여 현재 시청중인 텔레비젼의 채널을 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모니터 시

청 스크린은 또한 다른 위치에서 시청중인 채널과 관련된 비디오, 오디오 또는 정지 화상(still image)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 채널의 비디오가 배경인 한편으로, 원격 위치에 있는 비디오가 스크린상의 작은 박스 내에 보여질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원격 위치의 채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부모방 내의 사용

자는 어린이방 내의 텔레비젼이 어린이가 봐서는 안될 프로그램으로 조정된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때 부모방 내의 사용

자는 어린이방까지 가는 물리적인 이동없이 채널을 변경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또한 위치가 모니터링되지 않도록 위치에 대해 설정될 비밀(privacy)의 레벨을 허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세대에 방문하면, 모니터의 특성을 부모방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부모 제어 특성이 세대내 원격 위치로 분배될 수 있는 데, 다른 부모 제어 특성은, 제목에 의한 채널 차단, 시간에 의한

채널 차단, 내용[언어, 노출(nudity) 등]에 의한 채널 차단, 특성을 사용하는 능력(예컨대, 리마인더)을 차단,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설정하고 지우는 능력을 차단, 임시적으로 부모 제어를 디스에이블하는 능력

(예컨대, 어린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부모 제어를 디스에이블함), 및 개별적인 위치에 대한 PIN 번호 또는 세대 전체에 대

한 PIN 번호를 설정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복수개의 부모 제어 설정 프로필 세

트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부모 제어에 대한 심야 프로필(late night profile)과 부모 제어에

대한 주간 프로필(day profile)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부

모 제어 프로필 및 부모 제어 프로필을 사용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제공되는 또 다른 특성은 리마인더 특성이다. 리마인더 특성은 사용자에게 사용

자가 늦은 시간에 시청하기를 원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대한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리마인더가 설정된 텔레

비젼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바로 전, 리마인더 메시지가 사용자 텔레비젼의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리마인더 내에 지정된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셋톱 박스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리마인더가 또한

제공될 수 있다. 리마인더는 또한 사용자에게 선택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온 스크린 리마인더(on-screen

reminder)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선택된 채널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가족 리마인더 옵션(family reminder option)이 제공될 수 있는 데, 이 가족 리마인더 옵션은 상기한 리마인더 특성과 마

찬가지로 동작하여 가족에 대해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7a에 있어서 중앙 설비(100)에서의 서버(105)

는 각각의 가정에 대한 많은 가족 리마인더 설정(또는 다른 설정)을 저장할 수 있다. 하나의 특정 가정 또는 세대에 있어서

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또한 즐겨찾기 설정 조정 능력, 부모 제어 설정, 리마인더 설정 등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설정은 시청 위치(viewing location), 전 세대, 또는 가정 그룹으로 명명되어 결합될 수 있다.

시리즈 리마인더 옵션(series reminder option)이 제공될 수 있는 데, 이 시리즈 리마인더 옵션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시

리즈에 대한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시리즈 리마인더는 참조를 위해 첨부되는, 쿤드슨(Kundson) 등에 의해

1999년 6월 11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330,792호<출원인 참조 번호 UV-56>에 개시되어 있다.

이하에 리마인더 특성을 사용하는 예시적인 실시예가 기술된다. 세대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 중 하나

에서 사용자가 적당한 버튼(예컨대, 엔터 버튼)을 누르면, 도 20에 도시되는 바와 같은 "휴일 오락 프로그램(Holiday

Entertaining)"에 대한 프로그램 리스트로 이동하도록 브라우즈 특성(예컨대, 팝-업 프로그램 리스트 디스플레이)을 사용

하면, 그 위치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도 21에 있어서의 리마인더 설정 스크린(350)을 나타

낼 수 있다. 리마인더 설정 스크린(350)은 사용자에게 도 23에 있어서의 단계(1030)에 도시하는 하이라이트 영역(356)을

갖는 예(yes) 옵션(354)을 선택함으로써 선택된 텔레비젼 프로그램[352: 휴일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리마인더 설정을

택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아니오(no) 옵션(358)을 선택하면, 리마인더 설정 스크린(350)은 취소된다. 리마인더 설정

스크린(350)이 취소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 부여 옵션(205), 현 위치에 부여 옵션(209) 또는 선택된 위치에 부

여 옵션(206)을 선택하여, 선택된 이용 가능한 위치의 목록을 갖는 여러 가지 부 메뉴(sub-menu)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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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부여할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즉, 세대내 여러 가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의 위치)를 선택한

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있어서의 리마인더 설정 스크린(350) 및 다른 이러한 스크린은 전 화면 디스플레

이 포맷(full-screen display format) 또는 부분 화면 디스플레이 포맷(partial-screen display format)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리마인더를 부여할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를 선택하면,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와 통신한다. 이 통신 처리동안, 사

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또 다른 프로그램 가이드들이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예고된 방송 시간 바

로 전에 그들의 위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리마인더를 설정하도록 한다.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

드는 또 다른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선택된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와 통신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를 들면,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리마인더가 설정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예고된 방송

시간 바로 전에 선택된 위치에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지시를 내려서, 그 시점에서 이러한 대화형 텔레비

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리마인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단지 예시일 뿐이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사용자 위치 이외의 다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의 리

마인더 설정 또는 임의의 다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통신하기 위한 임의의 다른 적절한 접근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도 2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리마인더가 설정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예고된 방송 시간 잠시 전, 각각의 선택된 위치의 대

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각각의 선택된 위치의 텔레비젼 스크린(360)상에 리마인더 디스플레이 영역(361)을 디

스플레이할 수 있다[도 23에 있어서의 단계(1032)]. 리마인더 디스플레이 영역(361)은 현재 디스플레이된 텔레비젼 채널

(예컨대, 채널 9)을 통해 부분 화면 오버레이로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 22에서의 실시예에 있어서, 두 개의 리마인더

가 오전 10:00의 시간 슬롯(time slot)에 대해 설정된다. 그 결과, 리마인더 디스플레이 영역(361)은 양쪽의 선택된 텔레비

젼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포함한다. 리마인더가 디스플레이된 소정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362)을 리마인더 숨김 옵션(363)으로부터 프로그램 리스트(364) 또는 프로그램

리스트(365)로 이동시킴으로써 선택된 텔레비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 위치에서의 사용자가

선택 버튼을 누르면, 그 위치에서의 셋톱 박스(48)는 선택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채널로 조정한다[도 23에서의 단계

(1033)]. 사용자가 리마인더 숨김 옵션(363)을 선택하면, 리마인더 디스플레이 영역(361)은 시야로부터 사라진다. 또한,

리마인더는 리마인더 디스플레이 영역에 액세스하는 일없이 특정 채널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대한 리마이더를 설정함으로써 어린이방의 텔레비젼이 교육적인 텔레비젼 프로그램으로 자

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보증하는 능력을 갖는다.

사용자에게는 리마인더를 설정할 기회에 덧붙여 시청 경력(viewing experience)를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필(profile)을 생

성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람직하게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각각의 사용자가 설정 프로필,

및 예를 들어 참조를 위해 첨부되는 공동 출원인인 엘리스(Ellis) 등에 의해 1998년 3월 4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

호 제09/034,934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다른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들의 즐겨찾기 채널,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원하는 쟝르(스포츠, 코미디 등), 좋아하는 배우(favorite actor), 원하는 등급

또는 요구하는 등급 등과 같은 선호 프로필(profile of preference)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중 하나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선호 프로필을 모든 위치에 부여할 기회 또는 이러한 설정을 하나의 특정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 또는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에 부여할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선호 프로필을 디폴트 위치 또는 다른 인자에 의해 결

정된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또한 즐겨찾기 채널을 설정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도

12에 있어서의 주 스크린(170)에서의 메뉴와 같은 메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하

여 원격 제어 장치(54)의 엔터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 옵션(175)으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일단 사용자가 즐겨찾기 옵션(175)을 택하면,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도 24에 있

어서의 즐겨찾기 채널 스크린(250)과 같은 즐겨찾기 채널 스크린을 나타낼 수 있다.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207)을 즐

겨찾기 채널 스크린(250)의 채널 옵션(251)과 같은 채널로 이동할 수 있고, 원격 제어 장치(54)상의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그 채널에 대한 선택 및 비선택 사이를 토글할 수 있다. 도 24에서의 실시예에 있어서, 즐겨찾기 채널에는 x로 표기되어 있

다. 다음에,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 부여 옵션(205),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206) 또는 현 위치에 부여 옵션(209)을 선택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위치에 대한 선택된 즐겨찾기 설정을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

다. 사용자가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206)을 택하면,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즐

겨찾기 설정이 부여될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는 메뉴 스크린을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원하는 위치는 디폴트 인자 또

는 다른 인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부모는 어린이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제목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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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는 나중에 기록을 위한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브라우즈 특

성을 이용하여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은 "휴일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로 이동한 후, 적당한 버

튼(예컨대, "기록"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도 25에 있어서의 기록

설정 스크린(270)과 같은 기록 설정 스크린을 제공할 수 있다. 기록 설정 스크린(270)은 사용자에게 하이라이트 영역

(271)을 갖는 예(yes) 옵션(272)을 선택함으로써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기록하기 위해, 선택된 텔레비

젼 프로그램[274: 휴일 오락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아니오(no) 옵션(273)을 선택하면, 기록 설정 스

크린(270)은 취소된다.

세대가 단지 하나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를 가지고 있으면, 기록이 설정될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을 실시하는 하

나의 위치만이 있다. 세대에 복수개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있으면, 사용자에게는 사용자가 예 옵션(272)을 선택하면,

도 13에 있어서의 위치 선택 스크린(400)을 나타낼 수 있고, 위치 선택 스크린(400)은 사용자에게 기록을 실시할 위치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복수개의 위치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어떤

VCR이 사용 중이거나 다른 인자에 기초하여 있는지에 기반하여 어떤 VCR이 사용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선택된 위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가, 기록될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예

고된 방송 시간에 기록을 시작하도록 한다. 기록될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예고된 방송 종료후, 각각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

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와 관련된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가 기록하는 것을 중지시킨다. 대

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50)를 중지시킬 수 있고,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적외선(IR) 입

력부에 적외선 신호를 전송하거나 또는 신호를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 전송하기 위한 임의의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해 기

록을 개시시킬 수 있다.

시리즈 기록 옵션은 또한 사용자가 텔레비젼 프로그램 시리즈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시리즈 기록은 상기한

쿤드슨(Kundson) 등에 의해 1999년 6월 11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330,792호<출원인 참조 번호 UV-

56>에 개시되어 있다.

세대 내의 복수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사이의 조정으로부터 이점이 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특성의 또 다른 실시예는 페이 퍼 뷰 주문(pay-per-view ordering)이다.

사용자에게는 도 12에 있어서의 주 스크린(170)과 같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페

이 퍼 뷰 프로그램을 주문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하여 시간 옵션(181)에 의한 페이

퍼 뷰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프로그램 옵션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하여 도 26의 페이 퍼 뷰 스크린(290)과 같은 스

크린에서 주문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291)을 프로그램 리스트[292: 오후

10:00에 방영되기로 예고된 영화 제목이 "Volcano"인 영화일 수 있음]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54)상

의 엔터 버튼을 눌러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도 27에 있어서의 페이 퍼 뷰 주문 스크린(370)과 같은 페이 퍼

뷰 주문 스크린은 사용자에게 방송 예고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대한 채널(371), 등급(377), 가격[378: 세대내 부가적인

위치에서 이용가능성에 대한 추가요금과 관련하여 예시적으로 나타냄] 및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방송 시간(373, 374 및

376)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 취소 옵션(372)은 사용자에게 페이 퍼 뷰 주문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옵션 상에 하이라이트 영역(375)을 이동시켜 엔터를 누름으로써 취소 옵션(372) 또는 소정의 방송 시간

(373, 374 또는 376)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치 선택 옵션(206)을 선택함으로써 세대내 여러 위치에서 이용 가능

한 선택된 프로그램을 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상기한 바와 같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선택된 프로그램을

디폴트 위치 또는 다른 인자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메시지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 메시지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38)의 서비스 제

공자로부터 전송될 수 있고, 예를 들어 과금 문제(billing matter), 일반적인 관련 사항(general concern) 및 서비스 문제

(service issue) 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메시지는 인터넷 또는 전자 메시지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에 의해 주 설비 또는

다른 위치로 전송될 수 있다. 수신되었을 때, 메시지는 텔레비젼(52)의 텔레비젼 스크린 상에 나타날 수 있다. 형태는, 예를

들어 텔레비젼 스크린의 기저부에서의 텍스트 박스일 수 있다. 사용자는 보여질 수 있는 메시지 리스트를 제공받고, 하나

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시자(indicator)가 나타날 수도 있다. 도 28에 있어서

의 메시지 수신 스크린(300)과 같은 메시지 수신 스크린은 사용자가 여러 가지 메시지 유형을 갖는 여러 위치에 관련된 테

이블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301)을 어린이방의 위치에 대한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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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메시지에 관련된 옵션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엔터 키를 누름으로써 이러한 메시지의 턴온/턴오프(turn on/

turn off)를 토글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메시지가 턴온되면, 어린이방은 과금 메시지(billing message)를 수신한

다. 메시지가 턴오프되면, 어린이방은 과금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위치 사이에서 텍스트 메시지, 오디오 메시지, 그래픽 메시지 또는 비디오 메시지를 전송할 능력을 갖을 수 있다.

도 29에서의 메시지 전송 스크린(340)에 있어서, 사용자는 메시지 엔트리부(343)에서 텍스트 메시지를 기입하기 위한 데

이터 입력 장치[140: 도 10 참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용자는,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장치 또는 카메라 장치를

구비하는 비디오와 같은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오디오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341)을 위치

옵션[342: 어린이 방일 수 있음]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메시지를 전송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층 부부용

큰 침실 내에 있는 부모가 윗층 침실 내에 있는 어린이에게 저녁 먹으러 내려오라거나 또는 어린이들에게 숙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도 29에 있어서의 메시지 전송 스크린(340)은 사용자에게 기존의 텍스트 메시지로부터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존 메시지는 사용자에 의해 이전에 저장되거나 또는 제조업자에 의해

사전 설정될 수 있다. 메시지는 전자메일 프로토콜 또는 상기한 여러 형태와 관련되어 개시되어 있는 임의의 방법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세대내 상이한 위치에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들 사이에서 전송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또한 사용자에게 장치 제어 옵션을 설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는 도 12에 있어서의 주 스크린(170)에 액세스할 수 있고,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하여 셋업 옵션(179)을 스크롤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함으로써 셋업 옵션(179)을 택한다.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313)

을 이동하고 엔터 버튼을 누름으로써 도 31에 있어서의 셋업 스크린(310)상의 오디오 옵션(312)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에, 도 33에서의 오디오 셋업 스크린(330)에 있어서, 사용자는 하이라이트 영역(332)을 볼륨 설정 옵션(331)으로 이동시

킬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54)를 사용하여 볼륨 높이기(volume upward) 또는 볼륨 낮추기(volume

downward)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어린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젼의 볼륨을 낮추고 싶을 수 있다. 사용자는

스크린(330)상에서 이루어진 조정을 모든 위치에 부여 옵션(205)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위치에 부여할 수 있거나, 또는 현

위치에 부여 옵션(209)을 선택함으로써 현 위치에 부여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206)을 사용하여 선택

된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개의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그 설정을 디

폴트 위치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또 다른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세대 내에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옵션은 언어(language)를 설정하기 위한 옵션이다.

도 31에서의 셋업 스크린(310)에 있어서, 사용자는 또한 하이라이트 영역(313)을 이동하고 엔터 버튼을 누름으로써 언어

옵션(311)을 선택할 수 있다. 도 32에서의 언어 셋업 스크린(320) 또는 다른 이러한 스크린에 있어서, 사용자는 하이라이

트 영역(321)을 이동하여 언어 옵션[322: 독일어일 수 있음]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54)를 이용하여

택하여진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 부여 옵션(205)을 선택함으로써 그 조정값을 모든 위치에 부여하

도록 택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206)을 선택함으로써 그 조정값을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개의 위

치에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거나, 또는 현 위치에 부여 옵션(209)을 선택함으로써 그 조정값을 현 위치에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그 설정을 디폴트 위치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또 다른 인자에 의

해 결정되는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참조를 위해 첨부되는 엘리스 등에 의해 현재 출원중인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

354,602 호<출원인 참조 번호 UV-115>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텍스트 또는 오디오를 포함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

로그램 가이드의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선택된 언어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화일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특정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의 조정값을 검색할 때, 이 데이터는 쌍방향 케이블 링크

(two-way cable link)내의 복귀 경로, 모뎀 링크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통신 경로를 통해 중앙 설비 또는 또 다른 대화

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전송될 수 있다. 그 설정은 서버 또는 세대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중 임의의

하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에서의 구성에 있어서,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설비(61)에 수집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의 조정값이 제1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60)에 저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6에 있어서의 셋톱 박

스(90)는 텔레비젼(92, 94, 96 및 98)을 위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을 저장할 수 있다. 도 4a, 도 4b 및

도 4c에서의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 텔레비젼 설비(66)에 수집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의 조정값은 사용

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66, 67, 68 또는 69) 중 임의의 하나에 저장될 수 있다. 도 7a 및 도 7b에서의 구성에 있어서, 가족

리마인더와 같은 공유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은 서버(56), 서버(105) 또는 서버(42; 도 1 참조) 중

임의의 하나에 저장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설정은 주기적으로 또는 데이터 전송이 하나의 특정

텔레비젼 설비 혹은 중앙 설비에 의해 요구되었을 때 전송될 수 있다.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은 특히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의 소정 형태에 대해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가 링 형태(ring topology)로 배열되면, 토

큰링 통신 프로토콜(token ring communication protocol)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와 상호 연결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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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버스 프로토콜(bus protocol)은 버스 형태(bus topology)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인 홈 네트워크를 사용

하는 하나의 이점은 가정 내에 있는 장치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트는 단 하나의

장치에 저장될 수 있는데, 이는 공간을 비워서 다른 설정들이 다른 장치상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메시지 정보는 쌍방향 케이블 링크내의 복귀 경로, 모뎀 링크 또는 소정의 다른 적절한 통신 경로를 통해 중앙 설비에 또는

중앙 설비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메시지 유형이 메시지가 저장될 곳을 결정할 수 있다. 중앙 설비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중앙 설비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는 사용자의 다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의 설정을 저장하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에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논점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구비하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non-program-guide)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

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셋톱 박스와 같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상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브라우저

(Internet browser)가 텔레비젼과 연결되어 있는 셋톱 박스상에서 작동될 수 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설정은 대화형 텔

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이 세대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서 조정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대

내 텔레비젼 및/또는 셋톱 박스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대화형 텔레비젼 비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 브라우저이다. 인터

넷 브라우저는 북마크(bookmark), 부모 제어 설정(parental control setting) 및 인터넷 브라우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제어하는 일반적인 선호와 같은 설정을 갖을 수 있다. 도 3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스크린(700)은

북마크 옵션(705)을 갖을 수 있다. 북마크에 추가하면, 그 시스템은 북마크 및 다른 설정이 세대내 다른 위치 상에서도 유

효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북마크 옵션(705)을 선택하여 북마크에 추가할 수 있다(즉, 현 웹 사이트의 어드레

스에 대한 기록이 그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본 발명에 따르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애

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를 통해 세대내 또 다른 위치 상에 효과적으로 북마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 부

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설정 조정을 모든 위치에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거나, 또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제공되는 옵션에서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개의 위치에 설정 조정값을

부여하도록 채택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설정을 디폴트 위치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다른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구현될 수 있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쇼핑 애플리케이션이다. 쇼핑 애플리케이션은 디폴트 발송 주소

(default shipping address) 및 신용 카드 번호와 같은 설정을 갖을 수 있다. 도 3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쇼핑 애플리케

이션 스크린(730)은 발송 주소 및 신용 카드 번호(725)와 같은 설정을 갖는다. 발송 정보 및 신용 카드 정보를 추가하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발송 주소, 신용 카드 번호 및 다른 설정이 세대내 또 다른 위치상에서 유효하

게 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발송 주소를 추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

이션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 발송 주소가 세대내 또 다른 위치 상에서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모든 위

치에 부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설정 보정값을 모든 위치에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거나, 또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제공되는 옵션에서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그 설정 보정값을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

개의 위치에 부여하도록 채택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디폴트 위치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다른 인

자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에 설정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프로그램상에 구현되고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조정될 수 있는 또 다른 대화형 텔레

비전 비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증권 시세 표시기(stock ticker)이다. 증권 시세 표시기는 사용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위 10개의 증권(top 10 stock)을 지시하는 설정과 같은 설정을 갖을 수 있다. 도 3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증권 시

세 표시기 설정 옵션(710)은 증권 시세 표시기 심볼(712) 및 상위 10개의 증권 옵션(715)을 갖는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최상위 증권(top stock)을 추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

크를 통해 상위 10개의 증권의 설정이 세대내 또 다른 위치 상에서 유효하게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모든 위치

에 부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설정 조정값을 모든 위치에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거나, 또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

이드에 의해 제공되는 옵션에서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설정 조정값을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개의

위치에 부여하도록 채택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그 설정을 디폴트 위치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다

른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chatting application)은 셋톱 박스와 같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상에 구현될 수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

션은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와 채팅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자립형 채팅

애플리케이션(stand-alone chat application)으로나 또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른 애

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는 채팅창(chatting window)의 크기 또는 잠재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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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할 것인지의 여부와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상에 구현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참조를 위해 첨부되는 맥키스식(McKissick) 등에 의해 현재 출원중인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356,270 호<출원인 참조 번호 UV-101>에 개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채팅의 설정을 조정하면,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

부여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채팅의 설정 조정값을 모든 위치에 부여하도록 택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된 위치에 부여 옵션

을 선택함으로써 채팅의 설정 조정값을 하나의 특정 위치 또는 복수개의 위치에 부여하도록 채택할 수 있다. 그 설정은 채

팅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옵션을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그

설정을 디폴트 위치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다른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에 부여할 수 있다.

세대 내에 있어서 상이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 상에서 작동하는 전자 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가 하나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와 관련된 전자 메일의 설정을 조정할 때, 대화형 텔레

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조정된 전자 메일의 설정이 다른 전자메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전

자 메일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조정한다.

상기한 내용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수정이 당업자에 의해 본 발명의 범주 및 정신에서 벗어

나는 일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가 단일 위치로부터 세대내 상이한 위치에서의 복수

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사용자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구현되어 있는, 단일 세대 내에 위치한 복수 개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

치 - 상기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들은 통신 경로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기 텔레비젼 장비 장치들 중 적어도 하

나의 텔레비젼 장비 장치는 기록 장치를 포함함 - 에 기반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대 내의 제1 위치에 위치하는 제1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 상에 구현되는 제1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를 이용하여,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와,

기록 장치 상에서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 상에서 구현되는 제2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상기 기록 장치가 상기 프로그

램을 기록하도록 하고, 상기 제2 사용자 텔레비젼 장비 장치는 상기 제1 위치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상기 세대 내의 제2 위

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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