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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디오 플레이백(playback) 장치는 복수 목적의 키(key)를 갖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제

어 신호가 수신되는 시간에 따라 수신 신호에 다른 기능들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원격 제어기는, 1 초와 같은 미리 

설정된 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프레스(press)되어 있을 때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가 그 자체의 스킵(skip) 모드를 호

출하도록 하고, 미리 설정된 시간보다 오래 프레스되었을 때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가, 포워드 모드의 호출 이후 키가 

프레스된 시간에 따라, 그 자체의 포워드(forward), 빠른 포워드(fast forward), 또는 매우 빠른 포워드(super fast fo

rward) 모드를 호출하도록 하는 스킵-포워드 복수 목적 키의 조합을 가질 수 있다.

색인어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원격 제어 디바이스, PVR(Personal Video Recorder)

명세서

<관련출원>

2002년 4월 5일 제출된 가출원서 60/370,439의 권리가 청구된다.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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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PVRs(Personal Video Recorders)과 같은 디지탈 비디오 플레이백(playback) 장치의 분야, 원격 제어 장

치 및 그 원격 제어 장치들에 의해 제어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에 연계된 특징들, 그리고 리코딩(recording)되는 

TV 프로그램들의 플레이백을 제어하는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VCR들 및 PVR들과 같은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의 리코딩 및 플레이백을 제어하기 위한 원격 제어 디바이스들의 사

용은 매우 잘 알려졌다. 원격 제어 디바이스들은 연계된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에 의해 수신되고 프로세스되는, 통상

적으로 적외선(infrared;IR)과 같은, 제어 신호들을 전송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격 제어 디바이스의 '포워드' 버

튼(이하 '키')을 프레스(press)해서 코딩된 신호가 전송되어 PVR에 의해 수신되고, PVR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소프

트웨어에 의해 프로세스되고, 플레이백 장치가 빠른 포워드 플레이백 모드로 진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탈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를 위한 종래 원격 제어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 리버스(reverse), 리플레이(replay), 포

워드, 스킵, 및 플레이를 위한 분리된 키들을 포함한다.

PVR들은 때때로 케이블 수신기들, VCR들, 및 위성 TV와 같은 다른 기능들, 및 WebTV와 같은 인터넷을 수신하기 

위한 시스템들과 조합되어서, 더욱 복잡한 원격 제어 유닛들('원격 제어기들')이 되기도 한다. 미래 PVR들은, 더욱 복

잡한 원격 제어기들을 요구할 수 있는, DVD 버너들 및 TV들과 같은 기타 디바이스들 및 기능들과 조합될 수 있다.

원격 제어기들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기술에서 오랜 목적이었다.

<개요>

다음의 설명 및 도면들로부터 명백해질 이 목적 및 다른 목적들은, 원격 제어기로부터의 제어 신호의 지속 시간에 응

답하고, 지속 시간에서 미리 설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긴 신호, 그에 반해 지속 시간에서 미리 설정된 임계치를 초과

하지 않는 짧은 제어 신호들에 대해 상이한 기능을 호출하는 디지탈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의 한 양태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의해 기재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리플레이-리버스(replay-reverse) 복구 목적 키 및 스킵-포워드(skip-forward) 복구 목적 

키를 갖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및 원격 제어기를 포함하는 시 스템이다.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로부터의 원격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고 플레이백 기능들을 호출하기 위

해 그 신호들을 프로세스하는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선호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는 TV 프로그램들의 디지탈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메모리를 

채택하는 PVR이다. 그런 PVR들은, 예를 들어 TiVo와 ReplayTV의 상표로 팔려왔다. 임의의 타입의 메모리 시스템

에 디지탈 파일들을 저장하는 PVR 타입 디바이스들은 매우 적절하다. 사실상, 원격 제어기의 커맨드에 따라 정상적 

비디오 플레이백, 스킵, 포워드, 리버스, 및 리플레이 기능들이 가능한 임의의 타입의 디지탈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

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복수 기능 키들에의 새로운 응답들을 포함하기 위해 프로그램될 수 있는 한,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다.

선호된 원격 제어 디바이스들은 리버스와 리플레이 표시가 있는 복구 목적 키, 및 포워드과 스킵 표시가 있는 복구 목

적 키를 갖는 것들이다. 리버스-리플레이 복구 목적 키는, 예를 들어 1 초 동안과 같은, 미리 설정된 지속 시간보다 작

게 프레스되어서, 리플레이 기능을 호출하여, 예를 들어 리플레이 기능이 호출되기 전 최종 7 초와 같은, 미리 설정된 

이전 세그먼트(segment)를 리뷰(review)한다. 리버스-리플레이 복구 목적 키는 이 예에서 1 초의 미리 설정된 지속 

시간보다 오래 프레스되어서, 리버스 기능을 호출하여, PVR이, PVR들의 사용자들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그 기능

이 호출된 포인트로부터 디지탈 파일을 통해 거꾸로 플레이(play backwards)하도록 한다. 종래 PVR들은 리버스와 

리플레이 기능들을 갖지만, 원격 제어 디바이스에 분리된 키들이 그런 2 개 기능들을 위해 필요했다. 분리된 키들은 

또한, 30 초와 같은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포워드하는 스킵, 및 플레이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포워드하는 포

워드를 위해 종래 원격 제어된 PVR들에 필요했다.

본 발명의 선호되는 일 실시예는 원격 제어기에 포워드-스킵 복구 목적 키를 사용해서, 포워드가 호출된 후 그 키를 

여러 번 프레스해서 여러 개의, 통상적으로 세 개, 빠른 포워드 속도들 간에 토글(toggle)함으로써 또는 사용자가 그 

포워드-스킵 복구 목적 키를 홀딩 다운(holding down)함으로써, 포워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원격 제어기의 포워드

-스킵 복구 목적 키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 초 후 리버스 속도는 -2X이고, 2 초 후 리버스 속도는 -4X이고, 3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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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리버스 속도는 -8X이고, 4 초 후 최대치인 -16X까지 증가한다.

선호된 일 실시예에서, 원격 제어기는 코드의 반복들 간에 미리 설정된 시간에, 예를 들어 약 5ms 동안과 같은 대략 1

ms과 10ms 사이에서, 대기, 또는 시간 갭(gap)을 갖고 특정 복구 목적 키와 연계된 코드를 반복한다. 비디오 플레이

백 장치의 디코더는 코드가 수신되지 않는, 예를 들어 20sm 내지 40ms와 같은, 시간 갭을 복구 목적 키의 릴리스(rel

ease)로 해석하고, '릴리스'가 미리 설정된 시간, 이 예에서는 1 초,보다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면, 그 다

음, 리플레이-리버스 키의 리플레이 기능 또는 스킵-포워드 키의 스킵 기능이 호출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는 통상적으로 임의의 PVR 타입의 디바이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생성된다. 본

발명의 디바이스들은, 스킵-포워드 키 프레스로부터 제어 신호가 처음 수신될 때 '스킵' 알림(notice) 또는 아이콘을 

생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스킵-포워드 신호가, 1 초 동안과 같은, 미리 설정된 시간보다 오래 수신되면 GUI

디스플레이를 위해 포워드 알림 또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플레이백이 포워드 속도 모드에 있을 때 스킵-포워드 키의 

추가 프레스들을 감지할 때, 포워드 속도는 그 다음으로 높은 속도로 증가하거나 토글되는 것이 선호된다. 2X, 4X, 8

X, 및 16X가 포워드 속도들로서 선호된다.

바람직하게는, 리버스 모드가 호출될 때, 리플레이-리버스 키의 한 번 이상의 추가 프레스들을 감지할 때, 리버스 속

도는 키 프레스들의 수에 따라, 예를 들어 -2X에서 -4X에서 -8X에서 -16X로, 그 다음 높은 리버스 속도로 증가되거

나 토글된다.

각각의경우, 2X, 4X, 8X, 16X, -2X, -4X, -8X, 그리고 -16X를 리플레이, 스킵하시 위한 대응하는 알림들 또는 아이

콘들은, 그런 모드들이 호출될 때, GUI를 위해 생성되는 것이 선호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 비디오 레코더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 1을 처음 참조하면, 개인 비디오 레코더(PVR)(19)는, 예를 들어 위성 수 신기 또는 케이블 제공기로부터, 소스 신

호(11)를 수신하고, 소스 신호(11)를 수신하기 위해 튜닝된(tuned) 튜너(12)를 갖는 프로세서(18)의 제어 하에, 그것

을 MPEG-2 인코더(16)로 압축하고, 파일들을 MPEG-2 포맷으로 하드 디스크 메모리 디바이스와 같은 데이타 스토

리지(17)에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저장된 파일들을 MPEG-2 압축재생기(14)로 재생한다. 기타 

압축 포맷들이, 예를 들어 MPEG-2 또는 DV, 사용될 수 있다. RAM(랜덤 액세스 메모리)와 같은, 기타 메모리 디바이

스들이 사용될 수 있다. PVR(19)은 원격 제어기(20)으로부터 사용자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원격 커맨드 수신기(22)를

또한 포함한다. 원격 제어기(20)는 사용자 커맨드들을 나타내는 코드 신호들을 전송하는 IR 또는 RF 전송기를 가질 

수 있다. 다른 경우에서, 사용자 커맨드들은 PVR(19)에 부착된 (도시 안됨) 버튼들과 같은 입력 디바이스들을 사용해

서 생성될 수 있다. 모든 컴포넌트들은 버스(13)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프로세서(18)에 의해 제어된다.

PVR(19)은, DSL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WinTV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개인 컴퓨터로서 기능들을 제

공하는 것과 같은 기타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장된 TV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프로세서(18)와 디스플레이(21) 상의 PVR의 기타 컴포넌트들에 의해 생성된 원격

제어기(20),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해서 사용자 요구에 리코딩되는 것, 디스플레이(21) 상의 원격 제어기(20

)를 통해 사용자 커맨드로 플레이백된다. 디스플레이는 표준 TV 또는 비디오 모니터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뷰잉(vie

wing) 디바이스일 수 있다.

PVR(19)은 그들의 상표들 TiVO 및 ReplayTV에 의해 알려진 타입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디자인일 수 있고, 디지탈 

비디오 레코더들로서 때때로 알려진다. PVR들 및 기타 타입들의 디지탈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는 TV 프로그램들의 

시간 쉬프팅(shifting) 기능을 위해 VCR들의 잘 알려진 대체품들이다. 디지탈 플레이백 장치들은, 빈 리코딩 테입이 

필요 없고 리코딩되는 프로그램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들을 사용하고, 통상적으로 30초 

정도 플레이백 포임트를 포워드하는 '스킵' 그리고 PVR이 리플레이가 호출되는 포인트로부터 플레이의 최종 몇 초를,

통상적으로 7초 동안, 정상 속도로 플레이백하도록 하는 '리뷰(review)' 또는 '리플레이'를 포함하는, 속도들 및 플레

이백 모드들의 타입들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점들에서 장점이 있다. 이런 기능들의 각각은 원격 제어

기로부터의 커맨드들에 응답해서 통상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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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프로세스는 PVR을 (101)에서 플레이백 모드로 시작하여, (102)에서, 1X 속도로서 그 기술에서 알

려진, 정상 뷰잉 속도로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도시된다. 판정 블럭(103)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원격 제어

기(20)(도 1) 상의 해당 키를 프레스해서 생성되는,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를 수신했을 때, 프로세서는 PVR이 (104)

에서 프리즈(freeze)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하고, 플레이백은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가 수신되는 포인트에서 '멈춤'

하고, 사용자 통지가 생성되어 (105)에서 '스킵'을 알리는 것이 디스플레이된다.

PVR에 의해 수신되는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의 지속 시간이 판정 블럭(106)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1초를 초과하지

않으면, 비디오의 가상 스킵핑 (virtual skipping)이 디스플레이에 스트리밍되도록(streamed), 프로세서(18)는 PVR

이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프로세싱해서 (107)에서 30초 간 '스킵' 포워드하도록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온-오프 신호는, 갭(오프 시간)이 처음 미리 설정된 임계치, 바람직하게는 대략 1ms과 10ms 사이, 보다 길지 

않는 한, 한 개의 연속 신호로 고려된다. 갭이 제2 미리 설정된 임계치 보다 길 때, 그 갭의 전과 후의 신호들은 연속 

신호의 일부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은 2 개의 신호들로 고려된다. 제2 미리 설정된 임계치는 제1의 것 보다 같거

나 크고, 20ms에 세트되는 것이 선호된다. 연속 신호는 원격 제어기(20) 상의 키를 홀딩 다운(holding down)해서 보

통 생성된다. 2 개의 신호들이, 사용자가 키를 프레스하고, 그 키를 릴리스(release)하고, 그 키를 다시 프레스할 때, 

생성된다.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가 (106)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1초 이상 동안 수신되면, 저장된 TV 프로그램 파일은, 예를 

들어 2X와 같은, 제1 포워드 속도에 스트리밍되고, '2X'의 사용자 통지는 (111)에서 디스플레이(21) 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2X 모드는, (102)에서 모드가 프로세서(18)에 의해 정상 플레이백 속도 1X로 스위치되도록 하는 (116)에서의 

플레이 제어 신호가 수신되거나, 또는 (109)에서 포워드 속도가 그 다음 높은 포워드 속도로, 이 예에서 4X, 증가하도

록 하는 다른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가 판정 블럭(108)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수신될 때까지, 계속된다. 시스템이 임

의의 포워드 속도에 있을 동안, 판정 블럭(108)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수신된 각각의추가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에 

대해, (109)에서 모드는 그 다음 높은 포워드 속도로 스위치하고 새로운 속도 모드의 알림이 생성된다.

그 다음 높은 포워드 속도는,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가 판정 블럭(108)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제2 미리 설정된 임계

치, 이 예에서는 2 초, 보다 큰 것으로 감지될 때, 디스플레이 모드가 4X로 스위치되고 '4X'의 사용자 통지를 하도록 

또한 호출된다. 이 실시예에서,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가 유지되는 각각의 추가적 초 동안, PVR은 가능한 최상위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 높은 포워드 속도로 스위치한다. 그 다음 높은 속도로의 이동 지속 시간이 1초의 상수

로서 설명되지만, 그 다음 속도로의 이동 지속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X에서 4X로의 이동 지속 시간은 0.5 

초이지만, 4X에서 8X로의 이동 지속 시간은 0.25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 시간은 더 높은 속도로 진행함에 따라 

짧아진다. 속도 증가는 지속 시간과 임의의 함수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초 이상 '스킵-포워드' 키를 홀딩 

다운한 후, PVR은 빠른 포워드 모드로 스위치하고, 포워드 속도는 PVR이 그 자체의 가능한 최상위 속도에 이를 때까

지 '스킵-포워드' 신호의 지속 시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가 수신되는 프로세스도 매우 유사하다. (101)에서 플레이백 모드에서 PVR이 다시 시작

하고, 디스플레이는 (102)에서 1X 모드에 있다.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가 판정 단계(124)에서 판정된 바와 같

이 수신될 때, 프레임은 프로즌(frozen)되고, 예를 들어 (125)에서 멈춤, '리플레이하기 위해 릴리스' 또는 '리플레이'

와 같은 사용자 통지가 (126)에서 생성된다.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가 판정 블럭(114)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1

초 미만의 지속 시간 동안 수신되면, 이전 뷰된 최종 7초 간이 (115)에서 리플레이되도록, 비디오 는 7초 간 가상적으

로 리버스된다.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가 판정 블럭(114)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1초 이상의 지속 시간 동안 수

신되면, 프로그램은 (121)에서 -2X의 속도로 리버스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된다.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가 판정 

블럭(119)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2초 보다 길게 수신되거나, 또는 제2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가 수신되면, 프로

그램은 -4X 속도로 디스플레이된다. 각각의 추가 초 동안, '릴리스-리버스' 신호가 지속되거나, 또는 시스템이 -2X, 

-4X, -8X, 또는 -16X 또는 임의의 기타 리버스 속도들에 있는 동안, 판정 블럭(119)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수신된 

각각의 추가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에 대해, 모드는 (120)에서 그 다음 높은 속도로 스위치하고 새 속도 모드의 

알림이 (120)에서 생성된다. 가능한 최상위 속도에 도달할 때, '릴리스-리버스' 신호의 유지는 PVR 속도를 변경시키

지 않을 것이다.

플레이 제어 신호가, 시스템이 리버스 모드에 있는 동안, 판정 블럭(122)에서 판정된 바와 같이 수신되면, 플레이백은

(102)에서 정상 속도로 바뀐다.

본 발명의 원칙들은 플레이 키와 같은 키를 비롯해서 기타 키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 키가 미리 설

정된 시간 동안(예를 들어, 1초) 보다 짧게 프레스될 때, PVR은 정상 속도 1X에 비디오를 플레이한다. 플레이 키가 1

초 이상 프레스될 때, PVR은 2X의 속도를 갖는 빠른 포워드 모드로 스위치한다. 각각의추가 초 동안, 플레이 키가 프

레스되고, PVR은 가능한 최상위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 높은 포워드 속도로 스위치한다.

본 발명의 원칙들은 또한, 위의 3 가지 키들 또는 그들의 동격들이 플레이백 장치 또는 그 자체의 원격 제어기에서 제

공되는 DVD 플레이어 또는 VCR과 같은 기타 디지탈 및 아나로그 플레이백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4-0104559

- 5 -

본 발명이 몇 가지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해 기재되는 가운데, 그 기술에 숙련자들이라면, 다수의 대체 모드들 

및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될 수 있음을 곧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리플레이-리버스(replay-reverse) 복수 목적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리플레이-리버스 복수 목적 원격 제

어 신호의 지속 시간에 따라, 리플레이 또는 리버스 모드를 호출하는 수단; 및

스킵-포워드(skip-forward) 복수 목적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스킵-포워드 복수 목적 원격 제어 신호의 

지속 시간에 따라, 스킵 또는 포워드 기능을 호출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비디오 플레이백(playback)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리플레이는 제1 리플레이-리버스 미리 설정 임계치 이하의 지속 시간 동안 상기 리플레이-리버스 

복수 목적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호출되고, 제1 리버스 속도는 상기 제1 리플레이-리버스 미리 설정된 임계치 

이상의 지속 시간 동안 상기 리플레이-리버스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호출되고, 상기 스킵 기능은 제1 스킵-포

워드(skip-forward) 미리 설정된 임계치 이하의 지속 시간 동안 상기 스킵-포워드의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호출되

고, 제1 포워드 기능은 상기 제1 스킵-포워드 미리 설정된 임계치 이상의 지속 시간 동안 상기 스킵-포워드 제어 신

호를 수신할 때 호출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킵-포워드 미리 설정된 임계치는 1초이고, 상기 제1 리플레이-리버스 미리 설정된 임계

치는 1초인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적어도 2 개의 리버스 속도들을 갖고, 상기 제1 리플레이-리버스 미리 설정 임계치 보다 더 긴 지속 

시간 동안 상기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제1 리버스 속도가 호출되고, 제2 리플레이-리버스 미

리 설정된 임계치 보다 더 긴 지속 시간 동안 상기 리플레이-리버스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제2의, 더 높은 리버스 속

도가 호출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적어도 2 개의 포워드 속도들을 갖고, 상기 제1 스킵-포워드 미리 설정 임계치 보다 더 긴 지속 시간

동안 상기 제1 스킵-포워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제1 포워드 속도가 호출되고, 제2 스킵-포워드 미리 

설정된 임계치 보다 더 긴 지속 시간 동안 상기 스킵-포워드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제2의, 더 높은 포워드 속도가 호

출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각각의 추가 스킵-포워드 키 프레스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그 다음 빠른 포워드 속도가, 상기 

가능한 최상위 포워드 속도에 이를 때까지, 호출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미리 설정된 임계치는 상기 제1 미리 설정된 임계치 보다 적어도 1초 더 긴 비디오 플레이

백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각각의 추가 리플레이-리버스 키 프레스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그 다음 빠른 리버스 속도가, 

상기 가능한 최상위 리버스 속도에 이를 때까지, 호출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미리 설정된 임계치는 상기 제1 미리 설정된 임계치 보다 적어도 1초 더 긴 비디오 플레이

백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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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2X, 4X, 8X, 및 16X의 포워드 속도들과 -2X, -4X, -8X, 및 -16X의 리버스 속도들을 갖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결정되는 상기 지속 시간은 수신되는 코드 신호의 반복 회수에 기초해서 계산되고, 각각의반복은 미

리 설정된 갭(gap)에 의해 분리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갭은 1ms과 10ms 사이에 있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제어 신호의 끝은 20ms 보다 긴 코드 신호의 수신의 반복들 간에 갭에 따라 계산되는 비디오 플레

이백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비디오 플레이백에 추가해서 한 개 이상의 기능들을 갖고, 상기 기능들은 DSL, 병합된 수신기-디코

더, WinTV, 및 개인 컴퓨터로부터 선택되는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15.
제1항의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와 사용되고 리플레이-리버스 복수 목적 키 및 스킵-포워드 복수 목적 키를 포함하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복수 목적 키가 프레스되는 지속 시간 동안 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제어 신호의 반복들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각각의반복은 미리 설정된 갭에 의해 분리

되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갭은 1ms과 10ms 사이인 원격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갭은 약 2ms인 원격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1항에 따른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와, 리플레이-리버스 복수 목적 키 및 스 킵-포워드 복수 목적 키를 갖는 원격 제

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디지탈 비디오 플레이백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미리 설정된 지속 시간 보다 짧게 스킵-포워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스킵 기능을 호출하고, 상기 제1 미리

설정된 지속 시간 보다 길게 상기 스킵-포워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제1 포워드 속도를 호출하고, 제2 미리 설

정된 지속 시간 보다 길게 상기 스킵-포워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또는 제2 스킵-포워드 원격 제어 신호를 수

신할 때 제2의, 더 빠른 포워드 속도를 호출하는 단계; 및

제1 미리 설정된 지속 시간 보다 짧게 리플레이-리버스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리플레이 기능을 호출하고, 상기 

제1 미리 설정된 지속 시간 보다 길게 상기 리플레이-리버스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제1 리버스 속도를 호출하

고, 제2 미리 설정된 지속 시간 보다 길게 상기 리플레이-리버스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또는 제2 리플레이-리

버스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 제2의, 더 빠른 리버스 속도를 호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플레이백 속도를 제어하는 외부 속도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플레이백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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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 속도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상기 외부 속도 제어 신호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상기 플레이백 속도를 변경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전자적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백 속도는 포워드 속도인 전자적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백 속도는 리버스 속도인 전자적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속도 제어 신호는 스킵-포워드 기능을 위한 키를 홀딩 다운(holding down)해서 생성되

는 신호인 전자적 플레이백 장치.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속도 제어 신호는 플레이 기능을 위한 키를 홀딩 다운해서 생성되는 신호인 전자적 플레

이백 장치.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속도 제어 신호는 리플레이-리버스 기능을 위한 키를 홀딩 다운해서 생성되는 신호인 전

자적 플레이백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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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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