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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단과,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도 제공된다.

대표도

도 12

색인어

리시버, 디코더, 프로그램 스트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리시버/디코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장치, 프로그램 스트림을 관리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 

리시버/디코더를 제어하는 방법, 방송시스템, 메시지, MPEG 개인용 테이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신호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개인화된 광고의 방송 및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상' 텔레비젼 채널에서 특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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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배경기술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은 시청자에게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텔레비젼 채널을 전송한다. 디지털 채널은 전

송측에서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으로 인코딩되고, 수신측에서는 리시버/디코더를 이용하여 디코딩된다. 쌍방향성을 

가능케하기 위해, 텔레비젼 채널을 전달하는 동일 매체를 통하거나, 전화 링크와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하는, 업링크가 

제공될 수 있다. 더욱이 디지털 음성, 소프트웨어 및 쌍방향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형태가 방송될 수 있거나 또한 방송

된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이란 용어는 예를 들어, 모든 위성, 지상파, 케이블 등의 시

스템을 포함한다.

'리시버/디코더'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 방송되거나 전송될 수 있는, 인코딩되

거나 또는 인코딩되지 않은 신호, 예를 들어 텔레비젼 및/또는 라디오 신호, 바람직하게는 MPEG 포맷형태를 수신하

는 수신기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리시버/디코더의 

실시예는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리시버를 겸비한 디코더 복합체로서, 예를 들어, '셋-탑 박스'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리시버를 갖는 디코더 기능이며, 또는 이러한 디코더는, 이를테면 웹 브라우져, 비디

오 레코더, 또는 텔레비젼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가진다.

MPEG이란 용어는 국제 표준 협회 작업 그룹 '동영상 전문가 그룹(Motion Picture Expert Group)'에 의해 개발된 데

이터 전송 표준을 말하는데, 이는 특히 디지털 텔레비젼용으로 개발되고 문서 ISO 13818-1, ISO 13818-2, ISO 138

18-3 및 ISO 13818-4에 기술된 MPEG-2, 그리고 MPEG-4 및 다른 계획중인 MPEG 표준을 제외하지 않는다. 본 

발명 출원의 문맥에서, 이 용어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MPEG 포맷의 모든 변형물, 수정물, 또

는 개발물을 포함한다.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은 종종 수많은(전형적으로 수백의) 기본적인 음성영상 채널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지워 지는

데, 이는 사용자가 (각 채널에 대해 얻어지는 상응하는 액세스 권한에 따라) 그 사이를 브라우징하고 마음대로 디스플

레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한번에 보여질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상당하고, 사용자에게 그의 조망 범위를 맞춤화할 수 있

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이용가능한 자료의 추적 임무, 취향에 따른 자료의 정확한 분류, 및 관심 프로그램의 스케줄은 

대부분 사용자의 능력 또는 경향을 벗어난다.

더욱이, 방송국에서는 실질적이고 종종 필수불가결한 수입원인, 방송 광고는 전형적으로는 단지 상대적으로 적은 시

청자 부류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광고의 타켓팅은 종종 어렵고-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기존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미국 특허 제 5,848,397호는 이메일 사용자에 대해 광고 프리젠테이션의 스케줄 방법을 개시한다. 서버 시스템은, 서

버 시스템에 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통계 정보에 근거하여, 특정 사용자를 광고 목표로 하는 

광고 분배 스케줄러(scheduler)를 가진다. 다운로드된 광고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광고 큐(queue)로 저장된다. 

대기 중인 광고의 위치는, 서버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광고에 할당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다음, 대기 중인

광고는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미국 특허 제 5,848,397호의 시스템에서는, 통계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서버에 중심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처음 접근하였을 때 조사, 또는 회원 프로파일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므로써 달성

된다.

선택된 사용자를 광고 목표로 하기 위해, 미국 특허 제 5,848,397호의 서버 시스템은, '점 대 점(point-to-point)' 전

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단지 선택된 광고만을 전송한다.

다른 정보 및 광고 분배 시스템과 방법이 미국 특허 5,740,549호에 개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근거리통신망

(LAN) 서버는 그 지역 데이터베이스로 새로운 모든 아이템을 다운로드한다. 각자 자신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갖는 수

많은 가입 자들이 이 LAN에 접속된다. 화면 보호 프로시져(procedure)가 각 가입자에 의해 구동된다. 화면 보호 프

로시져는 LAN 서버의 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가입자의 사용자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템을 

걸러내어, 각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사용자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이템의 조합만을 보여준다. 단독 가입자의 

컴퓨터에서는 가입자의 사용자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이템만을 다운로딩하므로써 데이터 다운로드 과정 동

안, 뉴스 스토리의 필터링이 다뤄진다.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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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 및 디코딩하는 리시버/디코더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대량 저장 장치와 같은) 수단,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저장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 선택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대체하는 (동일하거나 다른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 및/또는 출력과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이는 결국 보다 뛰어난 적응성, 특히 단지 필요할 때에만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그러한 계산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그에 더해, 다수의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으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저장된 후에 사용자 프로파일이 변경될지라도 대상 프로그램은 여전히 선택될 수 있

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게는, 전형적으로 리시버/디코더로 방송되는, 음성/영상 등의 컨

텐츠를 의미한다. 뉴스 리포트, 영화, 광 고, 자막, 웹캐스트(webcast), 웹캠(webcam), 및 라디오 방송은 이러한 의미

의 프로그램의 예들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음성/영상'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게는 음성 또는 영상물, 또는 그 둘의 

조합을 의미한다.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수신된 방송 신호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용어는 자막, 텔레텍스트, 동기화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음성 및 영상 요소와 밀접하게 전송된 다른 데이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단일 통신 채널로부터, 보다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채

널인 통신채널로부터,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리시버와 같은) 수단이다. 통신채널은 케이블, 위성 또는 지상파 

텔레비젼 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다중 전송 시스템일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또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까지도) 전송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연결일 수 있다. 이는 리시버/디코더가 보다 단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프로그램 역시 다른 채널에서, 각자 서로에 관해서나 프로그램 스트림에 관하여, 수신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의 프로그램은, 각자 서로에 관하여나 또는 프로그램 스트림에 관하여, 동시에 수신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는 정기 스케줄 간격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동일하거나 다른 수신기와 같은) 수단을 더 포

함하며, 그에 의해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특히,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이) 사상(event) 모듈이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구비될 수 있다.

더욱이, 리시버/디코더는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출력과 같은) 

수단, 프로그램을 출력하라는 요청에 따라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더 포함한다. 이 요청은 예를 들어 채널을 변경하는 

리모콘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외부' 요청의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리시버/디코더 내부의 장치들 사

이의 통신과 같은 '내부' 요청일 수 있다. 이 요청은, 컴퓨터 코드의 특정 부위의 실행과 같이, 다른 프로그램 선택이 

요청되는 것을 지시하는, 사상을 더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요청이 있을 때만 사용자 프로파일에 근거한 선택이 

수행된다는 이점과 더불어, 시스템의 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대조적으로, 전체 프로그램 스케줄이 지정되어 고

착된 시스템은 예를 들어, 스케줄 과정 동안 사용자 프로파일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은 다수의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생성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이 중요한 특징은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 

및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출력과 같은) 수단을 포함하고, 출력하는 수단은 프로그램을 출력하라는 요청에 따라 동작

하도록 선택을 하는 수단이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제 1 프로그램을 따르는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될 수 있고, 제 1 프로그램을 출력

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될 수 있다. 이는 보다 응답성 있는 사용자 소개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시간

경과후 신속하게 사용자 프로파일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스케줄된 프로그

램의 '재생 리스트'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 발명의 관련 측면에서는, 리시버/디코더에서 프로그램 스트림을 관리하는 방법에 제공되는데, 이 방법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저장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및 선택된 프로그

램으로 프로그램의 스트림의 일부를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단일 통신채널을 통해 리시

버/디코더로 다수개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 방법은 정기 스케줄 간격으로 다수개의 프로그램을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데, 보다 바람직하게는 소수의 텔레

비젼 채널이 방송되는 시간에 텔레비젼 방송 시스템을 통해 다수개의 프로그램을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시간은, 예를 들어 보다 적은 대역폭이 스케줄된 서비스에 의해 요청될 때인,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또는 오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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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시 사이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및 이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는 프로그램을 출력하라는 요청에 상응하게 취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련 측면에서는, 리시버/디코더를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

하는 단계,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이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

하는 단계는 프로그램을 출력하라는 요청에 상응하도록 취해진다. 이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

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이은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련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 및 디코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경우 및 그에 

이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 모듈 형태임)이 제공되며, 이 제품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단, 사용자 프

로파일에 따라 저장된 프로그램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수단, 및 선택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대체

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바람직하게는 단일 통신채널로부터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정기 스케줄 간격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그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프로그램을 출력하라는 요청에 상응하게 동

작하도록 된다.

본 발명의 다른 관련 측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제공되며, 이 제품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사

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그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수단은 프

로그램을 출력하라는 요청에 상응하게 동작하도록 된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제 1 프로그램에 이은 다른 프

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될 수 있으며, 또한 제 1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리시버/디코더가 제공되며, 이 리시버/디코더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리시버와 같

은) 수단, 및 국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대체하는 (프로세서과 부속 메모리 및/

또는 스위치와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국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대체함으로써, 리시버/디코더 자체에 의해 주문화

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는 바람직하게는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리시버와 같은) 수단, 및 다

수의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

와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한다. 그 또는 각각의 사용자는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와 관련된다.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선택함으로써, 보다 더 맞춤화가 제공될 수 있다. 출력되기 전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장이 요청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특징이 또한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관련 측면에서는, 리시버/디코더가 제공되며, 이 리시버/디코더는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

램을 수신하는 (리시버와 같은) 수단, 및 다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

로그램을 선택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에서와 같이, 그 또는 각각의 사용자는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와 관련된다.

그 또는 각각의 프로그램은 광고일 수 있다. 광고를 취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최단 형태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조

정이 단순화될 수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도- 광고를 다루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대역폭 또는 저장) 용량이 요구될 

수 있다. 더욱이, 광고의 목표로된 특성이 선택 과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시버/디코더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와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한다.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

장함으로써, 맞춤화된 내용이, 다수의 프로그램이 리시버/디코더로 방송되거나 또는 전송될 바로 그때가 아닌, 다양한

시기에 생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그 또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출력과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수단

은 예를 들어 MPEG 디코더, 그래픽 엔진, 텔레비젼 모듈레이터, 및/또는 물리적인 연결물일 수 있다. 따라서 리시버/

디코더의 독자적인 맞춤화 능력이 향상된다.

리시버/디코더는 출력을 위해 선택되지 않은, 다수의 저장된 프로그램중 하나를 저장으로부터 제거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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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또는 각각의 프로그램은, 어느 '바람직함'의 기준 이하가 될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달할 경우, 또는 상술한 것

들의 조합과 같이, 특정한 시간 제한이 경과한 후에 제거될 수 있다.

이는 리시버/디코더 내부에 소중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하고, 그 또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능한한 더 새롭고 필요

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될 수 있게 한다. 전형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최소의 어느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

처음 대체되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50개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거의 100, 200, 500 또는 1000 프로그

램이 대안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는 방송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디코더와 같은)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 및/또는 광대역 케이블 연결을 통하는 것과 같이, 다른 수단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이는, 리시버/디코더에 대한 맞춤화된 내용의 점대점 전송을 위한 필요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

에, 다수의 리시버/디코더에 대한 맞춤화된 내용의 제공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리시버/디코더는 더 나아가서, 제 1 전송슬롯 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제 2 전송슬롯 동

안 프로그램 출력을 하도록 된다.

제 1 전송 슬롯은 바람직하게는 스케줄된 시간에 일어난다. 이러한 스케줄된 시간은, 예를 들어, 오전 2시 내지 4시이

다. 이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여분' (또는 적어도 할인) 대역폭이 그에 적합한 시간에 리시버/디코더로 방송되게 한다.

제 2 전송 슬롯은 방송 채널 동안의 프로그램 휴식시간(break)일 수 있다. 이는 대안적으로, 규칙적인 30분 슬롯 또는

확장된 필름 슬롯과 같이, 스케줄된 프로그램의 등가물일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프로그램 휴식시간'이란 용어는 바

람직하게는, 예를 들어 광고 휴식시간과 같이, 주어진 텔레비전 채널에서 스케줄된 프로그램 사이의 모든 중단을 의

미한다.

제 1 전송슬롯 및 제 2 전송슬롯은, 리시버/디코더가 사용자에게 라이브 '가상 채널'을 보여주는, 사실상 '라이브' 방송

상황에 해당하도록, 동시적일 수 있 다. 이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수

의 프로그램을 저장할 필요를 없앨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프로그램이 제 2 전송 슬롯동안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리시버와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하며, 바람직하게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또

한 포함한다.

이 메시지는 방송 프로그램 스트림에서 수신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제 2 전송슬롯과 관련된 타이밍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이는 맞춤화 처리가, 예를 들어 리시버/디코더에 전송된 메시지의 이용에 의해, 방송 센터로부터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이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소망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장르 또는 타입은, 

뉴스, 스포츠 또는 영화와 같은 프로그램 카테고리이거나, 또는 주어진 카테고리 내에서, 공포물 영화, 또는 헬스 및 

휘트니스에 관련된 광고와 같은 특정 장르일 수 있다. 다른 메시지 명세, 예를 들어, 선택되는 광고 형태는, 특정 타임 

슬롯에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프로그램 채널 및/또는 특별한 시간 또는 날짜 범위에서 보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이 주

어진 타임슬롯뿐만아니라 소망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의 상세에 대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지시를 포함하는 메

시지를 가짐으로써, 방송 센터와 같은 외부 존재로부터 리시버/디코더로의 데이터 전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는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프로세서 및 부 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할 수 있

으며, 이는 사용자 취향에 대한 프로그램의 맞춤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프로파일은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의 

사용자와 관련된다. 대안적으로는, 프로파일은 리시버/디코더의 가입 또는 다른 스마트카드 소유자와 관련된다.

리시버/디코더는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프로그램의 각각에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리시버와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 리시버/디코더는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에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된다. 더 나아가서, 개별 프로그램 각각에 관련된 제어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각 프로그램의 각각의 사이에 삽입되

며, 개별 프로그램 및 관련 제어 테이터를 포함하는 단일 데이터 블록의 형태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위해 리시버/디코더의 저장용량을 보다 덜 요구한다. 대안적으로, 모든 제어 데이터는 단일 블록에 즉시 수신할 수 있

고, 개별 프로그램에 일-대-일(one-to-one)에 대응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의 서술적일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는 더 나아가서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제어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부 리

시버/디코더로부터의 맞춤화 처리의 제어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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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제어 데이터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포함하고, 리시버/디코더는 관련 프로파일 데이터가 사용자 프로파

일에 밀접하게 매치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시스템의 효 율을 증대시킨다.

리시버/디코더는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리시버와 같은) 수단, 및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제 2 프

로그램을 선택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또한 제 2 프

로그램을 출력하는 (출력과 같은) 수단 및/또는 전송 슬롯에 대해 제 1 또는 제 2 선택된 프로그램을 스케줄하는 (그

와 동일하거나 다른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이는 '가상 채널'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또한 제 2 다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와 같은) 수단을

포함하고, 제 2 프로그램은 다시 바람직하게는 관련 제어 데이터에 따라 선택된다.

리시버/디코더는 또한 제 1 프로그램의 종료에 또는 그 후에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이는 프로그램의 선택이 '작동중'에 계산될 수 있어서, 기능하는데 국부적인 저장이 필요하지 않은, 라이브 '가상 

채널'을 허용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프로그램 순서 규칙을 이용하여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 1 프로그램에 관한 

호환도를 계산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높은 호환도를 갖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된다. 이는 예를 들

어 프로그램의 히스토리를 추적하는, 그에 따라서 출력을 조정하는, 여전히 보다 강력한 맞춤화가 가능하게 한다.

이 중요한 특징은 또한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관련 측면 에서는,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1 프

로그램을 선택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 및 제 1 프로그램에 적용된 프로그램 순서 규칙에 따라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순서 규칙은, 상세 시간 한계 내에서, 특정 장르 또는 타입의 프로그램 반복의 수에 대한 제한을 둔다. 따라

서 이 규칙은 예를 들어, 바로 이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라이벌 광고를 방지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규칙은 예

를 들어 주어진 시간 프레임 내에서 보여질 필요가 있는 광고 또는 뉴스 리포트의 최소 수를 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순서 규칙은 또한 바람직한 프로그램 장르 및 타입의 조합 및/또는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광고가 시작해야할 영화 전후를 정하는 순서 규칙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리시버/디코더에서 적어도 프로그램 순서 규칙 부분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

리시버와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는, 리시버/디코더로부터 그 어떠한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가

상 채널'의 상영을 맞춤화하는 보다 이용하기 쉬운 방식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는 방송 비트 스트

림의 일부로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되지만,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점대점 연결과 같은 수단에 의해 메시지를 수

신하도록 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는 수신된 새로운 프로그램 순서 규칙으로 이 프로그램 순서 규칙의 적어도 일부를 교체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맞춤화가, 처리에서 리시버/디코더로부터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도, 동적이고 업데이트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한다. 이는 특히, 대부분을 그렇지 않지만 프라이버시 법이 리

시버/디코더로부터 다른 부분으로의 전송을 금지하는, 어느 관할구역에서 중요하다.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은 그 메시지를 포함하는, MPEG 개인 테이블을 디코딩하도록 될 수 있다. 이러한 MPEG 개

인 테이블은 후술하는 액션 통지 테이블 (ANT), 또는 역시 후술되는 가상 채널 관리 테이블(VCMT)일 수 있다. MPE

G 개인 테이블이 메시지 전송에 효율적일 때, 이는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관련 측면에서,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신기와 같은) 수단, 및 국부적으로 저장된 광고로 프로그램

의 일부를 대체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 및/또는 스위치와 같은)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출력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순서 규칙을 포함하는 메시지

를 생성하는 (프로세서 및 부속 메모리와 같은) 수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이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에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기와 같은)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은 독립

적으로 제공된다. 이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방송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방송하는 (방송 시스템 연결과 같은) 수단을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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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소정의 특성을 갖는 리시버/디코더 에 의해서만 디코딩되도록, 메시지에 정

보를 어드레싱하게 된다. 추가해서, 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은 메시지에 해당하는 MPEG 개인 테이블을 생성하게 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서, 프로그램 스트림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및 국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개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및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리

시버/디코더와 관련된 사용자에게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관련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리시버/디코더에서 일 범위의 사

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및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또는 각 사용자는 바람직하게는 출력이 발생하는 리시버/디코더와 

관련된다. 상기에서와 같이, 다수의 프로그램은 광고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저장으로부터 출력으로 선택되지 않은,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한다.

다수의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제 1 전송 슬롯 동안 수신되고,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제 2 전송 슬롯 동안 출력

된다.

제 1 전송 슬롯은 바람직하게는 스케줄된 시간에 일어나고, 제 2 전송 슬롯은 방송 채널 도중에 프로그램 휴식시간일 

수 있다. 제 1 전송 슬롯 및 제 2 전송 슬롯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는, 프로그램이 제 2 전송 슬롯동안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방송 프로그램 스트림에서 수신

되고, 바람직하게는 제 2 전송 슬롯에 관련된 타이밍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맞춤화 처리가, 리시버/디코더에 대한 메

시지를 이용하므로써, 예를 들어, 방송국으로부터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이점을 준다.

이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소망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다수의 프로그램 각각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맞춤화 관

리를 단순화시킬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제어 데이터에 따라 선택되고, 바람직하게는 이 제어 데이터는 프로파일 데이터

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는 이러한 프로파일 데이터와 리시버/디코더의 사용자와 관련된 사용자 

프로파일을 비교하는 단계, 및 사용자 프로파일과 밀접하게 매치되는 프로파일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는 사용자에 의해 조정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소망하는 프로그램 장

르 또는 타입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및/또는 리시버/디코더에 따라 선택될 수 있

다.

이 방법은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및 제 

2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이 방법은 전송 슬롯에 대해 제 1 또는 제 2 선택된 프로그램

을 스케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방법은 또한 제 2 다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2 프로그

램은 바람직하게는 관련 제어 데이터에 따라 선택된다. 제 2 프로그램은 제 1 프로그램의 종료시에 또는 그 후에 선택

될 수 있다.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는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 순서 규칙을 이용하여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 

1 프로그램의 호환도를 계산하는 단계, 및 높은 호환도를 갖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중요한 특징은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에 제공

되며, 이 방법은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1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용된 프로그

램 순서 규칙에 따라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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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 순서 규칙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리시버/디코더에서 수신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한다. 이 방법은 수신된 새로운 프로그램 순서 규칙으로 그 프로그램 순서 규칙의 적어도 일부를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 순서 규칙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리시버/디코더로 보내는 수신하는 단계(추가해서 

리시버/디코더에서 수신함)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중요한 특징은 또한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는, 리시버/디코더를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리시버/디코더에 리시버/

디코더에 의해 프로그램 출력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순서 규칙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방송 매체를 통한 방송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는 많은 수의 리시버/디코더에 대한 내용

의 맞춤화를 관리하는데 매우 단순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메시지가 주어진 특징을 갖는 리시버/디코더에 의해서만 디코딩되도록 하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방송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리시버/디코더의 일부에만 스케줄 규칙 정보를 타켓팅함으로써, 맞춤화

의 관리를 보다 더 단순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전송 슬롯과 관련된 타이밍 정보 및 전송 슬롯 동안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리시버/디코더로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메시지는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장르 또는 타입을 더 포함한

다. 이러한 특징은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이 방법은 또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리시버/디코더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 제어 데이터는 프로

파일 데이터, 타이밍 정보 및 바람직하게는 카테고리 정보도 포함한다.

이 방법은 제 1 전송 슬롯 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 및 저장하는 단계, 제 2 전송 슬롯 동안 스케줄된 프로그램을 

수신 및 출력하는 단계, 저장된 프로파 일에 따라 저장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및 선택된 저장 프로그

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특징은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이 방법은, 저장된 사용자 프로파일과 매치되는 제어 데이터를 갖는 제 1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제 1 전송 슬롯 

동안 제 1 채널에서 선택된 제 1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저장된 사용자 프로파일과 매치되는 제어 데이터를 갖는 

제 2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제 2 채널에 스위칭하는 단계, 및 제 2 전송 슬롯 동안 제 2 채널에서 선택된 제 2 프

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스위칭 단계는 제 1 및 제 2 전송 슬롯 사이의 동기화된 프로그램 휴식시간 동안

수행된다. 이러한 특징도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프로그램을 스케줄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이 방법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신 및 저장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규칙을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된 규칙(들)에 포함되는 스케줄 알고리즘에 따라 저장된 프로그램을 스케줄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저장된 프로파일에 따라 다수의 전송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선택하는 단계; 및 선택된 전송 프로그램의 일

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스케줄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스케줄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상연의 순

서를 결정하는 스케줄을 만들도록 구성되며, 이 스케줄 알고리즘은 사용자측 시스템에 저장되고, 이 방법은 스케줄 

알고리즘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용자측 시스템으로 규칙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측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스케줄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제 어하는 방법을 더 제공한다. 따라서, 새

로운 규칙이 그 스케줄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도록 언제든지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방법은 제 1 전송 슬롯 동안 제 1 채널에서 제 1 프로그램

을 전송하는 단계; 제 2 전송 슬롯 동안 제 2 채널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단계; 및 제 1 및 제 2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1 및 제 2 슬롯은 바람직하게는 동기화된 프로그램 휴식시간에 

의해 분리된다. 제 2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동기화된 프로그램 휴식시간 동안 전송된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 휴식시간, 또는 전송 슬롯 사이의 '크로스포인트 (crosspoint)' 동안 프로그램 사이를 스위칭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휴식시간을 동기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한결같은 순서가 상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가상 채널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방법은 제 1 및 제 2 프로그램을 수신 및 저장하는 단계; 

저장된 프로파일에 따라 저장된 제 1 프로그램을 선택 및 회수하는 단계; 및 선택되지 않은 제 2 프로그램을 삭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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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덮어쓰는 단계를 포함한다.

각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전송된다.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중의 적어도 하나는 광

고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각각은 바람직하게는 영상 및/또는 음성 요소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리시버/디코더, 및 상기와 같은 장치를 포함하는 방송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 리시버/디코더 전송용 메시지가 제공되며, 소정의 전송 슬롯동안 프로그램을 선택하

는 명령과, 전송 슬롯에 관한 타이밍 정보를 포함한다. 이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전송용 메시지가 제공된다. 이 메

시지는 바람직하게는 어드레스 정보를 더 포함한다.

프로파일 데이터, 타이밍 정보 및 바람직하게는 카테고리 정보도 포함하는 제어 데이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메시지를 포함하는 MPEG 개인 테이블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관련 측면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시버/디코더를 수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

품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관련 측면에 있어서, 리시버/디코더와 관련된 사용자에게 적합한 하나의 광고를 다수의 광고에서 선

택하는 수단(이 경우에 그리고 후속 경우에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의 형태)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 제품이 제공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바람직하게는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 로그램을 리시버/디코더에 수신 및 저장

하는 수단, 리시버/디코더와 관련된 사용자에 적합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상기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는 

수단, 및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다수의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광고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바람직하게는 출력용으로 선택되지 않은 상기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중 적어도 하나를 저장수단에서 제거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 및 저장하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방송 비트스트림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다수의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제 1 전송 슬롯동안 수신되고, 이 프로그램은 제 2 전송 슬롯동안 출력된

다. 제 1 전송 슬롯은 바람직하게는 스케쥴 시간에 일어난다. 제 2 전송슬롯은 바람직하게는 방송채널 동안의 프로그

램 휴식시간이다. 제 1 전송 슬롯과 제 2 전송슬롯은 바람직하게는 동시에 발생한다.

프로그램 전송 수단은 제 2 전송 슬롯동안 프로그램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과,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을 포

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다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제어 데이터에 따라 선택된다. 제어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프로파일 데

이터를 포함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의 사용자와 관련된 사용자 프로파일과 

이러한 프로파일 데이터를 비교하는 수단과, 관련 프로파일 데이터가 사 용자 프로파일과 근접하게 매칭되는 프로그

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는 바람직하게는 사용자에 의해 조정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에 따라 선택된다. 프로그램은 사용자 및/또는 리시버

/디코더의 특성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 제 2 프로그

램을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는 수단, 및 제 2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제 2 프로그

램은 제 1 프로그램의 종료시 또는 이후에 선택될 수 있다.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사용하여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호환도를 계산하는 수단과, 충분히 높

은 호환도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1 프로그램을 선택 및 출력하는 수단

,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 및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 및 출력하는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제 2 프로그램이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프로그램 시퀀스 룰에 따라 선택되는 컴퓨터 프로

그램 제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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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퀀스 룰은 특정 시간 한정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정 타입 또는 장르의 반복 회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 프로

그램 시퀀스 룰은 프로그램의 타입 또는 장르의 바람직한 결합 및/또는 시퀀스를 지정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

품은 프로그램 시퀀스 룰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리시버/디코더로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프로그램 시퀀스 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된 새로운 프로그램 시퀀스 룰로 교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리시버/디코더로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제공

된다. 이 메시지는 바람직하게는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된다. 메시지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메시지가 소

정의 특성을 가지는 리시버/디코더에 의해서만 디코드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구현하는 신호가 제공된다. 이러한 신호는 일련

의 인터넷 패킷, 또는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에서 방송되는 일련의 메시지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구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제공된다. 이

러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예를 들어 CD-ROM 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여기에 기술된 방법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고 및/또는 여기에 기술된 장치중 어느 하나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및 여기에 기술된 방법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되고 및/또는 여

기에 기술된 장치 특징중 어느 하나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여기에 기술된 방법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및/또는 여기에 기술된 장치 특

징중 어느 하나를 구현하는 신호와, 여기에 기술된 방법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고 및/또는 여기에 기술된 장치 특징중 

어느 하나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가지는 컴퓨터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여기에 기술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방법 및/또는 장치로 연장된다.

본 발명의 한 측면의 특징은 적절한 결합으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방법 측면은 장치 측면

에 적용될 수 있고, 장치 측면이 방법 측면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특징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예시로서만 기술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위성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케이블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상부가 보다 상세하기 도시된 전체 시스템도.

도 4는 리시버/디코더의 구조도.

도 5는 리시버/디코더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5의 상부 중간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도 7은 도 5의 하부 중간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도 8은 도 5의 하부 중간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9 a,b, 및 c는 개인화된 광고를 예시한 도면.

도 10은 가상 채널 정보 메시지(VCIM)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방송 광고의 포맷을 예시한 도면.

도 12는 4개의 상이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4개의 가상 채널을 나타낸 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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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3개의 개별적인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기록을 예시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크로스포인트에서 채널사이를 스위칭하는 가상채널 방법을 예시한 도면.

도 15는 광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예시한 흐름도.

도 16은 광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예시한 흐름도.

실시예

시스템 개략

디지털 시스템(500)의 개략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하기에 기술된 것과 같이, 시스템(500)은 방송센터(100), 리시

버/디코더(2000), 리시버/디코더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조(3000), 쌍방향 시스템(4000), 및 조건부 액세스 시스

템(5000)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500)은 압축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공지된 MPEG-2 압축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장 종래의 디

지털 텔레비젼 시스템(502)을 포함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방송센터(1000)의 MPEG-2 압축기(1010)는 디지털 신호 

스트림(전형적으로 영상신호 스트림)을 수신한다. 압축기(1010)는 링크(1020)를 통해 멀티플렉서 및 스크램블러(10

30)에 연결된다.

멀티플렉서(1030)는 다수의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이송 스트림을 어셈블하고 압축된 디지털 신호를 링크(1022)를 

통해 방송센터의 송신기(510)로 전송하며, 상기 링크(1022)는 통신 링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를 물론 취할 수 있

다. 송신기 (510)는 업링크(514)를 통해 전자기 신호를 위성 트랜스폰더(520)로 전송하며, 이것은 최종사용자에 의해

소유 또는 대여되는 접시 형태의 지상 수신기(512)로 가공의 다운링크(516)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 및 방송된다. 지

상방송, 케이블 전송, 위성/케이블 링크, 전화 네트워크 등의 데이터 전송용 전송채널도 물론 가능하다.

수신기(512)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최종사용자에 의해 소유 또는 대여되고 최종사용자의 텔레비젼 세트(10000)에 

연결된 통합 리시버/디코더(2000)으로 전송된다. 리시버/디코더(2000)는 압축된 MPEG-2 신호를 텔레비젼 세트(10

000)용 텔레비젼 신호로 디코드한다. 개별적인 리시버/디코더가 도 1에 도시되어 있지만, 리시버/디코더는 통합 디지

털 텔레비젼의 일부일 수도 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 '리시버/디코더'는 셋탑 박스 등의 개별적인 리시버/디코더를 포

함한다.

리시버/디코더(2000)에 있어서,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하드 디스크(2100)가 제공된다. 이것에 의해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을 기록 및 재생할 수 있으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 등의 대량의 데이

터를 리시버/디코더에 저장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의 컨텐츠 관리 및 보호 시스템(CMPS)2300(도시하지 않음)은 하드 디스크(2100)(등의 저장장치)의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멀티채널 시스템에 있어서, 멀티플렉서(1030)는 다수의 병렬소스로부터 수신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처리하며 해당 

수의 채널에 따라 정보를 방송하기 위하여 송신기(510)과 상호작용한다. 음성영상 정보에 더하여, 메시지 또는 애플

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데이터가 전송된 디지털 음성 및 영상 정보와 점철된 몇 가지 또는 모든 채널에 도입될 수 있다.

대화형 시스템(4000)은 멀티플렉서(103)와 리시버/디코더(2000)에 연결되며, 부분적으로 방송센터에 부분적으로 리

시버/디코더에 위치한다. 이것에 의해 최종사용자는 백 채널(570)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 백 채널은, 예를 들어 공중 교환 전화망(PSTN) 채널(예를 들면, 모뎀화된 백 채널) 또는 대역외(OOB) 채널일 수 있

다.

멀티플렉서(1030) 및 리시버/디코더(2000)에 연결되고 부분적으로 방송센터에 부분적으로 리시버/디코더에 위치하

는 조건부 액세스 시스템(5000)은 최종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방송공급자로부터 디지털 텔레비젼 방송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상업적 제공물(즉, 방송공급자에 의해 판매되는 하나 또는 몇 가지의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메시

지를 해독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가 리시버/디코더(200)에 삽입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2000)와 스마트카드를 사

용하여, 최종사용자는 가입자 모드 또는 지불 모드로 상업적 제공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쌍방향 시

스템(4000)에 의해 사용되는 백 채널(570)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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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시스템에 의해 전송된 프로그램은 멀티플렉서(1030)에서 스크램블되고, 소정의 전송에 가해지는 암호

화 키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5000)에 의해 결정된다. 이 방식에서 스크램블된 데이터의 전송은 지불모드 TV 시스템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스크램블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해독용 제어워드와 함께 전송되며, 제어워드 자

체는 소위 이용키에 의해 암호화되고 암호화된 형태로 전 송된다.

그리고, 스크램블된 데이터와 암호화된 제어워드는 암호화된 제어워드를 해독하고 나서 전송된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하여 리시버/디코더에 삽입된 스마트카드에 저장된 이용키와 등가물에 액세스가능한 리시버/디코더(2000)에 의해 

수신된다. 지불한 가입자는, 예를 들어 암호화된 제어워드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이용키를 방공 월간 EMM(Entitlem

ent Management Message)로 수신할 것이다.

도 2는 압축된 디지털 신호용 방송매체로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디지털 텔레비젼 시스템(504)의 다른 실시

예를 예시한다. 이 도면에서, 동일한 부분은 동일한 부호로 나타낸다.

위성 트랜스폰더와 송수신 스테이션은 케이블 네트워크(550)로 대체된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 리시버/디코더(2000

)와 쌍방향 시스템(4000)과 조건부 액세스 시스템(5000) 사이의 모뎀화된 백 채널은 제거되고, 케이블 네트워크(550

)와 조건부 액세스 시스템(5000)과 쌍방향 시스템(4000)사이의 링크(554,556)로 각각 대체된다. 따라서, 리시버/디

코더(2000)는 케이블 모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케이블 네트워크(550)를 통해 다른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어 방송 

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것과 동일한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다.

케이블 네트워크(550)는 전용 연결, 인터넷, 로컬 케이블 분배 네트워크, 무선 연결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여러 형

태의 광역 통신망(WAN)일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HFC(hybrid fibre coax) 네트워크가 사용된다. 리시버/디코더(

2000)와 텔레비젼 시스템의 요소 사이의 다양한 통신 수단이 대체가능하다.

조건부 액세스 시스템

도 3을 참조하면, 조건부 액세스 시스템(5000)은 가입자 인증 시스템 (SAS)(5200)을 포함한다. SAS(5200)은 하나 

이상의 가입자 관리 시스템(SMS)(1100)에 연결되고, 하나의 SMS는 각 방송공급자용이고, 링크(1044)에 의한 TCP

-IP 링크 등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SMS는 두 개의 상업적인 운용자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또는 하나의 운용자가 두

개의 SMS를 사용할 수 있다.

'마더'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는 해독 유닛(5100)의 형태의 제 1 암호화 유닛은 링크(1042)를 통해 SAS에 연결된다. 

마더 스마트카드(5112)를 사용하는 암호 유닛(5102) 형태의 제 2 암호화 유닛이 링크(1040)를 통해 멀티플렉서(103

0)에 연결된다. 리시버/디코더(2000)는 '도터' 스마트카드(5500)를 수신한다. 리시버/디코더는 통신 서버(1200)과 모

뎀화된 백 채널(570)을 통해 SAS(5200)에 직접 연결된다. SAS는 가입자 권한을 도터 스마트카드로 요구시 전송한

다.

댜양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인터넷 또는 케이블 연결부가 PSTN(570)과 통신 서버(1200)를 보완하거나 대체

한다.

스마트카드는 하나 이상의 상업적인 운용자로부터 비밀 정보를 포함한다. '마더' 스마트카드는 상이한 종류의 메시지

를 암호화하고 '도터' 스마트카드는 메시지를 해독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방송센터에서, 디지털 영상신호가 MPEG-2 압축기(1010)를 사용하여 먼저 압축(또는 비트율 감소

)된다. 그리고, 이 압축된 신호는 멀티플렉서 및 스크램블러(1030)로 전송되어 다른 압축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로 

멀티플렉스된다.

스크램블러는 스크램블링 프로세스에 사용되고 멀티플렉서(1030)의 MPEG-2 스트림에 포함되는 제어워드를 생성

한다. 제어워드는 내부에서 생성되며 최종사용자의 통합 리시버/디코더(200)가 프로그램을 디스크램블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상업화되는 지를 나타내는 액세스 기준이 MPEG-2 스트림에 부가된다. 프로그램은 다수의 '가입'

모드중 하나 및/또는 다수의 '지불'(PPV) 모드중 하나 또는 사상으로 상업화될 수 있다. 가입 모드에서, 최종 사용자

는 하나 이상의 상업적 제공물, 즉 '부케(bouquets)'를 가입하여 이 부케내의 각 채널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얻게된다. 

지불 모드에서, 최종사용자는 그가 원하는 사상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된다.

제어워드와 액세스 기준은 ECM을 빌드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것은 하나의 스크램블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송

된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는 제어워드(프로그램을 디스크램블 할 수 있음)과 방송프로그램의 액세스 기준을 포함한다

. 액세스 기준과 제어워드는 링크(1040)를 통해 제 2 암호화 유닛(5102)로 전송된다. 이 유닛에서, ECM이 발생,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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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및 멀티플렉서 및 스크램블러(1030)로 전송된다.

데이터 스크램의 방송공급자에 의해 방송되는 각 서비스는 다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예를 들어 텔레비젼 프로그

램은 영상 요소, 음성요소, 자막요소 등을 포함한다. 이 서비스 요소 각각은 연이은 방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스크램

블 및 암호화된다. 각 스크램블된 서비스 요소와 관련하여, 개개의 ECM이 요구된다.

멀티플렉서(1030)는 SAS(5200)으로부터 암호화된 EMM, 제 2 암호화 유닛 (5102)으로부터 암호화된 ECM 및 압축

기(1010)로부터 압축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전기신호를 수신한다. 멀티플렉서(1030)는 스크램블된 프로그램, 암호

화된 EMM 및 암호화된 ECM을 전기신호로서 예를 들어 도 1 등에 도시한 위성시스템일 수 있는 방송시스템(600)으

로 전송한다. 리시버/디코더(2000)는 암호화된 EMM과 암호화된 ECM의 스트램블된 프로그램을 얻기 위하여 신호를

디멀티플렉스한다.

리시버/디코더는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MPEG-2 데이터 스트램을 추출한다. 프로그램이 스크램블되면, 리시버/디코

더(2000)는 MPEG-2 스트림으로부터 해당 ECM을 추출하고 ECM을 최종사용자의 '도터' 스마트카드(5500)로 ECM

을 전송한다. 이것은 리시버/디코더(2000)의 하우징으로 넣어진다. 도터 스마트카드(5500)는 최종사용자가 ECM을 

해독하여 프로그램을 액세스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어한다. 그렇지 않다면, 네거티브 상태가 리시버/디코더(

2000)로 전송되어 프로그램이 디스크램블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종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ECM이

해독되어 제어워드가 추출된다. 그리고, 디코더(2000)는 이 제어워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디스크램블할 수 있다. 

MPEC-2 스트림은 텔레비젼 세트(10000) 전송용 영상신호로 압축해제 및 변환된다.

프로그램이 스크램블되지 않으면, ECM은 MPEG-2 스트림으로 전송될 수 없으며 리시버/디코더(2000)는 데이터를 

압축해제하고 신호를 텔레비젼 세트(10000)용 영상신호로 전환한다.

가입자 관리 시스템(SMS)(1100)은 상업적 제공물(요금 및 경품), 가입, PPV 상세사항, 및 최종사용자 소비 및 인증

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1150)을 포함한다. SMS는 SAS와 물리적으로 이격될 수 있다.

SMS(1100)는 최종사용자로 전송될 EMM의 변형물 또는 창조물을 내포하는 SAS(5200)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S

MS(1100)은 EMM의 변형물 또는 창조물을 포함하지 않지만 최종사용자의 상태 변경(최종사용자가 부가할 제품 또

는 양을 주문하는 최종사용자의 인증관 관련됨)만을 포함하는 SAS(5200)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SAS(5200)은 SMS(

1100)으로 메시지(콜-백 정보 또는 빌링 정보 등의 정보를 요구함)를 전송하여 둘 사이의 통신이 두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리시버/디코더

도 4를 참조하면, 리시버/디코더(2000)의 다양한 요소가 기능블록의 견지에서 기술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셋탑 박스(DSTB)일 수 있는 리시버/디코더(2000)는 중앙 호스트 프로세서(2002)와 디지털 TV 코

프로세서(2004)를 포함하며, 이 둘은 관련 메모리 요소(도시하지 않음)를 가지며 코프로세서 버스(2006)에 의해 결

합된다. 코프로세서(2004)는 USB 인터페이스(2070), 직렬 인터페이스(2072), 병렬 인터페이스 (도시하지 않음), 모

뎀(2074)(도 1의 모뎀 백 채널(570)에 연결됨), 및 디코더의 전면패널(2054)의 스위치 접점으로부터의 입력 데이터

를 수신한다.

리시버/디코더는 적외선 리모콘(2080) (및 선택적으로 블루투스 가능 디바이스와 같은 무선 주변장치(2082))로부터

의 입력을 수신하고 각각 은행 및 가입 스마 트카드(2060,2062)를 판독하기 위한 2개의 스마트카드 리더(2050,2052

)를 포함한다. 가입 스마트카드 리더(2052)는 삽입된 가입카드(2062) 및 조건부 액세스 유닛(도시하지 않음)과 결합

되어 필요한 제어워드를 디멀티플렉서/디스크램블러/리멀티플렉서 유닛(2010)으로 공급함으로써 암호화된 방송신호

를 디스크램블할 수 있다. 디코더는 디모듈레이터/디스크램블러 유닛(2010)에 의해 필터링 및 디멀티플렉스되기 이

전에 위성전송을 수신 및 디모듈레이트하기 위하여 종래의 튜너(2016)와 디모듈레이터(2012)를 포함한다. 제 2 튜너

(2018)와 제 2 디모듈레이터(2014)는 제 2 채널이 제 1과 병렬로 수신 및 디코드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수신 및 생성된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저장을 가능케하는 하드 디스크(2100)도 

제공된다. 2개의 튜너(2016,2018), 2개의 디모듈레이터(2012,2014), 디스크램블러/디멀티플렉서/리멀티플렉서(201

0), 및 데이터 디코더(2024) 및 음성 디코더(2026)와 관련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의

동시 기록, 및 하드 디스크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및/또는 입력 및 출력으로의 보다 일반적인 전송을 가능케하

는 개선된 기록 및 재생 특징이 제공된다.

리시버/디코더의 음성 출력(2038) 및 영상출력(2040)은 PCM 믹서(2030) 및 음성 DAC(2034), 및 MPEG 영상 디코

더(2028), 그래픽 엔진(2032) 및 PAL/SECAM 인코더(2036)에 의해 공급된다. 다른 또는 보완적인 출력이 물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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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될 수 있다.

이 명세서에서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은 바람직하게는 리시버/디코더(2000)의 고레벨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컴

퓨터 코드이다. 예를 들면, 최종사용자가 텔레비젼 세트(도시하지 않음)의 스크린에 보여지는 버튼 객체에 리모콘(20

80)의 포커스를 위치하고 확인키를 누르면, 버튼과 관련된 명령시퀀스가 실행된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미들웨어는 

호스트 프로세서(2002)에 의해 실행되고, 리모트 프로시져 콜(RPC)은 코프로세서 버스(2006)를 지나 디지털 TV 코

프로세서(2004)로 수행된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은 메뉴를 제안하고 최종사용자의 요구시 명령을 실행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목적과 관련된 데이

터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상주 애플리케이션, 즉 리시버/디코더(2000)의 ROM(또는 FLASH 등의 비휘발성 메

모리)에 저장되고나, 또는 리시버/디코더(2000)의 RAM, FLASH 메모리 또는 하드디스크로 방송 및 다운로드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리시버/디코더(2000)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리소스 파일로서 표현된다. 리소스 파일은 그래픽 객체 

설명 유닛 파일, 가변 블록 유닛 파일, 명령 시퀀스 파일, 애플리케이션 파일 및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리시버/디코더는 적어도 하나의 RAM 볼륨, FLASH 볼륨 및 적어도 하나의 ROM 볼륨으로 분할된 메모리(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구성은 논리적인 구성과는 구별된다. 메모리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메

모리 볼륨으로 더 분할될 수 있다. 하나의 관점에서 메모리는 하드웨어의 일부로서 간주되며, 다른 관점에서 메모리는

하드웨어와 별개로 나타낸 시스템 전체를 지원 또는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의 구조

도 5를 참조하면, 리시버/디코더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조(3000)는 5개의 소프트웨어 층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는 어떠한 리시버/디코더 및 어떠한 운영 시스템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층은 애플리케이션층(310

0),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층(3300), 가상기계층(3500), 장치 인터페이스층(3700)('장치 계층'으

로 생략)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층(3900)이다.

애플리케이션층(3100)은 리시버/디코더에 상주하거나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3120)을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

어 자바, HTML, MHEG-5 등의 언어로 기록되어 고객에 의해 사용되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으며, 또는 예를

들어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이 층은

가상기계층에 의해 제공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기반을 둔다. 이 시스템은 리시버/디코더의 

하드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또는 RAM 메모리로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DSMCC(Data Storage Media Command and Control), NFS(Network File Server ) 등의 프로토콜과 같은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압축되거나 압축되지 않은 포맷으로 전송될 수 있다.

API층(3300)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용의 고레벨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 고레벨 API를 메이크업하는 

몇 가지의 패키지를 포함한다. 이 패키지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성을 제공한다. 패

키지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액세스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API는 자바, PanTalk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용이다. 또한, MHEG

-5와 같은 HTML 등의 포맷의 해석을 수월하게 한다. 이것 외에도, 이것은 요구로서 분리 및 확장가능한 다른 패키지

및 서비스 모듈을 포함한다.

가상 기계층(3500)은 언어 해석기 및 다양한 모듈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커널(3650)(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관리

되는 이 층은 리시버/디코더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신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것을 포함한다.

장치 인터페이스층(3700)은 장치 관리자와 소프트웨어 디바이스(이하 '디바이스'라 함)를 포함한다. 디바이스는 외부

사상과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의 관리에 필요한 논리적인 리소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장치관리자의 제어하

에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층은 드라이버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채널을 관리하고 개선된 에러 예외 체킹을 제공

한다. 관리되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몇 가지 예로는 카드리더(3722)(도시하지 않음), 모뎀(3730)(도시하지 않음), 

네트워크(3732)(도시하지 않음),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 on), LED 디

스플레이 등이 있다. API층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 계층을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층(3900)은 리시버/디코더의 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된다. 시스템의 모듈성과 (사상 스케

쥴링 및 메모리 관리와 같은) 고레벨 운영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가상기계 및 커널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

위 계층은 특정 실시간 운영시스템(RTOS) 또는 특정 프로세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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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인터페이스층(3700) 및/또는 API(3300)과 결합하여 전형적으로 가상기계층(3500)은 리시버/디코더의 '미들웨

어'로서 언급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애플리케이션층(3100), API층(3300) 및 가상기계층(3500)을 포함하는) 도 5의 상부 중간에 대응

하는 리시버/디코더(3000)의 소프트웨어 구조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텔레뱅킹 애플리케이션 및 게임과 같은 제품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3110)에 더하여, 애플리케이션층(3100)에는 두가지 타입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API(3300)

에 따르는 시점에서 더해질 수 있는 웹 브라우져(3130)와 같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며,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을 관리 및 지원하는 상주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상주 애플리케이션은 실질적으로 영구적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 부트. 부트 애플리케이션(3142)은 리시버/디코더가 온된 경우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부트 애플

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3110)를 시작하고, 메모리 관리자(3544)와 사상관리자(3546)와 같은 가상기계(35

00)의 '관리자' 소프트웨어 모듈을 시작한다.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3110)는 리시버/디코더에서 실행행되는, 즉 사상을 시작, 중지, 일시중

지, 재개, 처리하고 애플리케이션간에 통신하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다. 이것에 의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실

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리소스의 배치에 포함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완전히 투명하다.

* 셋업. 셋업 애플리케이션(3144)의 목적은 처음 사용될 때 리시버/디코더를 어떤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T

V 채널의 스캐닝, 날짜 및 시간 설정, 사용자 선호도 설정 등과 같은 실행을 한다. 그러나, 셋업 애플리케이션은 리시

버/디코더 구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언제나 사용될 수 있다.

* 자핑. 자핑 애플리케이션(3146)은 프로그램-업, 프로그램-다운 및 숫자키를 사용하여 채널을 변경하는 데 사용된

다. 예를 들어 배너(파일럿)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형태의 자핑이 사용된 경우, 자핑 애플리케이션이 중지된다.

* 콜백. 콜백 애플리케이션(3148)은 리시버/디코더 메모리에 저장된 다양한 파라미터의 값을 추출하고 이 값을 모뎀

화된 백 채널(1070)(도시하지 않음) 등의 수단을 통해 상업적인 운용자로 돌려준다.

애플리케이션층(3100)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3132), 지불 애플리케이션(3134), 배

너(파일럿) 애플리케이션(3136), 홈뱅킹 애플리케이션(3138),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3140) 및 PVR(pe

rsonal video recorder) 애플리케이션(3154)를 포함한다(하기참조).

상기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층(3300)은 몇 가지 패키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벤더에 유일한 소프트웨어 구조의 특징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 기계, DAVIC 패키지(3320), 및 개인 패키지(

3330)의 기본 특징을 액세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본 시스템 패키지(3310)를 포함한다.

가상 기계(3500)는 다음을 포함한다:

* 언어 인터페이스(3510). 다른 해석기가 판독될 애플리케이션의 타입을 컨펌하기 위하여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자

바 해석기(3512), 팬톡 해석기(3514), HTML 해석기(3516), MHEG-5 해석기(3518) 등을 포함한다.

* 서비스 정보(SI) 엔진. SI 엔진(3540)은 공통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또는 프로그램 시스템 정보 프로토콜(PSIP)

테이블을 로드 및 모니터하고 이것을 캐시로 담는다. 이것에 의해 이들에 포함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에 의해 이 테이블로 액세스가능하다.

* 스케줄러(3542). 이 모듈은 그 자신의 사상 큐를 가지는 각 스레드로 프리 -엠프티브, 멀티스레드 스케줄링이 가능

케한다.

* 메모리 관리자(3544). 이 모듈은 메모리로의 액세스를 관리한다. 이것은 필요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압

축하고 자동 폐영역 회수를 수행한다.

* 사상 관리자(3546). 이 모듈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상이 트리거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타이머와 사상 그래빙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사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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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링커(3548). 이 모듈은 자바 함수의 어드레스의 해상도를 가능케하고, RAM으로 다운로드된 자바 클래스

로부터 원시 방법을 로드하고 ROM으로 원시 코드가 다운로드된 콜을 리졸브한다.

* 그래픽 시스템(3550). 이 시스템은 대상-오리엔트되고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이것은 그래픽 윈도우와 객체 관리뿐

만 아니라 다언어 지원의 벡터 폰트 엔진 을 포함한다.

* 클래스 관리자(3552). 이 모듈은 클래스를 로드하고 어떠한 클래스 참조 문제를 해결한다.

* 파일 시스템(3554). 이 모듈은 다중 ROM, 플래쉬, RAM 및 DSMCC 볼륨의 계층형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최적화된다. 플래쉬 무결성은 어떠한 사건에도 보증된다.

* 보안 관리자(3556). 이 모듈은 애플리케이션을 인증하고 감지 메모리 등의 셋탑박스의 영역으로의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를 제어한다.

* 다운로더(3558). 이 모듈은 다움로드된 파일이 동일한 방식으로 액세스되고 원격 DSMCC 캐로셋 또는 NFS 프로

토콜로부터 다운로드된 자동 데이터를 사용한다. 메모리 정돈, 압축 및 인증이 제공된다.

또한, DAVIC 리소스 통지 모델은 클라이언트 리소스가 충분하게 관리되도록 지원된다.

커널(3650)은 가상 기계(3500)와 장치 인터페이스층(3700)(도시하지 않음)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관리한

다. 효율 및 신뢰적인 이유로, 커널은 운영 시스템의 POSIX 표면의 관련부분을 수행한다.

커널의 제어하에서, 대량 저장 서버(3850)(도시하지 않음)과 같은 운영체제의 '서버' 요소와 별개로, 그 자신의 스레

드로 가상기계(자바 및 팬톡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를 실행한다. 시스템 콜의 파라미터로서 전송될 스레드 ID를 요

구하는 등의 대응하는 준비가 API층(3300)에서 이루어져 다중스레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 션(3120)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중 스레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상기계(3500)기 몇 가지 이유로 동작이 중단

되면,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려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긴 시간동안 충돌하거나 또는 블록됨으로써 하드 디스크 서버와

같은 시스템의 시중요 부분이 동작을 지속할 수 있다.

가상기계(3500)와 커널(3650) 뿐만 아니라, 하드 디스크 비디오 레코더 (HDVR) 모듈(3850)이 하드디스크(2210) 또

는 다른 부착된 대량 저장 요소의 기능의 기록 및 재생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서버는 기록 처리를 위한 두 개의

독립적인 스레드(3854,3856)를 포함하고, 하나의 스레드(3858)는 재생을 처리하고,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3852)

는 대량 저장 요소와 상호작용한다.

하드 디스크 비디오 레코더(HDVR)(3850)의 스레드(3854,3856,3858)중 적절한 하나는 예를 들어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사용자에 응답하여 PVR(personal video recorder) 애플리케이션(3154)과 같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특정 프

로그램 기록의 시작 명령과 같은) 명령을 수신한다.

그리고, 스레드는 서비스 디바이스(3736)(도 7에 도시함)과 상호작용하여 기록 또는 재생될 비트스트림을 처리하는 

리시버/디코더의 일부를 설정 및 동기화한다. 동시에, 스레드는 파일시스템 라이브러리(3852)와 상호작용하여 하드 

디스크 (2210)(도시하지 않음)의 적절한 위치에서 동작의 기록 또는 재생을 조정한다.

그리고 파일시스템 라이브러리(3852)는 대량 저장 디바이스(3728)(도 7에 도시함)로 명령을 전송하며 이 대량저장 

디바이스(3728)는 (FIFO 버퍼)를 통해 이송 하기 위한 부이송 스트림(STS)이고 하드 디스크 대상 스트림이 저장되

어야 하는 대량 저장 디바이스(3728)이다. 하드 디스크에서의 클러스터의 할당 및 일반적인 파일 관리는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3852)에 의해 수행되며, 대량 저장 장치 자체는 하위 레벨 동작과 관련된다.

상기에 언급된 서비스 디바이스(3736)는 리시버/디코더의 물리적인 부품과 관련되지 않는 디바이스 사이에서 유일하

다. 이것은 다양한 부디바이스의 조정의 어려움에서 고레벨 프로세스를 자유롭게 하는 리시버/디코더의 튜너, 디멀티

플렉서, 리멀티플렉서 및 하드 디스크 디바이스를 단일 '인스턴스'로 함께 그룹화된 고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장치 인터페이스층(3700)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층(3900)을 포함하는) 도 5의 아래 절

반에 대응하는 리시버/디코더(3000)의 소프트웨어 구조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다.

디바이스층에 제공된 다른 디바이스는 조건부 액세스 디바이스(3720), 도 4의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튜너(2016,201

8)에 대응하는 튜너 디바이스(3724), 비디오 디바이스(3734), I/O 포트 디바이스(3726), 및 서비스 디바이스(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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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량 저장 디바이스(3728)를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 디바이스는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두 개의 상이한 디바이스가 공

통의 물리적인 포트에 결합될 수 있다. 소정의 디바이스들은 그 자체로 통신할 수 있으며, 모든 디바이스는 커널(365

0)의 제어하에서 동작한다.

어떤 디바이스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애플리케이션 명령 시퀀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즉 디바이

스 또는 장치 관리자(3710)로의 논리적인 액세스 웨이로서 선언되어야 한다. 관리자는 디바이스로의 모든 액세스에

서 참조될 클라이언트 번호를 클라이언트에 부여한다. 디바이스는 몇 가지의 클라이언트를 가질 수 있으며, 각 디바

이스의 클라이언트 수는 디바이스의 타입에 따라 지정된다. 클라이언트는 프로시져 '디바이스: 오픈 채널'에 의해 디

바이스로 도입된다. 이 프로시져는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 번호를 할당한다. 클라이언트는 프로시져 '디바이스:클

로즈 채널'에 의해 장치관리자(3710)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얻어질 수 있다.

장치관리자(3710)에 의해 제공된 디바이스로의 액세스는 동기화되거나 비동기화된 것이다. 동기식 액세스에 대하여,

프로시져 'Device:Call'이 사용된다. 이것은 즉시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수단이거나 원하는 응답에 대한 

대기를 포함하지 않는 기능성이다. 비동기식 액세스에 대하여, 프로시져 'Device:I/O'가 사용된다. 이것은 멀티플렉서

를 찾거나 또는 MPEG 스트림으로부터 테이블을 얻기 위하여 튜너 주파수를 스캐닝하는 등의 응답에 대한 대기를 포

함하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수단이다. 요구되는 결과가 사용가능하면, 사상이 엔진의 큐에 배치되어 그 도착을 알릴

수 있다. 다른 프로시져 'Device:Event'는 미예측 사상을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리시버/디코더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리시버/디코더 구조의 하부 중간이 도 8에 도시한 계층으로 대체된다.

이 실시예에서, EDLI(extended device layer interface)(3600)이 가상기계 (3500)(도시하지 않음)과 장치 인터페이

스층(3700) 사이에 설치되며, 추상화 디바이스 인터페이스(3800)는 장치 인터페이스층(3700)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층(3900) 사이에 설치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은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한다.

EDLI(3600)은 가상기계(3500)와 장치 인터페이스층(3700) 사이에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장치 인

터페이스층에 멀티스레드 지원을 제공한다. EDLI의 기능은 미들웨어의 적절한 스레드에 라우팅 비동기 사상(디바이

스 인터페이스층이 지원 멀티스레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임)과 스레드간의 라우팅 메시지를 포함한다.

추상화 디바이스 인터페이스(3800)은 장치 인터페이스층(3700)과 시스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층(3900)의 디바이스

드라이버(3910)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량의 복잡한 장치 계층(3700)

은 독립적인 하드웨어가 된다.

도 6에 도시한 애플리케이션(3120)중 하나는 프로파일을 작성 및 편집하는 프로파일 관리자이다. 프로파일 관리자는

리모콘(2080)을 사용하여 프로파일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하여 최종사용자가 프롬프트하는 상주 애플리케이션이다. 

프로파일 데이터는 최종사용자의 거주지, 결혼상태, 나이, 또는 (최종사용자가 스포츠, 뉴스 및 액션영화에 흥미있는 

지를 나타내는) 흥미도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파일 데이터는 프로파일 관리자에 의해 하드디스크(2100)에 저장되고 

최종사용자는 저장 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언제든지 편집할 수 있다.

다른 예에 있어서, 프로파일 관리자는 최종사용자의 습관의 시청을 모니터하고 프로파일을 설정함으로써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 관리자는 최종사용자가 많은 스포츠, 뉴스 및 액션영화를 시청하는 지를 주시할 

수 있으며, 최종사용자가 이 카테고리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기록한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셋업 애플리케이션 등의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미들웨어의 일부는 상기와 같은 프로파일 관리

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 가지의 다른 타입의 '가상 채널' 시스템이 도 9 내지 12(제 1 및 제 2 실시예), 도 13(제 3 실시예) 및 도 14(제 4 

실시예)을 참조하여 기술된다.

개인화된 광고

상기와 같이, 리시버/디코더의 사용자의 제어하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이후의 시청을 위하여 리시버/디코더

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는 댜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장르를 기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되지만, 프로세스는 타임-시프트 동작을 유지한다.

도 9a,b,c, 10,11 및 12에 도시한 제 1 실시예는 일련의 광고를 미리기록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며, 리시버

/디코더로 방송된 스케줄된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를 삽입한다. 도 9a,b 및 c에서, 동일한 부분은 동일한 부호로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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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를 참조하면, 방송센터(1000)와 리시버/디코더(2000)가 도시되어 있으 며, 리시버/디코더는 비디오 디코딩 회

로(2250)와 하드디스크(2100)를 포함한다. 정기 스케쥴 간격(예를 들어 오전 3시와 오전 5시 사이의 매일, 텔레비젼 

채널이 거의 방송되지 않고 보다 많은 파장대가 사용가능한 때)에, 방송센터(1000)는 방송매체(케이블 또는 위성)을 

통하여 리시버/디코더(2000)로 일련의 광고(840)를 전송한다. 그리고 리시버/디코더(2000)는 하드디스크(2100)의 

특정위치(7050)에 광고를 저장한다.

광고 데이터(840)는 단일 채널로 방송된다. 광고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의 관리하에서, 리시버/디코더의 ANT(Action 

Notification Table)과 같은 다운로드 메커니즘은 튜너(2016,2018)중 하나가 스케줄된 시간 슬롯(이 경우에 오전 3

시와 오전 5시 사이)동안 필요한 채널로 튜닝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하드디스크(2100)로의 데이터의 저장을 명령한

다. 다수의 광고(예를 들면 50개)가 저장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변형예로서, 광고(840)는 인터넷 또는 전화연결과 같은 점대점 연결 또는 라디오, 케이블 및 위성 

링크와 같은 방송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수단을 통해 전송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로, 아날로그 비디오 

레코더 또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와 같은 다른 타입의 기록장치가 하드디스크(2100) 대신에 사용된다.

다른 시간-예를 들어 내일-에 방송 시스템을 도시한 도 9b를 참조하면, 방송센터(1000)는 리시버/디코더(2000)로 

프로그램 컨텐츠(850)를 방송한다. 프로그램 컨텐츠는 비디오 디코딩 회로(2250)에 의해 처리되어 비디오 출력(204

0)에서 출력하고, 이어서 텔레비젼(10000)(도시하지 않음)에 디스플레이된다.

광고 브레이크의 온셋과 같은 소정의 시간에 가상 채널 정보 메시지 (VCIM)(7060)(도시하지 않음)이 프로그램 컨텐

츠(850)로 삽입되고 광고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신된다.

도 9c를 참조하면, 광고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은 저장된 광고(7050)로부터 하나 이상의 적절한 광고의 재생을 시작하

고, 바람직하게는 각 광고(하기 참조)와 관련된 대상 데이터와 현재 사용자와 관련하여 생성된 프로파일을 가지는 VC

IM(하기 참조)의 선택 프로파일 정보를 매칭한다.

가상 채널 정보 메시지(VCIM)(7060)의 포맷이 도 10을 참조하여 기술된다. VCIM(7060)은 헤드(7070), 카테고리 

코드(7072), 스케줄 정보 블록(7074), 선택 프로파일 정보(7076), 및 선택 서명(7078)을 포함한다. 헤더(7070)는 메

시지의 타입을 식별하는 매직 넘버를 포함하고 헤더의 한 필드는 메시지의 길이를 지정한다. 카테고리 코드(7072)는 

필요한 프로그래밍의 타입, 즉 광고를 식별한다. 스케줄 정보 블록(7074)은 필요한 프로그래밍의 길이(또는, 보다 상

세하게는 광고 휴식시간)과 필요한 기간을 얻기 위하여 결합될 수 있는 (개개의 광고와 같은) 최소 및 최대수의 프로

그램 요소를 식별하는 몇가지 필드를 포함한다. 선택 프로파일 정보 (7076)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공급된 프로파일 

정보를 공급, 대체 또는 바이어스 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개개의 광고(상기에 기술됨)를 

제공한다.

하기에 보다 상세히 기술된 것과 같이, 저장된 광고 등의 프로그램 각각의 적합성은 저장된 광고 등의 프로그램 및 시

간과 같은 다른 팩터에 저장된 로컬 사 용자 프로파일 또는 대상 데이터 사이의 매치의 접근성의 견지에서 고려되며, 

소정의 광고는 소정회수 반복되고, 광고가 수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한다.

상기의 프로파일 정보(7076)는 소정의 사용자의 광고선택에 대한 '미세 튜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프

로그래밍에 대한 선호도가 제안된 프로파일의 사용자(선택되거나 추측됨)는 음식 관련 광고보다는 스포츠 관련 광고

를 더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심야 요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 휴식시간의 시작시 전송되는 VCIM(7060

)의 프로파일 정보(7076)는 스포츠 선호에 대한 네거티브 바이어스와, 음식 선호에 대한 포지티브 바이어스를 지정하

며, 스포츠 슈즈에 대한 광고의 선호에 대하여 디스플레이되는 파스타 소스에 대한 광고를 유도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변형으로, 개인화된 광고의 스케쥴링 등의 특징에 관련된 정보가 소정의 프로그램 ID(PID)를 사용

하는 스케줄 방송에서, 스케줄될 프로그램에 앞서 통틀어서 '오프라인'으로 공급된다. 대안적으로, 개인화된 광고가 

요구되는 경우에 간단한 시장 메시지가 방송 비트 스트림으로 전송된다. 이 경우에, 지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광고 또

는 프로그램의 선택은 다른 프로파일 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광고 데이터 자체는 도 11에 도시한 포맷을 가진다. 영상 및 음성과 함께, 광고 데이터는 대상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

를 들어 도 11에 도시한 한 세트의 광고 데이터는 영상 요소(7002), 음성 요소(7003) 및 대상 요소(7004)로 구성된다

. 대상 요소(7004)는, 축구에 관심있는 파리에 거주하는 최종사용자에 광고가 타겟화된 것 을 나타낸다. 다음 광고는 

광고가 결혼 및 여행에 흥미를 가지는 (프랑스)마르셀에 거주하는 최종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상 

요소(7011)을 가진다.

상기 원리를 예시하기 위하여, 도 12는 다섯개의 부근 시간 슬롯동안 4명의 사용자에 제공된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제 1 타임 슬롯동안, 방송센터는 4명의 최종사용자 각각에 동시에 제공된 영화(8000)를 방송한다. 영화(8000)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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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고 타임 슬롯동안, 각 사용자의 리시버/디코더(2000)에 거주하는 광고 관리자는 대상 데이터와 하드디스크(210

0)에 저장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비교하고, 최종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일치시키는 광고를 선택한다. 따라서, 도 12의 

예에서 각각의 최종사용자는 서로다른 광고(8001-8004)에 제공된 서로다른 프로파일을 가진다. 제 3 및 제 4 스케쥴

시간 슬롯동안,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스토리(8010)와 시리얼(8002)이 제공된다. 광고 타임 슬롯의 중재에 있어서, 4

명의 사용자에게는 서로 다른 광고 (8011-8014)가 제공된다.

디스크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다음광고가 방송되는 경우(예를 들면 다음날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 

광고 관리자는 제공되거나, 또는 저장된 프로파일과 매치하지 않는 광고를 겹쳐쓸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광고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은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바

람직한 실시예의 변형예로, 광고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은 보다 일반적인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형

성한다. 대안적으로, 바람직한 실시예의 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 기능이 PVR(Personal Video Recor

der) 애플리케이션(3154)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 행된다.

제공된 광고의 로그는 어떠한 상업적 또는 시장 목적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프로세스하기 위하여 백채널 연결

이 사용가능한 경우에 방송센터로 전송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로그 파일은 디스플레이될 날짜, 시간 및 채널

명과 함께 재생되는 각 광고의 컨텐츠 ID를 기재한다.

최종사용자, 대상 데이터 및 프로파일 정보의 구조가 이후에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가상 채널

리시버/디코더에서 국부적으로 저장된 컨텐츠로부터 기반을 두고 발생되거나, 또는 상이한 라이브 스트림에 전송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가상채널의 준비(이 경우에 가상채널은 각 스트림의 일부로 구성됨)가 기술된다(두 측면을 결

합하는 하이브리드 스트림도 가능함).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그램 컨텐츠는 리시버/디코더로 전송되고 광고를 전송 및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드 디스크와 같은 대량 저장 디바이스에 저장된다.

광고의 재생과 공통으로, 가상채널은 프로그램 출력을 주문받기 위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에 의존한다. 프로그램의 저

장 및 '폐영역 회수'와 같은 특징이 개인화된 광고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변형예로

서, 가상 채널과 개인화된 광고 파일처리 등의 시스템이 결합된다.

그러나, 개인화된 광고와 대조를 이루어, (외부제어가 원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시버/디코더의 제어내에서 전적

으로 개인화된 컨텐츠의 재생은 연속적이고 프롬프트되지 않는다. 또한, 프로그램 적합성 룰은 요구되며, 이후에 기술

될 것이다.

채널을 '구성'하는 서로다른 룰을 사용하고, 라이브 및 저장된 출력을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저장된 컨텐츠로부터 하나

이상의 '가상 채널'을 구성할 수 있다.

도 13에 도시한 제 3 실시예를 참조하면, 방송센터(1000)는 다수의 채널로 동시에 스케줄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이

예에서, 광고(9000), 영화(9001), 광고 (992) 및 스포츠 사상(9003)은 제 1 채널로 방송되고, 광고(9010), 뉴스 레포

트 (9011), 광고(9012) 및 영화(9013)는 제 2 채널로 방송되고, 광고(9020), 영화 (9021), 광고(9022) 및 영화(9023

)는 제 3 채널로 방송된다.

각 방송 프로그램은 영상, 음성, 타임 스탬프 및 카테고리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영화(9021)는 영상요소(9030)

, 음성요소(9031), 타임 스탬프 요소 (9032), 및 카테고리 요소(9033)를 포함한다. 타임 스탬프요소(9032)는 영화(90

21)의 지속을 나타낸다. 카테고리 요소(9033)는 영화(9021)의 카테고리(예를 들면, 액션영화)를 나타낸다. 상기에 기

술된 요소뿐만 아니라, 광고는 대상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광고(9022)는 영상요소(9040), 음성요소(9041), 

타임 스탬프 요소(9042), 카테고리 요소(9043) 및 대상요소(9044)를 포함한다. 대상요소(9044)는 광고가 대상화된 

사용자의 타입을 나타낸다.

상기와 같이,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사용가능한 경우 에,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은 서

로다른 채널을 통해 스캔하고 프로파일 관리자에 의해 작성된 프로파일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따라서, 도

11의 예에서 광고(9000)는 30세 이상의 남성사용자로 광고를 보내는 지를 나타내는 대상요소를 가지는 자동차 광고

일 수 있다. 가상 채널 관리자는 대상요소와 저장된 프로파일을 비교하고, 프로파일이 매치하면, 가상 채널 관리자는 

튜너(2016)를 제 1 채널로 튜닝하고 광고(9000)를 유일한 파일명과 함께 하드디스크(2100)에 저장한다. 광고(9000)

의 마지막에서, 가상 채널 관리자는 카테고리를 가지는 다음 프로그램(이 경우에 뉴스 레포트(9011)) 및/또는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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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매칭하는 대상요소의 시작을 찾을 때까지 채널을 통해 스캔한다. 선택에 이어서, 가상 채널 관리자는 튜너 (20

16)를 제 2 채널로 튜닝하고 뉴스 레포트를 하드디스크(2100)에 저장한다. 뉴스 레포트(9011)의 마지막에서, 가상채

널 관리자는 저장된 프로파일을 매칭하는 다음 프로그램(이 경우에는 광고(9002))의 시작을 찾을 때까지 채널을 통해

스캔한다. 가상 채널 관리자는 (하드 디스크(2100)의 사용가능한 공간이 있을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시간 경로가 도 1에 도시한 타입의 프로그램 데이터의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한다.

[표 1]

파일# 카테고리 대상 시간(분)

#1 액션영화 120

#2 호러영화 110

#3 드라마 135

#4 레널트 자동차 광고 30세 이상의 남자 2

#5 은행 광고 16세 이상의 어른 1

#6 로버 자동차 광고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어른 1

#7 국내뉴스 10

#8 국제 뉴스 15

#9 야구 경기 120

#10 럭비 경기 100

언제든지 사용자는 도 13에 도시한 방송채널, 또는 미리기록된 가상 채널중 하나를 시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가상 채

널을 시청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리모콘(2080)을 이용하여 가상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채널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특정 룰, 일반적인 룰 및 사용자-정의 룰과 같은) 하기에 기술된 다양한 룰에 기초한 스케줄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스케줄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데이터 라이브러리로부터 가상 채널 재생 스케쥴을 구성한다. 전

형적인 스케줄 예가 표 2에 도시되어 있다.

[표 2]

파일# 카테고리 시작시간 종료시간

#1 액션영화 1500 1700

#4 리널트 자동차 광고 1700 1702

#10 럭비 경기 1702 1842

#5 은행광고 1842 1843

#7 국내뉴스 1843 1853

#6 러버 자동차 광고 1853 1854

도 14에 도시한 제 4 실시예를 참조하면, 스케줄된 프로그램은 다수의 채널 로 동시에 사용자에게 방송된다. 도 13에

예시된 예에서, 3개의 채널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수의 채널도 가능하다. 영화채널은 광고(9552와

9553)에 앞서는 영화(9550과 9551)를 방송한다. 스포츠 채널은 광고(9562과 9563)에 앞서는 스포츠 사상(9560과 

9561)을 방송한다. 새로운 채널은 광고(9572와 9573)에 앞서는 뉴스(9570과 9571)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의 시작 및 중지 시간이 시간 t1-t8로서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도 14는 도 13과 대비될 수 있다. 도 13에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중지시간은 비동기화된다. 도 14에서 프로그램은 동시에 모두 중지 및 시작한다. 즉, 광고 (9552,

9562 ,9572)는 각각 시간 t1 및 t2에서 중지 및 시작하고, 프로그램(9550,9560,9570)은 시간 t3 및 t4에서 중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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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도 14에 도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은 도 13에 도시한 포맷과 유사하다. 그러나, 도 14의 경우에 각 프로그램(즉, 타

임 스탬프 요소, 카테고리 요소, 대상 요소 및 룰 요소)와 관련된 제어 데이터가 (프로그램 시간 t1-t2,t3-t4,t5-t6,t7

-t8 동안 동시에 방송 및 디스플레이되는) 영상 및 음성 요소에 앞서 프로그램 브레이크 t2-t3,t4-t5 및 t6-t7 동안 

방송된다.

제 2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기에 기술된 스케줄 알고리즘과 유사한 가상 채널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

리케이션이 서로다른 채널간을 스위칭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프로그램 휴식시간 t2-t3 동안,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

리케이션은 영화(9550), 스포츠 사상(9560) 및 뉴스(9570)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가상채널 알고

리즘은 일련의 룰에 따라 제어를 분석하고, 선택될 채널( 이 경우에, 스포츠 채널)을 결정한다. 따라서, 도 14의 예에

서 가상 채널 관리자는 영화채널에서 광고(9552)를, 스포츠 채널에서 스포츠 사상(9560)을, 영화채널에서 광고(9553

)을 그리고 뉴스채널에서 뉴스(9571)를 선택한다.

프로그램 호환성 룰

상기에서와 같이, 채널을 선택하는 가상 채널 알고리짐은 다양한 룰의 사용을 가능케하며, 애플리케이션-지정 룰, 일

반적인 룰 및 사용자-정의 룰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룰은 프로그램 브레이크의 제어 데이터로 저장되거나 수신될 수 

있다.

특정 룰의 예가 도 13에 도시되어 있다. 광고(9012)는 영상요소(9050), 음성요소(9051), 타임 스탬프 요소(9052), 

카테고리 요소(9053), 대상요소(9054) 및 룰 요소(9055)를 포함한다. 룰 요소는 광고자에 의해 지시되고 '이 광고는 

어떠한 광고도 없이 광고 슬롯의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과 같은 특정 광고와 관련된 프로그램-특정 룰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룰 요소는 '적어도 하나의 광고가 각 영화 직전에 및 직후에 제공되어야 함'과 같은 일반적인 룰일 수 있

다.

(애플리케이션용의 소정의 디폴트이거나 또는 방송센터(100)에 의해 이후에 전송되는) 일반적인 룰의 다른 예는 '적

어도 하나의 광고가 영화에 뒤이어야 함'과, '적어도 하나의 뉴스 레포트가 4시간 타임 슬롯마다 발생되어야 함' 이다.

광고자에 의해 지시되는 애플리케이션-특정 룰의 다른 예는 '경쟁자로부터의 자동차 광고가 이 광고의 2시간 내에는 

디스플레이될 수 없음' 이다.

다른 예는 '뉴스 불펜이 오전 7시와 9시 사이에 디스플레이 됨', '오후 8시 이후에는 성인 프로그램'. ''잔인한' 영화는 

오전 10시 이전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음', '일부 영화는 일회이상 시청할 수 없음' 등과 같은 룰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프로파일 관리자에 의해 그 프로파일로 포함되는 가상 채널 재생 룰을 작성할 수 있다. 사용자-정의 룰의 

예는 '스포츠 사상에 이은 각 영화를 좋아함' 이다.

일부 룰은 프로그램으로 전송된 시간 요소의 사용을 가능케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룰은 '광고 슬롯이 3분 이상동

안 실행될 수 없음'을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스케쥴 알고리즘은 세 개의 일분 광고, 또는 하나의 삼분 광고로 광고시

간 슬롯을 컴파일할 수 있다.

사용자는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었는 지의) 프로파일에 의해 그리고 (스케쥴에 영향을 주는) 사용자-

정의 룰에 의해 가상 채널의 견지에서 소정의 제어량을 가진다. 그러나, 가상 채널의 컨텐츠 및/또는 스케줄은 애플리

케이션-지정 및 일반 룰에 의해 중앙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댜양한 룰이 개인화된 광고의 보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과 동등하게 적용가능하다.

프로파일 룰의 전송

일련의 가상 채널 재생 룰은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의 디폴트에 의해 제공되며, 나머지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리시버/디코더로 전송되고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비방송 수단에 의해 공급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이것은 애

플리 케이션의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룰 이거나, 또는 광고자 등의 컨텐츠 제공자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 설치 또는 

로드되면, 룰은 가상 채널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하드 디스크(2100)에 저장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변형

예로, 룰은 플래시 메모리(예를 들어 보완성과 이동성을 위한 스마트카드)에 유지되거나 또는 (대량 저장장치 또는 플

래쉬 메모리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RAM에 유지된다.

디폴트 룰은 방송센터(1000)로부터의 후속 다운로드에 의해, 예를 들어 도 13에 도시한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소

정의 프로그램 ID(PID)의 새로운 룰을 전송함으로써 편집 또는 증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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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로부터 리시버/디코더(2000)(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적용된 일련의 룰을 완전하게 업데이트하는 능력은 비밀

스런 법이 방송 시스템의 헤드-엔드 등의 부분에 의해 리시버/디코더로부터 특정 (또는 모든) 정보의 판독을 금하는 

경우에 특히 사용가능하다. 특정 시간, 사용자, 리시버/디코더, 프로그램 또는 채널과 관련하여 임의의 시간에 새로운 

룰을 전송하는 능력은 예를 들어 소정의 광고 또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방송인에 의해 직접 개입

하는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총칭적인 MPEG '개인' 테이블은 리시버/디코더(2000)로 룰을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타

입의 룰은 유럽특허 출원 번호 제 01306315 .1호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출원의 내용은 여기에 참

조로서 포함된다.

이 테이블의 관리 및 구조, 및 룰의 전송에 대한 출원 및 리시버/디코더로의 컨텐츠가 기술된다.

하기에 기술된 테이블 구조를 해석하기 위하여, 셋탑 박스의 소프트웨어 동작의 일부로서 분석이 제공된다. 정의된 

데이터 구조를 부여하는 이러한 분석의 구성은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적인 요구사항만이 여기에서 약술된다.

분석을 포함하는 분석층은 애플리케이션층과 MPEG 테이블 수용 및 필터링층 사이의 추상화층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스트림을 통해 방송센터로 전송된 정보를 추출한다.

이 추상화의 효과는 처리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다수의 테이블 포맷에 서로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특별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은 수신된 테이블 부분을 프로세스하고 관련정보를 추출하고, 이것을 광고 관리

자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층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다.

하기에 기술된 일반적인 테이블 포맷은 서로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동일한 테이블 구조내에서 조직화되도록 한다. 공

통 및 특정 속성 기술의 집합으로서 테이블 섹션에 저장된 개개의 데이터 항목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를 포함한다. 기술항 포맷은 변화될 수 있으며, 정보 타입 및 사이즈 속성을 지정하는 태그를 포함하는 상기 예에서 간

단한 헤더가 제공되어 분석이 정보를 올바르게 추출하고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낼 수 있다.

또한, 디스크립터 리스트의 사이즈가 Common_Descriptor_info_length field 와 Extra_Identifier_descriptor_lengt

h field의 형태로 제공되어 이들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개개의 데이터 항목의 의미 또는 기능과 분석 자체를 관

련질 필요는 없으며, 이것은 단지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준다. 따라서, 수신할 수 있는 서로다른 타입의 정

보를 분석이 알아챌 필요는 없으며, 정보의 해석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된다. 분석은 단지 헤더에 포함된 전송

관련 정보를 스트립하고 테이블의 실제 데이터 컨텐츠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반적인 형태로 전한다. 따라서, 서로다

른 타입의 가변길이의 테이블을 프로세스할 수 있다. 분석의 설계는 상이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서로다른 

타입의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의 테이블의 설계에 의해서 제어된다.

다른 테이블 섹션 포맷을 가능케하도록, 현재 포맷은 분석 포맷 필드 (Data_Parsing_Format)을 제공한다. 이 필드 이

전에 헤더 섹션은 모든 테이블 포맷의 사이즈로 상수를 유지하여 필드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개의 

테이블 섹션의 포맷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경우에, 표 3은 리시버/디코더로 광고 시퀀스 룰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고레벨 구조의 테이블('가상 채널 관리 테

이블', VCMT)를 나타낸다. 이 포맷은 반드시 일반적이며 하기에 기술된 ANT(Action Notification Table)과 같은 애

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이름 유닛 사이즈(비트) 디폴트 값

Long_Private_secton(){

Table_id Uimsbf 8

Secton_syntax_indicator Bslbf 1 1b

Private_syntax_indicator Bslbf 1 1b

ISO reserved Bslbf 2 11b

Section_length Uimsbf 12 최대값 = OxFFD

Tid_extension Uimsbf 16 Tid_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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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d Bslbf 2 11b

Version_number Uimsbf 5

Current_next_indicator Bslbf 1 1b

Secton_number Uimsbf

Last_section_number Uimsbf

Filter_extension Uimsbf

Data_parsing_format Uimsbf

Priority Bslbf

Data_parsing_format_flag Bslbf

Reserved Bslbf

Common_descriptor_info_length Uimsbf

For(i=0;i<N1;i++){

Descriptor()

}

For(i=0;i<N2;i++){

Extra_identifier_length Uimsbf

Extra_identifier Uimsbf

Reserved Bslbf

Extra_identifier_descriptor_length Uimsbf

For(i=0;i<N3;i++){

Descriptor()

}

}

CRC_32 Rpchof

}

이 유닛은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표준, 예를 들어 비할당 인티저용 Uimsbf 표준(가장 중요한 비트), 및 비트 스트

링용 Bslbf 표준(왼쪽 비트)의 관점에서 공지된 약어이다.

data_parsing_format 설정은 데이터 포맷이 이후의 버젼으로 변경된 경우에 일반적인 테이블 분석에 도움이 된다. d
ata_parsing_format 값 모듈로(256)은 테이블 포맷 버젼번호를 부여한다.

priority 설정은 사적 데이터와 관련된 우선순위에 따라 네 가지 값중 하나를 취한다(0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고 3은

가장낮은 우선순위임).

data_parsing_format_flag 는 data_parsing_format 값에 따라 정의된다.

extra_identifier_length 설정은 extra_identifier 필드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extra_identifier 필드는 하기의 

디스크립터 루프에 기술된 식별자 또는 식별자 그룹이다.

ANT(Action Notification Table), 표 3에 주어진 일반적인 MPEG 구조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기술된다.

ANT는 이전에 기술된 타입의 일반적인 목적의 테이블 구조를 기초로 한다. 이것은 특정 실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셋

탑 박스 또는 셋탑박스 그룹을 명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수행될 실행 예로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자동 채널 스캐닝, 리시버/디코더의 재부팅, (비디

오-온-디멘드 카탈로그와 같은) 프로그램 카탈로그의 리프레쉬, 및 셋탑 박스 사용자로의 메시지의 디스플레이(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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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을 포함한다. 테이블 ID 확장 필드는 필요한 실행을 식별하기 위하여 ANT에서 사용된다.

ANT는 특정 종류(예를 들면, 특정 제조업자)의 셋탑 박스 또는 개별적인 셋탑 박스로 대상 디스크립터에 의해 대상

화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ANT 테이블의 공통 디스크립터 루프에 배치될 수 있다. 공통 디스크립터 루프의 대

상 디스크립터를 처리함으로써, 셋탑 박스는 이 셋탑 박스에 의해 실행되었는 지를 판단 할 수 있다. 이 대상 및 실행 

정보의 처리는, 예를 들면, 셋탑 박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하기의 테이블 4는 하드디스크로의 컨텐츠의 다운로드의 스케줄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sched

uled_content_download_descriptor 데이터 구조를 기술한다. 이 디스크립터는 테이블 3에 도시한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기초로 한 ANT(Action Notification Table)의 일부를 형성한다.

[표 4]

이름 유닛 사이즈(비트) 디폴트 값

Scheduled_content_download_descriptor(){

Descriptor_tag Uimsbf 8 Tbd

Descriptor_length Uimsbf 8

Download_flag Bslbf 1
0: 자동

1: 수동

Type Bslbf 2

0: 스케줄됨

1: 즉시

2,3: 이후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됨

Periodicity Bslbf 2

0: 주기적이지 않음

1: 일간

2: 주간

3: 월간

Reserved Bslbf 3 111b

Content_id Bslbf 8

Original_network_id Uimsbf 16

Transport_stream_id Uimsbf 16

UTC_date_time_start Uimsbf 40

UTC_date_time_estimated_stop Uimsbf 40

}

download_flag 에 대한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다.

값 설명

0 주방송 스트림에서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수행됨

1 사용자 승낙으로 IP 네트워트 액세스를 통해 다운로드가 수행됨

type 에 대한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다.

값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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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즉시 다운로드

1 스케줄대로 다운로드

2 이후의 사용에 대한 예약

3 이후의 사용에 대한 예약

상기에 기술된 스케줄 다운로드 설정에 의해 자동 컨텐츠 다운로드가 동작이 성공할 때까지 주기적으로(예를 들면, 

오전 3:00에 한달마다 하루에 한번) 프로그램된다.

periodicity 설정은 다운로드 과정이 스케줄대로 시작하는 경우에 리시버/디코더의 행위를 정의한다. 이 주기성은 스

케줄 실행에 대한 UTC_date_time_start 와 UTC_date_time_estimated_stop 값 사이에서 사용가능하다.

UTC_date_time_start 설정은 다운로드된 컨텐츠에 대한 스케줄 날짜 및 시간을 부여한다. 이것은 TDT 및 TOT 테

이블의 DVB 표준에 의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포맷으로 UTC(universal time code)로 인코드된다.

UTC_date_time_estimated_stop 세팅은 추정된 다운로드 기간에 기초한 코드 다운로드에 대한 사용가능한 날짜를 

나타낸다.

하기의 테이블 5는 display_rule_descriptor 구조를 설명하며, 이것은 테이블 3에 도시한 일반적인 테이블과 결합하

여 사용되며 특정 프로그램에 적용될 룰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표 5]

이름 디폴트 값

Display_rule_descriptor(){

Descriptor_tag TBD

Descriptor_length

reserved

Content_id

Type of content

Content classification

number of loop(n)

For(i=0;i<n;i++){

user profile maching

criteria

}

number_of_allowed_display 0= no limitation

number of loops(n2)

For(i=0;i<n2;i++){

forbidden preceding type 0= none

depth of the constraint

(number of events)
0= none

depth of the constraint

(minute)
0= none

forbidden following type 0= none

0=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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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f the constraint

(number of events)

depth of the constraint

(minutes)
0= none

}

number of loops(n3)

For(i=0;i<n3;i++){

{

Forbidden_preceding_

content_id
0= none

Forbidden_following_

content_id
0= none

}

number of loops(n4)

For(i=0;i<n4;i++){

Allowed_display_day_

time_slot

}

number of loops(n5)

For(i=0;i<n5;i++){

Forbidden_display_day_

tiem_slot

}

상기 예에서, 지정된 상이한 파라미터(forbidden preceding content ID, allowed day timeslot 등)에서 룰의 유연성

을 알 수 있다.

scheduled_content_download_descriptor(표 4)와 display_rule_descriptor(표 5)는 content_id 값에 의해 유일하

게 식별되는 한 종류의 컨텐츠와 관련된다.

상기에 기술된 VCMT 테이블과 대응 디스크립터가 단지 예이다. 다른 디스크립터, 및 애플리케이션-지정 메시지와 

테이블과 같은 룰을 이송하는 수단이 물론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변형예로, VCIM(Virtual Channel Information Message) 및/또는 개인화된 광고 및 가상 채널 시

스템의 다른 측면이 상기에 기술된 MPEG 테이블로 대체된다. 상기 테이블에 필요한 수정은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게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기에 기술된 분석의 사용은 새로운 테

이블로 작업하기 위하여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의 많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거된다.

프로파일 데이터의 포맷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다.

사용자 프로파일의 조작을 돕기 위해서, 각각이 유일한 번호, 대응 이름/태그, 및 일련의 가능한 값을 가진채로 소정 

개수의 별개의 프로파일 카테고리가 정의된다. 일부 경우에는 가능한 값은 본질적으로 불(예/아니오)이며, 다른 경우

에는 가능한 값은 (x_preference 카테고리와 같은) 제한된 수의 범위에 대응한다. 그러나, 각 경우에 프로파일 카테

고리는 (C의 enum 타입과 유사한) 비할당 정수로 표현 될 수 있다.

전형적인 일련의 카테고리가 표 6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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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번호 이름 가능 값

1 House_type {집, 아파트t}

2 Age {18 이하,18 내지 25,26 내지 36, 37 내지 49,50 내지 59,60 이상}

3 Have_pets {예, 아니오}

4 Region_type {도시, 시골}

5 Own_car {예, 아니오}

6 Car_type {소유, 헤치백, 스포츠 카, 오프로드 차량, 승합}

7 Marital_status {결혼, 미혼}

8 Children {예, 아니오}

9 Sex {남, 여}

10 Country {프랑스, 영국, 독일...}

11
Region/County[within

country]
(0,1,2,3,4,5,6,7...}

12 Region_type2 {내륙, 바다}

101 Sports_preference {0,1,2,3,4}

102 Travel_preference {0,1,2,3,4}

103 News_preference {0,1,2,3,4}

104 Movies_preference {0,1,2,3,4}

105 Music_preference {0,1,2,3,4}

106 Food_preference {0,1,2,3,4}

프로파일 관리자는 선택된 프로파일 카테고리 각각의 테이블을 유지한다. 카테고리는 방송센터 및/또는 종래의 소프

트웨어 다운로드로부터의 특별한 메시지에 의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카테고리는 사용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브

라우징 및 설정될 수 있으며, 다양한 xxx_preference 카테고리에 대하여, 예를 들면, 1 내지 5의 슬라이더 세트, 또는

'STRONG DISLIKE' 내지 'STRONG LIKE' 등의 (0 내지 4의 실제 값에 대응하는) 것 등이 조절될 수 있다.

알 수 있듯이, 카테고리는 (직접 프로파일 관리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송인으로 사용자에 의해 공급된 정보에 응답

하여 방송 센터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의해 간접적으로) 사용자에 의해서만 전송될 수 있는 -애완동물, 자녀 등-과 

사용자의 시청습관을 관찰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는 -xxx_preference 카테고리와 같은- 카테고리 사이에서 변화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주 카테고리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가 방송센터, 리시버/디코더 등의 가입자 식별번호(종종 영

역-지정) 등의 식별자(전송된 ID, 케이블 네트워크 서브넷, IP 어드레스 범위, 라우터 ID 등)를 기반으로 한 엔터티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구조의 보다 상세한 예시가 표 7에 도시되어 있다.

[표 7]

프로파일 카테고리 값 위임 부가

SPORTS HOLIDAYS FOR CHILDREN

101(Sports_preference) 4 아니오 1

8(Children) {예} 예 2

BEAUTY TREATMENTS IN CHAIN OF SA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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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ex) {여} 예 1

4(Region_type) {도시} 아니오 2

BEACH HOLIDAY IN REGION 3(Marseilles)

4(Region_type) {3}[Marseilles] 예 -1

102(Travel_preference) 4 아니오 1

12(Region_type2) {내륙} 예 3

SUBSCRIPTION TO ADULT CHANNEL

2(Age) {18세 이하} 예 -1

9(Sex) {남} 아니오 1

보다 유연한 주문화를 가능케하기 위하여 값, 위임 및 부가 플래그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위임 기준과 결합하여) 부가 -1은 주어진 값이 매칭되기 보다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VCIM으로 전송된) 프로파일의 예가 표 8에 도시되어 있다.

[표 8]

프로파일 카테고리 부가 조건

LATE NIGHT TIME SLOT

106(Food_preference) +3 -

2(Age) - {18세 이하} 아님

EARLY AFTERNOON

2(Age) -2 -

MORNING

103(News_preference) +2 -

프로파일 카테고리 값은 수정을 위하여 카테고리를 식별하고, 부가 값은 사용자 프로파일(전형적으로 xxx_preferen

ce)에 적용될 조정을 나타낸다. 조건 필드는 매우 유연하고,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평가될 표현을 포함하는 스트링으

로서 인코드된다.

상기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광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 15에 도시되어 있다. 처음에, current_adver

tisement 루프 카운터 변수가 단계(9600)에서 리셋된다. 단계(9602)에서, 모든 위임 대상 속성이 충족되는 체킹을 

포함하는, (current_advertisement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 광고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체크가 이루어진다. 다른 

기준은 소정의 시간내에 광고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광고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단계(9604)에서, 스코어는 광고에 대하여 계산되고 임시 어레이에 저장된

다. (9606)에서, current_advertisement 변수가 증가되고, 단계(9608)에서 테스트된다. 단계(9610)의 루프의 끝에

서, 스코어의 어레이가 시험되고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장높은 스코어의 광고가 선택된다.

특정 광고의 스코어를 계산하는 단계가 도 16에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단계(9700)에서, total_weight, score

및 cur_attribute 변수가 리셋된다. 먼저, 단계(9702)에서, 현재 속성의 부가가 테스트된다. 만약 네거티브이면 -즉 

금지된 값이 지정되면- 속성은 무시되고, (단계(9716)으로 점프함으로써) 루프가 종료된다. 단계(9704)에서, 총 부가

는 적절한 값으로 증가된다. 다음의 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스코어가 0 내지 1 사이에 있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된다.

단계(9706)에서, (이 경우에 다음 단계의 예시의 용이성을 위하여) 다양한 중간값이 계산되고, cur_category 변수가 

현재 속성의 (101, Sports_preference와 같은) 카테고리로 설정되고 cur_usr_profile이 현재 사용자 프로파일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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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리의 실제 값으로 설정된다. 단계(9708)에서, 카테고리의 타입이 테스트되어 Sports _preference, Music_prefe

rence 등의 숫자 범위를 가지는 카테고리가 프로파일 값이 대상 값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가변도를 고

려하는 보다 복잡한 스코어 알고리즘(단계(9714))을 받게된다. 간단한 카테고리는 단계(9710)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받게 되어 값이 동의하면(단계(9712)) 적절한 부가에 의해 스코어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는다. 단계(

9716과 9718)에서, 루프 카운터(cur_ attribute)가 증가 및 테스트된다. 마지막으로, 총 부가 스코어가 단계(9720)에

서 계산된다.

이 시스템은 VCIM에 제공된 추가 프로파일 정보를 고려하지 않지만, 이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변형(단계(9712 및 97

14))이 상기와 같은 프로세서 라인을 따라 수행될 수 있다. 다른 복잡도를 가지는 프로파일 데이터 매칭 시스템이 구

성될 수도 있다.

상기에 기술된 다양한 기능의 실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그 분배는 실시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리시버/디코더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집적회로가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또는 용이하게 설계될 수 있고, 이것은 하드웨어 가속기의 베이스로서 사용되

거나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다양한 동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를 생산하도록 변형되어 소프트

웨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처리력을 감소킬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동작은 충분한 처리력이 이용가능하다면 소

프트웨어로 실시될 수 있다.

모들 등의 요소가 선택적 및 바람직한 특징과 함께 각 요소에 의해 제공된 특징 및 기능의 견지에서 기술되었다. 제공

된 정보와 명세서로, 이러한 특징 및 상세사항의 구현은 실시자에게 남겨둔다. 예로서, 기준 모듈은 소프트웨어, 바람

직하게는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고 바람직하게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서에서 실행하

도록 컴파일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일부 요소는 별개의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수 있고, 일부 또는 

모든 요소는 전용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모듈과 구성요소는 단지 예이며, 본 발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특히 일부요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요소와 결합될 수 있으며 또는 일부요소는 간략화된 구현을 위하여 생략될 수 있다. 각 기능의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은 구성요소간에 그리고 단일 요소내에서 자유롭게 혼합될 수 있다.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은 전기신호를 사용하여 수행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구현은 ROM에 저장될 수 있으며 또는 FLASH로 패치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단지 예로서 기술되었으며 상세의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상세설명에 기술된 각 특징, (적절한) 청구범위 및 도면이 독립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적절한 조합으로 제공될 수 있

다.

청구범위의 참조부호는 단지 예로서 청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고 디코드하는 리시버/디코더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단,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단일 통신 채널을 통하여 수신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3.
제 1항 또는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정기 스케쥴 간격으로 수신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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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상기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

력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요구에 응답하여 동작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

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

력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선택하는 수단은 요구에 응답하여 동작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진 리

시버/디코더.

청구항 6.
제 4항 또는 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제 1 프로그램을 뒤따를 추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지고, 또한 제 1 프로

그램의 출력 동안에 상기 추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7.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단, 및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8.
상기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일 범위의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들로부터 상기 사용자들

중 적어도 하나에게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9.
일 범위의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 기 다수의 프로그램들로부터 상기 사용자

들 중 적어도 하나에게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0.
상기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 프로그램은 광고인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1.
제 5 항, 제 6 항 또는 제 8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단을 추가

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2.
상기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3 항 또는 제 8 항 내지 제 1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토리지로부터, 출력을 위해 선택되지 않았던,

상기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들 중 적어도 하나를 제거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3 항 또는 제 8 항 내지 제 1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송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다수의 프

로그램을 추출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3 항 또는 제 8 항 내지 제 1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전송 슬롯 동안에 상기 다수의 프로그

램을 수신하고, 제 2 전송 슬롯 동안에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상기 제 2 전송 슬롯동안에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메시지를 처리하는 수단을 또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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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상기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3 항 또는 제 8 항 내지 제 1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 중 각각과 관련이 있

는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제어 데이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0.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리시버/디코더는,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가 사용자 프로파일 또는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과 아주 비슷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1.
제 1 항 내지 제 6 항, 제 8 항 또는 제 17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 중 적어도 

일부를 조정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2.
상기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리

시버/디코더.

청구항 23.
상기 청구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및/또는 리시버/디코더의 특성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4.
제 1 항 내지 제 3 항 또는 제 8 항 내지 제 2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그램의 끝단에 또는 끝단 후에 상기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

디코더.

청구항 26.
제 24 항 또는 제 25 항에 있어서,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기 제 1 프로

그램에 관하여 호환도를 계산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며, 높은 호환도를 갖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리

시버/디코더.

청구항 27.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제 1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제 1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용되는 프로그램 

시퀀스 룰들에 따라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들의 적어도 일부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상기 리시버/디코더에서 수신하

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29.
제 27 항 또는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들을 수신된 새로운 프로그램 시퀀스 룰들로 대체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30.
제 28 항 또는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은 상기 메시지로 이루어진 MPEG 전용테이블(privat

e table)을 해독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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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광고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32.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프로그램 출력에 적용될 프로그램 시퀀스 룰들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

는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방송 매체를 통해 상기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만들어진 장치.

청구항 34.
제 32 항 또는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메시지에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도록 만들

어진 장치.

청구항 35.
제 32 항 내지 제 3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메시지에 해당하는 MPEG 전용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장치.

청구항 36.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고 디코드하는 리시버/디코더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단,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단일 통신 채널로부터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38.
제 36 항 또는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정기 스케쥴 간격으로 수신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39.
제 36 항 또는 제 38 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

력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요구에 응답하여 동작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

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40.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

력하는 수단를 포함하며, 상기 선택하는 수단은 요구에 응답하여 동작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진 리

시버/디코더.

청구항 41.
제 39 항 또는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제 1 프로그램을 뒤따를 추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지고, 또한 제 1 프로

그램의 출력 동안에 상기 추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42.
리시버 및 프로세서 및 연관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로서, 상기 리시버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

단, 및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리시버는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더 수신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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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버와 프로세서와 관련 메모리를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로서, 상기 리시버는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

로그램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45.
제 42항 내지 4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 프로그램은 광고인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46.
제 43항 내지 4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대량 저장장치를 더 포함하는 리

시버/디코더.

청구항 47.
제 43항 내지 4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 프로그램을 출력하기 위한 출력을 더 포함하는 리시버/디코

더.

청구항 48.
제 43항 내지 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출력용으로 선택되지 않은 상기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

의 적어도 하나를 저장에서 제거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49.
제 43항 내지 4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송 비트 스트림에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출하기 위한 디코더를 

더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0.
제 43항 내지 4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시버는 제 1 전송 슬롯동안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상

기 프로세서는 제 2 전송 슬롯동안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리시버는 상기 제 2 슬롯동안 프로그램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수신하

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시지를 처리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2.
제 42항 내지 5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 모듈을 더 포함 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3.
제 43항 내지 5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시버는 각각의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

신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제어 데이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5.
제 53항 또는 5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관련 프로파일 데이

터가 상기 사용자 파일과 근접하게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6.
제 52항 내지 5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를 조정하는 리시버

/디코더.

청구항 57.
제 42항 내지 5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58.
제 42항 내지 5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사용자 및/또는 리시버/디코더의 특성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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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9.
제 43항 내지 5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60.
제 5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프로그램의 종료시 또는 종료후에 상기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리

시버/디코더.

청구항 61.
제 59항 또는 6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사용하여 상기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용 상기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호환성을 계산하고, 고호환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62.
프로세서 및 관련 메모리를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로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1 프로그램

을 선택하고, 상기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용된 프로그램 시퀀스 룰에 따라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

그램을 선택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63.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리시버/디코더에서 수신하기 

위한 리시버를 더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64.
제 62항 또는 6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된 새로운 프로그램 시

퀀스 룰로 대체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65.
제 63항 또는 6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포함하는 MPEG 개인 테이블을 디코드하기 위한 디코더를 더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66.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리시버, 프로세서 및 관련 메모리를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로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광고로 대체하는 리시버/디코더.

청구항 67.
프로세서와 관련 메모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장치로서, 상기 프로세서는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출력된 

프로그램에 적용될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장치.

청구항 68.
제 6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방송 매체를 통해 상기 메시지를 방송하는 장치.

청구항 69.
제 67항 또는 6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시지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0.
제 67항 내지 6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는 MPEG 개인 테이블을 생성하는

장치.

청구항 71.
리시버/디코더의 프로그램 스트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

라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으로 대

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2.
제 71항에 있어서, 단일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리시버/디코더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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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항 또는 72항에 있어서, 정기 스케쥴 간격으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4.
제 71항 내지 7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텔레비젼 채널이 방송되는 시간에 텔레비젼 방송 시스템을 통해 상기 다

수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 71항 내지 7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

램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프로

그램을 출력하는 요구에 응답하여 취해지는 방법.

청구항 76.
리시버/디코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프로그램의 출력 요구에 응답

하여 취해지는 방법.

청구항 77.
제 75항 또는 7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에 이어 다른 프로그램을 상기 프로그램의 출력동안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8.
프로그램 스트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

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 78항에 있어서,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리시버/디코더와 관련된 사

용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의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0.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 램을 리시버/디코더에서 수신하는 단계

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1.
제 79항 또는 80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은 광고인 방법.

청구항 82.
제 79항 내지 8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출력에서 선택되지 않은 상기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중 적어도 하나를 

저장에서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3.
제 79항 내지 82항에 있어서, 방송 비트 스트림에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4.
제 79항 내지 8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은 제 1 전송슬롯동안 수신되고, 상기 프로그램은 제

2 전송슬롯동안 출력되는 방법.

청구항 85.
제 8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선택 단계는 상기 제 2 프로그램 슬롯으로 프로그램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

타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6.
제 79항 내지 8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다수의 프로그램과 관련 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87.
제 8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제어 데이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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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8.
제 86항 또는 8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는 이

러한 프로파일 데이터를 상기 리시버/디코더의 사용자와 관련된 사용자 프로파일과 비교하는 단계와, 관련 프로파일 

데이터가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과 근접하게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9.
제 8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조정가능한 방법.

청구항 90.
제 79항 내지 8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1.
제 79항 내지 9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및/또는 리시버/디코더의 특성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설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2.
제 79항 내지 9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3.
제 9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프로그램은 상기 제 1 프로그램의 종료 시에 또는 후에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94.
제 92항 또는 9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는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사용하여 상기 제 2 다수

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기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호환도를 계산하는 단계와, 고호환도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선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5.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1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프로그램

과 관련하여 적용된 프로그램 시퀀스 룰에 따라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96.
제 94항 또는 9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리시버/디코더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7.
제 94항 내지 9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리시버/디코더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8.
리시버/디코더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리시버/디코더에 의해 출력된 프로그램에 적용될 프로그램 시퀀

스 룰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리시버/디코더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9.
제 97항 또는 98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방송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0.
제 97항 또는 99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1.
제 97항 내지 10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MPEG 개인 테이블인 방법.

청구항 102.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 및 디코딩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단,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상기 선택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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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03.
제 102항에 있어서, 단일 통신 채널로부터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

품.

청구항 104.
제 102항 또는 103항에 있어서, 정기 스케쥴 간격으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05.
제 102항 내지 10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

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선택 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을 출력하기 위한 요구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06.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출

력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수단이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요구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

품.

청구항 107.
제 105항 또는 10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은 상기 제 1 프로그램에 이어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

하고, 상기 제 1 프로그램의 출력동안 상기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08.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적 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09.
제 108항에 있어서,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0.
일 범위의 사용자에 적합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에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1.
제 108항 내지 11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 프로그램은 광고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2.
제 109항 내지 11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3.
제 109항 내지 11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

램 제품.

청구항 114.
제 109항 내지 11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출력용으로 선택되지 않은 상 기 저장된 다수의 프로그램중 적어도 하

나를 저장에서 제거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5.
제 109항 내지 11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송 비트 스트림에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수단을 더 포

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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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항 내지 11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전송 슬롯동안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제 2 전송슬롯

동안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7.
제 1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송슬롯으로 프로그램이 선택되어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과

, 상기 메시지를 처리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18.
제 108항 내지 1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

품.

청구항 119.
제 109항 내지 11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다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0.
제 119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제어 데이터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1.
제 119항 또는 1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데이터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관련

프로파일 데이터가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과 근접하게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 제품.

청구항 122.
제 118항 내지 12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를 조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3.
제 108항 내지 12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컴

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4.
제 108항 내지 12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및/또는 리시버/디코더의 특성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을 선

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5.
제 109항 내지 12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제 2 다수의 프로그램

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6.
제 12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그램의 종료시 또는 종료 이후에 상기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7.
제 125항 또는 12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사용하여 상기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기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호환도를 계산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고호환도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컴퓨터 프로

그램 제품.

청구항 128.
제 1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1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용된 프로그램 시퀀

스 룰에 따라 제 2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제 2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29.
제 12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서 수

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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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항 또는 12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퀀스 룰의 적어도 일부를 수신된 새로운 프로그램 시퀀스 룰로 대체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1.
제 129항 또는 130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수신수단은 상기 메시지를 포함하는 MPEG 개인 테이블을 디코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2.
프로그램 스트림을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프로그램 스트림의 일부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광고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3.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의해 출력된 프로그램에 적용될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4.
제 133항에 있어서, 방송 매체를 통해 상기 메시지를 방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5.
제 133항 또는 13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발생 수단은 상기 메시지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6.
제 133항 내지 13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은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는 MPEG 개인 

테이블을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37.
제 1항 내지 31항 또는 제 36항 내지 66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리시버/디코더와, 제 32항 내지 35항 또는 제 67항

내지 70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장치를 포함하는 방송 시스템.

청구항 138.
소정의 전송 슬롯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명령과, 상기 전송슬롯에 관한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전송

용 메시지.

청구항 139.
제 138항에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또는 타입을 더 포함하는 메시지.

청구항 140.
프로그램 시퀀스 룰을 포함하는 리시버/디코더 전송용 메시지.

청구항 141.
제 138항 내지 14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정보를 더 포함하는 메시지.

청구항 142.
제 138항 내지 141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메시지를 포함하는 MPEG 개인 테이블.

청구항 143.
제 71항 내지 101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44.
제 71항 내지 101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리시버/디코더를 수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145.
제 102항 내지 136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구현하는 신호.

청구항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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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항 내지 136항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구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7.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여기에 기술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방법.

청구항 148.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여기에 기술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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