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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와 셋톱 박스와 같은 디스플레이 시스템간
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과 관련된다.

배경기술

  (위상 및 지상파 전송을 포함한)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와의 인터랙
티브(interactivity)가 점차로 증가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요구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소정의
개시 시간 동안 대기할 필요없이, 텔레비전상의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시청하기 위한 "온 디멘드(on demand)" 서비스("
페이-퍼-뷰"시스템으로 알려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하여 셋톱 박스(STB)의
제어하에서 메뉴 시스템을 네비케이트한다. 사용자의 선택은 백 채널 즉, 최종 사용자로부터 케이블 운영자로 데이터를 전
송하는 채널을 통하여 케이블 운영자에게 전송되며, 케이블 운영자는 요청된 프로그램을 표준 텔레비전, 고화질 텔레비전,
플라즈마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와 같은 연결된 디스플레이 상에 추가적인 표현을 위하여 사용자의 STB에 제공한다. 다른
공지된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예를 들면, 영국의 BskyB에 의해 제공되는 투표, 베팅(betting) 및 음식 주문을 포함한다. 요
청은 통상적으로 백 채널 상의 운영자에게 전송되며, 요청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방송 스트림내에 되돌려 삽입된다.

  공지된 백 채널 메커니즘은 고정된 전화선,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DSL), DVB-RCC 및 디지털 케이블/케이블 모
뎀을 포함한다. 그러나 고정된 전화선의 사용은 STB가 케이블 운영자와의 명령을 통신하기 위하여 사용중일 때, 사용자가
고정된 전화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된 전화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STB는 고정된 전화선이 사용
중일 때, STB는 명령을 통신할 수 없다. 사용자는 백 채널로서 사용하기 위한 분리된 고정 전화선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는 사용자에게 원치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또한, 고정된 전화선에 연결된 전화를 선택하
고, 다이얼 톤을 점검하는 것과는 달리, STB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고정된 전화선이 사용중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고정된 전화선 또는 ADSL 잭은 종종 텔레비전 세트 근처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아서, 접속을 어렵게 하며, 불
편하고, 비싸게 만든다.

  ADSL 및 케이블 기반 솔루션은 고정된 전화선과 같이 동일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지만, ADSL 및 케이블 기반 솔루션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또는 풋프린트(footprint)(예를 들면, "last mile" 문제)를 갖지 않는다. 또한, 케이블 운영자 및 최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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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필요한 하드웨어 및 기반 시설을 대한 값비싼 업그레이드 및 설치 비용으로 인하여, 제공자가 그들의 개별적인
풋프린트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시간 예를 들면 십 년 이사이 걸릴 수 있다. 계약 및 법적인 복잡성도 브로드밴드 인터랙
티브 서비스의 지연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기반 구조 업그레이드 및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백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개발될 것이다. 백 채널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때, 백 채널이 사용가능한지를 STB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개발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상술한 종래 기술의 제한을 극복하고, 본 명세서를 읽고, 이해할 때 명백해 질 다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발명
은 백 채널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동 단말기가 셋톱 박스의 범위 내에 있을 때 감지하고, 이동 단말기 및/또는 백 채널의 활
용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방송 이미지상에 표시자 아이콘을 오버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은 단거리 트랜스시버를 통하여 이동 단말기와의 접속을 수립하고, 이동 단말기의 특성을 결정하며, 그
리고 이동 단말기, 예를 들면 이동 전화기의 특성에 기초한 비디오 신호상에 아이콘을 오버레이함으로써 표시 아이콘을 디
스플레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특성은 이동 단말기의 형태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케이블 운영
자와 데이터 접속 백 채널을 수립하기 위한 용량과 같은 이동 단말기의 용량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이동 단말기는 셋톱 박스로부터 상응하는 케이블 운영자로 사용자 명령 및 선택을 전달하
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동 단말기는 셋톱 박스와 단거리 무선 접속을 수립한다. 수립되면, 이동 단말기는 셋톱박스에
의해 백 채널로서 사용을 위하여 케이블 운영자와의 데이터 접속을 수립한다. 그리고 나서, 이동 단말기는 셋톱 박스로부
터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사용자 선택을 수신하며, 백 채널로서 사용되는 데이터 접속상의 케이블 운영자에게 그것을 전송
함으로써 선택을 전달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셋톱 박스는 방송 신호상에 아이콘을 오버레이할 수 있으며, 아이콘은 케이블 운영자에게
백 채널로서 사용을 위한 이동 단말기의 활용가능성을 표시한다. 아이콘은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활용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셋톱 박스는 이동 단말기와 통신하기 위한 단거리 트랜스시버, 상기 단거리 트랜스 시버가 이동 단말기와 통신하며,
수신된 비디오 방송 신호상에 아이콘을 오버레이하는 오버레이 모듈 및 텔레비전과 같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상의 디스플
레이를 위하여 오버레이된 아이콘과 함께 수정된 비디오 방송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인코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와 이점은 이하의 도면을 고려한 이하의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하드웨어 구성도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아이콘을 결정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이동 단말기에 의해 제어된 백 채널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다.

실시예

  이하의 다양한 실시예의 상술에서, 첨부되는 도면이 참조되며, 도면은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실시예의 예시로
서 도시된다. 다른 실시예가 활용될 수 있으며, 구조적 및 기능적 수정은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시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
(셋-톱 박스 또는 STB(100))는 텔레비전(104)에 연결된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단일 유닛으로서 텔레비전(104)과 함께
집적될 수 있다. 디지털 입력 스트림(138)은 입력 포트(106)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자(141)로부터 수신된다. 디지털
입력 스트림은 DVB-S, DVB-C, DVB-T, MPEG-1, MPEG-2, MPEG-4 또는 ISO-IEC 표준 11172-1, 11172-2 및
11172-3과 같은 포맷을 갖는다. 디지털 입력 스트림은 블루투스 스페셜 인터레스 그룹에 의해 개시된 포맷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임의의 다른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전송 포맷이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
파수 및/또는 단일 캐리어상의 멀티플렉스된 방식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로 전송될 수 있다. 디멀티플렉서(108)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목적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분리하기 위하여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분리된 프로
그램은 비트 스트림 버퍼(110)로 전송될 수 있다. 비트 스트림 버퍼(110)는 디코더(112)로 전송된 데이터를 버퍼한다. 디
코더(112)는 MPEG-1 또는 MPEG-2 포맷과 같은 압축 포맷으로 방송 신호를 디코드하거나 디스크램블하기 위하여 포함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디코더(112)의 출력은 베이스밴드 신호이다. 그리고 나서, 디코더(112)를 떠나는 베이스밴드
신호는 비디오 인코더(116)로 전송되기 전에 디스플레이 버퍼(114)에 전송된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 인코더(116)는 베이
스밴드 신호를 미국 텔레비전 표준 위원회(NTSC) 표준 또는 PAL(Phase Alternating Line) 표준과 같은 텔레비전에 의해
서 사용될 수 있는 포맷된 신호(139)로 변환시킨다. 오버레이 로직 및 제너레이션 모듈(129)은 이하에서 더 상술되는 바와
같이, 포맷된 신호상의 그래픽 이미지를 오버레이한다.

공개특허 10-2005-0059268

- 2 -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도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WPAN) 내의 무선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단거리 트랜스시버
(125)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단거리 트랜시버(125)는 "블루투스"로 알려진 WPAN 규격에 따른 통신을 지원
한다. 이러한 규격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bluetooth.com의 블루투스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으로부터 얻을 수 있
다. 이와는 달리, 단거리 트랜스시버(125)는 IEEE 802.11 기반 표준(종종 Wi-Fi로 불려짐)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WPAN
을 통하여, 다중 이동 단말 디바이스(!27, 133)는 수신기(100)와 통신하며, 특정 범위 내에서 서로 통신한다.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127, 133)는 이동 단말기(127, 133)내의 단거리 트랜스시버(128, 137)를 사용한 WPAN을 통
하여 수신기(100)와 통신할 수 있다. 더욱이, 이동 단말기(127), 예를 들면 휴대용 이동 단말기는 통신 네트워크(136)를
통하여 인터넷(130)에 연결된다. 수신기(100)는 데이터 인터페이스(120)를 통하여 인터넷에 연결된다. 수신기는 이동 단
말기(127)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될 수도 있다. 이동 단말기(127, 133)는 메모리(132, 135)내에 저장된 컴퓨터 실행 명
령에 따라 이동 단말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131, 134)를 포함한다. 이와는 달리, 일부 또는 모든 이동 단말
기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은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미도시)내에 내장될 수 있다. 다중 이동 단말기(127, 133)는 단거리
트랜스시버(125)의 통신 범위 내일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는 수신기를 컴퓨터 디바이스(미도시)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120)를 선택적으로 포한한
다. RS-232 인터페이스가 부가적인 디바이스에 연결시키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물
론, 네트워크, USB 또는 IEEE 1394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가 포함되거나, 대안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미도
시). 중앙 처리 유닛(CPU)(122)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 내의 CPU(122) 및 다른 구성부품에 의해 사용된 컴퓨터 실행 명령 및 데이터가 메모리(124)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메모리(124)는 선택적으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판독 전용 메모리 모듈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모듈의 조합으로 실행될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기(126)로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의 동작을 제어한다. 통상적인 적
외선(IR) 인터페이스(140)는 원격 제어기(126)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포함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인 측면에 따르면, 이동 단말기(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127))가 STB(100)가 이동 단
말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단거리 트랜스시버(125)의 범위 내에 있을 때, STB(100)는 아이콘이 텔레비전(104)의 스크린
(203)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즉, STB(100)의 단거리 트랜스시버(125)(예를 들면, 블루투스 트랜스시버)가 통신 범
위 내에 이동 단말기를 감지할 때, 아이콘(201)은 텔레비전 또는 다른 연결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스크린(203)상에 디
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의 측면에 따르면, 아이콘은 감지된 디바이스에 의해 제공된 다른 형태의 감지된 디바이스 및/또는 서비스를 표시
하기 위하여 다양한 컬러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케이블 운영자 또는 방송 제공자
와의 백 채널 데이터 접속이 준비되고,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하여, 그린 아이콘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데이터 접속은 GPRS 접속 또는 다른 무선 통신 데이터 프로토콜을 통하여 수립될 수 있다. 사용자가 GPRS 접속의
존재와 동시에 전화 콜을 생성하고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GPRS 또는 유사한 접속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그린 아이콘
이 디스플레이될 때, 사용자가 STB(100)상의 활용가능한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STB는 이동 단말기를
통한 백 채널을 통하여, 예를 들면, 통신 네트워크(136)(도 1)를 통하여 케이블 운영자에게 사용자의 명령을 통신할 수 있
다는 것을 사용자는 인지한다.

  이동 단말기기가 단거리 트랜스시버의 범위 내에 감지되지만, 이동 단말기를 통한 데이터 접속 백 채널이 케이블 운영자
에게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 옐로우 아이콘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백 채널을 위한 데
이터 접속을 수립한 후에, 임의의 이용가능한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는 인지한다. 사용자는
데이터 채널을 상호 수립하거나, 또는 이와는 달리, 단거리 트랜스시버를 통한 STB(100)는 케이블 운영자(141)와의
GPRS 접속 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동 단말기(127)에 명령할 수 있다.

  이동 단말기(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133))가 단거리 트랜스시버(125)의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러나 이동 단말기(133)가
인식되지 않거나, 또는 백 채널을 케이블 운영자(예를 들면, 블루투스 헤드폰 스피커)에게 제공할 수 없을 때, 레드 아이콘
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그레이 아이콘은 백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가 범위 내에 있고 준비되었지만, 이용가
능한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컬러가 다른
준비/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1로 되돌아가서, 오버레이 로직 및 제너레이터(129)는 복합 신호(139)를 생성하기 위하여 방송 입력 스트림(138)과
오버레이 이미지, 예를 들면, 아이콘(201)을 조합한다. 방송 입력 스트림(138)은 이용가능한 인터랙티브 서비스(예를 들
면, 방송 스트림와 함께 전송된 메타 데이터)의 표시를 포함하며, 단거리 트랜스시버(125)는 이동 단말기가 감지되고, 백
채널이 이용가능할 때의 표시를 제공한다. 오버레이 로직 및 제너레이터(129)는 아이콘을 오버레이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만약 결정했다면, 어떤 아이콘 컬러를 오버레이할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인터랙티브 서비스 및 이용가능한 감
지된 디바이스와 임의의 이용가능한 백 채널의 조합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측면에 따르면, 상이한 아이콘은 단거리 트랜스시버에 의해 감지된 디바이스의 형태를 표시하
기 위하여 텔레비전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 전화를 나타내는 아이콘은 이동 전화가 감지된 것
을 표시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유사하게,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나타내는 아이콘은 무선 PDA가 감지된 것
을 표시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텔레비전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이콘 및 컬러를 결정하기 위
한 방법을 도시한다. 단계 301에서, 텔레비전(104) 및 상응하는 STB(100)는 턴온되어, 준비 상태로 초기화된다.
STB(100)는 디바이스가 단거리 트랜스시버, 예를 들면, 블루투스 인에이블된 디바이스에 의해 감지될 때까지, 단계 303
에서 대기한다. 단계 305에서, STB(100)는 감지된 디바이스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이콘을 결정하며, 단계
307에서, 감지된 디바이스가 백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감지된 디바이스가 백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러면, 단계 309에서, STB(100)는 백 채널이 준비 상태인지를 결정한다. 즉, STB(100)는 감지된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백 채널이 이미 수립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단계 311에서, 백 채널이 수립되었는지에 기초하고, 감지된
디바이스에 기초하여, STB(100)는 아이콘을 위한 적절한 컬러를 선택하고, 그리고 단계 313에서, 선택된 컬러로 아이콘
을 디스플레이한다. 단계 315에서, STB(100)는 감지된 디바이스가 여전히 이용 가능한지를 결정하며, 이용가능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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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컬러로 아이콘을 계속 디스플레이한다. 감지된 디바이스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 STB(100)는 단계 317에서 오버
레이 아이콘을 제거하며, 다른 디바이스가 단거리 트랜스시버(125)에 의해 감지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단계 303으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상기 방법을 사용하면, STB 및 이동 단말기간의 블루투스 접속이 수립되고, OK일 때, 백 채널 아이콘이 디스플
레이 되며, 이동 단말기는 하나의 대안적인 백 채널로서 선택적으로 설정되며(예를 들면, 셋업 스크린을 통하여, 사용자는
사용자의 무선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이동 단말기의 사용을 인증한다), 그리고 GPRS 접속은 이동 단말기에 의해서
감지되며, 설정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이동 단말기는 모뎀과 유사하게 동작하여, STB로부터 케이블 운영자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백 채널 셋업 정보는 STB상에 유지될 수 있으며, 이동 단말기는 단지 STB의 부속물로서 동작한
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 4를 참조하면, 이동 단말기상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백 채널의 수립 및 유지를 검사한다. 그
러한 실시예에서, 이동 단말기상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케이블 운영자의 서버와의 GPRS 접속을 수립하며, 이동
단말기는 STB의 범위 내에 있으면서, STB와의 접속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도 4에서, 단계 401 이전에,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STB 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그 결과, 단계 401에서, STB(예를 들면,
STB(100))는 백 채널이 비활성인 것을 표시하는 텔레비전(예를 들면, 텔레비전(104))상에 오버레이되고, 디스플레이될
심볼을 야기한다. 단계 403에서, 사용자는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립될 백 채널을 요청하며, 그 결
과 이동 단말기(MT)는 SMS 메시지를 적절한 SMSC로 전송한다. 단계 405에서, SMSC는 서비스 요청 SMS 메시지를 방
송 제공자의 백 채널 서버로 전송한다.

  단계 407에서, 백 채널 서버는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미드렛(midlet) 전송 서버에
명령(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표시함)하며, 단계 409에서, 미드렛 전송 서버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동 단말기
로 전송한다. 단계 411에서,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이 론치(launch)되며, 단계 413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이동 단말기의 식
별자를 STB로 전송한다. STB는 단계 415에서, 백 채널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새로운 심볼을 선택적으로 디스
플레이한다.

  그 다음으로, 단계 417에서, STB는 이동 단말기의 식별자를 인식하며, 그리고 단계 419에서, 이동 단말기는 이동 단말기
가 STB와의 통신을 성공적으로 설정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디스플레이한다. 단계 421에서,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은 백
채널 서버와 관련된 URL을 접속함으로써 백 채널 서버와의 통신을 개시한다. 단계 423에서, 백 채널 서버는 임의의 요청
된 정보와 함께 접속 응답을 전송한다.

  단계 425에서,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은 백 채널의 수립을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고, 단계 427에서, 사용자
는 그러한 인증을 입력한다. 그 다음, 단계 429에서,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은 단계 431에서, 백 채널 서버로부터 응답을 수
신하는, 백 채널 서버와 함께 백 채널을 등록한다. 이동 단말기와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이 백 채널 서버와 함께 백 채널을
수립하면, 단계 433에서,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은 백 채널이 성공적으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단계 435에서, STB
는 백 채널이 수립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상의 새로운 심볼을 오버레이한다. 단계 437에서, STB는
백 채널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인식하며, 단계 439에서,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은 백
채널이 사용중에 있다는 응답을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상에 디스플레이한다. 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는 백 채널
수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텍스트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한다. 이와는 달리, 또는 텍스트 메시지에 부가하여, 이
동 단말기는 이동 단말기가 접속된 STB에 백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보는 사용
자에게 표시하는 텔레비전 아이콘이나 다른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사용자는 STB에 부착된 디스플
레이를 보거나, 또는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봄으로써 백 채널의 시각적 표시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 435에서, 사용자는 백 채널이 STB와 함께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단계
439에서, (백 채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동 단말기는 백 채널이 수립되고, 수립된 백 채널을 통하여 명령을 케이블 운영
자/방송 제공자에게 전송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상술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 5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케이블 운영자
로부터 사용자의 STB로 영화를 주문하기 위하여, 이동 단말기를 통한 백 채널을 거쳐 베이블 운영자에게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단계 501에서, 사용자는 STB 및 단거리 트랜스시버의 범위 내의 이동 단말기를 가져오며, STB는 적절한 컬러의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백 채널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단계 503에
서, 사용자는 STB(100)에 의해 제공된 메뉴를 통하여 네비케이팅함으로써 원하는 영화를 선택한다(예를 들면, 원격 제어
기를 사용함). 메뉴는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다운로드된 후, 메뉴는 STB 내에 저장된다. 메뉴는 케이블 운영자, 수퍼 텍스
트 TV(DVB/MHP)의 일부 또는 MHP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에 의해 제공된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다.
단계 505에서, 선택이 행해지면, STB(100)는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백 채널을 거쳐 상기 선택을 케이블 운영자에게 전송
한다. 주문은 영화 선택 뿐만 아니라, STB(100)에 관한 정보 확신 및/또는 백 채널을 위하여 사용된 이동 단말기, 예를 들
면, 이동 단말기(127)(도 1)를 포함한다. 단계 507에서의 케이블 운영자는 부착된 텔레비전상에 재생될 영화를 STB(100)
로 전송한다.

  얼마 후에, 단계 509에서, STB(100)는 사용자로부터 영화를 재생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선택적으로, 단계 511에서,
STB는 백 채널로서 사용된 동일한 이동 단말기가 영화 재생 전에 여전히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동 단말기가
일정한 소유주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작하면, 이는 영화를 주문한 사용자가 영화를 본다는 것이 보장된다. 단계 513
에서, STB는 부착된 텔레비전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통하여 영화를 재생한다.

  당업자는 상술된 방법에 수정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영화를 재생하라고 요청할
때까지(즉, 단계 507 및 509의 주문이 예약), 케이블 운영자는 영화를 STB에 영화를 전송하지 않는다. 그러한 실시예에
서, 사용자가 영화를 재생하라고 요청할 때, 케이블 운영자는 영화가 선택되었을 때, 이동 단말기가 STB에 접속되었는 지

공개특허 10-2005-0059268

- 4 -



에 관계없이, 이동 단말기가 현재 통신하고 있는 STB에 영화를 전송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제1 STB상의 메뉴를 이용
하여 영화를 선택하여 주문하고, 제2 STB가 위치한 다른 위치로 돌아다니며, 부착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상에서 보기 위
하여 상기 제2 STB로 영화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측면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실행가능한 명령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컴퓨터, 셋톱 박스, 이동 단말기 또는 다른 디바이스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컴퓨
터나 다른 디바이스내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요약 데이터 형태를 구현하는 루
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콤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은 하드 디스크, 광 디스크, 제거가능
한 스토리지 미디어, 고체 상태 메모리, RAM 등과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모듈의 기능부는 다양한 실시예로 조합되거나 분배될 수 있다. 또한, 기능부는 집적 회로, 필드 프로
그래머블 게이터 어레이(FPGA) 및 그와 유사한 것들과 등가인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을 수행하는 바람직한 모드를 포함하는 특정 예시에 관하여 상술하였지만, 당업자는 상술된 시스템 및
기술의 많은 변화와 변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 크기 및 컬러의 아이콘이 대안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는 첨부된 청구항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셋톱 박스에 있어서,

  비디오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 포트;

  상기 비디오 방송 신호를 제공하는 케이블 운영자에게 백 채널(back channel)을 호스트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와 통신하
기 위한 단거리 트랜스시버;

  상기 단거리 트랜스시버가 상기 이동 단말기와 통신할 때, 상기 수신된 비디오 방송 신호상에 오버레이한 아이콘을 포함
한 상기 비디오 방송 신호를 수정하는 오버레이 모듈; 및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수정된 비디오 방송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인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방송 신호는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거리 트랜스시버는 블루투스 트랜스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거리 트랜스시버는 Wi-Fi 트랜스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버레이 모듈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형태에 기초하여 복수의 아이콘으로부터 상기 아이콘을 선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버레이 모듈은 상기 백 채널의 이용가능성의 상태에 기초하여 복수의 컬러로부터 아이콘의 컬러
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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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버레이 모듈은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의 상태에 기초하여 복수의 컬러로부터 아이콘
의 컬러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텔레비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백-채널이 상기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방송 제공자와 수립될 때, 상기 오버레이 모듈은 상기 비디오 방
송 신호를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청구항 10.

  이동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될 때, 상기 이동 단말기가 백 채널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하의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
터 실행 가능 명령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되, 상기 방법은

  (a) 셋톱 박스(STB)와의 단거리 무선 접속을 수립하는 단계;

  (b) 단계 (a)의 성공적인 완성시, 상기 셋톱 박스에 상응하는 방송 제공자와의 데이터 접속을 수립하되, 상기 데이터 접속
은 이동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수립되는 단계;

  (c) 인터랙티브 서비의 사용자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사용자 선택을 상기 케이블 운영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 단말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a)에서, 상기 단거리 접속은 블루투스 접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b)에서, 상기 데이터 접속은 GPRS 접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c)에서, 상기 사용자 선택은 영화 선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c)에서, 상기 사용자 선택은 STB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c)에서, 상기 사용자 선택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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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b)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제어하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b)는 상기 STB의 제어하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 백 채널의 표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1.

  단거리 무선 접속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단거리 트랜스시버를 통하여 이동 단말기와의 접속을 수립하는 단계;

  (b) 상기 이동 단말기의 특성을 결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이동 단말기의 특성에 기초한 비디오 신호상에 아이콘을 오버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은 이동 단말기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단계 (a)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이동 전화를 포함하며, 단계 (c)에서, 상기 아이콘은 이동 전화의 이
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성능(capability)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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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접속을 수립 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무선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접속을 수립하기 위한 능력을 가질 때, 상기 아
이콘은 제1 컬러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가 무선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접속을 수립하기 위한 능력을 갖지 못
할 때, 상기 아이콘은 제2 컬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무선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접속을 수립하기 위한 능력을 가질 때, 그리고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이용가능할 때, 상기 아이콘은 제1 컬러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가 무선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접속을 수립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지만,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을 때, 상기 아이콘은 제2 컬러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은 단계 (a)에서 이동 단말기가 접속을 수립한 셋톱 박스에 상응하여, 방송 제공자와 수립된
백-채널을 갖는 이동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선택된 방송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제1 요청을 수신하되, 상기 제1 요청은 이동 단말기의 식별(identification) 및
제1 셋톱 박스의 식별을 포함하는 단계;

  (b) 상기 선택된 방송 프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한 제2 요청을 수신하되, 상기 제2 요청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식별 및 제2
셋톱 박스의 식별을 포함하는 단계; 및

  (c) 상기 방송 프로그램을 상기 제2 셋톱 박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프로그램은 영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셋톱 박스 및 상기 제2 셋톱 박스는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셋톱 박스 및 상기 제2 셋톱 박스는 동일한 셋톱 박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근접하게 위치한 디바이스의 그래픽 표시를 디스플레이하는 셋톱 박스에 있어서,

  방송 제공자로부터의 방송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송 스트림 입력 포트;

  블루투스-인에이블된 이동 단말기와 통신하기 위한 블루투스 트랜스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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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채널이 상기 블루투스-인에이블된 이동 단말기를 통하여 상기 방송 제공자에게 수립될 때, 입력 방송 데이터 신호 상
에 아이콘을 오버레이함으로써 상기 방송 데이터 신호를 수정하기 위한 오버레이 로직 모듈; 및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수정된 방송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포트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셋톱 박스.

요약

  근접하게 위치한 디바이스의 그래픽 표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시된다. 단거리 통신(예를 들면, 블루투스
또는 wi-fi)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장거리 통신 성능을 갖는 이동 단말기(예를 들면, 이동 전화)가 셋톱 박스(예를 들면, 디
지털 방송 수신기)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셋톱 박스(STB)는 케이블 운영자에게 백 채널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동 단말기가
존재하는 것을 표시하는 방송 스크린 이미지상에 아이콘을 오버레이한다. 오버레이된 아이콘은 이동 단말기의 다양한 특
성, 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의 형태(전화 대 PDA) 또는 이동 단말기의 성능(예를 들면, GPRS 또는 다른 데이터 접속을 수
립하기 위한 능력)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이한 컬러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STB의 사용자는 케이블 운영자에 의해
서 제안된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사용하며, 이동 단말기 백 채널을 통하여 케이블 운영자에게 인터랙티브 선택 및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5-0059268

- 9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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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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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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