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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electronic  programming  guide)(70)은  텔레비전(40)과  결합된  컴퓨팅 플랫폼
(computing platform)(12) 상에서 동작한다.   플랫폼(12)은 다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
램 목록 정보(6)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48)를 액세스한다.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70)는 시청자 프로파일(84)을 저장하는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 및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에 결
합된 제안 모듈(76)을 포함한다.   제안 모듈(76)은 시청자 프로파일(84)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액
세스하고, 그 응답으로 시청자 프로파일(84)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6)에 따라 선호하는 스케줄(100)을 
발생시킨다.   선호하는 스케줄(100)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특정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정도를 표시
한다.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70)는 프로그램 목록 정보(6) 및 프로그램에 관한 방송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시청자 입력 정보에 따라 녹화기(20)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도록 명령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JAVA-인에이블된 텔레비전 시스템의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JAVA-기본 동작 체계의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의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선호도 템플릿의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선호하는 스케줄의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시청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예시적 방법을 도시하는 플로우 차트.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 방법을 도시하는 플로우 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시스템

6 : 프로그램 목록 정보

8 : 프로세서

10 : 수신기

12 : 플랫폼

14 : 링크

20 : 녹화기

26 : 소스

28 : VBI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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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오디오/비디오 오버레이

34 : 텔레비전 라인

36 : 비디오 출력

38 : 오디오 출력

40 : 텔레비전

42 : 입력 디바이스

46 : 데이터베이스 서버

48 :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시청(viewing) 및 녹화(recoding)의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
으로는 전자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많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시청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시청  기회들(viewing 
opportunity)을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기록할 것을 원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특
정의 타임 슬롯들 동안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 또는 전자 프로그래밍 스케줄을 참조
한 후에 시청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의 정도를 변화시키면서 소망된 프
로그래밍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채널에서 채널로 변화시킨다.

텔레비전 채널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그들의 시청 기회들을 
더욱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   프로그
램 스케줄링 정보를 전자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현존 기술은 스케줄링 정보를 주기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시청자로부터의 요청들에 응답하여 이러한 스케줄링 정보를 시청자에게 원형(raw form)으로 제
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한 기술이 시청자가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들 만을 디스플레이하게 할 수 
있을 지라도, 시청자는 여전히 정보에 근거한 채널 및 프로그램 선택을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들
에 대한 목록 정보(listing information)를 탐색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채널 
서핑(channel  surfing)에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한  기술들은  어떤  직접적인  채널  튜닝 어시스턴스
(channel tuning assistance)도 제공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필요성에 부합하기에는 부적합하
다.   더욱이, 종래의 기술들은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채널들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
송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프로그램 스케줄을 탐색하지 않고는 시청자들이 어린이들 같은 가정 내의 
특정 시청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특성을 갖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들의 시청을 제한하게 할 수 없
다.

또한, 시청자의 선호도 정보를 고려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디스플레이들에는 오류(error)가 생
기고, 시청자들이 사용된 특정 스코어링 알고리즘(scoring algorithm)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며, 한 EPG로
부터  다른  EPG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선택된  프로그램  클러스터링(program 
clustering)의 식별(identification)이 가능하게 할 수 없어서, 품질 시청 시간(quality viewing time)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부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녹화하는 종래 기
술들은 시청자들이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채널들 같은 상세한 방송 정보 또는 특정 프로
그램들을 녹화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코드들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녹화될 프로그램이 보통 보다 또
는 예상했던 것보다 길거나, 정기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preempted), 재스케줄되거나,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외에 모종의 방식으로 시청자의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 오류가 생기
며,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송 정보를 명기하지 않는 다른 입력 정보 또는 시청자의 선호도에 따라 시청자
들이 가장 즐기게 될 특정 프로그램들 또는 특정 타입의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이 녹화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상기 언급된, 그리고 다른 부적합함들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종래 기술들은 적합하
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텔레비전 시청 및 녹화와 관련된 단점 및 문제점들을 어드레스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는 텔레비전과 관련된 컴퓨팅 플랫폼(computing 
platform) 상에서 동작한다.   이 플랫폼은 다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포
함하는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한다.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는 시청자 프로파일(viewer 
profile)을 저장하는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된 제안 모듈(suggest 
module)을 포함한다.   이 제안 모듈은 시청자 프로파일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액세스하고, 그 응답으
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선호하는 스케줄을 발생시킨다.   선호하는 스
케줄은 특정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바람직한 정도(desirability)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방법은 텔레비전 및 녹화기와 결합된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 이행된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방송 정보를 명기하지 않는 시청자 입력 정보가 수
신된다.   다수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가 상기 플랫폼과 결합된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
베이스 내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목록 정보는 액세스되고 입력 정보와 비교되어서, 상기 비교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를 발생시킨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는 녹화기로 통신되어 녹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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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그램을 녹화하도록 명령한다.

전자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본 발명의 방법은 많은 기술적 장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어떤 프로그
램들이  시청자들에게  가장  잘  선호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프로그래밍을 스코어
(score)하기 위해 사용되는 1명 이상의 시청자들에 대하여 프로파일들을 발생시킨다.   이어서, 결과적인 
정보는 간단하고 이해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되어서, 시청자들이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송 정보를 탐색
하지 않고 녹화 기회들을 더욱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녹화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프
로그램-기본 특성(program-based nature)은 시청자가 시청 세션(viewing session) 동안의 언제라도 더욱 
바람직한 프로그래밍으로 동조(tune)하고, 시청자 프로파일을 성립시키기 위해 사용된 시청자 선호도 정
보에 따라 시청 세션 이전에, 시청 세션 동안에, 또는 시청 세션 후의 언제라도 특정 타입의 프로그램들
을 녹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청자들은 어린이들 같은 가정 내의 특정 시청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
는 프로그램들의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전체 채널들을 차단할(block) 필요가 없다.   부가적으로, 본 발
명은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채널들 같은 방송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액세스할 필요도 
없이 시청자들이 특정 프로그램들을 녹화할 수 있게 한다.   당 분야의 숙련공들에게는 다음의 도면들,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들로부터 다른 기술적인 장점들이 용이하게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텔레비전 또는 다른 적합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40)와 결합된 JAVA-인에이블된(JAVA-enabled) 텔
레비전 수신기(10) 및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VCR), 비디오 디스크 녹화기, 또는 비디오 및 오디오 텔레비
전 신호들을 녹화하기에 적합한 다른 녹화 디바이스 같은 녹화기(20)를 포함하는 JAVA-인에이블된 텔레비
전 시스템(2)의 도면이다.   수신기(10)는 텍사스사(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에 의해 제조된 디
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칩,  어드밴스드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  장치(Advanced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Machine; ARM), 또는 다른 적합한 프로세싱 플랫폼 같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들(8) 상에서 동작하는 JAVA-기본(JAVA-based) 플랫폼(12)을 포함한다.   플랫폼(12)은 양방향 링크(14)
를 사용하여 인터넷 및 인터넷 정보의 관련된 소스들에 결합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12)은 응용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들(API)의  집속을  제공하여서,  대화형  텔레비전  프로그래밍(interactive  television 
programming)을 제공하는 JAVA 애플릿들(JAVA applet) 또는 응용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텔레
비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JAVA 애플릿들 또는 응용프로그램들
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12)이 텔레비전 신호들과 텔레비전(40) 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
를 동기화하고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한 실시예에서, 도 3을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하게 후술된 바와 
같이, 플랫폼(12)은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JAVA 애플릿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시청자 프로파
일들 및 링크(14)를 통하여 수신된 정보에 따라 시청자들이 시청 기회들을 더욱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스
케줄하고, 녹화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12)의 구조는 도 2를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하게 후술된다.   
비록 JAVA가 논의되었으나, 본 발명의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어떤 다른 플랫폼 독립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다른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

링크(14)는  공중  교환  전화망(PSTN),  종합  정보  통신망(ISDN),  동축  케이블  네트워크(coaxial  cable 
network), 위성 또는 마이크로파 링크, 또는 플랫폼(12)을 인터넷에 결합시키기 적합한 다른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링크로의 전용(dedicated) 또는 교환(switched) 접속일 수 있다.   비록 인터넷이 논의되었으
나, 본 발명은 어떤 지구적(global), 지역적(regional), 국소적(local), 또는 플랫폼(12)에 결합된 다른 
적합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인터넷에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서버(database server)(46)는 몇 
가지 방법으로 서버(46) 및 데이터베이스(48)와 결합된 조직(organization)의 동작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48)를 액세스한다.   한 
실시예에서, 데이터베이스(48)는 어떤 적합한 유선 텔레비전 시스템(CATV), 직접 위성 방송 시스템(DBS), 
정규 위성 방송 시스템(regular satellite broadcast system), 종래의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 또는 수신
기(10)에 텔레비전 신호들을 제공하는 다른 적합한 시스템일 수 있는 신호 소스(26)로부터 다음날, 다음
주, 다음달, 또는 다른 명기된 기간 내에 시청 가능한 각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포함
한다.

데이터베이스(48)가 목록 정보를 갖는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목록 정보(6)는 제한없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프로그램 길이; 프로그램 채널들; 프
로그램 장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배우들의 리스트; 그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는 스포츠 
팀의 리스트;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기술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keyword); 그 프로그램의 
개요; 그 프로그램이 재상영작, 개봉작, 최종회, 미니시리즈, 영화, 특별 프로, 또는 다른 타입의 프로그
램인지의 여부; 그 프로그램이 자막(closed-captioned)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그 프로그램이 스테레오인
지의 여부; 미국 영화 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등급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등급; 노출도(nudity), 성인 상황(adult situation), 성인 용어, 폭력성, 또는 다른 어떤 타입의 내
용에 관한 내용 정보; 및 다른 어떤 적합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6).   플랫폼(12) 상에서 동작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EPG) JAVA 애플릿 또는 응용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수신하기 위해 링크
(14) 및 서버(46)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48)를 주기적으로 액세스하여서, EPG 애플릿 또는 응용프로그
램이  수신기(10)  및  텔레비전(40)과  결합된  시청자들에게  텔레비전  관련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도 3을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비록 데이터베이스(48)가 논의되었
으나, 플랫폼(10)에 액세스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본 발명은 수신기(10)에 일체화되
고 링크(14)를 사용하여 수신기(10)의 외부의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예를 들
어 매일, 매주, 또는 다른 어떤 주기적인 기초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다.

수신기(10)는 튜너/디코더 제어선(22)을 사용하여 플랫폼에 결합하고 소스(26)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녹
화기(20)를 통하여 텔레비전 신호들을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튜너/디코더들(24)을 포함한다.   녹화기 제
어선(16)은 플랫폼(12)을 플랫폼(12)의 동작에 따라 녹화기(20)를 제어하는 녹화기 제어기(18)에 결합시
킨다.   하나 이상의 오디오/비디오 오버레이들(overlay)(32)이 플랫폼(12)에 결합되고 플랫폼(12)의 동
작에 따라 텔레비전 신호들 및 인터넷 정보의 결합을 조정한다.   튜너/디코더(24)에 결합된 수직 귀선 
소거 간격(vertical blanking interval; VBI) 디코더(28)는 튜너/디코더(24)로부터 디코드된 텔레비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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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수신하고, 디코드된 텔레비전 신호들로부터의 VBI로부터 예를 들어, 인터캐스트(intercast), 자막, 
텔레텍스트, 또는 다른 어떤 VBI 정보 같은 정보를 분리시키고, 분리된 VBI 정보를 플랫폼(12)으로 통신
시킨다.   튜너/디코더(24)는 또한 디코드된 텔레비전 신호들을 오디오/비디오 오버레이들(32)로 텔레비
전 라인(34)을 사용하여 통신시킨다.   오디오/비디오 오버레이들(32)은 출력들을 비디오 출력(36) 및 오
디오 출력(38)으로 통신시킨다.

한 실시예에서, 비디오 출력(36)은 RCA 잭 케이블 서포트(RCA jack cable support)를 갖는 수퍼-비디오
(S-video)  출력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비디오  출력이다.    오디오  출력(38)은  모노,  스테레오, 
서라운드, 또는 다른 오디오 정보의 어떤 적합한 조합도 지원할 수 있다.   비디오 출력(36) 및 오디오 
출력(38)은 텔레비전(40)에 결합되는데, 비록 본 발명은 비디오 출력(36) 및 오디오 출력(38)이 수신기
(10) 및 시스템(2)의 설계에 따라 텔레비전(40)에 일체화된다.   입력 디바이스(42)는 적외선, 전자식, 
또는 다른 입력 신호들을 수신기(10)의 입력 수신기(44)로 통신하기 위해 원격 제어 터치 스크린(remote 
control touch screen), 마우스, 키패드, 또는 다른 적합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수신기(10)의 컴포넌트
들은 세트 톱 박스, 네트워크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세싱 디바이스 같은, 텔레비전(40)과 일체화된 또는 
분리된 1개 이상의 위치들에 또는 텔레비전(40)에 결합된 다른 어떤 컴포넌트에 있을 수 있다.

시스템(2)의 동작에 있어서, 튜너/디코더(24)는 소스(26)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녹화기(20)를 사용하여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적절하게 텔레비전 신호를 디코드한다.   한 실시예에서, 
다수의 튜너/디코더들(24)은 텔레비전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적합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튜너/디코더(24)가 소스(26)로부터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기 전에, 수신하는 동안에, 또는 수신한 후에, 
텔레비전(40)과 결합된 시청자는 입력 디바이스(42)를 사용하여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방법으로 시청을 
위한 특정 채널을 선택한다.   튜너/디코더(24)는 선택된 채널에 상응하는 디코드된 텔레비전 신호를 오
디오/비디오 오버레이들(32) 및 VBI 디코더(28)에 통신시켜서, 이어서 분리된 VBI 정보를 플랫폼(12)에 
통신하게 한다.   거의 동시에, 플랫폼(12)은 링크(14)를 사용하여 플랫폼(12) 상의 JAVA 애플릿 또는 응
용프로그램에 따른 디코드된 텔레비전 신호와의 결합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를 수신한다.   플랫폼(12) 상
에서는 데이터베이스(48)로부터 검색된 시청자 프로파일 및 정보에 따라 시청자가 더욱 이성적으로 시청 
기회들을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녹화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JAVA 애플릿 또는 응용프로그램이 동작하기도 한다.(도 3을 참조 상세 후술)

플랫폼(12)은 각 채널에 대한 텔레비전 신호를 채널에 상응하는 인터넷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 이상의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들(URL)과 결합시키는 채널 매핑 정보(channel mapping informatio
n)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청자가 시청을 위해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CNN)를 선택하는 경우, 플랫폼
(12)은 CNN을 반송하는 채널을 CNN과 관련된 인터넷 웹 사이트에 대한 URL(http://www.cnn.com)과 결합시
키기 위해 채널 매핑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URL 및 다른 적합한 정보를 사용하여, 플랫폼(12)은 인터
넷 링크(14)를 사용하여 관련된 웹 페이지를 검색한다.   오디오/비디오 오버레이들(32)은 웹 페이지, 
VBI 디코더(28)에 의해 수신된 어떤 적합한 VBI 정보, 및 튜너/디코더(24)로부터 수신된 선택된 채널에 
대한 텔레비전 신호를 결합시키는데, 이것은 이러한 정보의 결합을 제어하는 플랫폼(12) 상에서 동작하는 
JAVA 애플릿 또는 응용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이어서 오디오/비디오 오버레이들(32)은 시청을 위해 
비디오 출력(36) 및 오디오 출력(38)을 사용하여 결합된 정보를 텔레비전(40)으로 통신한다.

텔레비전 신호들과 인터넷 정보의 전형적인 결합은 결과적으로 텔레비전(40) 상에서 제1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정규 텔레비전 방송으로서 그리고 텔레비전(40) 상의 제2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인터넷 정보로서 가
시화될 것이다.   한 실시예에서, 플랫폼(12)은 종래의 시스템들을 사용하여 가능했던 것보다 더욱 세련
되고 집속적인 디스플레이들을 제공하기 위해 제1 및 제2 디스플레이 영역들이 상응하는 JAVA 애플릿 또
는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이동하고, 사이즈 조정되고, 융합되고(merged), 혼합되고(blended), 오버레이되
거나, 또는 조정될(manipulated)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채널에 대한 특정 텔레비전 신호와 관련된 
VBI를 사용하여 소스(26)로부터의 채널에 상응하는 URL 또는 다른 인터넷 정보를 통신할 것을 고려한다.   
VBI 디코더(24)는 이러한 정보를 디코드하고 플랫폼(12)으로 통신할 것이며, 이어서 텔레비전 신호와의 
결합을 위해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인터넷 링크(14)를 사용하여 적합한 URL을 액세스할 것이다.   
본 발명의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플랫폼(12)이 텔레비전 신호들 및 인터넷 정보를 결합시킬 수 있
게 하는데 필요한 URL 또는 다른 정보에 대한 다른 적합한 계획들이 고려된다.

플랫폼(12)이 URL을 사용하여 액세스하고 상응하는 채널에 대한 텔레비전 신호들과 결합하는 웹 페이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제(subject matter)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는 하나의 매
체로써 토픽에 관한 상당량의 정보를 편리하게 액세스하도록 대화할(interact) 수 있다.   부가적으로 플
랫폼(12)이 상응하는 텔레비전 신호들과 동기화하고 결합시키는 인터넷 정보는 다른 관련 웹 사이트들, 
프로그램 동안에 시청자가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는 관련 채트 룸(chat room)에 
관한 정보, 또는 다른 어떤 인터넷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의 광고 시간 동안에, 광고된 
제품에 관한 정보가 그 제품과 관련된 웹 사이트로부터 검색될 수 있으며, 광고와 동시에 그리고 일체적
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부가적으로,  도  3을  참조로  하여  상세하게  후술된  바와  같이,  플랫폼(12)은 
JAVA-기본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EPG)를 지원하여서 텔레비전 시청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자 프
로파일들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6)에 따라 1명 이상의 시청자가 시청 기회를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스케
줄하거나, 또는 녹화할 수 있게 한다.

도 2는 각각이 시스템(2) 및 플랫폼(12)의 기능들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자를 포함하는 다수의 레벨들을 포함하는, 시스템(2) 및 플랫폼(12)에 대한 예시적 
JAVA-기본 동작 체계(50)의 도면이다.   제1 레벨(51)은 녹화기 제어기(18), 튜너/디코더(24), VBI 디코
더(28), 비디오 출력(36), 오디오 출력(38), 입력 수신기(44), 및 수신기(10)와 관련된 다른 어떤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같은 종래의 텔레비전-관련 하드웨어(52)를 포함한다.   계층(50)의 제2 레벨(53)은 예
를 들어,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대화형 디코더(DAVID) 및 대화형 통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ICAP) 같은 
하나 이상의 대화형 텔레비전 프로토콜들(54)을 포함한다.   계층(50)의 제3 레벨(55)은 플랫폼(12)과 관
련된  기능들에  따라  기본  JAVA  API들  및  관련  클래스들(class)을  증대시키는  적합한  JAVA  확장(JAVA 
extension)과 함께, JAVA 실행시(JAVA RUNTIME)를 가지며, 윈도우(windowing), 네트워킹(networking), 및 
화일 관리 같은 다양한 저레벨 JAVA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JAVA 가상 컴퓨터(JAVA VIRTUAL MACHIN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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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기본적 JAVA 운영 체제(56)를 포함한다.   후술된 바와 같이, 하나의 그러한 기능은 전자 프로
그래밍 가이드 JAVA 애플릿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시청자들이 데이터베이스(40)로부터 검색된 
시청자 프로파일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6)에 따라 시청 기회들을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한다.

제4 레벨(57)은 JAVA 운영 체제(56)과 결합하여서 제5 레벨(59) 내의 JAVA 애플릿들(64) 및 응용프로그램
들(62)이 JAVA 애플릿들(64) 및 응용프로그램들(62)과 관련된 기능들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API들(60)
의 집합을 갖는 JAVA 툴킷(toolkit)(58)을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툴킷(58)의 API들(60)은 플랫폼
(12)이 인터넷으로부터 링크(14)를 거쳐서 다운로드된 JAVA 애플릿들(64), 수신기(10) 상에서 또는 수신
기(10)와 관련된 어떤 프로세싱 플랫폼 상에서 국부적으로 인스톨된 JAVA 응용프로그램들(62), 또는 API
들(60)의 텔레비전 관련 기능들을 사용하는 다른 어떤 적합한 JAVA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툴킷(58) 및 API들(60)이 어떤 적합한 JAVA 애플릿(64) 또는 응용프로그램(62)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는 특정의 내용 개발자들로부터의 애플릿들(64) 또는 응용프로그램들(62)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12)과의 양립성에 관한 고려 없이 소망된 기능성을 제공하는 어떤 JAVA 애플릿(64)을 다
운로드하거나 또는 어떤 JAVA 응용프로그램(62)을 인스톨할 수 있다.   또한, 툴킷(58)은 개발자들이 애
플릿들(64) 및 응용프로그램들(62)을 기록할 수 있게 하여서, 플랫폼(12)의 일부에 대한 기능이 텔레비전 
신호들과 인터넷 정보를 결합시키고, 대화형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시청자 프로파일 및 프로
그램 목록 정보(6)에 따라 시청자들이 더욱 이성적으로 시청 기회들을 선택하고, 스케줄하거나, 또는 녹
화하게 하며, 다른 어떤 적합한 텔레비전 관련 기능들을 지원하게 한다.

한 실시예에서, 각 API(60)는 JAVA 기능들의 집합 및 특정 태스크(task) 또는 관련 태스크들의 조합과 관
련된 지원 클래스들(supporting class)을 포함하며 상기 논의된 기본적 JAVA API들을 연장한다.   예를 
들어, 제어 API(60)는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텔레비전 신호들을 JAVA 애플릿들(64) 및 응용프로그램들
(62)로 결합시키기 위해 기능들을 지원하는 클래스들을 포함한다.   제어 API(60)는 또한 다음과 같은 텔
레비전(40)과 관련된 비디오 및 오디오 특성들을 제어하는 클래스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JAVA 애니메이션들을 오버레이하기 위해 컬러 오버레이 키잉(color overlay keying) 같은 텔레비전 
오버레이 동작을 제어; 채널 번호들을 세팅; 일체형 디스플레이(integrated display) 내의 텔레비전 신호 
비디오 컴포넌트의 위치, 폭, 및 높이 세팅; 비디오 또는 오디오 신호 턴 온 또는 턴 오프; 비디오 정지 
화면(freezing) 또는 정지 해제(unfreezing); 비디오 휘도, 콘트래스트, 컬러, 또는 틴트(tint)의 세팅; 
오디오 볼륨, 밸런스, 베이스(bass), 트레블(treble) 세팅; 및 텔레비전(40)에 나타나는 정보와 관련된 
다른 어떤 적합한 특성.

부가적으로, 제어 API(60)는 채널 번호들, 식별자들, 및 관련 URL들 간의 매핑을 정의하고; 전자 프로그
램 가이드들을 채널들과 결합시키고; 채널들과 관련된 VBI 내에 송신된 데이터 스트림들을 재연하고; 관
련 채널들 상의 내용의 변화에 따라 텔레비전(40) 상에 나타난 일체형 디스플레이들을 업데이트하고; 플
랫폼(12)의 JAVA 환경 내로의 텔레비전 신호들의 결합과 관련된 다른 어떤 동작을 이행하는 클래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체형 디스플레이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광고 시간
으로 교환되는 경우, 제어 API(60)는 광고된 제품과 관련된 웹 페이지 또는 다른 인터넷 정보가 텔레비전
(40) 상에 디스플레이되고 그 외에 동시에 디스플레이된 광고가 부가적인 제품 정보 또는 그 제품을 주문
하거나 주석을 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VBI 내에서 통신하는 URL들 및 다른 적합한 정
보는 플랫폼(12)이 매핑 기능을 제공하도록 협동할 수 있다.   제어 API(60)는 또한 녹화기(20)의 다양한 
동작들, 예를 들어 시작, 정지, 재생, 녹화, 일시 정지, 고속 감기, 및 되감기 같은 것을 제어하는 클래
스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내용 개발자 또는 특정 동작에 상관없이 제어 API(60) 및 플랫폼(12)이 텔
레비전-관련 JAVA 애플릿들(64) 및 응용프로그램들(62)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에 적합한 어떤 클래스들을 
고려한다.

툴킷(58)은 인터캐스트, 자막, 텔레텍스트, 및 다른 VBI 정보 같은, 소스(26)로부터의 텔레비전 신호들과 
함께 통신된 데이터로의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데이터캐스트 API(60)를 포함할 수 
있다.   툴킷(58)의 쇼우렛 API(showlet API)(60)는 쇼핑, 광고, 투표(polling),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 게임 쇼의 참여, 뱅킹(banking), 및 다른 어떤 대화형 프로그래밍 같은 대화형 텔레비전 프로
그래밍을 지원하는 클래스들을 포함한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툴킷(58) 및 플랫폼(12)의 관련 API
들(60)은 어떤 적합한 동작을 갖는 JAVA 애플릿(64) 및 응용프로그램들(62)을 지원하기 때문에, 플랫폼
(12) 및 시스템(2)이 제공하는 대화형 프로그래밍 기회들의 수는 사실상 무한하다.   쇼우렛 API(60)와 
관련된 대화형 프로그래밍이 공동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8/   ,   호에 더욱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
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고려된다.

툴킷(58)은 또한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48) 내에 포함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검색하고, 조정
할 것인가를 질의하고, 시청자의 선호도에 따라 시청자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수정하며, 시청자 프로파일
들 및 선택된 프로그램 목록 정보(6)에 따라 전자 스케줄링 디스플레이들을 구성하고, 시청자가 더욱 이
성적으로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시청 기회들을 녹화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바람직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EPG)  API(6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툴킷(58)의 
EPG API(60) 및 다른 API들(60)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EPG 애플릿 또는 응용프로그램(70)이 도 3을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하게 후술될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JAVA 운영 체제(56) 및 툴킷(58)은 계층
(50)의 제5 레벨(59) 의 JAVA 애플릿들(64) 및 응용프로그램들(62)을 실행시키기 위해 플랫폼(12)을 이행
시킨다.   비록 계층(50)인 수신기(10)의 프로세서(8) 상에서 실행하는 이산적인 레벨들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본 발명은 1개 이상의 레벨들이 서로 합체되거나 또는 레벨들이 수신기(10) 또는 시스템
(2)의  개별적인 컴포넌트들 상에서 실행되도록 분포되는 것을 고려한다.    대화형 텔레비전 프로토콜
(54), JAVA 운영 체제(56), 및 관련 API들(60)을 갖는 툴킷(58)은 집약적으로 플랫폼(12)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API들(60)의 동작의 예로서, 플랫폼(12) 상에서 실행시키기 위해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된 EPG 애플릿
(70)을 고려하자.   한 실시예에서, 도 3을 참조로 하여 하기 논의된 바와 같이, EPG 애플릿(70)과 관련
된 기능은 미래에 어떤 비명기된 데이터 상에서의 방송에 대해서 스케줄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PG 애플릿(70)이 다운로드되고, 실행하기 시작한 후에, EPG 애플릿(70)은 특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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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해 EPG API(60) 및 다른 API들(60)을 적합하게 호출한다.   특정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
해, 예를 들어, EPG 애플릿(70)은 EPG API(60)로 프로그램 명칭 또는 다른 프로그램 식별자를 통과시키면
서,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48)가 특정 프로그램이 방송을 위해 스케줄된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
료 시간, 및 채널을 결정할 것을 질의하는 EPG API(60)와 관련된 루틴(routine)을 호출할 수 있다.   이
어서 EPG API(60)는 방송의 날짜 및 현재 날짜가 동일하게 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48)를 주기적으로 질
의한다.   그 프로그램이 현재의 날짜 상에서의 방송에 대하여 스케줄되었다는 것이 결정된 후에, EPG 
API(60)은 녹화기(20)가 녹화하도록 세트하는 제어 API(60)와 관련된 루틴을 호출할 것이며, 그 프로그램
의 녹화를 초기화하는데 적합한 시작 시간 또는 다른 정보를 통과시킨다.   녹화를 정지시키거나 툴킷
(58)의 EPG API(60) 및 다른 API들(60)이 지원하는 다른 어떤 적합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유사한 동작
이 발생할 것이다.   EPG 애플릿(70)으로부터 API들(60)로의 호출 및 API들(60) 사이의 호출들이 플랫폼
(12)과 관련된 JAVA 환경 하에서 실행 시간에서 분해되기(resolved) 때문에, 플랫폼(12)은 어떤 적합한 
EPG 애플릿(70)을 가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 장점을 제공한다.   비록 EPG 애플릿(7
0)이 논의되었으나, 상기 논의는 적합한 EPG 어플리케이션(70)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도 3은 링크(14)를 거쳐서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된 JAVA 애플릿(64)으로서 또는 수신기(10) 또는 관련 
프로세싱 플랫폼 상에 국부적으로 인스톨된 JAVA 응용프로그램(62)으로서 플랫폼(12) 및 프로세서(8) 상
에서 실행할 수 있는 JAVA-기본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70)의 도면이다.   한 실시예에서, 후술된 바
와 같이 다양한 EPG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협동하는 EPG(70)는 제어 모듈(72), 프로파일 모듈(74), 제
안 모듈(suggest module)(76), 및 스케줄 모듈(78)을 포함한다.   제어 모듈(72), 프로파일 모듈(74), 제
안 모듈(76), 스케줄 모듈(78), 및 다른 어떤 적합한 컴포넌트들의 동작에 따라, EPG(70)는 도 1을 참조
로 하여 상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버(46)와 협동하여 데이터베이스(48) 내의 프로그램 목록 정보
(6)를 액세스하기 위해 EPG API(60)를 사용한다.   본 발명은 링크(14)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데이터베
이스(48)를 교체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결합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수신기(10)에 국
부적으로 저장하고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EPG(70)은 시청자가 프로그램 목록 정보(6) 및 시청자와 관련된 시청자 프로파일에 따라 시청 기회를 더
욱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녹화할 수 있게 한다.

제어 모듈(72)은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검색하는데 필요하면 플랫폼(12) 및 시스템의 컴포넌트들과 인
터페이스한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6)가 소망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데이터베이스(48)  내의 소망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검색하기 위해 제어 모듈(72)은 EPG 
API(60)와 관련된 루틴을 호출할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관한 적합한 정보 및 소망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EPG API(60)로 통과시킨다.   적합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6)가 복귀된 후에, 제어 모듈(72)은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프로파일 모듈(74) 또는 제안 모듈(76) 같은 EPG(70)의 다른 컴포넌트로 이들 
컴포넌트들의 동작에 따라 통신한다.   제어 모듈(74)은 또한 프로파일 모듈(74), 제안 모듈(76), 및 스
케줄 모듈(78) 간의 통신들을 적합하게 결합시킨다.   한 실시예에서, 제어 모듈(72)은 시청자가 텔레비
전(40)을 턴온하는 것에 응답하여 또는 EPG(70)의 리소스들을 액세스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청자의 
신분 증명을 시청자에게 촉구하고 그것을 수신한다.

프로파일 모듈(74)은 JAVA-인에이블된 텔레비전 시스템(2)을 소유한 가족 내의 다수의 시청자들 같은 수
신기(10)와 관련된 1명 이상의 시청자들로부터 선호도 정보를 수신하며,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에 저
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을 구성하고, 확립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발생시킨다.   
본 발명은 개별적인 시청자 프로파일(84)을 갖는 각 시청자, 어린이들 같은 결합된 시청자 프로파일(84)
을 갖는 1명 이상의 시청자들, 또는 시청자 프로파일(84)과 관련된 다른 어떤 적합한 배열을 고려한다.   
또한, 1명 이상의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이 EPG(70)의 동작에 따라 언제든지 첨가되고, 삭제되고, 수정되
고, 비활성화되고(inactivated), 재활성화되거나(reactivated), 또는 조정된다.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80)는 수신기(10)에 결합된 또는 수신기로부터 분리된 하나 이상의 위치들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
스, 파일들, 리스트들, 또는 다른 정보의 배열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는 또한 하나 이상의 선호도 템플릿(preference template)(8
2)를 포함하여서, 시청자로부터 선호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제어 모듈(72)을 사용하여 프로파일 모듈
(74)이 시청자로 액세스하고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PG(70)은 EPG(70)와 관련된 윈도우 메뉴의 
일부로서의 텔레비전(40) 상에 EPG(70)가 디스플레이하는 프로파일 셋-업 옵션에 대한 시청자의 지적, 클
릭 온, 또는 다른 선택에 대한 응답으로 시청자에게 하나 이상의 선호도 템플릿(82)을 통신할 수 있다.   
이어서 시청자는 시청자와 관련된 시청자 프로파일(84)의 구성 또는 수정을 시작하기 위해 특정 선호도 
템플릿(82)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시청자들이 선호도 템플릿들(82)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적합
한 방법으로 EPG(70)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EPG(70)은 또한 EPG(70)의 동작 및 특정한 필요성
에  따라  텔레비전(40)  상에  디스플레이된  템플릿들(82)  또는  시청자  프로파일들  사이에 하이퍼링크
(hyperlink)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입력 디바이스(42)를 사용할 수도 있게 한다.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 내에 저장된 선호도 템플릿(82)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공포물, 코미디, 로맨스, 또는 다른 프로그램 장르 같은 
가능한 프로그램 장르들의 목록을 기재한 장르 템플릿(82); 프로그램 내에 나타날 수 있는 배우들의 목록
을 기재하는 액터 템플릿(82);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체육 컨테스트, 다큐멘터리, 또는 다른 스포츠-관
계 프로그래밍인 경우에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된 스포츠 팀의 목록을 기재한 스포츠 팀 템플
릿(82); 예를 들어, 논스톱(non-stop), 감동, 흥분, 낭만, 또는 다른 적합한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어
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의 리스트들을 기재한 키워드 템플릿(82); 및 상응하는 시청자와 관
련된 선호도 정보에 따라 시청자 프로파일(84)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다른 어떤 적합한 선호도 템플릿
(82).   다수의 선호도 템플릿들(82)은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선호도 정보를 제공하
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옵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청자는 양쪽의 장르 템플릿(82) 및 키
워드 템플릿(82)을 사용하여 교육을 선호도로서 선택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템플릿(82)과 결합하
여 시청자에게 주어진 옵션들은 데이터베이스(48)가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6) 및 다른 적합한 인자들을 
포함하는 특정의 프로그램들에 따라 데이터베이스(48)가 현재에 또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포함할 수 있
는 프로그램 목록 정보(6)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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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템플릿들(82)과 결합하여 시청자에게 나타난 각 옵션에 대하여,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
이, 선호도 템플릿들(82)은 시청자가 EPG(70)가 시청자 프로파일(84)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랭킹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 프로파일(84)에 따라 향상된 시청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도 4를 참조
하면, 장르 선호도 템플릿(82)은 텔레비전(40) 상에서 시청 가능한 어떤 적합한 표현 포맷(presentation 
format)의 옵션들(86) 및 상응하는 랭킹들(88)을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어떤 적합한 스케일, 표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옵션(86)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의 만족도(desirability)를 표시하기 위해 시청자는 
각 옵션(86)에 대한 랭킹(88)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각 옵션(86)에 대하여, 템플릿(82)은 템플릿(82) 
상에 각각이 정도의 품질 평가에 상응하는 몇 개의 원, 박스, 또는 다른 위치들 포함할 수 있어서, 시청
자는 옵션(86)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영위하기 쉽다.

옵션들(86)에 대한 랭킹(88)을 제공하기 위해, 시청자는 입력 디바이스(42)를 사용하여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방법으로 단순히 적합한 위치를 지적하거나, 클릭하거나, 또는 그 외에 지정한다.   각 위치는 또
한 수치값 또는 점수(weight)와 결합될 수 있어서, 상세하게 후술된 바와 같이 시청자 프로파일(84)에 따
라 프로그램들을 스코어링할 목적으로 시청자의 평가를 정량화한다.   예를 들어, 코미디 옵션(86)이 시
청자의 선호도에 매우 잘 맞는다면, 시청자는 랭킹(88)을 제공하기 위해 도 4의 우측의 마지막 위치를 지
시하여서, 이에 따라 10의 점수를 가지게 된다.   유사하게, 드라마 옵션이 시청자의 선호도에 어느 정도
(mildly) 맞는다면, 시청자는 랭킹(88)을 제공하기 위해 우측으로부터 끝에서 두 번째 위치를 
지시하여서, 3의 점수를 가지게 할 것이다.   시청자의 선호도가 중립인 옵션(86)은 랭킹이 0의 점수를 
가지며, 시청자의 선호도에 별로 맞지 않는 옵션(86)은 랭킹이 -3의 점수를 가지게될 것이며, 시청자의 
선호도에 전혀 맞지 않는 옵션(86)은 랭킹(88)이 -10의 점수를 가지게될 것이다.   본 발명은 시청자가 
템플릿(82)과 결합된 일부의 또는 전부의 옵션(86)에 대하여 랭킹들(88)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어떤 평가 
또는 채점 기술을 고려한다.

EPG(70)는 시청자가 디스플레이들로 하이퍼링크하게 할 수 있어서, 입력 디바이스(82)를 사용하여 특정 
옵션(86)을 선택함으로써 부가적인 설명, 예, 또는 다른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르 템플릿(82)은 
장르 템플릿(82)에 따라 선호도 정보를 제공한 후에 시청자가 장르 템플릿(82)을 종료시키고 선호도 템플
릿 메뉴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메뉴로 복위할 수 있게 하는 종료 윈도우(exit  window)를  포함할 수 
있다.   비록 장르 템플릿(82)이 논의되었으나, 본 발명은 배우 템플릿(82), 스포츠 팀 템플릿(82), 또는 
키워드 템플릿(82) 같은 다른 어떤 적합한 선호도 템플릿들(82)에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시청자가 적합
한 템플릿들(82)을 사용하여 EPG(70)에 선호도 정보를 제공한 후에, 프로파일 모듈(74)은 프로파일 데이
터베이스(80) 내에 시청자에 대한 선호도 정보를 시청자에 대한 새로운 또는 수정된 시청자 프로파일(8
4)로서 저장한다.   EPG(70)는 시스템(2)과 관련된 각 시청자에 대한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을 발생시키
고 저장할 수 있으며, 특정의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을 결합시킬 수 있거나, 또
는 1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EPG(70)에 제공하는 선호도 정보에 따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청자 프로파일
(84)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안 모듈(76)은 선택된 프로그래밍 스케줄을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48) 내의 프로그램 목록 정
보(6)를 직접적으로 또는 제어 모듈(72)을 사용하여 액세스하고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 내의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을 액세스하여서, 시청자들이 시청 또는 녹화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욱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도 5는 특정일의 8:00 p.m.과 12:00 p.m. 사이의 유용한 텔레비전 프
로그래밍에 상응하는 예시적인 선호하는 스케줄(100)의 도면이다.   선호하는 스케줄(100)은 제1, 제2, 
제3, 제4, 제5, 및 제6 채널들에 각각 상응하는 채널 프로그래밍(102)(104)(106)(108)(110)(112)을 포함
하되, 본 발명은 몇 개의 채널들이라도 고려할 수 있다.   채널 프로그래밍
(102)(104)(106)(108)(110)(112)은  달리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채널 프로그래밍(102)으로서 
대표된다.   선호하는 스케줄(100)이 채널 프로그래밍(102)을 갖는 각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타임 슬롯
들(114)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울 수 있는데, 도 5에 도시된 예에 있어서는 각각이 30분 길이이며, 선
호하는 스케줄(100)의 벽돌로서 나타난다.   선호하는 스케줄(100) 상의 버튼(118)은 시청자가 하이퍼링
크하거나  선호도  템플릿  메뉴  또는  시청자  프로파일(84)의  디스플레이로의  접속을  성립시킬  수  있게 
한다.   선호하는 스케줄(100)은 채널 프로그래밍(102),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스코어링 표시기들(116) 
및 스코어링 표시기들(116)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 스코어들, 및 선호하는 스케줄(100)과 관
련된 다른 어떤 적합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PG(70)는 일시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어
떤 적합한 위치에서 선호하는 스케줄(100)을 저장할 수 있다.

시청자 프로파일(84)  및  적합한 스코어링 알고리즘(77)을  사용하여,  제안 모듈(76)은  채널 프로그래밍
(102) 및 선호하는 스케줄(100)이 프로그래밍 정보를 포함하는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컬러 코드적(color 
coded), 수치적, 또는 다른 스코어링 표시기(116)를 발생시킨다.   부가적인 텍스처(texture) 또는 프로
그램에 관한 다른 적합한 정보가 스코어링 표시기(116)와 결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코어링 표시
기(116)는  시청자에게 상응하는 프로그램과 결합될 수 있는 바람직함의 정도를 가시적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스코어링 표시기(116)는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밝은 녹색, 어느 정도 바람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흐린 녹색, 비교적 덜 바람직하거나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황색,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흐린 적색, 및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서는 밝은 적색 같은 컬러 또는 음영(shading)을 포함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에 관한 텍스처 정보를 오버
레이한다.   다른 어떤 적합한 색변화도가 사용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채널 프로그래밍(102)은 텍스처 정보에 대한 밝은 배경들을 가질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도 바람직하지 않
지도 않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채널 프로그래밍(102)은 회색 배경을 가질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프
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래밍 정보(102)는 적합한 타입 슬롯들(114) 전부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흑색일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은 어떤 적합한 포맷의 스코어링 표시기들(116)도 고려하지만, 후술된 바와 같이, 
한 실시예에서 채색화의 사용은 중요한 기술적 장점을 제공한다.

제안 모듈(76)의 동작에 있어서, 제어 모듈(72)은 시청자에 대한 시청자 신분 및 유용한 프로그램들의 일
부 또는 전부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제어 모듈(76)로 통신한다.   그 응답으로, 제안 모듈(76)은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 내의 상응하는 시청자 프로파일(84)을 액세스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청자 프로파일(84)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기초하여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정보를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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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  스코어를  발생시키기  위해  제어  모듈(76)은  스코어링  알고리즘(77)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장르가 코미디이고,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배우는 빌 코스비이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
드는 매력(fascinating)이고, 프로그램은 자막 재방송 현재일 제4 채널에서 10:00p.m에 시작 10:30p.m.에 
종료하는 것으로 스코어링 알고리즘(77)에 표시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가정하
자.   유사하게, 빌 코스비 배우 옵션(86)에 대한 랭킹(88)은 시청자가 빌 코스비 프로그램을 약간 좋아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3 또는 다른 값일 수 있으며, 매력 키워드 옵션(86)에 대한 랭킹(88)은 시청자가 
매력 키워드 옵션(86)이 관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중립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0 또는 다른 값
일 수 있다.

동일한 예에 대하여, 본 예에 대하여 비교적 높으리라 생각되는 프로그램 목록 정보(6) 및 시청자 프로파
일(84) 내의 모든 적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스코어링 알고리즘(77)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스코어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랭킹들(88)을 첨가하고, 평
균하거나, 또는 조정할 것이다.   한 실시예에서, 스코어링 모듈(77)은 선택된 스케줄(100)이 채널 프로
그래밍(102)을 포함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결정한다.   상위 15%의 스코어 또는 다
른 어떤 범위 같은, 백분율 범위 중에서 고위를 차지하는 스코어를 갖는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제안 모듈
(76)은 프로그램에 관한 텍스처 정보를 오버레이하기 위해 녹색, 무색, 또는 다른 적합한 스코어링 표시
기(116) 같은 적합한 컬러 스코어링 표시기(116)를 선택된 스케줄(100) 내의 프로그램과 결합시킬 수 있
다.   백분율 범위의 중간 정도의 스코어들을 갖는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제안 모듈(76)은 황색, 회색, 
또는 다른 스코어링 표시기(116)를 프로그램과 결합시킬 수 있다.   백분율 범위의 하위의 스코어들을 갖
는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프로그램들의 상대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제안 모듈은 적
색을 프로그램과 결합시키거나, 프로그램 및 선택된 스케줄(100)로부터의 결합 텍스처 정보를 먹칠을 해
버리거나, 또는 시청자에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스코어링 표시기(116)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스코어링 알고리즘(77), 스코어링 표시기들(116)에 대한 특정 구조, 프로그램 목록 정보(6), 및 시
청자 프로파일(84)에 따라, 시청자는 무수한 유용한 시청 기회들 중에서 이성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선택
된 스케줄(100)을 참고할 수 있다.   선택된 스케줄(100)이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정도에 따라 컬러 코드
화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는 스코어링 알고리즘(77), 어떤 프로그램에 대하여 결정된 스코어들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의 집합에 대하여 결정된 스코어들 사이의 관계, 또는 제안 모듈(76)이 선택된 스케줄(100)을 
발생시키는 방법의 다른 양상의 이해 또는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시청자는 특정 필요에 따라 
EPG(70)를 개별화하기(customize) 위해 프로그램 스코어들에 대한 백분율 범위들 및 스코어링 표시기들
(116)에 대하여 사용된 컬러들 간의 어떤 적합한 관계를 명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정보와 
스코어링 표시기(116) 사이의 매핑이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스코어링 알고리즘(77)은 시청자의 관점으
로부터 EPG(70)의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대체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서, 시청자는 항상 시청자가 용이
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포맷으로 채널 프로그래밍(102)을 수신한다.

도 5를 참조하면, 10:00p.m과 10:30p.m 사이의 타임 슬롯(114)에 있어서, 제2 채널, 제4 채널에 대한 채
널 프로그래밍(108), 및 제6 채널에 대한 채널 프로그래밍(112) 모두는 무색 표시기들(116)을 갖고 있어
서, 상응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텍스처 정보를 오버레이하여, 이들 3개의 채널들 모두에 대한 프로그램
들은 시청자들이 즐길만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제1, 제3, 및 제5 채널들은 각각 채널 
프로그래밍(102)(106)(110)을 가지며, 회색 또는 흑색 스코어링 표시기들(116)을 가지고 있어서, 이 타임 
슬롯(114) 동안의 이들 채널들 상의 프로그램들은 특정의 시청자들이 즐길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표시
한다.   그 결과, 시청자가 이러한 타임 슬롯(114)에 대하여 선택된 스케줄(100)을 참조하는 경우, 시청
자는 용이하게 선택할 프로그램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기술적 장점을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선택된 스케줄(100)은  시청자가 스코어링 표시기들(116)의  배열에 따라 어떤 타임 슬롯들
(114)이 시청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가에 관하여 더욱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무색 스코어링 표시기들(116)의 집중이 하나 이상의 타임 슬롯들(114)에 있
어서 비교적 높은 경우, 그에 따라 시청자는 시청자들 또는 가정 내의 다른 시청자들에 대한 시청 시간들
을 계획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EPG(70)는 시청자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채널 프로그래밍(102)을 지적하고, 
클릭하거나, 또는 그렇치않으면 선택할 수 있게 하여서, 부가적인 실제적, 설명적,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다른 정보, 관련 프로그램 목록 정보(6), 프로그램에 대하여 발생된 스코어링 알고리즘(77)의 스코어, 프
로그램 스코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백분율 랭크 또는 범위,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정보를 어떠한 
조합으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로의 어떤 적합한 접속을 하이퍼링크하거나 또는 성립시킨다.   EPG(70)는 
시청자가 이 디스플레이로부터 다른 디스플레이들로 더 하이퍼링크할 수 있게 하여서 선택된 프로그램 목
록 정보(6)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대한 제1 디스플레이가 프로그램 내에 등
장하는 배우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경우, 시청자는 배우의 이름을 지적하고, 클릭하거나, 또는 그렇치않
으면 선택할 수 있어서, 그 배우에 관한 약력, 그 배우가 등장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또는 그 배우에 관
한 다른 어떤 적합한 정보를 하이퍼링크하거나 성립시킨다.   EPG(70)는 시청자가 특정 타임 슬롯(114)을 
지적하고, 클릭하거나, 또는 그렇치않으면 선택할 수 있어서, 타임 슬롯의 적어도 일부에서 방송되는 프
로그램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프로그램 스코어 및 다른 정보를 최고의 스코어로부터 최저의 스코어
로의 내림차순으로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순서로 수신하게 한다.   본 발명은 텔레비전-관련 경험을 향
상시키기 위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관련 정보로의 액세스를 제공하여서 시청자가 프로그램 시청 및 녹화 
기회들을 보다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술도 고려한다.   시청자는 배우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웹 페이지 같은, 인터넷 소스들로부터 상기 논의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 언제든지 적합한 URL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EPG(70)는 시청자가 시청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한 채널로부터(그 채널이 현재 비교적 바람직한 프
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현재 비교적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다른 채널로 변
환시킬 수 있게 한다.   한 실시예에서, 시청자는 채널 업(channel up)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그 외에 입
력 디바이스(42)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채널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제공한다.   그 응답으로, 
EPG(70)는 다른 채널로(예를 들어, 현재 다른 채널들에서 방송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로) 변환시키는 반면에, 현재에 시청자의 선호도를 만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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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현재는 방송하지 않는 채널들을 바이패스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상응하는 
시청자 프로파일(84)을 수정할 수 있거나, 또는 시청자가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선호도들에 따라 언제
든지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는 시청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떠한 인쇄된 프로그
래밍 가이드들을 참조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본 발명의 중요한 기술적인 장점이다.

예를 들어, 도 5의 선택된 스케줄(100)을 다시 참조하면, 시청자가 현재 10:00p.m.과 10:30p.m. 사이의 
타임 슬롯(114) 동안에 제1 채널 상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으며, 입력 디바이스(42) 상의 채널 업 버
튼을 누르는 경우, EPG(70)는 수신기(10)가 타임 슬롯(114) 동안에 제6 채널에 대하여 채널 프로그래밍
(112)과 관련된 무색 스코어링 표시기(116)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을 방송하고 있는 제6 채널로 동조하게 할 것이다.   유사하게, 시청자가 다시 채널 업 버튼을 누르는 경
우, EPG(70)는 수신기(10)가 무색 스코어링 표시기(116)를 갖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제4 채널로 동조하
도록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청자는 제5 채널에 대하여 채널 프로그래밍(110)과 관련된 회
색 스코어링 표시기(116)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시청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제5 채널 
상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바이패스할 수 있다.

EPG(70)는 채널 변환을 원하는 시청자로부터의 표시기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채널을 동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또한 시청자에 의해 명기된 부가적인 규준 또는 그 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개 이상의 채널이 타임 슬롯(114) 동안에 무색 스코어링 표시기(116)를 갖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EPG(70)는 수신기(10)가 가장 최근에 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로 동조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10:00p.m.-10:30p.m. 타임 슬롯(114)에 대하여, 제4 채널은 1순위로, 제6 채널은 2순위, 
제2 채널은 3순위로 동조될 것이다.   EPG(70)는 어떤 채널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예를 들어, 
최상의 스코어를 갖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재방송이 아닌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또는 다른 
어떤 정보 같은, 다른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본 발명은 시청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시청하기 위한 1개 
이상의 대체 채널들을 선택하는 어떤 적합한 기술도 고려한다.

EPG(70)가 채널-기본이 아닌 프로그램-기본인 채널 선택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때문에, 선택 프로세스는 
다양한 채널들의 변화 상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로서 동적으로 채택한다.    예를 들어, 10:30p.m.-
11:00p.m.의 타임 슬롯(114) 동안에, EPG(70)는 여전히 선택적으로 수신기(10)를 제4 채널로 동조시키며, 
채널 프로그래밍(112)이 시청자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리라는 것에 부합도 낮다는 것에 상응하는 흑색 
스코어링 표시기(116)를 포함하는 제6 채널로는 동조시키지 않은 것이다.   EPG(70)는 EPG API(60), 링크
(14),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46)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48)로부터 검색된 프로그램 목록 정보의 어떤 
적당한 조합에 따라 타임 슬롯(114) 동안에 시청을 위한 채널들을 선호도에 따라 선택한다.

EPG(70)는 또한 EPG(70)의 프로그램 기본 특성 및 EPG(70)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인해, 시청자가 가정 내
의 어린이들 같은 다른 시청자들에 대한 시청 습관들 및 기회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한 
실시예에서, 부모는 어린이가 소정의 규준 또는 일단의 규준들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목록 정보(6)와 관
련된 특정 프로그램 또는 특정 타입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여과하고, 차단하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공포물 장르의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방지하기를 부모가 원할 경
우, 부모는 프로파일 모듈(74) 또는 그 외의 것을 사용하여 상응하는 선호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부모가 부재중인 경우에 텔레비전(40)에 액세스하기 위해 EPG(70)에 신분 정보를 제공하도
록 요구된다.   홈 박스 오피스(HOME BOX OFFICE)가 할로윈(Halloween)을 방송할 때 어린이가 시스템(2)
에 접속하는 경우, EPG(70)는 그 때에 홈 박스 오피스에 상응하는 채널로 어린이가 채널로 동조할 수 있
게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또는 다른 비교적 선호하는 프로그래밍이 방송될 때 어린이
가 동일한 채널로 동조할 수 있게 한다.   부모는 또한 프로파일 모듈(74) 또는 그 외의 것을 사용하여 
입력된 선택 특성들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갖는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어린이의 매일의 
총시청(total daily viewing)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만화 장르의 프로그램들의 매일 시
청을 2시간으로 제한하기 위해 EPG(70)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 EPG(70)는 어린이가 그 장르의 프로
그램을 현재 방송하고 있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EPG(70)의 프로그램-기본 특성은 프로
그래밍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의 시스템들에 비해 중요한 기술적 장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중요한 기술적 장점은 시청자가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송 날짜들, 시작 시간들, 종료 시간
들, 또는 채널들에 관한 정보(이하, 방송 정보로 통칭)를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시청자 프로파일
들(84), 프로그램 목록 정보(6), 또는 시청자 프로파일들(84)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6) 모두에 따라 녹
화기(20)를 사용하여 프로그램들을 녹화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EPG(70)가 데이터베이스(48) 및 프로그
램 목록 정보(6)의 리소스들에 액세스되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EPG(70)에 제목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
른 적합한 식별자를 제공하는 경우, EPG(70)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날짜, 시간, 또는 채널에 상관없이 
녹화기(20)가 프로그램을 녹화하도록 하기 위해 EPG API(60) 및 플랫폼(12)의 다른 컴포넌트들 및 수신기

(10)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청자가 M
*
A
*
S
*
H
*
 또는 다른 시리즈들의 모든 1회 방영분들을 녹화

하도록 명기하는 경우, EPG(70)는 데이터베이스(48) 내의 적합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로의 액세스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EPG(70)는 프로그램이 초연(season premiere)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인

해 M
*
A
*
S
*
H
*
를 방송하는 채널이 변화되고, M

*
A
*
S
*
H
*
가 방송되는 시간이 변화되거나, 또는 M

*
A
*
S
*
H
*
 프로그램

의 길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M
*
A
*
S
*
H
*
가 녹화되게 할 것이다.   시청자가 방송 정보를 제공할 필요를 제거

했다는 것은 중요한 기술적 장점이다.

유사하게, 시청자는 녹화기(20)가 제임스 본드 또는 다른 적합한 키워드 옵션(86) 같은, 특정 키워드 또
는 다른 옵션들(86)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녹화하게 할 수 있으며, 재방송이 아니었다면 녹화될 프
로그램의 재방송들이 녹화되지 않게 명기하거나, 또는 EPG(70)를 사용하여 다른 어떤 적합한 방법으로 프
로그램들의 녹화를 명기할 수 있게 한다.   제안 모듈(76)의 스코어링 알고리즘(77)은 프로그램 목록 정
보(6) 및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 내에 저장된 적합한 프로파일(84)에 따라 녹화될 수 있는 각 프로그
램에 대한 스코어들을 결정할 수도 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스코어가 시청자에 의해 또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해 명기된 소정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방송될 것이라는 것을 또는 그
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EPG(70)는  프로그램이  녹화되게  한다.    
EPG(70)는 하나 이상의 녹화기들(20)을 사용하여 프로그램들을 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화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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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 VCR들이고 EPG(70)가 다수의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을 지원하는 경우, EPG(70)는 관련 시청자 프
로파일(84)에 따라 특정 시청자에 대하여 비교적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특정 시청자에 상응하는 녹화기
(20)를 사용하여 녹화되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들의 녹화는 특정한 필요성들에 따라 데이터베이스(8
0)로부터의 선택된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을 비활성화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EPG(70)의 스케줄 모듈(78)은 프로그램 목록 정보(6)에 따라 종래의 프로그래밍 스케줄을 제공하지만, 시
청자 프로파일들(84)과 관련된 또는 시청자 프로파일들에 따라 결정된 시청자 선호도들 또는 다른 정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청자는 EPG(70)과 관련된 메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스케줄 모듈(78)을 지적하고, 클릭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응답으
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선호하는 스케줄(100)을 참조로 하여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스코
어링 표시기(116)가 프로그래밍 스케줄로부터 삭제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EPG(70)는 하나 이상의 타임 
슬롯들(114)에 걸친 다양한 채널들에 대한 채널 정보(102)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스케줄 
모듈(78)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스케줄과 제안 모듈(78)과 관련된 선호하는 스케줄(100)의 어떤 적합한 방
법에 의한 결합도 고려한다.   비록 EPG(70)가 플랫폼(12)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나, 본 발명은 EPG(70)의 
JAVA-기본 동작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어떤 플랫폼 상에서도 동작하는 EPG(70)를 고려한다.   본 발명은 
또한 EPG(70)의 하나 이상의 모듈들이 하나 이상의 다른 모듈들과 결합되거나 또는 플랫폼(12)의 외부의 
프로세싱 플랫폼들 상에서 동작하도록 분산되는 것도 고려한다.

도 6은 EPG(70)의 동작에 따라 시청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예시적 방법을 도시하는 플로우 차트이
다.   이 방법은 단계(200)에서 시작하여, 시청자는 하나 이상의 선호도 템플릿들(82) 및 입력 디바이스
(42)를 사용하여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EPG(70)에 시청자 선호도 정보를 제공한다.   단계(202)에서, 
프로파일 모듈(74)은 직접적으로 또는 제어 모듈(72)을 사용하여, 선호도 옵션들(86)에 상응하는 랭킹들
(88)의 형태로 시청자 선호도 정보를 수신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옵션들(86)은 장르 옵션들(86), 배
우 옵션들(86), 스포츠 팀 옵션들(86), 키워드 옵션들(86),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옵션들(86)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파일 모듈(74)은 단계(204)에서 시청자에 대한 시청자 프로파일(84)을 발생시키며, 단계
(206)에서,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 내에 시청자 프로파일(84)을 저장한다.   한 실시예에서, 특정 옵
션(86)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이 시청자에게 비교적 바람직함을 표시하기 위해 시청자 프로파일(84)은 각 
선호도 옵션(86)에 대한 랭킹들(88)을 포함한다.   제안 모듈(76), 제어 모듈(72), 또는 EPG(70)의 다른 
적합한 컴포넌트는 단계(207)에서 시청자가 텔레비전(40)을 턴온시키는 단계, 어떤 방법으로 EPG(70)를 
액세스하는 단계, 및 그 외에 시청자가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
함할 수 있는 시청자 입력을 수신한다.

단계(208)에서, 제안 모듈(76)은 EPG API(60), 링크(14),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46)와 합동으로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80) 내의 시청자 프로파일(84) 및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48) 내의 프로그램 목록 정
보(6)를 액세스한다.   제안 모듈(76)은 액세스하는 데이터베이스(48)와 교체하거나 결합시키기 위해 프
로그램 목록 정보(6)를 포함하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하나 이상의 국부적 데이터베이스들을 액세스
할 수 있다.   제안 모듈(76)은 하나 이상의 타임 슬롯들(114) 내에서 특정 날짜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
램들, 또는 다른 어떤 일단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액세스할 수 있다.   단계
(210)에서, 제안 모듈(76) 및 관련 스코어링 알고리즘(77)은 시청자 프로파일(84)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
(6)에 따라 각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스코어를 계산하고, 결정하거나, 또는 그 외에 발생시킨다.   
단계(212)에서, 제안 모듈(76)은 적합한 타임 슬롯들(114)에 대하여 채널 프로그래밍(102)을 갖는 선호하
는 스케줄(100)을 발생시킨다.   한 실시예에서, 스코어링 표시기(116)는 선호하는 스케줄이 채널 프로그
래밍(102)을 포함하는 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관한 텍스처 정보를 오버레이하는 컬러의 포맷으로 또는 
다른 어떤 포맷으로 관련된다.

제안 모듈(76)은 단계(214)에서 프로그램 변환이 적합하다는 표시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표
시는 시청자가 입력 디바이스(42) 상의 채널 업 버튼을 노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표시를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시청자가 어린이인 경우, 부모는 EPG(70)에 어린이가 특정의 
쟝르의 프로그래밍을 시청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표시는 어린이가 바람직하지 않는 
장르를 갖는 프로그램을 현재 방송하는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 또는 다음에 연속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지 않은 장르를 갖는 채널 상에서 방송되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택하는 단계를 를 포
함할 수 있다.   이 표시가 단계(214)에서 수신되는 경우, 제안 모듈(76)은 선호하는 스케줄(100)이 채널 
프로그래밍(102)을 포함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스코어들에 따라 단계(216)에서 보다 바람
직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 방법은 종료한다.   이 표시가 단계(214)에서 수신되지 않는 경우, 시청은 
이전과 같이 지속하고 방법이 종료한다.   단계들(200-216)은 시청자들이 시청자 프로파일들(84)을 수정
하고, 시청 기간 동안에 시청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또는 EPG(70)가 지원하는 기능들 중에 
어떤 것을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적합한 어떤 상대적인 순서로 반복될 수 있다.

도 7은 EPG(70)의 동작에 따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예시적 방법의 플로우 차트이다.   이 방법
은 단계(300)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청자는 EPG(70)에 시청자 입력 정보를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
서, 입력 정보는 프로그램 제목 같은 녹화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식별자, 상술된 어떤 선호도 옵션
(86), 또는 프로그램 식별자와 하나 이상의 선호도 옵션들(86)의 어떤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EPG(7
0)가 프로그램-기본형이기 때문에, 입력 정보는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또는 채널 같은 방송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EPG(70)가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또는 채널에 관한 시청자로
부터의 정보 없이, 녹화기(20)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식별자를 사용하여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녹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안으로서, 시청자는 EPG(70)가 
녹화기(20)가 시청자 프로파일(84)을 만족시키는 이전에 비식별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녹화하게 명령할 수 
있어서, 그 경우에 케이스 입력 정보는 시청자 선호도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할 것이다.   제안 모듈
(76)은 단계(302)에서 입력 정보를 직접적으로 또는 제어 모듈(72)을 통하여 또는 EPG(70)의 다른 어떤 
적합한 컴포넌트를 통하여 수신한다.

제안 모듈(76)은 단계(304)에서 EPG API(60), 링크(14),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46)를 사용하여 국부적으
로 또는 데이터베이스(48)에 저장된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액세스한다.   단계(306)에서, 제안 모듈
(76)은 시청자에 대한 선호도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된 프로그램 식별자 또는 시청자 프로파일(84)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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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8) 내의 프로그램 목록 정보(6)와 비교한다.   단계(306)에서 이행된 비교에 
따라, 제안 모듈(76)은 단계(308)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
이스(48)가 프로그램 목록 정보(6)를 갖는 프로그램이 시청자 프로파일(84)과 관련된 소정의 임계 스코어
를 만족시키는 경우, 이에 따라 제안 모듈(76)이 프로그램이 녹화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녹화 정보는 녹화기(20)가 프로그램을 녹화하게 하기에 적합한,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채널 
또는 프로그램의 방송에 관련된 다른 정보 같은, 어떠한 명령 또는 일단의 명령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의 녹화를 초기화하기 위해 녹화 정보가 EPG API(60), 제어 API(60), 또는 플랫폼91
2)의 다른 컴포넌트로의 명령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   단계(310)에서, 프로그램을 녹화하도록 녹화기
(20)에 명령하기 위해 제안 모듈(76), 제어 모듈(72), 또는 EPG(70)의 다른 컴포넌트는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를 EPG API(60), 제어 API(60),또는 플랫폼(12) 또는 시스템(2)의 다른 어떤 적합한 컴포넌트로 
통신하고, 이 방법은 종료한다.   본 발명은 1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EPG(70) 및 시스템(2)의 동작에 따라 
시청 기회들을 보다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녹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적합한 방법으
로 협동하는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단계들을 고려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텔레비전 시청 및 녹화와 관련된 단점 및 문제점들을 어드레스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는 텔레비전과 관련된 컴퓨팅 플랫폼(computing 
platform) 상에서 동작한다.   이 플랫폼은 다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포
함하는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한다.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는 시청자 프로파일(viewer 
profile)을 저장하는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된 제안 모듈(suggest 
module)을 포함한다.   이 제안 모듈은 시청자 프로파일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액세스하고, 그 응답으
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선호하는 스케줄을 발생시킨다.   선호하는 스
케줄은 특정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바람직한 정도(desirability)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방법은 텔레비전 및 녹화기와 결합된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 이행된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방송 정보를 명기하지 않는 시청자 입력 정보가 수
신된다.   다수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가 상기 플랫폼과 결합된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
베이스 내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목록 정보는 액세스되고 입력 정보와 비교되어서, 상기 비교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를 발생시킨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는 녹화기로 통신되어 녹화기
가 프로그램을 녹화하도록 명령한다.

전자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본 발명의 방법은 많은 기술적 장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어떤 프로그
램들이  시청자들에게  가장  잘  선호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프로그래밍을 스코어
(score)하기 위해 사용되는 1명 이상의 시청자들에 대하여 프로파일들을 발생시킨다.   이어서, 결과적인 
정보는 간단하고 이해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되어서, 시청자들이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송 정보를 탐색
하지 않고 녹화 기회들을 더욱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스케줄하고, 녹화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프
로그램-기본 특성(program-based nature)은 시청자가 시청 세션(viewing session) 동안의 언제라도 더욱 
바람직한 프로그래밍으로 동조(tune)하고, 시청자 프로파일을 성립시키기 위해 사용된 시청자 선호도 정
보에 따라 시청 세션 이전에, 시청 세션 동안에, 또는 시청 세션 후의 언제라도 특정 타입의 프로그램들
을 녹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청자들은 어린이들 같은 가정 내의 특정 시청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
는 프로그램들의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전체 채널들을 차단할(block) 필요가 없다.   부가적으로, 본 발
명은 방송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및 채널들 같은 방송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액세스할 필요도 
없이 시청자들이 특정 프로그램들을 녹화할 수 있게 한다.   당 분야의 숙련공들에게는 다음의 도면들,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들로부터 다른 기술적인 장점들이 용이하게 명백해질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이 몇 가지 실시예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다수의 변환들, 치환들, 변경들, 대안들, 변형들, 
및 수정들이 당 분야의 숙련공들에게 제안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그러한 변환들, 치환들, 변경들, 대안
들, 변형들, 및 수정들을 첨부된 청구범위의 정신 및 범위 내에 포함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전과 결합된 컴퓨팅 플랫폼(computing  platform)  상에서 실행하도록 동작가능한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electronic programming guide)에서, 상기 플랫폼은 다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program  listing  information)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program  listing 
database)를 액세스하도록 동작가능한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에 있어서:

시청자 프로파일(viewer  profile)을  저장하도록 동작가능한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profile  database); 
및

상기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어,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상기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액세스하
고, 그 응답으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상기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선호하는 스케줄 -상기 선호
하는 스케줄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특정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정도(desirability)를 표시하도록 동
작가능함- 을 발생시키도록 동작가능한 제안 모듈(suggest module)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시청자 선호도 정보(viewer preference information)를 수신하고, 그 응답으로 상기 시
청자 프로파일을 발생시키도록 동작가능한 프로파일 모듈(profile module)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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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 모듈은 상기 시청자 선호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시청자에게 선호
도 템플릿(preference template)을 제공하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은,

장르 옵션(genre option);

배우 옵션(actor option);

스포츠 팀 옵션(sports team option); 및

키워드 옵션(keyword option)

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옵션에 상응하는 랭킹(rankin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안 모듈은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상기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상기 프로
그램에 대한 스코어(score)를 발생시키도록 동작가능한 스코어링 알고리즘(scoring algorithm)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안 모듈은 또한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스코어에 따라 컬러(color)를 상기 선호하
는 스케줄 내의 프로그램과 결합시키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안 모듈은 또한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스코어에 따라 시청을 위한 채널을 선택하
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옵션을 포함하되, 상기 
제안 모듈은 상기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상기 옵션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상기 바람
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시청을 방지하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

청구항 9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와 결합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결합된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 이행되
는 방법에 있어서: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시청자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단계;

다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상기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내의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프로그
램 목록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액세스하는 단계; 및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상기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선호하는 스케줄을 발생시키되, 상기 선호하는 
스케줄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특정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정도를 표시하도록 동작가능하게 되어 있
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시청자 선호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시청자 선호도 정보에 따라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을 발생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자 선호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시청자에게 선호도 템플릿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은,

장르 옵션;

배우 옵션;

스포츠 팀 옵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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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옵션

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옵션에 상응하는 랭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 및 상기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스코어
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스코어에 따라 컬러를 상기 선호하는 스케줄 내의 프로그램과 결
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스코어에 따라 시청을 위한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자 프로파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옵션을 포함하되, 상기 
방법은 상기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상기 옵션 및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상기 바람직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시청을 방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7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 텔레비전 및 녹화기와 결합된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 이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정보가 명기되지 않은 시청자 입력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플랫폼에 결합된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정보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입력 정보를 상기 프로그램 목록 정보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을 녹화하도록 상기 녹화기에 명령하기 위해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정보를 상기 녹화
기에 통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정보는 프로그램 제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
의 이행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정보는,

장르 옵션;

배우 옵션;

스포츠 팀 옵션; 및

키워드 옵션

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옵션에 상응하는 랭킹을 포함하는 시청자 선호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자 선호도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목록 정보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스
코어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 상에서의 이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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