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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configuration)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방법은 디바이스로부터 쿼리(query)
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쿼리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것이다. UI는, 디바이스에 의해 실
행될 때, 클라이언트에 의한 제어 기능의 실행을 위한 요구를 형성하도록 구성된다. 요구의 처리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제
어 기능의 수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처리는 헤드 엔드에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UI를
실행할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들이 검출된다. UI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
들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쿼리, 클라이언트, 헤드 엔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통신 결합된 콘텐트 제공자를 포함하는 일 실시예의 환경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의 분배 서버, 클라이언트, 로컬 디바이스 및 원격 디바이스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일 실시예의 도면.

  도 3은 클라이언트가 도 2의 로컬 디바이스 상에서의 실행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일 실시예의 절차를 나
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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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사용자가 도 1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같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근접 위치할 때 클라이언트에 의한 출력을
위해 구성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일 실시예의 도면.

  도 5는 사용자가 도 4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할 때 클라이언트에 의한
출력을 위해 구성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일 실시예의 도면.

  도 6은 구성된 도 3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일 실시예
의 절차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7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클라이언트의 하나 이상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도 2의 원격 디바이스를 위해 구성되
고 원격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는 일 실시예의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2 : 콘텐트 제공자(들)

  104 : 클라이언트

  106 : 통신망

  112 : 헤드 엔드

  118 : 분배 서버

  128 :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132 : UI 모듈

  138 : 원격 디바이스

  144 : 원격 조작 모듈

  226 : 프로세서

  228 : 메모리

  232 :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234 : 프로세서

  236 :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셋톱 박스, 무선 전화, 컴퓨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들의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다양한 콘텐트에 계속 노출된다. 예
를 들어, 셋톱 박스의 사용자는 텔레비젼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방송망으로부터 얻은 통상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은 물론
페이-퍼-뷰(pay-per-view) 영화, 비디오-온-디멘드(video-on-demand; VOD), 상호 작용 비디오 게임 등도 볼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무선 전화의 사용자는 통상의 전화 신호를 발하거나 수신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읽고, 약속 일정을 잡고,
디지탈 뮤직을 연주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공되는 능력도 꾸준히 증가하는 다양한 콘텐트를 어드레스하기 위하여
계속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컴퓨터는 물론 셋톱 박스, 개인 휴대 단말기(PDA) 및 무선 전화 상에서도 이메일
을 수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의 능력 및 이들 클라이언트들을 통신 결합시키는 통신망들이 개량되어 왔지만, 클라이언
트들 및 통신망들의 능력 및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패로 인해 여전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구현되
지 못하고 있다. 즉,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들의 특정 조합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같은 특정 타입의 클라이언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특정 조합을 갖지 못한 다른 타입의 클라이언트 상에서의 사
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은 통상의 텔레비젼 환경에서 구현될 때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입력 디바이스들의 한계로 인해, 그리고 통상의 텔레비젼들의 제한된 해상도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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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리모콘은 텔레비젼 채널을 직접 입력하고, 4 방향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며 전원과 볼륨을 조작하기 위한 버튼들을 구
비할 수 있다. 키보드를 사용할 때 쉽게 행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큰 옵션 목록을 통한 검색 등과 같은 기능들은 통상의 리
모콘을 사용할 경우 번거로워질 수 있다.

  부가적으로, 표준 선명도 텔레비젼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해상도는 어느 한 특정 시각에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효 해상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의 NTSC 텔레비젼 상에서의 판독 가능 텍스트의 디스
플레이 한계는 어느 한 시각에 텔레비젼 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디스플레이가 관측
되는 거리도 디스플레이의 유효 해상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표준 선명도 텔레비젼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리에 위치할 때 디스플레이가 관측될 수 있도록 그 텔레비젼 상에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자 프로
그램 가이드 텍스트는 원하는 거리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구비한 경우에도, 텔
레비젼 체험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할 때 제공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바이스 능력 및 한계에 어드레스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설명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의 개시를 위해
디바이스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된
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LAN과 같은 로컬 통신망 접속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통신 결합된 로컬 디바이스 상에
서 실행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WAN과 같은 원격 통신망 접속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통신 결합된 원격 디바이스
상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 로컬 및 원격 디바이스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각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행하여 콘텐
트를 기록하는 등의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을 개시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는 각각의 로
컬 및 원격 디바이스들의 검출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에 기초하여 구성될 수 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은 해상도, 처리 능력, 메모리 자원,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 및 원격 디바이스들
은 각각 특정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자원에 어드레스하는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한 각
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한 방법은 디바이스로부터 쿼리(query)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쿼리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것이다. UI는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될 때 클라이언트에 의한 제어 기능의 실행을 위한 요구를
형성하도록 구성된다. 요구의 처리는 제어 기능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실행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처리는 클라
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헤드 엔드에서 행해진다. UI를 실행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
력이 검출된다. UI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의 설명에서는 동일한 구조 및 구성 요소를 참조하기 위해 동일한 참조 부호가 사용된다.

  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구성이 설명된다. UI는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의 개시를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공된다.
UI는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다양한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UI는 로컬 통신망
접속(로컬 접속)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통신 결합된 로컬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통상의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같은 방송 콘텐트의 출력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 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통신망을 통해 원
격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부가적인 타입의 콘텐트와의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셋톱 박스로서 구성될 수 있
다. 로컬 디바이스는 로컬 무선 주파수(RF) 접속을 통해 셋톱 박스에 통신 결합된 PDA, 예를 들어 "포켓" PC와 같은 개인
정보 단말기(PDA)로서 구성될 수 있다. PDA는 콘텐트를 기록하는 등의 셋톱 박스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셋톱 박
스로부터 얻은 UI를 실행한다. 셋톱 박스는 PDA의 해상도, 처리 능력, 컬러 지원 등과 같은 UI를 실행하기 위한 PDA의 검
출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에 기초하여 UI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PDA는 PDA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
트웨어 자원에 어드레스하는 UI를 구비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UI는 원격 통신망 접속(원격 접속)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통신 결합하는 원격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앞의 예에 계속해서, 셋톱 박스는 통상의 방송 텔레비젼, VOD, 원격 애플리케이션 처리 등과 같이 헤드 엔드로부
터 통신망을 통해 수신되는 콘텐트의 출력을 제공한다. 데스크탑 컴퓨터와 같은 원격 디바이스도 통신망에 통신 결합될 수
있다. 원격 디바이스는 또한 셋톱 박스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셋톱 박스로부터 얻은 UI를 실행한다. 셋톱 박스는 UI
를 실행하는 원격 디바이스의 검출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에 기초하여 UI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격 디바이
스는 또한 원격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자원에 어드레스하는 UI를 구비할 수 있다. UI의 구성에 대한 추
가적인 설명은 도 3 및 7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헤드 엔드는 UI로부터 수신한 제어 기능에 대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저
장한다. 예를 들어, 헤드 엔드는 헤드 엔드에 의해 로컬 액세스가 가능한 레이팅 한계, 선호 채널, 서비스 레벨 등과 같은 클
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헤드 엔드는 이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컬 디바이스에 의해 로컬
하게 실행되거나 원격 디바이스에 의해 원격으로 실행되는 UI에 의해 제공되는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 요구가 처리된 후,
헤드 엔드는 클라이언트가 제어 기능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헤드 엔드에서 요구를 처리함으로써, 헤드 엔드는 클라이언
트에 의해 행해질 제어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믿을 만한 소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구 클라이언트에서 새 클라이언트로 클
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수동으로 갱신하지 않고도 구 클라이언트에서 새 클라이언트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및 클라이언트
와 접속하지 않고도 제어 기능을 원격 개시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향상된 기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헤드 엔드에 의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도 6 및 7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예시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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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통신망(106)을 통해 클라이언트(104)에 통신 결합된 콘텐트 제공자(102)를 포함하는 실시예의 환경(100)을 나타
내는 도면이다. 아래의 실시예의 통신망(106)은 인터넷과 같은 WAN의 일례이며, 또한 방송망, 인트라넷, 유선 또는 무선
전화망 등과 같은 다양한 다른 통신망을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통신망(106)을 통해 콘텐트 제공자(102)로부터 방송되는 콘텐트를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콘텐
트 제공자(102)는 콘텐트 제공자(102) 상에 로컬 저장되는 콘텐트(108(k))(k는 1에서 "K" 까지의 임의의 수)를 포함한다.
콘텐트(108(k))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VOD,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하나 이상의 원격 애플리케이션 처리 결과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콘텐트 제공자(102)는 통신망(110)을 통해 헤드 엔드(112)에 콘텐트(108(k))를 제
공한다. 통신망(110)은 통신망(106)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이후, 콘텐트(108(k))는 통신망(106)을 통한 클라이언트
(104)로의 방송을 위해 헤드 엔드(112) 상에서 데이터베이스(114)에 콘텐트(116(n))(n은 1에서 "N" 까지의 임의의 수)로
서 저장될 수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114)에 저장된 콘텐트(116(n))는 콘텐트 제공자(102)로부터 수신된 콘텐트(108(k))
의 사본일 수 있다. 콘텐트(116(n))는 또한 클라이언트(104)에게 방송되는 추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
터베이스(114)에 저장된 콘텐트(116(n))는 회전식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4)에게 방송되는 EPG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회전식 파일 시스템은 통신망(106)을 통해 대역외(OOB) 채널을 통해 클라이언트(104)에게 EPG 데이터
를 반복 방송한다.

  헤드 엔드(112)는 또한 통신망(106)을 통해 콘텐트(116(n))를 포맷하고 분산시키는 분배 서버(118)를 포함할 수 있다.
헤드 엔드(112)에서 클라이언트(104)로의 분산은 케이블, RF, 마이크로웨이브 및 위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다. 헤드 엔드(112)가 콘텐트 제공자(102)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콘텐트 제공자(102)는 헤드 엔
드(112)를 포함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데스크탑 컴퓨터, 이동국, 오락 기구,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22)에 통신 결합된 셋
톱 박스(120) 등과 같이 통신망(106)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구성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또한 클라이
언트를 조작하는 사람 및/또는 엔티티와 관련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104)는 사용자 및/또는 기계를 포함하는 논리적
클라이언트를 나타낼 수 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104)가 도시되어 있지만,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통신망(106)에 통신 결
합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또한 콘텐트(126(m))(m은 1에서 "M"까지의 임의의 수)를 로컬 저장한 데이터베이스(124)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4)는 하드 디스크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124)를 포함하는 개인용 비디오 레코
더(PVR)로서 구성될 수 있다. 메모리의 크기 때문에 사용자는 콘텐트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PVR은 현재 방송되고 있는
콘텐트를 중지시키고 관측자가 중지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콘텐트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같은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PVR은 중지 이벤트에서 시작하여 디스크 메모리로부터 콘텐트를 재생하면서, 디스크 메모리에 현재 방송되는 콘텐트를
계속 기록한다. 또한, PVR은 되감기, 저장 프로그램의 고속 전송, 느린 재생 등과 같은 다른 제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을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처리 및 저장 능력을 구비한다. 내
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이 클라이언트(104) 상에서 실행될 때 콘텐트와의 상호 작용을 위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제어 기능은 전술한 PVR 제어 기능은 물론 채널 선택, EPG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또한 구성 가능한 UI(130) 및 UI 모듈(132)을 포함한다. 구성가능 UI(130)는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의 하나 이상의 제어 기능을 개시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를 제공한다. UI 모듈(132)은 구성 가능 UI(130)를 실행할 디바이스의 검출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자원에 기초
하여 구성 가능 UI(130)를 구성하도록 클라이언트(104) 상에서 실행된다. 예를 들어, 도시된 바와 같이 PDA와 같은 로컬
디바이스(134)는 로컬 접속(136)을 통해 클라이언트(104)에 통신 결합될 수 있다. UI 모듈(132)이 실행될 때 구성 가능
UI(130)를 실행할 로컬 디바이스(134)의 능력을 검출한 후, 구성 가능 UI(130)를 적절히 구성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104)는 통신망(106)을 통해 원격 디바이스(138), 예를 들어 도시된 바와 같은 데스크탑 컴퓨터에 통신 결합될 수 있다.
UI 모듈(132)이 클라이언트(104) 상에서 실행될 때, 구성 가능 UI(130)를 실행할 원격 디바이스(138)의 검출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에 기초하여 구성 가능 UI(130)를 구성할 수도 있다. UI 모듈(132)은 로컬 및 원격 디바이스들
(134, 138)에게 HTML 포맷의 UI를 제공하는 HTTP 서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UI 모듈(132)의 실행을 통해, UI를 실행할 각각의 로컬 및 원격 디바이스들(134, 138)의 능력에 기초한 로컬 및 원격 디바
이스들(134, 138) 상에서의 실행을 위한 UI를 제공할 수 있다.

  헤드 엔드(112)는 로컬 및 원격 디바이스(134, 138) 상에서 실행되는 UI에 의해 개시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수의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j는 1에서 "J"까지의 임의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140)를 포함한다. 예를 들
어, 분배 서버(118)는 클라이언트(114)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이 하나 이상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배 서버(118) 상에서 실행되는 원격 조작 모듈(144)을 포함할 수 있다. 원격 조작 모듈(144)이 실행될
때 제어 기능을 수행할 클라이언트(104)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를 이용하여 요구를 처리한다. 클라
이언트(104)가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분배 서버(118)는 클라이언트(104), 구체적으로는 내비게이션 애
플리케이션(128)이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헤드 엔드(112)는 환경(100)에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
터(142(j))에 대한 믿을 만한 소스를 제공한다.

  셋톱 박스(120)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22)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셋톱 박스(120)는 통합 유닛을 형
성하도록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22) 안에 설치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104)는 방송 가능 컴퓨
터, 정보 기구, 랩탑 컴퓨터, 개인용 비디오 레코더(PVR) 등과 같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 및 UI 모듈(132)을 실
행할 수 있는 다른 컴퓨터로서 구현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분배 서버(118), 클라이언트(104), 로컬 디바이스(104) 및 원격 디바이스(138)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일
실시예(200)의 도면이다. 클라이언트(104)는 프로세서(202) 및 메모리(204)를 포함한다. UI 모듈(132) 및 내비게이션 애
플리케이션(128)은 프로세서(202)에서 실행되고 메모리(204)에 저장 가능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구성 가능 UI(130)는
메모리(204)에 저장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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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104)는 통신망(106)을 통해 방송되는 도 1의 콘텐트(116(n))를 수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원격 통신망 인
터페이스(원격 인터페이스; 206)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인터페이스(206)는 통신망(206)을 통해 방송되는 콘
텐트를 수신하는 튜너, 통신망(106)을 통한 양방향 통신에 적합한 송수신기(트랜시버) 등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콘텐트
(116(n))는 클라이언트(104)에 의한 후속 출력을 위해 데이터베이스(124)에 저장될 수 있으며, 또는 클라이언트는 콘텐트
(116(n))의 중간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24)는 메모리(204)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개별
저장 디바이스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124)를 위한 저장 디바이스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서 구
성될 수 있으며, 메모리(204)는 RAM으로서 구성될 수 있고, 메모리(204) 및 저장 디바이스 양자는 RAM, 제거 가능 메모
리 등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데이터베이스(124)로부터 도 1의 콘텐트(126(m))를 검색하기 위하여 내
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을 실행하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22) 상에서의 렌더링을 위해 출력 인터페이스(128)를 통
해 콘텐트(126(m))를 출력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104)는 비디오 카셋트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
1의 콘텐트(126(m))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PVR로서 동작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입력 디바이스(210)에 의해 제공되는 입력을 통해 사용자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입력은 로컬 접속
(214)을 통해 입력 인터페이스(212)로부터 클라이언트(104)에 의해 수신된다. 로컬 접속(214)은 로컬 디바이스(134)와
로컬 인터페이스(222)를 통신 결합하는 로컬 접속(136)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입력 인터페이스(212), 로컬 접속(214) 및
입력 디바이스(210)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 인터페이스(212)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 핸드헬
드 입력 디바이스 또는 무선 키보드 등의 임의의 다른 무선 디바이스와 같은 입력 디바이스(210)로부터 무선 통신을 수신
하기 위한 적외선(IR) 또는 블루투스 무선 포트와 같은 무선 포트로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입력 인터페이스
(212)는 RF 통신 링크, 또는 유니버셜 직렬 버스(USB) 접속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유선 접속과 같은 클라이언트(104)와 통
신하기 위한 다른 전송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콘텐트의 출력이 요구될 때,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은 통신망을 통해 분배 서버(118)로부터 스트리밍되는 콘텐
트, 데이터베이스 상에 로컬 저장된 콘텐트 등으로부터 같이 콘텐트를 얻기 위해 프로세서(202) 상에서 실행된다. 또한, 내
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은 도 1의 콘텐트 제공자(102)에 의해 제공되는 바와 같은 오리지날 인코딩된 포맷으로 콘텐
트를 복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콘텐트(116(n))는 압축되어 분배 서버(118)에서 클라이언트(104)로 스트리밍될
수 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이 콘텐트를 수신할 때, 콘텐트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22)에 의한 렌더
링을 위해 압축이 풀릴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104)는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는 UI의 이용을 통해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디바이스(134)는
프로세서(216) 및 메모리(218)를 포함할 수 있다. 로컬 디바이스(134)는 UI 모듈(132) 및 구성 가능 UI(130)의 실행을 통
해 클라이언트(104)에 의해 제공된 UI(220)를 포함한다. UI(220)는 프로세서(216)에 의해 실행될 때 사용자가 클라이언
트(104) 상에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의 하나 이상의 제어 기능을 개시할 수 있게 한다. 로컬 디바이스(134)는
로컬 인터페이스(222)를 사용하여 로컬 접속(136)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통신 결합된다. 로컬 디바이스(134)는 또한 로컬
디바이스(134) 자체 상에서의 콘텐트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224)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224)은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원격 디바이스(138)는 또한 프로세서(226) 및 메모리(228)를 포함할 수 있다. 로컬 디바이스(134)와 마찬가지로, 원격
디바이스(138)는 프로세서(226) 상에서 실행되어 메모리(228)에 저장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된 UI(230)를 포함한다. 원
격 디바이스(138)는 또한 클라이언트(104) 및/또는 로컬 디바이스(134)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 224)과 유사하
거나 다를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232)을 포함할 수 있다. UI(230)는 프로세서(226) 상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
가 클라이언트(104) 상에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의 하나 이상의 제어 기능을 개시할 수 있게 한다. 원격 디바이
스(138) 상에서 UI(230)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원격 디바이스(138)의 사용자는 통신망(106)을 통해 클라이언트(104)의
제어 기능을 개시할 수 있다. 원격 디바이스(138)와 클라이언트(104) 사이의 통신은 원격 인터페이스(206)를 이용하여 제
공될 수도 있다.

  UI(220, 230)에 의해 제어 기능을 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다양한 제어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 제어 기능의 예로는 통신
망(106)을 통해 클라이언트(104)로 스트리밍되는 도 1의 콘텐트(116(n))의 기록, 콘텐트의 출력의 빨리 감기, 되감기 또
는 중지 등과 같은 콘텐트를 통한 내비게이션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어 기능은 중지, 되감기, 빨리 감기, 슬로우 모션
재생 등과 같은 콘텐트의 비선형 재생(즉, 콘텐트 재생의 시간 시프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지 동안 클라이언트
(104)는 데이터베이스에 콘텐트를 계속 기록할 수 있다. 이후, 클라이언트(104)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의 실행
을 통해 콘텐트(126(m))가 중지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124)로부터 도 1의 콘텐트(126(m))를 재생하면서,
데이터베이스(124)에 현재 방송중인 콘텐트(126(m))를 계속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도 1의 헤드 엔드(112)에 포함된 분배 서버(118)는 프로세서(234) 및 메모리(236)를 포함한다. 원격 조작 모듈
(144)은 프로세서(234) 상에서 실행되어 메모리(236)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
(142(j))는 메모리(236)에 저장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114)는 메모리(236) 내에 포함된 것으로 도시되
어 있지만, 개별 저장 디바이스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4)의 데이터베이스(124)와 같은 데이터베이
스(114)를 위한 저장 디바이스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서 구성될 수 있으며, 메모리(236)는 RAM으로 구성될 수 있고,
메모리(236) 및 저장 디바이스 양자는 RAM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메모리(236) 및 저장 디바이스 양자는 제거 가능 메모
리로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배 서버(118)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에 로컬 액세스할 수 있다.

  분배 서버(118)는 프로세서(234) 상에서 원격 조작 모듈(144)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104) 상에서 내비게이션 애플리
케이션(128)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한 요구를 처리한다. 요구는 각각의 로컬 및 원격 디바이스(134, 138) 상에서 실행
되는 UI(220, 230)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원격 조작 모듈(144)은 프로세서(234) 상에서 실행될 때 메모리(236)에 저장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에 따라 요구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도 1의 헤드 엔드(112)로부터 콘텐트를 수신하는 복
수의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가 메모리(236)에 저장될 수 있다. 특정 클라이언트
에 대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의 각각의 모음은 레이팅 한계, 선호 채널, 제공 서비스의 레벨 등과 같이 특정 클
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되는 일반 동작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헤드 엔드(112)를 클라이언트(104) 및 원격 디바이스
(138)에 접속시키는 통신망(106)은 헤드 엔드(112)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믿을 만한 소스가 될 정도의 충분한 대역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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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헤드 엔드(112)는 클라이언트(104) 자체 상에서도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의 주요 소스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배 서버(118) 상에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를 저장함
으로써 사용자는 셋톱 박스들 사이에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도 셋톱 박스들을 스위치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분배 서버(118)에 의한 로컬 액세스를 위해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를 저장함으로써 저자원 클라이
언트들은 콘텐트를 출력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클라이언트(104)를 제어하기 위하여 UI를 실행하는 디바이스에 고자원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정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자원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같은 저자원 클라이언트
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의 렌더링을 위해 콘텐트를 해독하고 출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저자원 클라이언트
는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에 콘텐트의 로컬 저장을 제공할 수 있다. 상당한 처리 자원을 가진 데스크탑 컴퓨터
와 같이 특징이 풍부한 원격 디바이스가 저자원 클라이언트 상에서 실행될 수 없는 UI를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I는
더 높은 해상도(예를 들어, 인치당 더 많은 도트)를 갖고, 더 많은 수의 출력 컬러를 지원하고, 제어 기능(예를 들어, 특정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모든 에피소드의 기록)을 개시하기 위한 매크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UI는 클라이언
트의 사용자에게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상이한 능력을 가진 디바이스들에 의한 출력을 위해 구성된 UI들의 예
는 도 4 및 5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예시적인 절차

  도 3은 클라이언트(104)가 도 2의 로컬 디바이스(134) 상에서의 실행을 위해 UI를 구성하는 예시적인 일 실시예의 절차
(300)의 흐름도이다. 블록 302에서, 로컬 디바이스(134)와 클라이언트(104) 사이에 로컬 접속이 개시된다. 유선 및 무선
접속 등과 같은 다양한 로컬 접속이 개시될 수 있다. 유선 접속의 일례는 이더넷 통신망을 통해 복수의 디바이스들을 서로
로컬 접속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더넷 접속이다. 적외선 데이터 연합(IrDA) 표준, 홈 RF 작업 그룹에 의해 개발된 공
유 무선 액세스 프로토콜(SWAP) 표준, 무선 이더넷 호환 협회에 의해 개발된 IEEE 802.11b 및 802.11g 등에 따르는 무
선 접속과 같은 다양한 무선 접속도 고려된다.

  블록 304에서, 클라이언트(104)는 UI 모듈(132)의 실행을 통해 로컬 디바이스(134)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
력을 검출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4)는 로컬 디바이스(134)의 프로세서 속도, 데이터 버스 대역폭, 하나 이상의 버
스의 데이터 처리 속도, 로컬 디바이스(134) 상에서 이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량, 포함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지원 해상
도 및 컬러 팔레트, 지원 폰트, 입력 디바이스들의 이용 가능성(예를 들어, 터치 스크린, 커서 제어 디바이스, 버튼, 키보드
등), 오디오 입출력 디바이스의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능력을 검출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4)는 또한 지원되
는 컴퓨터 언어, 로컬 디바이스(134) 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가능성(예를 들어,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 로
컬 디바이스(134) 상에서 구현되는 드라이버 등과 같은 로컬 디바이스(134)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검출할 수 있다.

  블록 306에서, 클라이언트(104)는 검출에 기초하여 로컬 디바이스(134)와의 통신을 위해 구성 가능 UI를 구성한다. 예
를 들어, 클라이언트(104)는 UI 모듈(132)을 실행하여, 로컬 디바이스(134)의 검출된 능력에 기초하여 도 2의 구성 가능
UI(130)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I의 기능 및 디스플레이 특성의 상이한 배치를 통해 다양한 구성이 제공될 수 있다.
UI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도 4 및 5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이후, 클라이언트(104)는 구성된 UI(308)를 로컬
접속(136)을 통해 로컬 디바이스(134)로 전송할 수 있다.

  블록 310에서, 로컬 디바이스(134)는 구성된 UI(308)를 실행하여 클라이언트(104)의 제어 기능을 개시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PDA의 터치 스크린과 같은 입력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구성 가능 UI(308)의 "프레싱" 버튼에 의해 제어 기능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면, 구성 가능 UI(308)는 원하는 제어 기능을 디스플레이하는 요구를 형성하고, 그 요구를 로컬 접속
(136)을 통해 클라이언트(104)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는 통신망(106)을 통해 요구를 전송하지
않고도 클라이언트(104)에게 직접 제어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 요구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도 6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도 3의 실시예가 클라이언트(104)에 의한 UI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UI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
시예에서, 도 2의 구성 가능 UI(130)는 디바이스 상에서 수신 및/또는 실행될 때 UI의 프리젠테이션 및 구현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일체형 구성 가능 UI로서 구현된다. 예를 들어, 도 2의 구성 가능 UI(130)는 로컬 디바이스(134)에
의해 수신될 수 있으며, 로컬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때, UI를 실행할 로컬 디바이스(134)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
어 능력을 검출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UI는 분배 서버에 의해 구성되며, 그 일례가 도 7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들은 UI를 실행할 디바이스의 능력들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4는 사용자가 도 1의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122)와 같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가까이에 위치해 있을 때 클라이언트에 의한 출력을 위해 구성되는
UI(300)를 보여주는 예시적인 실시의 도해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UI들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되는 디바이스들은 서로 다
른 능력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부터의 사용자의 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UI들은 서로
다른 능력들 및 거리들에 대처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사용자는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세부 사항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도 2
의 로컬 및 원격 디바이스들(134, 138)의 입력 디바이스들은 서로 다른 각각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컬 디
바이스는 펜을 이용한 내비게이션(pen-based navigation)용으로 구성될 수 있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구비한 원격 디바이
스는 데이터 위주의 입력 및 내비게이션(data-intensive input and navigation)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력 디
바이스들의 서로 다른 각각의 기능에 대해 구성되는 서로 다른 UI들이 제공될 수 있다.

  UI(400)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가까이에 위치해 있을 경우의 사용을 위해 구성된다. UI(400)는 방송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복수의 채널들(404(1)-404(6))을 목록화하는 채널 가이드(402)를 포함한다. UI(400)는 또한 프로그램과 관
련된 정보, 예컨대 연기자, 프로그램의 줄거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 중 하나에 대
한 상세한 설명(406)을 포함한다. UI(400)는 또한 사용자가 마우스와 같은 커서 제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기능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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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비게이트할 수 있게 하는 메뉴 바(408)를 포함한다. 예시된 메뉴 바(408)는 현재 프로그램 타이틀(410), 클로즈드 캡
셔닝(closed captioning) 및 스테레오와 같은 오디오 기능(412), 선호 채널(416), 및 배열(arrangement), 폰트 선택 등을
위한 옵션들과 같은 도구들(418)을 포함하는 기능들을 갖는다.

  도 5는 사용자가 도 4의 UI(400)보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을 때 클라이언트에 의한 출력
을 위해 구성되는 UI(500)를 보여주는 예시적인 실시의 도해이다. UI(500)는 도 5의 UI(500)에 제공된 기능의 일부를 포
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I(500) 역시 방송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복수의 채널들(404(1)-404(4))을 목록화하는 채널 가
이드(502)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채널 가이드(502)는 도 4의 채널 가이드(402)보다 더 먼 거리로부터 보이도록 또한
도 4의 UI(400)를 출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보다 낮은 해상도를 갖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의해 출력되도록
구성된다. 그러므로, 채널 가이드(502)는 도 4의 채널 가이드(402)보다 더 적은 수의 채널과 프로그램들을 확대된 포맷으
로 포함한다.

  게다가, UI(500)의 기능들의 배열은 도 4의 UI(400)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UI(500) 역시 상세한 설명(406)을 포함
할 수 있지만 그 상세한 설명(406)은 도 4의 UI(400)에서 채널 가이드(402) 위쪽에 배열된 것과 반대로 채널 가이드(502)
아래쪽에 배열될 수 있다. 또한, 도 4의 UI(400)의 메뉴 바(408)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UI(500)는 더 먼 거리로부
터 보일 수 있도록 도 4의 UI(400)보다 낮은 해상도로, 즉 인치당 도트수가 더 적은 해상도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
4의 UI(400)가 도 5의 UI(500)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UI(500)는 더 먼 거리로부터 보일 수 있다.
도 4 및 도 5의 UI들(400, 500)간의 차이점들로서 기능들의 배열, 기능들의 디스플레이 및 해상도를 설명하였지만, 각종
의 다른 차이점들도 예상된다. 예를 들면, UI(500)의 컬러 구성(color scheme)은 UI(500)가 더 먼 거리로부터 보일 수 있
도록 선택될 수 있다. 예컨대 도 4의 UI(400)에서 사용된 것들보다 더 큰 콘트라스트를 갖는 컬러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각각의 UI마다 최적화된 보기 경험(viewing experience)을 제공하도록 기능들의 가시도(visibility) 및
글자체(typeface)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도 4의 UI(400)를 출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도 5의
UI(500)를 출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보다 더 많은 수의 컬러들을 지원할 수 있다.

  도 6은 클라이언트(104)의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도 3의 구성된 UI(308)가 이용되는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의 절차(600)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블록(602)에서, 로컬 디바이스(134)는 클라이언트(104)의 제어 기능을 개시
하기 위한 요구(604)를 형성하여 통신한다. 예를 들면, 구성된 UI(308)는, 로컬 디바이스(134) 상에서 실행될 때, 제어 기
능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기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무선 전화기로 음성 메뉴를 포함하는 구성된
UI(308)를 실행할 수 있고, 이로써 사용자는 이용 가능한 제어 기능들의 목록을 내비게이트하여 그 제어 기능들 중 하나
이상의 제어 기능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원하는 제어 기능의 개시를 위한 요구가 형성되어, 예컨대 로컬 접속(136)
을 통하여, 클라이언트(104)에게 통신된다.

  블록(606)에서, 클라이언트(104)는 요구(604)를 분배 서버(118)에게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104)는 도 2
의 UI 모듈(132)을 실행하여 요구(604)를 패키징하여 통신망(106)을 통해 분배 서버(118)에게 전송한다. 다른 실시예에
서, 요구(604)는 클라이언트(104)에 의해 패키징되지 않고 로컬 디바이스(134)에 의해 분배 서버(118)에 전송되도록 포
맷팅된다.

  블록(608)에서, 분배 서버(118)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를 이용하여 요구를 처리한다. 이를테면, 원격 조작 모
듈(remoting module)(144)이 분배 서버(118) 상에서 실행되어, 분배 서버(118)가 로컬로 이용할 수 있는, 예컨대 하드 드
라이브, RAID 어레이 등에 저장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에 따라서 요구(604)를 처리할 수 있다. 요구(604)는 클
라이언트(1404)에게 특정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에 따라서 처리된다.

  요구(604)는, 원격 조작 모듈(144)이 특정 클라이언트(104)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의 위치를 파악
(locate)할 수 있도록, 고유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일단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의 위치가 파악되
면, 원격 조작 모듈(144)이 실행되어, 제어 기능의 수행이 클라이언트(104) 상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
면, 요구(604)는 콘텐트, 예를 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록(record)하기 위해 클라이언트(104) 상의 제어 기능을 개시
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분배 서버(118)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142(j))의 검사를 통하여, 클라이언트(104)가 콘텐트
를 기록하도록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요구(604)는 클라이언트(104)를 원하는 텔레비전 채널에
동조(tune)시키도록 구성되고, 그 후 분배 서버(118)는 클라이언트(104)가 그 특정 텔레비전 채널을 예약 신청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블록(610)에서, 분배 서버(118)는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612)을 형성하여 클라이언트(104)에게 통신한다. 이
전 예와 같이 계속해서, 원격 조작 모듈(144)이 실행되어, 클라이언트(104)가 그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명령(612)을 형성하여 클라이언트(104)에게 통신할 수 있다. 만일 클라이언트(104)가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원격 조작 모듈(144)은 제어 기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응답을 형성하여 로컬 디
바이스(134)에게 통신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업데이트를 위해 헤드 엔드를 "청취"(listen)하기 위한 별도의 인터
페이스가 클라이언트(104) 상에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UI 모듈(132)이 클라이언트(104) 상에서 실행되어, 통신망
(106)에 주기적으로 로그온하여 하나 이상의 제어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헤드 엔드(112)에 의해 제공된 명령들을 수신 및/
또는 요구할 수 있다.

  블록(614)에서, 클라이언트(104)는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104)는 분배 서버(118)로부터 명령
(612)을 수신할 수 있다. 명령은 공격자(attacker)가 그 명령을 사칭(impersonate)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 및/또는 UI 모듈(132)이 실행되어, 명령(612)을 해독
하여 어느 제어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128)은 지시된 제어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이를테면, 특정 시간에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록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
트(104)에 의해 도 2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22)에 출력되는 방송 채널을 변경할 수도 있고, 선호 채널에 동조할 수도 있
고, 그 외의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도 3 및 도 6과 관련하여 논의한 실시예들은 로컬 디바이스(134) 상에서의 UI
의 구성 및 실행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만, 원격 디바이스(138) 역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
음 실시예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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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클라이언트(104)의 하나 이상의 기능들을 개시하기 위해 도 2의 원격 디바이스(138)용으로 UI가 구성되고 그 원
격 디바이스(138)에 의해 실행되는 예시적 실시예에서의 절차(700)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블록(702)에서, 원격 디바이
스가 분배 서버와의 원격 접속을 개시한다. 이를테면, 도 2의 원격 디바이스(138)는 통신망(138)을 통하여 도 2의 분배 서
버(188)와의 원격 접속을 개시한다. 통신망(106)은 예를 들어 인터넷 등의 광역 통신망(WAN)과 같은, 각종 구성을 취할
수 있다. WAN은 근거리 통신망(LAN)보다 광범위한 통신 구조를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통신망으로 간주될 수 있
다. 이를테면, WAN은 사적으로 소유되거나, 임대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예를 들어, 공유 사용자) 통신망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한다.

  블록(704)에서, 원격 디바이스는 클라이언트의 제어 기능들을 개시하기에 적당한 UI에 대한 쿼리(query)를 분배 서버로
부터 형성한다 원격 디바이스는, 이를테면,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쿼리를 형성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할 수 있
다. 일 실시예에서, 쿼리는 클라이언트의 통신망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분배 서버는 로컬로 저장된 클라
이언트 위치들의 목록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분배 서버는 도 2의 통신망(106)을 탐색하여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를테면, 원격 조작 모듈(144)이 분배 서버(118) 상에서 실행되어, 원하는 통신망 자원들(이 예에서는 도 2의
클라이언트(104)를 포함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브라우저로서 기능할 수 있다.

  블록(706)에서, 분배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구성 가능한 UI를 획득한다. 예를 들면, 분배 서버는 통신망을 통하여 클
라이언트에게 통신되는 부가적인 쿼리를 형성할 수 있다. 그 후 분배 서버는 구성 가능한 UI를 포함하는 쿼리에 대한 응답
을 수신할 수 있다.

  블록(708)에서, 분배 서버는 원격 접속을 통하여 원격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들을 검출한다. 전
술한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분배 서버는 UI를 실행할 원격 디바이스(138)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원격 디바이스(138)
의 처리 속도,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을 검출할 수 있다. 블록(710)에서, 분배 서버는 검출된 능력들에 기초하여 구성
가능한 UI를 구성하여 원격 디바이스용으로 구성되는 UI를 형성한다. 분배 서버는, 이를테면, 구성 가능한 UI의 기능들을
배열할 수도 있고, 이용 가능한 입력 디바이스들에 기초하여 기능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외의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
다. 다른 실시예에서, UI는 사용자가 UI를 볼 때 원격 디바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위치해 있음직한 거리에 기초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그와 대조적으로 사용자의 손에 들리는 PDA
와 같이, 서로 다른 거리에서 보이도록 디바이스가 구성될 수 있다. 디바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위치해 있음직한 거리에 기
초하여 구성 가능한 UI를 구성함으로써, 그 구성 가능한 UI는 사용자가 보기에 최적화될 수 있다.

  블록(712)에서, 분배 서버는 원격 디바이스 및 클라이언트 제휴(client affiliation)의 표시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저장한다. 분배 서버는, 이를테면, 구성된 UI를 수신한 원격 디바이스의 식별자 및 그 특정 UI에 대한 클라이언트
제휴의 대응 표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배 서버가 원격 디바이스로부터 요구를 수신할 때, 분
배 서버는 그 요구의 행선지(destination), 즉 특정 클라이언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구성 가능한 UI의
구성이 분배 서버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구성 가능한 UI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구성 가능한 UI는 도 3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 가능한 UI 자체에 의
해 자동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블록(714)에서, 원격 디바이스는 구성된 UI를 수신하고, 예컨대 도 2의 프로세서(226) 상에서 UI(230)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그 구성된 UI를 실행한다. 블록(716)에서, 사용자가 UI와 상호 작용(interact)함으로써 제어 기능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키보드, 마우스, 음성 명령을 수신하는 마이크 등과 같은 원격 디바이스의 입력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개시
하기 위한 복수의 제어 기능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블록(718)에서, UI는 제어 기능에 대한 요구를 형성하여 분배 서버에
게 통신한다. 그러므로, 이 실시예에서, 원격 디바이스(138)에 의해 개시된 요구는 먼저 클라이언트(104)를 통하여 통신되
지 않고 통신망(106)을 통하여 분배 서버(118)에게 직접 통신된다.

  판정 박스(720)에서 클라이언트가 요구된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해진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이 결정은, 분배 서버에 의해, 제어 기능을 수행할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구를
처리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만일 클라이언트가 그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어 있지 않다면, 블록(722)에서 클라
이언트가 요구된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어 않음을 나타내는 실패 메시지를 원격 디바이스에게 송신함으로써 절차
(700)가 종료된다.

  만일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어 있다면, 블록(724)에서 분배 서
버는 요구를 변환(translate)하여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형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통신한다. 예를 들면, 원격
디바이스에 의해 형성된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한 요구는 클라이언트와 호환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분배 서버는
그 요구를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대응하는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블록(726)에서,
클라이언트는 명령을 수신하여 그 명령에 지시된 대로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UI의 구성 및 사용을 위한 환경이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헤드 엔드는 전술한 것과 같은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에 대한 믿을 만한 소스(authoritative source)로 구성된다. 게다가, 헤드 엔드는, 인터넷을 통하여 액세스 가
능한 웹 브라우저, 표준 해상 텔레비전에 통신 결합된 셋톱 박스, 고해상 텔레비전에 통신 결합된 셋톱 박스, 무선 전화기,
PDA 등과 같은 디바이스들의 능력들을, 클라이언트 제휴에 의해 또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능력들에 의해 인지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상에서는 구조적 특징들 및/또는 방법론적 동작들에 특정한 언어로 발명을 기술하였으나,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정의된
발명은 반드시 위에서 기술한 특정한 특징들 또는 동작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특정한 특징들 및 동작들은 청구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형태들로서 개시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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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바이스로부터 쿼리(query)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쿼리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것이
고; 상기 UI는, 상기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한 제어 기능의 실행을 위한 요구를 형성하도록 구
성되고; 상기 요구의 처리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한 상기 제어 기능의 실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처리는
헤드 엔드(head end)에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됨 - 와;

  상기 UI를 실행할 상기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 중 상기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UI를 구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를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통신하는 단계와;

  상기 요구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광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를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는 상기 클라이언트로 통신되지 않고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헤드 엔드로 통신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가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헤드 엔드에 의해 수신되도록 상기 디바이스는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만일 상기 헤드 엔드가 상기 제어 기능의 클라이언트 실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하면, 상기 헤드 엔드는 상기 클라이언
트로 하여금 상기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형성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제어 기능들이, 상기 클라이언트 상에서 실행될 때, 상기 클라이언트 상에서의 콘텐트 상호 작용
(content interaction)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하는 단계는,

  복수의 기능들 중 상기 UI에 포함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기능들을 선택하는 것과;

  사용자에 의한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위한 상기 기능들의 배열(arrangemen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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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가시도(visibility)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해상도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글자체(typeface)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컬러 구성(color scheme)

  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UI는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볼 때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위치해 있음
직한 거리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한 출력을 위한 레이팅 한계(ratings limits)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선호 채널(favorite channels)과;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콘텐트 서비스의 하나 이상의 레벨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특정한 콘텐트 출력을 위한 일반 동작 데이터(general operations data)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의 상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은,

  상기 디바이스 상에서의 실행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들과;

  이용 가능한 입력 디바이스들과;

  이용 가능한 출력 디바이스들과;

  처리 속도와;

  이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과;

  상기 디바이스 상에 포함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해상도와;

  상기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 컬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헤드 엔드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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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UI를 상기 디바이스에게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I는, 상기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때, 상기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구성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구성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또한 상기 UI를 HTML 포
맷으로 상기 디바이스에게 제공하는 HTTP 서버로서 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을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14.

  컴퓨터 상에서 실행될 때, 상기 컴퓨터에게 제1항의 방법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들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5.

  콘텐트 상호 작용을 위한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요구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요구는, 근거리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로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고; 상기 로컬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의해 형성됨 - 와;

  상기 요구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헤드 엔드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요구를 상기 헤드 엔드 상에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한 상기 제어 기능의 수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 - 상기 헤드 엔드는, 복수의 상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요구는 상기
전송한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됨 - 와;

  만일 상기 제어 기능의 수행이 허용된다면, 상기 전송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상기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형
성하여 상기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UI에 대한 쿼리를 상기 전송한 클라이언트 상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UI를 실행할 상기 로컬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UI를 구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UI를 상기 로컬 디바이스에게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I는, 상기 로컬 디바이스 상에
서 실행될 때, 상기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구성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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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을 위한 콘텐트의 레이팅 한계와;

  선호 채널들과;

  콘텐트 서비스의 하나 이상의 레벨과;

  콘텐트 출력을 위한 일반 동작 데이터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9.

  실행될 때, 제15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들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0.

  헤드 엔드 상에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요구는,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원격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고; 콘텐트 상호 작용을 위해 특정 클라이언트 상에서 제어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원격 디
바이스 상에서 실행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의해 형성됨 - 와;

  상기 요구를 상기 헤드 엔드 상에서 처리하여 상기 특정 클라이언트에 의한 상기 제어 기능의 수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헤드 엔드는, 복수의 상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요구는
상기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됨 - 와;

  만일 상기 제어 기능의 수행이 허용된다면, 상기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형성하여 상기 특정 디바이스에게 통
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UI에 대한 쿼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UI를 실행할 상기 원격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UI를 구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UI를 상기 원격 디바이스에게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I는, 상기 원격 디바이스 상에
서 실행될 때, 상기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구성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는,

  출력을 위한 콘텐트의 레이팅 한계와;

  선호 채널들과;

  콘텐트 서비스의 하나 이상의 레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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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트 출력을 위한 일반 동작 데이터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24.

  실행될 때, 제20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들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5.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로서,

  상기 메모리는,

  콘텐트 상호 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복수의 제어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 가능한 내비게이션 애
플리케이션과;

  하나 이상의 상기 제어 기능들을 개시하기 위한 요구를 형성하기 위한 구성 가능한(configu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 상기 요구는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헤드 엔드에 의해 처리하기 위한 것임 - 와;

  상기 구성 가능한 UI를 실행할 디바이스의 능력들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구성 가능한 UI를 구성하도록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 가능한 UI 모듈

  을 유지하도록 구성되는 클라이언트.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와의 로컬 통신망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로컬 통신망 인터페이스와;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분배 서버(distribution server)와의 원격 통신망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원격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UI 모듈은,

  상기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때 상기 구성된 UI에 의해 제공되는 요구 - 상기 요구는 하나 이상의 상기 제어 기능들을
개시하기 위한 것임 - 를 상기 로컬 통신망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요구를 상기 분배 서버에게 통신하기 위해 상기 원격 통신망 인터페이스에 전송하고;

  상기 요구에 대한 응답을 상기 원격 통신망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여 하나 이상의 상기 제어 기능들을 개시하도록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 가능한 클라이언트.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분배 서버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원격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UI 모듈은 상기 헤드 엔드로부터 하나 이상의 상기 제어 기능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상기 통신망 인터페이스에
서 수신하도록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 가능하고,

  상기 명령은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제공된 것인 클라이언트.

청구항 28.

공개특허 10-2005-0072069

- 13 -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UI 모듈은,

  복수의 기능들 중 하나 이상의 기능들을 선택하는 것과;

  사용자에 의한 내비게이션을 위한 상기 기능들의 배열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가시도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해상도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글자체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컬러 구성

  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식으로 상기 구성 가능한 UI를 구성하도록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 가능한
클라이언트.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는,

  콘텐트의 레이팅 한계와;

  선호 채널들과;

  콘텐트 서비스의 하나 이상의 레벨과;

  콘텐트 출력을 위한 일반 동작 데이터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 선택되는 클라이언트.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의 상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은,

  상기 디바이스 상에서의 실행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들과;

  이용 가능한 입력 디바이스들과;

  이용 가능한 출력 디바이스들과;

  처리 속도와;

  이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과;

  상기 디바이스 상에 포함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해상도와;

  상기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 컬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컬러 팔레트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 선택되는 클라이언트.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UI 모듈은 상기 구성된 UI를 HTML 포맷으로 더 제공하는 HTTP 서버로서 구현되는 클라이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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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통신망과;

  상기 통신망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클라이언트 - 상기 클라이언트는, 콘텐트 상호 작용을 위한 복수의 제어 기능들을 수
행하도록 구성되고; 복수의 UI들을 제공하되 각각의 UI를 실행할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 중 적어도 하
나에 기초하여 그 각각의 UI가 구성되도록 복수의 UI들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모듈을 포함함 - 와;

  로컬 접속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제1의 상기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한 제1 요구를 형성하
기 위한 제1의 상기 UI를 포함하는 로컬 디바이스와;

  상기 통신망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제2의 상기 제어 기능을 개시하기 위한 제2 요구를 형성하기 위한 제2의 상기 UI를
포함하는 원격 디바이스와;

  상기 통신망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헤드 엔드로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와;

  상기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1 및 제2의 상기 요구들을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상에서 제1 및 제2의
상기 제어 기능들의 수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그렇다면, 상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제1 및 제2의 상기 제
어 기능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을 형성하여 상기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통신하는 원격 조작 모듈
(remoting module)을 포함하는 헤드 엔드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광역 통신망이고 상기 로컬 접속은 근거리 통신망에 의해 제공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디바이스는 근거리 통신망에 의해 제공된 상기 로컬 접속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제1 요구는 상기 근거리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되어 상기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
에 전송되고, 상기 통신망은 광역 통신망으로서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광역 통신망으로서 구성되고;

  상기 제2 요구는 상기 통신망을 통하여 상기 헤드 엔드에 의해 수신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UI 모듈은,

  복수의 기능들 중 하나 이상의 기능들을 선택하는 것과;

  사용자에 의한 내비게이션을 위한 상기 기능들의 배열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가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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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해상도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글자체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기능들의 컬러 구성

  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상기 UI를 구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상태 데이터는,

  콘텐트의 레이팅 한계와;

  선호 채널들과;

  콘텐트 서비스의 하나 이상의 레벨과;

  콘텐트 출력을 위한 일반 동작 데이터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 선택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UI 모듈은, 실행될 때, 각각의 상기 UI를 HTML 포맷으로 제공하는 HTTP 서버로서 구현되는 시
스템.

청구항 3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UI 모듈은 사용자가 UI를 볼 때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위치해 있음직한 거리에 기
초하여 각각의 상기 UI를 구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들은,

  실행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들과;

  이용 가능한 입력 디바이스들과;

  이용 가능한 출력 디바이스들과;

  처리 속도와;

  이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과;

  상기 디바이스 상에 포함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해상도와;

  상기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 컬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컬러 팔레트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 선택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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