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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격 액세스를 갖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원격 액세스를 갖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제공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

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에 구현된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는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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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원격 액세스 링크에 의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에 접속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세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도.

도 2a 내지 2d는 본 발명에 따른 도 1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

치에 대한 상세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 2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도 3의 텔레비젼 장치의 일부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6 a, 도 6b 및 도 6c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링크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배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또는 원격 프 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의해 디스

플레이용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의해 디스플레이용 패이버이트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

.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의해 디스플레이용 상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 내지 도 23은 본 발명에 따라 원격 액세스를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특징에 제공할 때 포함된 단계

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액세스 장치에 의해 디스플레이용 인터넷 브라우저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액세스 장치에 의해 디스플레이용 쇼핑 데이타 엔트리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액세스 장치에 의해 디스플레이용 주식 시세 표시기(주식 티커, stock ticker) 데이타 

엔트리 스크린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공개특허 10-2004-0077723

- 3 -

본 발명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비디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에 원격 액세

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케이블, 위성 및 방송 텔레비젼 시스템은 시청자에게 많은 수의 텔레비젼 채널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통적으로 정

해진 특정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인쇄된 텔레비젼 프로그램 스케쥴에서 찾는다. 최근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를 시청자의 텔레비젼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대화형 전자식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가 개발되어 있다.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가 원격 제어(리모트 컨트롤)를 사용하여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내비게이트

하도록 허용한다. 전형적인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의 여러 가지 그룹은 예정된 카테고리 또

는 사용자 정의 카테고리에서 표시된다. 리스트는 전형적으로 그리드 또는 테이블에서 표시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집에 놓인 셋-톱 박스로 구현된다. 전형적인 셋-톱 박스는

사용자의 텔레비젼 및 비디오카세트 레코더에 접속된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휴대할 수 없다. 결

과적으로,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리마인더 설정을 조정하고, 기록을 위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또는 사용자가 집의 동일한 방에서 실질적으로 있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 프로

그램 가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리스트를 시청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인터

넷을 가능하지 않은 이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는 재택 프로그램 가이드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컨대, 온라인

프로 그램 가이드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위한 재택 리마인더를 설정하고, 페어렌탈 제어(parental control, 부모 통

제 혹은 연소자 시청 보호) 설정을 조정하고 또는 사용자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에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

도록 허용한다.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가 유료시청 프로그램을 주문하도록 구련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전화를 

통하거나 충동 주문를 통하는 것과는 달리 웹 서버를 통해 프로그램을 주문하도록 허용한다. 제3자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사용자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헤드엔드에 주문 정보를 제공한다. 이 헤드엔드는 유료 시청 프로그램의 주문

을 재택 가이드의 협조없이 종래의 신호 부정 시스템 및 신호 스크램블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문된 프로그램을 시청하

도록 사용자의 셋-톱을 인가한다. 이 방식(즉, 주문에 재택 가이드의 협조가 없음)의 유료 시청 프로그램 주문은 시용

자에게 재택 가이드를 통한 유료 시청 프로그램 주문의 대다수 장점 예컨대, 방송 예정 프로그래밍 리마인더 또는 미

시청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주문된 후 가이드로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주문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프로그램 가이드는 퍼스날 컴퓨터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 가이드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시청하

고자 하는 시청자에 유용하지만, 시청자는 셋-톱 박스에 기초한 프로그램 가이드에 용이하게 액세스할 수 없다. 예컨

대, 사용자의 다른 가족 구성원은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고 셋-톱 박스 및 텔레비젼의 사용을 우선할 수도 있다. 이 

퍼스널 컴퓨터 프로그램 가이드의 사용자를 위해 퍼스널 컴퓨터 프로그램 가이드의 동작과 셋-톱 박스 프로그램 가

이드의 동작을 협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퍼스널 컴퓨터 프로그램 가이드의 사용자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재택 리마

인더를 설정하도록 퍼스널 컴퓨터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조정할 수 없거나, 사

용자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에 기록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거나,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없다.

디스플레이를 가진 원격 제어가 제공하느 시스템 및 전자식 프로그램 가이드는 1998년 4월 16일에 공개된 PCT 특

허 출원 공개 제WO 98/16062호에 기재되어 있다.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98/17064호는 텔레비젼 신호에서 유

니버셜 리서스 로케이터(URL)를 인코드함으로써 인터넷 데이타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재하고 있다.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97/50251호는 팝-업 힌트를 제공하는 전자식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을 기재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기존의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주요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징 예컨대, 프로그래밍 리마인더, 페어렌탈 

제어 및 프로그램 기록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집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프로그램 가이드를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

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격지로부터 사용자의 재택 프로그램 가이드의 주요 특징에 액

세스하여 이들 특징을 위해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 원격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완

수될 수 있다.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에서 구현된다. 이 대

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는 원격 액세스 링크를 통해 하나 이상의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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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된다.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구현된다. 원격 프

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

로그램 가이드의 특징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을 원격으로 설정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임의의 적합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 또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이 액세스될 수 있

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프로그램을 위한 리마인더를 원격으로 스케쥴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고,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원격으로 시청하고, 기록(기억)을 위해 프로그램밍을 원격으로 선택하고, 기억된 

프로그램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의 현 방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플레이하고, 패이버리트(선호, fav

orite)(예컨대, 패이버리트 채널,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비스 등)를 통해 내비게이트하여 설정하고, 페어렌탈 제어 설

정을 원격으로 설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는 부가 기능 예컨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메시지 전송 및 플

레이 또는 표시, 상태 정보를 위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폴(poll)과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 기억을 원격으로 수행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를 이들 및 다른 특징에 제공하면, 사용자가 이전에는 행할 수없는 상황 및 방법으로 텔레비젼 관련 작동

을 제어하도록 사용자에게 허용될 수 있다. 교통 체증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예컨대, 사용자 어느 누구도 시청

해야 할 시간에 집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위한 리스트에 액세스하도록 적절한 음성 커맨드를 사용하

여 프로그램 가이드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 리스트는 스크린 상에 표시되거나, 합성된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재생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집에 있는 그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또는 다른 기억 장치 또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의 서버 또는

다른 분배 설비에 기록하기 위해 임의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격 서버에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시

스템은 예컨대, 1999년 6월 11일에 엘리스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332,244호, 2000년 1월 27일 공

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00/04706호에 기재되어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인용예로 포함되고 있다.

예컨대, 부모는 아이가 텔레비젼을 시청한 경우 직장에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가이드에 액세스할 수 있다. 아이가 

텔레비젼을 시청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부모는 프로그램 가이드가 아이에게 메시지(예컨대, '숙제하러 가거라')를 표

시하도록 할 수 있고 이후 페어렌탈 제어 특징을 통해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텔레비젼 시청을 디폴트(예컨대, 

부모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금지됨)로 금지한 경우, 부모는 아이가 텔레비젼을 시청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가이드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예컨대, 직장에 있는 사람은 가정내 텔레비젼 장치을 작동할 수 없는 집에 있는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

터 호출을 받아 그 작동을 설명할 수 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원격으로 프로그램 가이드에 액세스하고, 장치 상태 정

보를 폴(poll)하고 목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비-프로그램-가이드(non-program-guide) 응용도 시용자 텔레비젼 장치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

프로그램-가이드 응용은 예컨대, 웹 브라우저 응용, 홈 쇼핑 응용, 게임 응용, 전자 메일 응용, 채팅 응용, 뱅킹 응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응용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 내의 셋-톱 박스에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는 원격 액세스 장

치를 사용하여 이 비-프로그램-가이드 응용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 특징, 그 성질 및 여러가지 장점은 첨부된 도면 및 후술하는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좀 더 명백하게 

설명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세 시스템(10)이다. 본체(12)는 통신 링크(18)를 통해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 소스로부터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까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제공한다. 대화형 텔레비

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비록 도 1에는 도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하나만을 도시하였지만, 복수개로 설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링크(18)는 위성 링크, 전화 네트워크 링크, 케이블 또는 광섬유 링크, 마이크로웨이브 링크, 

이들 링크의 조합, 인터넷 링크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링크일 수 있다.

본체(12)에 의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로 전송되는 대 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타(예컨대, 프로그램 시간, 채널, 제목 및 해설) 및 부가 서비스용 다른 프로그램 가이

드 데이타(예컨대, 유료 시청 정보, 날씨 정보, 관련 인터넷 웹 링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를 포함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접속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는 비록 도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도 1에 단지 하나 액세스 장치(

24)를 도시하였지만, 하나 이상의 관련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를 가질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4-0077723

- 5 -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다. 도 2a 내지 도 2d는 대

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의 4 가지 상세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도 2a 내지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이

,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에 위치한 프로그램 가이드 분배 설비(21) 및 사용

자 텔레비젼 장치(22)를 포함할 수 있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는 임의의 적합한 분배 설비(예컨대, 케이블 시스템 

헤드엔드, 방송 분배 설비, 위성 텔레비젼 분배 설비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텔레비젼 분배 설비)일 수 있다. 텔레비

젼 분배 설비(16)는 통신 경로(20)를 통해 본체(12)로부터 복수의 사용자까지 수신되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분

배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분배 장치(21)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공급하기 적합한 장치일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분배 장치(21)는 예컨대, 텔레비젼 채널의 수직 블랭킹 간격에서 텔레비젼 채널 사이드밴드에

대역 내 디지탈 채널, 대역외 디지탈 신호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데이타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가이드 데

이타를 분배하기 적합한 전송 하드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 신호(예컨대, 텔레비젼 프로그램밍)는 복수개

의 텔레비젼 채널의 통신 경로(20)를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프로그램 가이드 분배 장치(21)가 제공될 수 

있다.

도 2a 및 도 2b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가 비클라이언트 서버 기반 시도를 사용하여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제공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대한 상세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는 연속 스트림으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텔레비젼 분배 설비

(16)에 의해 제공될 수 있거나 적합한 시간 간격(예컨대, 시간당 1회)에서 전송될 수 있다.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서 로컬하게 데이타를 기억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필요

에 따라 '온 더 플라이(on the fly)' 데이타를 추출할 수 있다. 텔레비젼 부내 설비(16)는 특정 정보(예컨대, 지불 프로

그램 계좌 정보 또는 로컬하게 생성된 인가 기술을 사용하여 구매되어 시청되는 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를 위해 주기

적으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폴할 수 있다.

도 2a의 시스템 구성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접속된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분배할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

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

22)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예컨대, 리마인더 정보, 페어렌탈 

제어 설정, 패어버리트 채널 설정, 사용자 프로필 등)의 여러 가지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로 할 수 있는 부가 데

이타를 전송할 수 있다. 임의의 적합한 분배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 시도, 폴 기술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시도를 사용하여 연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

세스 장치(24)에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특정한 전송 기술을 위해 적합한

경우 데이타를 기억할 수 있다.

도 2b의 시스템 구성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통신 장치(27)를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

에 접속된다. 이 시도로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직접 분배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텔레비젼 설비(16)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예컨대, 리마인더 정보, 페어렌탈 제어 설정, 패어버리트 채널 설정, 사용자 프로필 등)의 여러 가지 기능에 액

세스하기 위해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로부터 부가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다. 텔레비젼 분배 설

비(16)는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 시도, 폴 기술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시도를 사용하여 연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특정한 전송 

기술을 위해 적합한 경우 데이타를 기억할 수 있다.

도 2c 및 도 2d는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

이드 장치(17)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대한 상세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c 및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가이드 분배 장치(21)는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는 클라이언트 거버 기반 프로그램 가이드를 위해 적합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들의 조합일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는 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클라이언

트에 의해 디지탈 프레임으로서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생성하고 디스플레이를 위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이 플레임을 분배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시도에서,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는 적합한 데이타베이스 엔

진 예컨대, SQL 서버를 운용할 수 있고,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의해 생성된 조회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는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도시 안됨)를 통해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본체(12) 또는 일부 설비에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도 2c에 도시한 바와 같은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사용자 텔

레비젼 장치(22)와 통신할 수 있다. 요구, 커맨드 또는 다른 적합한 통신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원격 프로그

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2)에 의해 제공되고, 이 후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에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의해 전

송된다.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 또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사용자 텔레비

젼 장치(22)에 의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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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신 장치(27)를 통해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지나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와 통신할 수 있다. 적합한 요구, 커맨드 또는 다른 적당한 통신은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에 의한 처리를 위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프로그

램 가이드 설정에 대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는 예컨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텔레비

젼 장치(22)에서 구동되는 로컬 프로그램 가이드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도 2b 및 도 2d의 배치에서,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

치(24)와 통신하기 위해 통신 장치(27)를 가질 수 있다. 통신 장치(27)는 예컨대, 통신 포트(예컨대, 시리얼 포트, 패

러렐 포트,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포트 등), 모뎀(예컨대, 적합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모뎀, 셀룰러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예컨대, 에더넷 카드, 토큰링 카드 등), 무선 전송기(예컨대, 적외 전송기 또

는 다른 적합한 전송기) 또는 다른 적합한 통신 장치일 수 있다.

도 1 및 도 2a 내지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와 통신할 수 있다. 실제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사

용자 텔레비젼 장치(22)(도 2a 및 도 2c에 도시),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도 2b에 도시), 양쪽 모두(도 1에 표지됨)에

접속되거나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와 통신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임의의 적합한 유선 또는 무선 통신 경로이거나 디지탈 또는 아날로그 통신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17)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사이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사용자는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 및 다른 프로그

램 가이드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를 가지고 있다. 도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도 2a 내

지 도 2d에는 단지 하나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 및 통신 경로(20)만을 도시하였지만, 전형적으로 복수개의 사용

자 텔레비젼 장치(22) 및 복수개의 관련 통신 경로(20)가 존재한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는 통신 경로(20)를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텔레비젼 프로그램밍을 분배할 수 있다. 텔레비젼 프로그래밍은 별도의 통신 경로(도시 

안됨)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료성을 위해 본 발명은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가 텔레비젼 분배 설비를 통해 본체로부터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 배치로 접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적합한 시스템은 데이타가 다른 적합한 분배 기술 예컨대, 인터넷 등을 통해 데이타 전송을 포함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에 프로그램 가이드에 분배되는 배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응용

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쳐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어 응용을 위한 주요 처리 능력은 예컨대, 텔레비젼 분배 설비 

또는 본체[예컨대,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 및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도 2c 및 도 2d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

이 클라이언트 처리기로서 작동 한다. 대안으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인터넷으로부터 프로그램 가이

드 데이타를 포착할 수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1997년 9월 18일 보이어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

허 출원 제08/938,028호, 1998년 6월 18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98/26584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도 3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배치에 대해 도시하고 있다. 도 3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입력(26)에서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도 1)로부터 비디오 및 데이타를 수신한다. 통상의 텔레비젼 시청 중, 사용자는 목표한 텔레

비젼 채널로 셋-톱 박스(28)를 조정한다. 이 텔레비젼 채널을 위한 신호는 이후 비디오 출력(30)에서 제공된다. 이 출

력(30)에서 제공된 신호는 전형적으로 소정 채널(예컨대, 채널 3 또는 4)의 라디오-주파수(RF) 신호 또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디지탈 신호가 적합한 디지탈 버스[예컨대,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ners(IEEE) 1394 기준, 도시 안됨을 사용한 버스]의 텔레비젼(36)에 제공될 수 있다. 출력(30)에서 비디오 신

호는 선택형 보조 기억 장치(32)에 의해 수신된다.

보조 기억 장치(32)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프로그램 스토리지 장치 또는 플레이어[예컨대,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DVD) 플레이어, 하드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 장치 등]의 임의의 적합한 형태일 수 있다. 프로그

램 기록 및 다른 특징은 제어 경로(34)를 사용하여 셋-톱 박스(28)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보조 기억 장치(32)가 비

디오카세트 레코더인 경우, 예컨대, 전형적인 제어 경로(34)는 통상적으로 원격 컨트롤[예컨대, 원격 컨트롤(40)]로

부터 커맨드를 수용하는 비디오카세트 레코더에서 적외선 수신기에 접속된 적외선 전송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원격 

컨트롤(40)은 셋-톱 박스(28), 보조 기억 장치(32) 및 텔레비젼(36)을 제어 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셋-톱 박스(28), 텔레비젼(36)[텔레비젼(36)이 적합한 처리 회로 및 메모리를 

가지는 경우], 보조 기억 장치(32) 또는 선택형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이들이 적합한 처리 회로 및 메모리를 가지

는 경우), 또는 텔레비젼(36)에 접속된 적합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수신기(36)상에서 운용될 수 있다. 또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텔레비젼(36) 및 셋-톱 박스(28) 상에 협조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 협조적인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응용을 복수개의 장치 상에서 운용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1998

년 11월 5일 엘리스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186,598호, 2000년 2월 3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00/05885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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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선택형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 상에 디지탈 형태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데이타를 레코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는 기록가능한 선택형 스토리지 장치(예컨대, DVD 플레이어는 레코드가능한 D

VD 디스크를 다룰 수 있음), 마그네틱 스토리지 장치(예컨대,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디지탈 테이프) 또는 임의의 다른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일 수 있다.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를 가진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1998년 

9월 17일 하셀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157,256호, 2000년 3월 23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

WO 00/16548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는 셋-톱 박스에 포함될 수 있거나 출력 포트 및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셋-톱 박스(28)

에 접속된 외장 장치일 수 있다. 셋-톱 박스(28)에서 처리 회로는 수신된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타 신호를 디지탈 파

일 포맷으로 포맷할 필요가 있다.

파일 포맷은 오픈 파일 포맷 예컨대, 동영상 전문가 그룹(MPEG) MPEG-2 기준일 수 있다. 최종 데이타는 적절한 버

스(예컨대,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ners(IEEE) 1394 기준)를 통해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

로 스트림되고,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에 기억된다.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 및 보조 기억 장치(32)는 정교한 셋

-톱 박스로 집적화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텔레비젼(36)은 통신 경로(38)를 통해 보조 기억 장치(32)로부터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다. 통신 경로(38) 상의 이 비

디오 신호는 사전녹화된 스토리지 매체(예컨대,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또는 레코드가능한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를 재

생하는 경우 보조 기억 장치(32)에 의해 생성되거나, 사전녹화된 스토리지 매체를 재생하는 경우 디지탈 스토리지 장

치(31)에 의해 생성되거나, 보조 기억 장치(32)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셋-톱 박스(28)로

부터 텔레비젼(36)으로 직접 제공되거나, 텔레비젼(36)에 의해 직접 수신될 수 있다. 통상의 텔레비젼 시청 중, 이 비

디오 신호는 사용자가 셋-톱 박스(28)를 조정하여 목표한 채널에 대응하는 텔레비젼(36)에 제공된다. 또한, 이 비디

오 신호는 셋-톱 박스(28)가 디 지탈 스토리지 장치(31)에 기억된 정보를 재생하는 경우 셋-톱 박스(28)에 의해 텔레

비젼(36)에 제공될 수 있다.

셋-톱 박스(28)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와 통신하기 위해 통신 장치(3

7)를 가질 수 있다. 통신 장치(37)는 예컨대, 통신 포트(예컨대, 시리얼 포트, 패러렐 포트,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 포트 등), 모뎀(예컨대, 적합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모뎀, 셀룰러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

드(예컨대, 에더넷 카드, 토큰링 카드 등), 무선 전송기(예컨대, 적외 전송기 또는 다른 적합한 전송기) 또는 다른 적합

한 통신 장치일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젼(36)은 원격 액세스 링크(19)에 접속된 적합한 통신 장치를 가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재택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가정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복수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가정

내 복수개 가이드의 기능을 협조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복수개의 가이드 기능이 협조되는 시스템은 엘리스 등에 

의해 1999년 7월 16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356,161호, 2000년 1월 27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

WO 00/04707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

치(24)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가이드 중 하나에 접속될 수 있고 모든 가이드 기능에 원격으로 협조할 수 있

도록 성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4는 도 3에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좀더 일반적인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텔레

비젼 분배 설비(16)로부터 프로그램 가 이드 데이타(도 2a 내지 도 2d)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제어 회로(42)

에 의해 수신된다. 또한, 이 제어 회로(42)는 데이타 및 커맨드를 전송하거나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로 요구를 되돌

릴 수 있다. 제어 회로(42)의 기능은 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셋-톱 박스 배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대안으로, 이

들 기능은 진보된 텔레비젼 수신기, 퍼스널 컴퓨터 텔레비젼(PC/TV)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배치로 집적될 수 있

다. 이 배치의 조합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46)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작동을 제어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46)는 포인팅 

장치, 무선 원격 컨트롤, 키보드, 터치패드, 음성 인식 시스템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사용자 입력 장치일 수 있다. 

텔레비젼을 시청하기 위해,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장치(45) 상에 목표한 텔레비젼 채널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 회로

(42)에 지시한다. 디스플레이 장치(45)는 텔레비젼, 모니터 또는 임의의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일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징을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장치(45) 상에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 메인 메뉴 또는 다른 

목표한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생성하도록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상에 구현된 

프로그램 가이드에 지시한다.

또한, 도 4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장치(51)을 구비한다. 통신 장치(51)는 통신 포트(예컨대,

시리얼 포트, 패러렐 포트,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포트 등), 모뎀(예컨대, 적합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모뎀, 셀

룰러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예컨대, 에더넷 카드, 토큰링 카드 등), 무선 전송기(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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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 전송기 또는 다른 적합한 전송기) 또는 다른 적합한 통신 장치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프로그램밍을 레코드하기 위해 보조 기억 장치(47),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49) 또

는 이들의 적합한 조합을 구비할 수 있다. 보조 기억 장치(47)는 적합한 형태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프로그램 스토

리지 장치(예컨대,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DVD) 등)일 수 있다. 프로그램 기록 및 다른 특징은 

제어 회로(42)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49)는 예컨대, 기록가능한 선택형 스토리지 장치(예컨대

, DVD 플레이어는 레코드가능한 DVD 디스크를 다룰 수 있음), 마그네틱 스토리지 장치(예컨대, 디스크 드라이브 또

는 디지탈 테이프) 또는 임의의 다른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일 수 있다.

도 5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대한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격 프

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임의의 적합한 퍼스널 컴퓨터(PC), 휴대용 컴퓨터(예컨대, 노트북 컴퓨터), 팜-탑 

컴퓨터, 핸드헬드형 퍼스널 컴퓨터(H/PC), 디스플레이 리모트, 터치 스크린 리모트, 자동차 PC, 퍼스널 디지탈 어시

스턴트(PDA) 또는 다른 적합한 컴퓨터 기반 장치일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52), 처리 회로(54), 스토리지(56) 및 통신 장치(58)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52)는 임의의 적합한 

입력 또는 출력 장치 또는 시스템일 수 있고, 포인팅 장치, 키보드, 터치패드, 터치 스크린, 펜 스틸러스, 음성 인식 시

스템, 마우스, 트랙볼, 음극선관(CRT)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LCD), 음성 합성 처리기 및 스피커,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사용자 입력 또는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스토리지(56)

를 가질 수 있다. 스토리지(56)는 임의의 적합한 메모리 또는 다른 스토리지 장치 예컨대, RAM, ROM, 플래시 메모리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일 수 있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통신 장치(58)를 가질 수 있다. 통신 장치(58)는 원격 액세스 링크(19

) 예컨대, 통신 포트(예컨대, 시리얼 포트, 패러렐 포트,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포트 등), 모뎀(예컨대, 적합한 아

날로그 또는 디지탈 모뎀, 셀룰러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예컨대, 에더넷 카드, 토큰링 카

드 등), 무선 전송기(예컨대, 적외선 전송기 또는 다른 적합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전송기) 또는 다른 적합한 통신 

장치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사이의 통신을 지

원하기 위해 적합한 임의의 장치일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링크(19)(도 1)는 임의의 적합한 전송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예컨대, 시리얼 또

는 패러렐 케이블, 다이얼 전화선,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링크(예컨대, 10Base2, 10Base5, 10BaseT, 100Ba

seT, 10BaseF, T1, T3 등), 재택 네트워크 링크, 적외선 링크, 라디오 주파수 링크, 위성 링크 임의의 다른 적합한 통

신 링크 또는 이들 링크의 적합한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의 적합한 전송 또는 액세스 기술은 기준 시리얼 또는 

패러렐 통신, 에더넷, 토큰 링, 파이버 분배 데이타 인터페이스(FDDI), 회로 스위치 셀룰러(CSC), 셀룰러 디지탈 패킷

데이타(CDPD), RAM 모빌 데이타, 이동 통신용 글러벌 시스템 (GSM), 시분할 다중 액세스(TDMA),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 임의의 다른 적합한 전송 또는 액세스 기술, 또는 그들의 임의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양방향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정한 제약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은 단방향 링크를 사용하여 액세스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 액세스 링크(19)에 대해 단방향 링크를 사용하는 장점은 이들 기술이 일반적으로덜

복잡하고 양방향 링크보다 저가라는 것이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바람직하게는 임의의 적합한

네트워크 및 전송층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예컨대,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고, 이 프

로토콜 스택은 순차 패킷/인터넷워크 패킷 교환(SPX/IPX)층,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층, 애플

토크 트랜잭션 프로토콜/데이타그램 딜리버리 프로토콜(ATP/DDP)층,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네트워크 및 전송층 

프로토콜 또는 프로토콜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임의의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와 통신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터미날 메뮬레이션 기술 예컨대, VT100 터미날

엠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접속할 수 있고, '단순 단말기(dumb terminal)'

인 것처럼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액세스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기준 원격 액세스 클라이언트 예컨대, Windows 원격 액세스 서비스(RAS) 클라이언트를 운용할 수 있고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상에 운용하는 Windows NT 서버 프로세스에 접속될 수 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의의 적합한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외에도, 수개의 다

른 액세스, 데이타 링크, 네트워크, 라우팅 또는 다른 프로토콜은 원격 액세스 링크(19)[예컨대, X.25, 프레임 릴레이,

비동기 전송 모드(ATM), 시리얼 라인 인터페리스(SLIP), 포인트 대 포인트 프로토콜(PPP)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액세스, 데이타 링크, 네트워크, 라우팅 또는 다른 프로토콜]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텔레

비젼 분배 설비 사이의 통신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도 6a 및 도 6b는 인터넷 링크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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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17)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는 예컨대, 인터넷 기반 액세스

를 프로그램 가이드에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를 포함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은 인터

넷 접속을 프로그램 가이드로 제공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

드 액세스 장치(24)는 인터넷 섹션을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상에 운용하는 프로그램 가이드로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으로부터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포착하

거나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예컨대, 리마인더 설정 또는 통지, 시청 리스트, 스케쥴 프로그램 기록, 페이버리트 설정, 

페어렌탈 제어 특징 설정, 메시지 전송,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폴)을 설정한다. 인터넷 서비스 시

스템(61)은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로부터 분리된 설비에 놓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는 사용자 클라이언트 장치(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와 차례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의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 상에 구현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또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에 접속된 텔레비젼 분배 설비(16)에서 다른 적합한 장치)은 직접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거나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 가이드 분배 장치(21)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

7)에 구현된 프로그램 가이드가 도 6b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서버 가이드인 경우, 인터넷 서버 시스템(61)은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와 상호작

용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인터넷 서버 시스템(61) 및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는 동일 장치 또는 시스템일 수 있다.

인터넷 서버 시스템(61)를 사용하는 시스템 구성 배치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직장에서 사용

자의 퍼스널 컴퓨터이고, 인터넷 서버 시스템(61)은 케이블 시스템 헤드엔드에서 웹 서버이고, 사용자의 집에서 사용

자 텔레비젼 장치(22)는 사용자의 프로그램 가이드가 구현되는 셋-톱 박스를 포함한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

는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징 예컨대, 리마인더 설정 또 는 통지, 시청 리스트, 프로그램 기록, 페이버리트 설정, 페어렌

탈 제어, 메시지 전송, 상태를 위한 폴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직장에 있

는 동안에 사용자의 집에서 아이가 부모가 제어해 놓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프로그램 가이드 제어 설정을 조정하여 인터넷 서버 시스템(61)에 의해 제공된 적합한 웹 페이지를 액세

스할 수 있다. 아이가 목표한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설정 변경은 이후 사용자가 아직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으로부터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까지 자동적으로 전송된다.

다른 예시와 같이, 직장에서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재택 비디오카세트 레코더에 기록을 위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프

로그램이 방송되기 직전에 사용자의 재택 텔레비젼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나타나는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를 스케쥴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을 통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 상에 프로그램 가이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도 6c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를 위한 다른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c의 시스템 장

치에서, 사용자는 도 6a 및 도 6b의 장치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로컬 가이드와 직접 통신할 수 없다. 대신에,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가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에 액세스하기 위해 구현되는 원격 액세스 장치로서 퍼스널 컴퓨터(PC)(231)

를 가질 수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전술한 보이어 등에 의해 1997년 9월 18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938,028호, 1998년 6월 18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98/26584호에 기재되어 있 다. 퍼스널 

컴퓨터(231)는 인터넷 링크(233)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235)에 접속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233)

은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 응용또는 웹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적합한 조

합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퍼스널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을 설정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패이버리트 채널을 설정하거나,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설정하거나,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스케쥴하거나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에 의해 기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여러가지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을 설정하거나 웹 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을 액세스한 후,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235)은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 또는 분배 장치(21)(도시)에 의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로 분배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에 설정 및 다른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 가이드는 설정, 레코

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재생 또는 임의의 적합한 기능 수행을 업데이트한다. 또한, 로컬 가이드는 유료 시청 프로그램

을 주문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구현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여기에서는 '로컬' 대화

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와 통신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및 로컬 가

이드는 예컨대, 동일한 가이드이지만, 2 개의 다른 플랫폼으로 운용하고 여기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통신하도록 컴파

일될 수 있다. 대 안으로, 원격 액세스 가이드는 로컬 가이드(즉, 서버 가이드)와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가이드일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시도로, 이 2 개의 가이드는 여기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통신하는 상이한 가이드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가 도 6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퍼스널 컴퓨

터인 경우),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과 비교

하는 경우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한될수 있다. 따라서, 원격 액세스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17)의 로컬 가이드 요구보다 낮은 처리 전력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의 메모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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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예컨대, 리마인더 정보, 리스트 정보, 기록 정보, 메시지 정보, 상태 정보, 페어렌탈 제어 설정, 

오디오 및 비디오 샅래 및 폴 정보, 사용자 정보, 패이버리트 설정 또는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임의의 다른 정보)는 교환되고, 설정은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2 개

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설정된다.

액세스 통신은 예컨대, 커맨드, 요구, 메시지, 원격 절차 호출(예컨대, 프록시-스터브 쌍을 사용) 또는 임의의 다른 적

합한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동등 계층 (peer-to-peer) 통신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액세스 통신은 예컨대, 원격 프

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운용하는 응용 구성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사이의 복잡한 

통신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의 2 개 버 젼에서 운용하는 대상은 예컨대, 객체 요구 매개자(ORB)를 사용

하여 통신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예컨대, 컴포넌트 객체 모델(COM) 대상으로서 용약되어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전송되는 파일에 유지된다. 다른 시도로, 액세스 통신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를 통해 원격 프로

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사이에 교환되는 HTML 포맷 마크업 언어 

문서(예컨대, 웹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전송될 수 있고,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은 바람직하게는 임의의 적합한 응용층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사이에 설정된다. 원격 

액세스 링크(19)가 인터넷 링크인 경우, 예컨대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은 예컨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를 사용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는 예컨대,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 운용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 또는 트리비얼 파일 전송 프로토콜(TF

TP)을 사용하여 파일로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임의의 적합한 메시지 

기술을 사용하거나 응용 프로그램밍 인터페이스(API)를 메시지하는 메시지로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와 다른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 및 다른 정보는 예컨대, 전자 메일 메시지로 요약하고 단순 메일 전송 프

로토콜(SMTP), 메시징 API(MAPI) 또는 다른 적합한 메 시징 프로토콜 또는 API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

로그램 가이드는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의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액세스 통신을 교환할 수 있어,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로컬하게 운용된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임의의 수의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 예컨대, 프로그래밍 정보 액세스, 프로그

램을 위한 리마인더 스케쥴링, 패이버리트 채널을 통한 내비게니팅 및 설정,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설정, 프로그래밍 

기록 스케쥴링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원에 의해 허용된 범위의 임의의 다른 프로그램 가이드 기

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사용자가 다른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 예컨

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상태 판정,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메시지 전송,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에 접속

된 주변 장치와 상호 작용 및 다른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를 통해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징을 액세스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적합한 커맨드를 발행한다(도 5). 예컨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정보를 시청하

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52)의 '가이드' 키가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52)가 마이크로

폰에 포함되고 적합한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소정의 커맨드를 마이크로폰으로 이야기한

다. 아 인터페이스는 원 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가 자동차 PC와 같이 사용자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

될 수 있는 환경에 특히 유용하다.

가능한 경우,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의해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 및 사용자에게 다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제시에서 적절한 차이는 사용자 텔

레비젼 장치(22)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장치에 의존하여 발생될 수 있

다(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는 리스트를 출력하도록 텔레비젼을 사용할 수 있고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

스 장치(24)는 합성된 음성 리스트를 출력하도록 음성 인식 및 합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적합한 커맨드를 발함으로써 프로그램 가이드 특징에 액세스하고

자 하는 경우,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기억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전술한

시도를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로부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착할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한 적절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생성한다

. 대안으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액세

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부터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수신할 수 있고, 적합한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생성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52)에 디스플레이를 위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전송한 다. 다른 실시예로, 원격 액세스 가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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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를 운용하고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액세스 통신을 발행할 수 있어, 로컬

하게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17)에 클라이언트로서 운용하고 있다. 다른 실시예로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

드 액세스 장치(24)는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시청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운용하는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프로그램 리스트에 원격으로 액

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52)에 의해 인식된 적합

한 음성 커맨드를 발행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로컬 프로그램 가이드로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

을 발행할 수 있고, 차례로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를 공급하여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복귀시킨다.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52)는 예컨대, 프로그램 리스트를 합성 음성 출력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 리스트는 예컨대, 적합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프로그램 리스트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다. 프로그

램 리스트 스크린은 하나 이상의 조직 표준(예컨대, 프로그램 명, 테마 또는 임의의 다른 소정 선택가능한 표준 및 사

용자 정의 선택가능한 표준)에 따라 조직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예컨대, 

알파벳순)으로 분류된다. 하나의 시도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프로그램 리스트 그리드로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 7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리스트 디스플레이 스크린(148)은 프로그램 리스트 영역(168)을 포함할 수 있다. 프

로그램 리스트 영역(168)은 적합한 포맷 예컨대, 임의의 적합한 리 스트, 테이블 또는 그리드로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

스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 7은 프로그램 리스트 그리드(150)에서 프로그램 리스트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내고 있다.프로그램 리스트 그리드(1

50)는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대응하고 등간격(예컨대, 30분 간격)으로 배치된 수개의 컬럼(162)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는 소정 또는 선택가능한 조직 표준에 따라 서브-세트의 그리드로 표시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억된다. 프로그램 리스트 로우(152)는 예컨대, 채널 46(공공 텔레비젼)에서 아프리카 사막 및 야생 생물(The dese

rts of Africa and wildlife)를 위한 선택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 로우(154)는 예컨대, 채널 47(HBO) 상에 고스트 및 타이타닉을 위한 선택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

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 로우(156)는 예컨대, 채널 48(VH-1) 상에 프로그램 블루즈 브라더스를 위한 선

택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 로우(158)는 예컨대, 채널 49(ADU) 상에 프로그램 프

로그램, PPV1 및 PPV2를 위한 선택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 로우(160)는 채널 5

0(WPTU) 상에 요리를 위한 선택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각 채널의 프로그램은 상이하

다.

프로그램 리스트 그리드(150)는 이동가능한 셀 하이라이트 영역(151)을 가질 수 있고, 현재의 그리드 셀을 하이라이

트한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에 적합한 커맨드를 입력함으로써 하이라이트 영역(151)을 놓을 수 있다. 예

컨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52)가 키패드인 경우, 사용자는 '업', '다운', '레프트' 및 '라이트' 커서 키를 사용하여 하

이라이트 영역(151)을 놓을 수 있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리스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520의 커서 키를 사용하여 하

이라이트 영역(151)을 놓음으로써 레프트, 라이트, 업 및 다운으로 이동될 수 있다. 대안으로, 터치 감지 스크린, 트랙

볼, 음성 커맨드 또는 다른 적합한 장치는 하이라이트 영역(151)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거나 하이라이트 영역(151)

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시도로서, 사용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

트의 제목을 음성 요구 인식 시스템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적절한 커맨드 

또는 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적합한 시도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택한 후,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많은 프로그램 가이드 특징을 액세스할 기회

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리스트에 대한 부가 정보(전형적으로 텍스트 또는 그래픽, 바람직하

게는 가능한 비디오 제외), 관련 프로그래밍 리마인더 스케쥴, 하나 이상의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도 3)에 의해 

기록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 스케쥴, 보조 기억 장치(31)(도 3), 스토리지(56)(도 5) 또는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

를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리스트는 리스트에서 사용자를 위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표시된 프

로그램 리스트를 가진 프로그램 리스트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나타내고 있다. 스크롤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는 소정 

또는 사용자 선택 조직 표준에 따른 서브셋에서 프로그램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임의의 적합한 조직 표준 

및 분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도 8의 스크롤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170)는 예컨대, 프로그램 형식에 따라 프로그

램 리스트를 조직하고 이후 각 서브셋에서 알파벳순으로 리스트를 분류한다. 또한, 도 8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리스트 내 이동 및 리스트 선택을 위해 이동가능한 셀 하이라이트 영역(151)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든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리마인더(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52)상 의 '리마인더'

버튼을 누르거나, 스크린 '리마인더' 버튼을 선택하거나, 적절한 음성 커맨드를 발행함으로써)를 설정하고자 표지하는

경우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를 스케쥴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래밍 리마인

더는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리마인더를 스케쥴하기 위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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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전송할 수 있다. 대안으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원격 프

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도 5)의 스토리지(56)에 로컬하게 리마인더를 기억할 수 있다. 또한, 리마인더를 설정

한 사용자가 표지하는 정보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또는 스토리지(56)에 기억될 수 있다. 또한,

리마인더는 사용자에 의해 로컬 가이드로 스케쥴되고,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전송되고, 원격 프로

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원격 액세스 가이드에 의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선택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스케쥴(예컨대, 소정의 사용자 선택가능한 수의 분, 시간 또는 일) 직전의 적절한 시간에

서, 리마인더는 로컬 또는 원격 대화형 텔 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양자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 리마인더는 사용

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발행될 수 있고,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디스플

레이될 수 있다(예컨대, 팝-업 윈도우 또는 메시지의 형태). 프로그램을 위한 리마인더가 사용자의 가정 내 텔레비젼

에 디스플레이되는 경우, 리마인더는 프로그램의 초기 직전에 디스플레이된다. 프로그램을 위한 리마인더가 원격 프

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디스플레이되는 경우, 리마인더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디스플레이된다(예컨대, 프

로그램의 수 시간전).

다른 시도로, 리마인더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까지 전자 

메일 메시지로서 전송될 수 있다. 리마인더가 전자 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

은 예컨대, 1997년 12월 9일 보이어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987,740호, 1999년 3월 25일 공개된 P

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99/14947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또 다른 시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52)는 영숫자 호출기(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양방향 통신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적합한 장치 사이에서)를 포함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는 자동 호출 서비스(예컨대, 적

합한 모뎀 및 통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를 전화할 수 있고, 통지(177)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다. 도 9는 디스플레이 장치(45)(도 4)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도 5)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리마인더를 나

타내고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 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원격으로 액세스하여 조정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액세

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페어렌탈 제어 코드(예컨대, 개인 식별 수자(PIN) 코드)를 사용하여 잠정적으로 객체 

프로그램 또는 채널을 막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잠정적으로 객체 프로그램 리스트의 디스플레

이를 막는 것과 관련하여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적합한 방법으로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

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페어렌탈 제어 정보(예컨대, 채널, 서비스, 프로그램, 

장르 또는 프로그램 리스트의 형식은 최대 시청율 정보, PIN 정보 등을 락(lock)할 수 있음)를 포착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스토리지(56)에 페어렌탈 제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액세스하여 조정하는 사용자가 표지하는 정보는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에 의해 기억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52)(예

컨대, 표시된 '락(lock)' 버튼을 누름으로써, 포인틴 장치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을 사용함, 적합한 음성 커맨드 등을 

발행함)를 사용하여 적절한 커맨드를 발행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텔레비젼 프로그래밍을 원격으로 페어

렌탈하게 제어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채널, 서비스, 프로그

램 또는 장르가 예 컨대, 적절한 통지, 아이콘, 합성된 음성 응답, 메시지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표지를 생성함으로

써 락되도록 사용자에게 표지할 수 있다. 도 7 및 도 8은 예컨대, 텔레비젼 서비스(ADU)가 락됨을 표지하기 위한 락 

아이콘(310)의 사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즐겨찾기 설정 또는 '패이버리트' 설정과 관련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 기능을 원격으로 액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

치(24)는 패이버리트 채널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비게이트하여 설정하기 위한 특징에 액세스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가 즐겨찾기 프로필에 따라 디스플레이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예컨대, 1998

년 3월 4일 엘리스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034,934호, 1999년 3월 25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99/45701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적합한 방법으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사용자의 즐겨찾기 정보(예컨대, 채널 또는 프로그램이 패이버리트, 패이버리트 테

마 등 및 그 유사인 것)를 포착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스토리지(56)에 패이버리트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채널 설정 및 패이버리트 정보에 기초한 다른 즐겨찾기를 원격으로 조정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링크

(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변경 또 는 새로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프로필을 

변경한 사용자가 표지하는 정보는 로컬 또는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기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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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즐겨찾기 정보는 로컬 및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패이버리트 채널에 내비게

이트하고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표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도 10은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의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 디

스플레이 스크린을 나타내고 있다. 이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패이버리트(예컨대, 채널 2, 4, 7, 47 및 48)로서 선택된

많은 채널을 포함한다. 대안으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패이버리트 채널 또는 즐겨찾기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함과 동시에 그리드, 테이블 또는 리스트에서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사

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적절한 커맨드를 발행함으로써 패이버리트 리스트 또는 채널 사이를 '스크

롤'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다른 적합한 시도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프로필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 또는 채널을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즐겨찾기 프로필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제공되는 데이타량을 한정하도록 사용함

으로써 원격 액세스 링크(19)의 밴드폭 요구 조건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타 필터링은 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 사용자 프로필에 따라 로컬 대화형 가이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채널에 대한 유일한 데이 타는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데이

타 필터링은 예컨대,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 또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에 의해 수행될수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기록을 원격으로 스케쥴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52)(도 5)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

택하여 적절한 커맨드(예컨대, 온스크린 '버튼' 누르기, 적절한 음성 커맨드 발행 등)를 발행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경우 선택된 리스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레코드하도록 원격 프로그램 가이

드 액세스 장치(24)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전송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다. 로컬 프로그램 가이드는 보조 기억 장치(32), 디지탈 스토

리지 장치(31)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의 스토리지(56)에 프로그램을 기억할 수 있다. 또한, 기록

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케쥴하는 사용자가 표지하는 정보는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기억될 수 있다. 프로그램밍이 스토리지(56)에 기억되는 경우, 적합한 포맷(예컨대, 텔레비젼 방송 규격 

심의 위원회(NTSC) 비디오로서, MPEG-2 파일로서 등)으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전송될 수 있

고, 필요한 경우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서 적합한 아날로그-디지탈 컨버터(도시 안됨)에 의해 디지

탈 포맷으로 변환될 수 있다. 적합한 전송 기술은 예컨대, 인터넷 링크 양단으로 파일이 전송되는 경우 FTP 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에 의해 레코드될 수 있다. 사용자 선택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가

이드 서버에 의해 기억되는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은 예컨대, 1999년 6월 11일 엘리스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332,244호, 2000년 1월 27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00/04706호에 기재되어 있다.

프로그램 시리즈는 레코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시리즈가 레코드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

스템은 예컨대, 누드손에 의해 1999년 6월 11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330,792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스토리지(56)에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기억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설정 및 프로필, 비디오 클립 및 세부 설명 정보는 기억된다. 스토리지(56)에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타를 

기억하면, 데이타가 정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는 상황 또는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가 통상 작동 중 기억해야 하는 

데이타 량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경우에 적절하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유료 시청 프로그램 및 패키지를 원격으로 주문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52)(예컨대, 포인팅 장치, 터치 감지 스크린을 사

용함으로써 또는 음성 커맨드를 유료 시청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택하도록 발행)를 사용하여 유료 시청 프로그램 및 

패키지 리스트를 선택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커맨드에 응답하여,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사용하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운용하는 대화형 텔레비

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포착할 수 있다. 대안으로, 유료 시청 정보는 로컬 가이드,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 또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에 의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제공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유료 시청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유료 시청

선택을 주문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가 유료 시청 선택을 주문하기 위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적절한 커맨드를 발행한다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의 원격 액세스 가이드는 사

용자가 주문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예컨대,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에 

구현된 로컬 가이드에 표지할 수 있다.

로컬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16) 또는 일부 다른 분배 설비로부터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주문

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다. 대안으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또는 일부 다른 분배 설

비)로부터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주문할 수 있고, 주문 관련 기능이 협조되도록 로컬 가이드에 주문된 유료 시청을 표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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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액세스 가이드를 사용하여 전화, 인터넷 또는 충동 주문에 의한 헤드엔드로부터 직접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주

문하는 것과 반대로 로컬 대화형 가이드를 통해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주문은 로컬 프로그램 가이드가 통상

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16)로부터 직접 주문과 달리 로컬 가이드를

통한 유료 시청 주문은 로컬 가이드가 예컨대, 프로그램의 주문을 페어렌탈 제어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주문된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미시청한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거나, 프로그램을 재주문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유료 

시청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의의 다른 적합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분배되거나(동시에 또는 별개로) 사

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또는 원격 서버에서 기억되는 비디오 및 오

디오를 원격으로 액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56)의 적합한 사용자 커맨드

에 응답하여,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디지탈 스토리지 장치(31) 또는 보조 기억 장치(32)에 기억된 

미디어 디렉토리 정보를 위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문의할 수 있다.

디지탈 미디어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기억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엘리스 등에 의해 1

998년 9월 17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157,256호, 2000년 3월 23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00

/16548호에 기재되어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디렉토리 엔트리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예컨대 사용자에게 방송될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택할 기 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양 선택에 응답하여, 원격 액세스 프로그

램 가이드는 선택을 재생하거나 조정하고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복

귀하도록 전송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적절한 액세스 통신을 발행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원격 액세스 사용자를 위해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다. 하나의 시도로, 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의해 수신된 디지탈 음악 채널로부

터 오디오를 액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스피커의 오디오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예컨대, 카 스테레

오)를 포함할 수 있는 오디오 장치를 사용함에 의해 플레이할 수 있다.

비디오 및 오디오는 적합한 포맷(예컨대, NTSC 비디오로서, MPEG-2 비디오로서, M-본을 사용하여 등)으로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로부터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까

지 전송될 수 있고,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도시안됨)에서 적합한 아날로그-디지탈 컨버터에 의해 필

료한 경우 디지탈 포맷으로 변환될 수 있다. 적합한 전송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또는 특히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

2)의 상태를 판정하도록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폴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사용 유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채널 조

정, 현재 프로그램 제목, 현재 프로그램 시청율, 원격 액세스 링크(19)의 상태, 가용의 장치 등에 관해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임의의 적합한 기술은 예컨대, 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SNMP) 시도를 사용하여 사용될 수 있고, 관리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일

부로서 운용하고, 관리 서버 프로세스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운용한다.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56)(예컨대, 키 패드의 버튼을 누름, 온스크린 옵션 또는 버튼을 선택함, 적절한 음

성 커맨드를 발행함 등)를 사용하여 적절한 커맨드를 발행하는 경우,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를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에 액세스 통신을 발함으로

써 응답할 수 있다.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는 목표한 상태 정보를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

드 액세스 장치(24)에 복귀하도록 전송하거나 디스플레이 스크린(적합한 경우)에 전송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임의의 적합한 표지 장치(예컨대, 디스플레이 스크린, 합성된 음성 응답 등)를 사용하여 원

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의 상태를 표지할 수 있다. 도 11

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스크린(200)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으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를 제어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

용자는 예컨대, 설정을 통해 하이라이트 영역(201)을 위치시키고, 이 설정을 선택하고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

자는 예 컨대,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현 채널, 현 볼륨을 변경하거나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의해 플레이 또는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로컬 대화

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오디오, 그래픽 및 텍스트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24)를 사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이 음성 메

시지는 필요한 경우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서 아날로그-디지탈 컨버터에 의해 디지탈 신호로 변환

할 수 있고,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전송한다. 한번 수신되면,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메시지를 플레이(또는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로컬 대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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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사용자에 의해 또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16)의 조작자에 의해 생성되는 메시지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전송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를 사용하여 차례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12 내지 도 24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에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2 내지 도 24에 도시한 단계는 적합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흐름도에서 도시한 단계의 여러 가지 단계 또는 조합을 조합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2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에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1200)에

서, 원격 액세스 링크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구현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설정된다. 단계(1201)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액세스 링크를 통해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

을 원격으로 액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서브단계 1265)를 사용하여 목표한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을 표지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커맨드를 포착할 수 있고 이후 이 표지된 프로그램 가이드 기

능을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적절한 커맨드를 입력함으로써 목표한 

기능을 표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키보드를 사용하여 커맨드를 입력하거나, 마이크로폰으로 커맨드를 이야기

하거나,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온스크린 버튼을 선택하거나 임의의 다른 적합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표지된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은 예컨대, 사용자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적합하게 표지할 수 있는 스피커, 카 스테

레오 또는 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가청의 사용자(서브단계 1270)에게 제공될 수 있다. 대안으

로, 이 표지된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은 가시의 사용자(서브단계 1280)에게 예컨대, 모니터, LCD 또는 다른 디스플레

이 장치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단계 1200에 표지된 바와 같이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

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원격 액세스 링크를 설정하고, 원격 액세스 링크(19)(단계 1210)를

통해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대화형 텔레

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의 구성에 종속될 수 있다. 도 13a 내지 도 13e는 도 2a 내지 도2d 및 도 6a 내지 도 6c

의 시스템(10)에 대해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에 원격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 12의 단계 1200 및 단계 1210의 변경을 나타낼 수 있다.

도 13a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설정하는데 포함되는 단계 및 도 2a 및 도 2c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

에 원격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시스템에서,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단계 1200a)에서 통신 장치를 통해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설정될 수 있다.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도 2a의 시스템(10)에서 처럼 사용자 텔레

비젼 장치(22)에 전반적으로 구현될 수 있거나 도 2c의 시스템(10)에서 처럼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 예컨대, 대화

형 프로그램 가이드 클라이언트에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단계 1210a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

4)는 통신 장치로 원격 액세스 링크를 통해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기회

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16) 또는 도 2d에서 도시한 바 와 같이 구성된 시스템을 위한 다른 위치

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통신 장치를 통해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설정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에 원격 액세

스를 제공되면 예컨대, 도 13b에 도시한 단계가 포함될 수 있다. 단계 1200b에서,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텔

레비젼 분배 설비(16)에서 통신 장치로 설정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단계 1210b에서 텔

레비젼 분배 설비(16)의 통신 장치로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

텔레비젼 분배 설비(16)가 도 2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를 포함하는 경우, 원격 액세스 링크(19)

는 도 13c의 단계 1200c에 의해 표지된 바와 같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텔레비젼 분배 설비(16)

의 통신 장치를 통해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설정될 수 있다. 단계

1210c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텔레비젼 분배 설비(16)의 통신 장치로 원격 액세스 링

크(19)를 통해 프로그램 가이드의 기능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13d 및 도 13e는 도 6a 및 도 6b의 시스템(10)에서와 같이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와 통신하는 온라인 프로

그램 가이드 시스템에서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설정하는데 포함된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도 6a의 온라인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서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61)(단계 1200d, 도 13d)으로 로컬 대화



공개특허 10-2004-0077723

- 16 -

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액세스 프로그 램 가이드 사이에 설정될 수 있다. 도 6b의 클라이언트 서버 온

라인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에서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19)는 프로그램 가이드 서버(25)와 점촉하는 인터넷 서

비스 시스템(단계 1200e, 도 13e)으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

에 설정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각각 도 13d 및 도 13e의 단계 1210d 및 단계 1210e에서 프로그

램 가이드의 기능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 12의 단계 1200에서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설정하면, 도 14의 서브단계 1202에 표지된 바와 같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

스 장치(24)에 구현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액세스 통신은 원격 액세스 링크(19)양단의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동등계층 통신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액세스 통신은 서브 단계 1204, 1205, 1206 및 1207에 의해 각각 예컨

대, 요구, 커맨드, 메시지 또는 원격 절차 호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액세스 통신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를 운용하는 응용 구조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

이드 장치(17) 사이의 복합 통신을 포함할 수 있다. 액세스 통신 예컨대, 서브단계 1208에 의해 표지된 것처럼 객체-

기반일 수 있다. 2 개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운용하는 객체는 예컨대, 객체 요구 매개자(ORB)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예컨대, 컴포넌트 객체 모델(COM) 대상으로서 요약되어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전송되는 파일에 유 지된다. 또한 액세스 통신은 서브단계 1209에 의해 표지된 바와 같이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 시

스템(61)를 통해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및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 사이에 교환되는 

HTML 포맷 마크업 언어 문서(예컨대, 웹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5 내지 도 23은 많은 특정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에 원격 액세스 를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이들 기능의 원격 액세스는 임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시스템 예컨대, 도 2a 내지 도 2d와 도 6a

및 도 6b에 도시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의 배치를 가지는 시스템(10)에 제공될 수 있다. 도 12

내지 도 14에서 도시한 단계는 비록 도 12 내지 도 23의 흐름도의 단계의 적합한 조합 또는 조합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도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도 15 내지 도 23의 흐름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도 15는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를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1600에서,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

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원격으로 포착된다. 예컨대,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적합한 사용자 커

맨드에 응답하여 또는 대화형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를 사용한 임의의 다른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시, 

주기적, 연속적, 요구로 이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단계 1610에서,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는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

)(서브단계 1620)를 사용하여 테이블, 리스 트 그리드 또는 다른 적합한 구조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

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대안으로,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는 예컨대, 스피커(서브단계 1630)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가청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다.

단계 164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선택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선

택에 응답하여,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리스트(예컨대, 부가 인포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밍 리마인더 스케쥴, 

레코드, 페어렌탈 제어, 유료 시청 프로그램인 경우 프로그램 주문 등)에 대한 다른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특징에 액

세스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도 16은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프로그래밍 리마인더에 원격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포

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1700에서,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를 스케쥴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로컬 가이드 또는 원격 액세스 가이드로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를 원격으로 스케쥴하도록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기회는 예컨대, 프로그램 리스트의 사용자 선택에 응답하여 제공될 수 있다. 단계 1710에서,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는 

로컬 가이드 또는 원격 액세스 가이드에 의해 스케쥴된다.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는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

이드(서브 단계 1720)으로 스케쥴되거나,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서브 단계 1730)에 의해 기

억되거나 양자를 할 수 있다.

단계 1740에서,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적절한 시간(예컨대, 소정 또는 사용자 선택가능

한 수의 분, 시간 또는 일))에 발생된다. 리마인더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 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생성될 수 있거나, 원격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리마인더는 예컨대, 서브단계 1750 및 1760에 의해 표지된 바와 같이 각각 전자 메일 또는 영숫자 호출

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

도 17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페어렌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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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특징에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1800에서, 페어렌탈 제어 정보는 원격으

로 포착된다. 이것은 예컨대,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적합한 사용자 커맨드에 응답하여 또는 임의의 다른 적

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시, 주기적, 연속적, 요구로 이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임의의 방식(단계 1810)에서 프로그래밍(예컨대, 프로그램, 채널, 테마, 시간 등)을 

페어렌탈하게 제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계 182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액세스 링크(19)

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원격으로 설정한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로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교환하도록 원격 액세스 링

크(19)를 통해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 전송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로컬하게 락(lock)될 수 있거나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원격으로 락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프로그래밍이 단계 1830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로 락(예컨대, 프로그램, 채널, 테마 등)된 사용자에게 표지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통지, 아이콘, 합성된 음성 출력, 메시지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도 18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패이버리트 및 사

용자 프로필 기능에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1900에서, 사용자 즐겨찾기 프

로필은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의해 로컬 대화형 텔레비

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원격으로 포착될 수 있다. 정보 또는 프로필은 예컨대,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적

합한 사용자 커맨드에 응답하여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시, 주기적, 연속적, 요구로 포착할 수 있

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사용자 프로필을 원격으로 조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단계 1910). 사용자는 예컨

대, 패이버리트 채널, 테마, 표지 등 또는 그 유사등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계 192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

그램 가이드는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사용자 프로필을 원격으로 조정한다. 이것은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로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교환하는 원격 프

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의해 완수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프로필 또는 

패이버리트 정보를 표지할 수 있다. 단계 1925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는 즐겨찾기 프로필에 따른 프로그램 가이

드 데이타를 포착한다.

단계 1930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패이버리트를 통해 원격으로 내비게이트할 기회를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단계 1600, 도 15)를 

포착할 수 있고, 패이버리트 정보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고, 패이버리트 채널 또는 테마에 대한 리스트만이 디스플레

이된다. 대안으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패이버리트 채널이 하이라이트함과 동시에 그리

드, 테이블 또는 리스트에서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한 

적절한 커맨드를 발행함으로써 패이버리트 리스트 또는 채널 사이를 '점프'하도록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도 19는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기록에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2000에서, 원

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기록을 위해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는 예컨대, 프로그램 리스트(

단계 1640, 도 15)를 선택하여 적합한 커맨드를 발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을 레코드하고자 표지하는 사용자에 응답하여

제공될 수 있다. 이 응답으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기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스케쥴한다(단계 2000). 원격 프로그

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전송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

7)과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교환할 수 있다.

도 20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유

료 시청 프로그램 및 패키지를 원격으로 주문하도록 원격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

고 있다. 단계 210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

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유료 시청 정보(예컨대, 가격, 주문 정보, 시간, 사건

코드, 패키지 선택등)를 포착할 수 있다. 유료 시청 정보는 적합한 사용자 커맨드에 응답하여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

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시, 주기적, 연속적, 요구로 포착할 수 있다. 유료 시청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의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공

될 수 있다(단계 2110).

단계 212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유료 시청 프로그램 또는 패키지를 원격으로 주문할 기회를 사용자

에게 제공한다. 이 기회는 예컨대, 유료 시청 프로그램 리스트 또는 패키지 리스트를 선택하는 사용자에 응답하여 제

공될 수 있다(예컨대, 단계 1640, 도 15). 단계 213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

19)를 통해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의 교환에 의해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프로그램 또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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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지함으로써 유료 시청 프로그램 또는 패키지를 원격으로 주문할 수 있다(단계 2133). 액세스 통신은 선택된 유

료 시청 프로그램 또는 패키지를 위해 유료 시청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로컬 가이드는 단계 2135에서 프로그램 또

는 패키지를 주문할 수 있다. 대안으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주문할 수 있다(단계 2

137).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가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주문

하는 방법은 시스템의 구성에 의존한다. 시스템이 도 2a 및 도 2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경우, 원격 액세스 프

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최소한 일부분으로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유료 시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는 차례로 텔레비젼 분배 기능(16)으로 유료 시청

프로그램을 주문할 수 있다. 시스템이 도 2b 및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경우,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

드는 예컨대, 별도의 통신 장치(27)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유료 시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

스템이 도 6a 및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경우,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 시

스템(61)를 통해 유료 시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 21은 원격으로 플레이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에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220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

치(17)에 구현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비디오 또는 오디오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리스트를 선택하는 사용자에 응답

하여 발생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전송된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

을 사용하여 디렉토리 정보에 대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

그램 가이드에 문의할 수 있다(단계 2210). 디렉토리 정보는 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에 기억된 미디어 라

이브러리에 대해 미디어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또는 텔레비젼 분배 설비(16)에 의해 포함될 수 있다. 디렉토리 정보

는 서브단계 2220에 의해 표지된 바와 같이,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사이에 하나 이상의 원격 액세스 통신을 교환함으로써 원격 액세스 프로

그램 가이드로 복귀하도록 제공될수 있다. 단계 2210은 스킵될 수 있고 단계 2220은 예컨대, 디렉토리 정보 또는 리

스트가 시간에 앞서 원격 액세스 가이드에 제공되는 경우 수행된다.

단계 223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플레이를 위한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선택할 기회를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52)에 의해 사용자에게 표지된 리스트를 선택함으로써 오디

오 또는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로컬 또는 원격 가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플레이하거나 기

억된 프로그램을 플레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응답으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원격 액세스 링크(19

)를 통해 전송된 액세스 통신을 사용하여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선택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룰

포착할 수 있다. 이 액세스 통신은 적합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포맷에서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2250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상요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원격

으로 사용자에게 플레이할 수 있다. 선택된 비디오는 예컨대, 적합한 모니터, LCD 또는 다른 적합한 디스플레이 장치

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선택된 오디오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가 자동차 PC인 경우, 예컨대, 카 

스테레오에 의해 플레이될 수 있다.

도 22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원격으로 폴

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2300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폴 정보에 대해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폴할 수 있다. 폴 정보는 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사

용 유무,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현 채널 조정, 현 프로그램 시청율, 현재 프로그램 제목, 원격 액세스 링크(19)

의 상태 또는 통신 경로(20),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가용 장치 또는 다른 상태 관련정보에 관해 정보를 표지할 

수 있다.

단계 2300에서, 폴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서브단계 2310 및 2320을 포함할 수 있다. 2310 서브단계에서, 원격 프로

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폴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이 폴 정보는 적합한 사용자 커맨드에 응답하여 또는 임의

의 다른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시, 주기적, 연속적, 요구로 이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상태 정보는 SNMP(

서브단계 2320)를 사용하여 포착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SNMP가 폴 정보를 포착하는 경우, 예컨대, 액세스 통

신은 커맨드 및 프로토콜 데이타 유니트(PDUs)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적합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 사용

될 수 있다. 단계 2330에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는 임의의 적합한 방법에서 사용자에게 폴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이 폴 정보는 예컨대, 스피카 및 음성 합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플레이되는 합성된 

음성 출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도 23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 사이에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도록 사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

다. 단계 2400에서, 사용자는 메시지를 생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예컨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46)를 사용하여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거나(도 4), 사용자는

예컨대,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의 사용자 인터페이스(52)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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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는 적합한 텍스트, 그래픽 또는 오디오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오디오 메시지를 마이크로폰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오디오 메시지는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한 전달을 위해 액세스 통신에 디지탈화되어 기억될 수

있다. 대안으로, 사용자는 적합한 텍스트 입력 장치(예컨대, 키보드)를 사용하여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다. 그

러나, 메시지는 내용에 관계없이 생성되고,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

해 전달된다. 메시지는 생성된 메시지 및 의도된 목적지에 의존하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또는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전달될 수 있다. 단계 2410에서, 메시지는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예컨대, 서브단계 2430)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

이드 액세스 장치(24)(예컨대, 서브단계 2440)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구현되는 발명에 촛점을 맞추었다. 또한, 본 발명은 비-

프로그램-가이드 대화형 텔레비젼 응용에 적용될 수 있다. 로컬 비-프로그램-가이드 응용은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 

예컨대, 셋-톱 박스로 운용하고 대응 원격 액세스 비-프로그램-가이드 응용은 원격 액세스 장치로 운용한다. 대화형 

텔레비젼 응용은 독립형 응용, 작동 시스템의 일부 또는 그들의 적합한 조합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셋-톱 박스에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비-프로그램-가이드 응용은 인터넷 브라우저이다. 인터넷 브라

우저는 설정 예컨대, 북마크, 페어렌탈 제어 설정 및 브라우저 기능 제어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즐겨찾기를 가질 수 

있다.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격 액세스 장치는 예컨대, 원격 액세스 브라우저 응용의 브라우저 스크린(700)을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브라우저 응용의 액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브라우저 스크린(799)은 북마크 옵션(70

5)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북마크 옵션(705)을 선택하여 북마크(즉, 사이트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될 수 있

는 현재 웹 사이트의 어드레스 기록)에 추가한다. 사용자가 원격 액세스 인터넷 브라우저로 북마크를 추가한 후, 원격

액세스 인터넷 브라우저는 북마크를 로컬 브라우저에 추가하도록 로컬 인터넷 브라우저와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

을 교환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구현될 수 있는 다른 응용 또는 셋-톱 박스는 쇼핑 응용이다. 쇼핑 응용은 설정 예컨대, 디폴트 쇼핑 

어드레스 및 크레디트 카드 넘버를 가질 수 있다. 도 2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원격 액세스 쇼핑 응용 스크린(730)은

설정 예컨대, 선적 어드레스(720) 및 크레디트 카드 넘버(725)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선적 어드레스 및 

크레디트 카드 넘버를 추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선적 어드레스(720) 및 크레디트 카드 넘버(725)에 원격 액세스 쇼

핑 응용을 추가한 후, 원격 액세스 응용은 로컬 응용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로컬 쇼핑 응용과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

과 교환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셋-톱 박스에 구현될 수 있고 원격 액세스 장치를 통해 액세스된 또 다른 비-프로그램-가이드 응용은

주식 시세 표시기이다. 주식 시세 표시기는 설정 예컨대, 사용자가 관심있는 상위 10개 주식을 표지하는 설정을 가질 

수 있다.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격 액세스 장치는 원격 액세스 주식 시세 표시기 설정 스크린(710)을 디스플레

이할 수 있다. 주식 시세 표시기 설정 스크린(710)은 예컨대, 티커 기호(712) 및 상위 10개 주식 옵션(715)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상위 주식을 추가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교환함으로써, 원격 액세스 주식 시

세 표시기 응용은 로컬 주식 시세 표시기 응용에 효율적인 상위 10개의 주식 설정을 만들 수 있다.

채트(chat) 응용은 셋-톱 박스에 구현될 수 있다. 채트 응용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와 채트 메시지를 교

환하도록 허용하는 서비스이다. 채트 응용은 독립형 채트 응용으로서 또는 다른 응용의 일부 예컨대, 프로그램 가이드

응용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에 구현될 수 있는 채트 응용은 드위스 등에 의해 1999년 7월 16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356,270호, 2000년 3월 9일 공개된 PCT 특허 출원 공개 제WO 00/13416호에 기재되

어 본 명세서에 전체 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사용자는 채트 응용과 관련된 설정 예컨대, 채트 윈도우 크기, 어드레스 

북 또는 일시적 공격 메시지 필터링 유무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격 액세스 장치로 운용하는 원격 액

세스 채트 응용으로 채트 설정을 조정한 후, 원격 액세스 채트 응용은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를 통해 로컬 채트 응

용과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교환함으로써 로컬 채트 응용의 설정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셋-톱 박스로 운용하는 전자 메일 응용의 설정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톱 기반 메시지 시스

템은 맥키식 등에 의해 1999년 7월 16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356,245호, 2000년 3월 9일 공개된 PCT 특

허 출원 공개 제WO 00/13415호에 기재되어 본 명세서에 전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사용자는 예컨대, 어드레스 북

에 원격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자 메일 설정을 원격 액세스 장치로 운용하는 원격 액세스 전자 

메일 응용으로 조정하는 경우, 원격 액세스 전자 메일 응용은 예컨대, 원격 액세스 링크를 통해 로컬 전자 메일 응용과

하나 이상의 액세스 통신을 교환함으로써 로컬 전자 메일 응용의 설정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 것이고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 속

한 당업자는 여러가지 수정을 만들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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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격지로부터 사용자의 재택 프로그램 가이드 의 주요 특징에 액세스하여 이들 특징을 

위해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

치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의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의 특징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프

로그램 가이드 설정을 원격으로 설정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임의의 적합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

드 기능 또는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설정이 액세스될 수 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컨대, 프

로그램을 위한 리마인더를 원격으로 스케쥴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텔레비젼 프로그램 리스트를 원격으로 

시청하고, 기록(기억)을 위해 프로그램밍을 원격으로 선택하고, 기억된 프로그램 또는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의 현 방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플레이하고, 패이버리트(선호, favorite)(예컨대, 패이버리트 채널, 프로그램 카

테고리, 서비스 등)를 통해 내비게이트하여 설정하고, 페어렌탈 제어 설정을 원격으로 설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는 부가 기능 예컨대,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로 메시지 전송 및 플

레이 또는 표시, 상태 정보를 위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폴(poll)과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에

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 기억을 원격으로 수행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집 외부에 위치한 원격 프로그램 가이드 액세스 장치(24) 상에 구현된 원격 액세스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

램 가이드와 함께 사용자의 집 내부에 위치한 사용자 텔레비젼 장치(22)를 구비한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 상에 구현된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원격 액세스 링크(19)를 통해 기록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 장치(17)의 상기 로컬 대화형 텔레비젼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상기 사

용자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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