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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를 액세스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
검색될 수 있는 정황 의존적 정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부가적인 정보
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부가적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생성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
법 및 시스템이 제공되며, 그 방법은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텔레비
젼에 의해 수신되는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요
구된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결과를 텔레비젼과 접
속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텔
레비젼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생성하는 단계와 요구된 정보를 위해 인터
넷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TV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대화형 내용의 특정한 다이얼로그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된 대화형 다이얼로그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검색 항목을 기초로 하여 적격 항목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대화형 다이얼로그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검색에 의해 선택된 적격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의 대화형 다이얼로그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정황 의존적 텍스트를 대화형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
른 방법의 흐름도
도 7은 정황 의존적 정보를 대화형으로 검색하고 텔레비젼상에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된 결과를 디스플
레이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흐름도
도 8은 인터넷으로부터 검색된 정황 의존적 정보를 TV에 접속된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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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흐름도
도 9는 저장된 정황 의존적 정보를 재호출하고 재호출된 정보를 TV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TV 디스플레이

102: 셋탑 박스

104: 입력 장치

108: 제어기

106: 인터넷 인터페이스

110: 메모리

114: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를 액세스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터넷(Internet)을 통해 식별될 수 있는 정황 의존적 정보(context sensitive information)에 관한 것
이다.
현재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가 TV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ITV(Interactive TeleVision) 모델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채널 정보를 갖는 정적 T.V 모델을 계속 사용
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채널 정보는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시간과 프로그램 제목 및 설명을 포함한
다.
현재의 ITV 시스템중 다수는 셋탑 소프트웨어(set-top software)와 함께 동작하는 셋탑 박스를 사용하
며, 원격 제어장치(remote control)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탑 박스는 테이블 텔레비젼에 대한
DTH(direct to home)의 비디오 다이얼 톤(video dial tone) 서비스 및 무선 케이블의 MMDS(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을 포함하는 여러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왔다.
셋탑 박스는 텔레비
젼 수상기와 접속될 수 있고 원격 제어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셋탑 박스의 구성
요소는 제어기, 메모리, 원격 제어용 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TV용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
하다.
통상적인 ITV 모델의 하나의 예로서 맛보기 채널(prevue channel)이 있다.
모든 채널 정보는 한 곳에
모인다.
이것은 성가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를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
자는 소정의 채널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주어진 시간에 적은 수의 채널만이 디스플레이되기 때문에 특정한 채널에 대한 채널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가 없다.
종래의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제공되는 문제점
이 있었다.
시청자가 영화 비평 또는 프로그램의 작가와의 인터뷰와 같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정
보를 보고자 할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원하는 부가적인 정보를 검색해야 하였다.
따라서, TV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종래의 시스템의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를 액세스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예를 들어, 아
메리카 온 라인(America On Line) 및 인터넷을 포함하는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를 통해 검색
이 가능한 정황 의존적 정보(context sensitive information)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텔레비젼상에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며, 그 방
법은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부가적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at
least one automatic search term)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며, 그 방법은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텔레비젼에 의해 수신되고 있는 프로그램 위
에 오버레이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요구된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
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결과를 텔레비젼과 접속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를 액세스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예를 들어, 아
메리카 온라인 및 인터넷을 포함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정황 의존적 정보에 관한 것
이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구현되고 사용되는 예시적인
실시예가 제공되며, 이러한 설명이 특허 출원서 및 그 요건에 맞게 기술된다.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 다
른 실시예로 제공될 수도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도시된 실시예로 한
정되지 않고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원리 및 특징들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구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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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은 TV 디스플레이(100), 셋탑 박스(102), 입
력 장치(104), 셋탑 박스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106)를 포함한다.
셋탑
박스(102)의 기본 구성 요소에는 인터페이스(114), 제어기(108), 메모리(110), 수신기(112)가 포함된다.
입력 장치(104)는 TV 원격 제어장치 또는 키보드를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입력 장치가 가능하다.
수신기(112)는 입력 장치(104)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한다.
제어기(108)는 수신기(112)에 의해 수
신된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메모리(110), 인터넷 인터페이스(106), 인터페이스(114)를 액세
스할 수 있다.
도 2는 TV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정황 의존적 프로그램 정보가 프로그램 위에 오버레이되는 예
를 도시한 도면이다.
정황 의존적 프로그램 정보에는 현재의 프로그램 제목,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
우들,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이 포함된다.
오버레이(200)는 바람직하게 사용자의 요구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요구는 원격 제어장치와 같은 입력 장치(206)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입력
장치(206)는 바람직하게 브라우즈 버튼(browse button)(214)과 같은 오버레이 요구를 포함한다.
오버
레이(200)를 취소하거나 또는 오버레이(200)로부터 검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버레이(200)에
는 입력 장치(206)를 사용함으로써 선택될 수 있는 취소 표시기(202) 및 검색 표시기(204)가 포함될 수
있다.
취소 기능 및 검색 기능은 오버레이(200)로부터 디스플레이되거나 선택될 수 있으며, 입력 장
치(206)내에 취소 버튼(216) 및 검색 버튼(212)이 구비될 수도 있다.
검색(204)이 선택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오버레이(300)가 나타난다.
오버레이(300)는
바람직하게 영화 제목, 배우, 감독과 같이 검색을 위한 자동 검색 항목들을 포함한다.
자동 검색 항
목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들 방식들중 하나는 케이블 회사와 같이 프로그램 가이드
공급자(program guide provider)가 보유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베이스를 액세스하는 것이다.
도 1
에 도시된 인터넷 인터페이스(106)와 같은 장치 또는 전화선을 사용하면 케이블 방송국의
위치(location)에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셋탑 박스에 위치한 데이타베이스에
현재의 프로그램 가이드가 유지되면, 셋탑 박스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
하는 채널 정보는 바람직하게 TV상에 현재 디스플레이되는 채널로서 가정되며, 취해진 시간은 바람직하
게 현재의 시간 또는 30분과 같이 이후의 짧은 시간을 가정한다.
이러한 채널 및 시간과 관련된 정보
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베이스로부터 검색되어 자동 검색 항목으로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TV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정보 및 인터넷 검색용으로 사용되는 자동 검색 항목이 생
성될 수 있다.
검색을 개시하기 전에 검색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 검색 항목들은
바람직하게 현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나중에 방영될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사용자가 나중에
방영될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방안으로는 자동 검색 항목을 삭제하고 부가적인 검색 항목을 추가하는 것
이 있다.
취소 옵션(202')을 선택하거나 혹은 입력 장치의 취소 버튼(216')을 누름으로써 언제든지
검색 기능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검색 개시 옵션(the begin search option)(302)을 선택하거나
혹은 입력 장치(206')상의 검색 버튼(212')을 누름으로써 검색을 개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 개시 기능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상에 새로운 오버레이(400)가 나타난다.
이
오버레이(400)는 검색 항목을 근거로 한 적격 항목 리스트(a list of hits)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적격 항목 리스트는 예를 들어, 선택된 영화의 비평(move reviews), 배우와의 인터뷰, 영화의 특정한 장
면에 관한 감독의 해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적격 항목 리스트를 보고 오버레이(400)의 취
소를 결정하여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혹은 여러 적격 항목 리스트들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된
적격 항목과 관련된 텍스트를 볼 수 있다.
도 5는 적격인 것중 하나를 선택한 후 나타난 오버레이(500)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예를 들어, 선
택된 적격 항목은 선택된 영화의 비평일 수 있다.
사용자가 텍스트를 상하로 스크롤(scroll)할 수 있
도록 스크롤 바(scroll bar)(402')가 오버레이(500)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취소 선택(202''') 또
는 입력 장치상의 취소 버튼(216''')에 의해 언제든지 오버레이(500)를 취소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현재의 프로그램 위에 오버레이되는 정황 의존적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단계(600)에서 텔레비젼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젼을 켠다.
이어서, 단
계(602)에서 브라우즈 커맨드(browse command)를 수신한다.
브라우즈 커맨드에는 정보를 요구하는 소
정의 유형의 커맨드가 포함된다.
그후, 단계(604)에서 정황 의존적 텍스트가 현재의 프로그램상에 오
버레이되어 디스플레이된다.
정황 의존적 텍스트는 현재의 채널상에서의 현재의 프로그램 또는 나중
에 방영될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604)에서 대화형 검색 옵션이 또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단계(606)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
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텍스트는 더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으며 현재의
프로그램은 풀 스크린(full screen)으로 복귀된다.
그러나, 취소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608)에서 검색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검색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606)에
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다시 판정한다.
검색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610)에서 검색 다이얼로그(search dialog)가 디스플레이된다.
검색
다이얼로그는 바람직하게 전술한 방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검색 항목들을 포함한다.
또한,
검색 다이얼로그는 검색 항목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하는 옵션들을 포함한다.
단계(611)에서 검색
항목이 변경될 것인지를 판정한다.
만일 검색 항목이 변경될 것이면, 단계(613)에서 입력 장치에 의
해 입력된 변경 사항들이 검색 항목내에 통합(incorporate)된다.
이어서, 단계(612)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다시 판정한다.
만일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607)에서 더이상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지 않고 현재의 프로그램을 풀 스크린으로 복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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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612)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614)에서 검색 수행 옵션(commit search option)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검색 수행 옵션은 검색이 수행될 것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입력을 포함한
다.
검색 수행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612)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다시 판정한
다.
그러나, 단계(614)에서 검색 수행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616)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위해
질의(query)가 전송된다.
이러한 질의는 사용자가 선택한 검색 항목의 최종 세트(the final set of
search terms)를 포함한다.
이러한 최종 세트는 사용자가 선택한 소정의 부가적인 검색 항목과 함께
자동 검색 항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도
한
색
가

7은 본 발명에 따라 인터넷으로부터 요구되어 텔레비젼의 프로그램에 오버레이될 정보를 검색하기 위
방법의 흐름도이다.
단계(700)에서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젼을 켠다.
단계(702)에서 검
요구가 수신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검색 요구가 수신되지 않았으면, 단계(702)에서 검색 요구
수신되었는지를 다시 판정한다.

검색 요구가 수신되었으면, 단계(703)에서 자동 검색 항목들이 생성되어 디스플레이된다.
전술한 바
와 같이, 프로그램 가이드 공급자는 바람직하게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타베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검색 항목들을 생성한다.
그후, 단계(705)에서 디스플레이된 검색 항목의 삭제, 추가
또는 정정과 같이 검색 항목에 대한 소정의 변경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
사용자가 검색 항목
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입력하면, 단계(707)에서 이들 변경이 통합된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변경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단계(704)에서 검색에 대한 질의가 인터넷으
로 전송된다.
적격 항목의 수를 적절한 개수로 제한하기 위해 스포츠 또는 영화와 같은 프로그램 카
테고리로 질의를 한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했다고 가
정하면, 카테고리주가 자동 검색 항목으로서 생성될 수 있다.
단계(706)에서 질의 결과가 획득되고, 단계(708)에서 적격 항목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된다.
단계(710)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712)에
서 텍스트를 디스플레하는 것을 중지하고, 프로그램을 풀 스크린으로 복귀시킨다.
이어서, 단계(702)
에서 새로운 검색 요구가 수신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단계(710)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714)에서 적격 항목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적격 항목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710)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단계(714)에서 적격 항목의 리스트로부터 하나의 적격 항목이 선택되었으면, 단계(716)에서 적격 항목
선택을 프로세싱한다.
단계(718)에서 선택된 텍스트를 검색하고, 단계(720)에서 선택된 텍스트를 디
스플레이한다.
단계(722)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선택된 텍스트가 계속 디스플레이된
다.
그러나,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712)에서 텍스트는 더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으며 프로
그램은 풀 스크린으로 복귀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성된 검색 항목들에 대해 개시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저장
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단계(800)에서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 TV가 켜진다.
단계(801)에서
검색 요구가 수신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검색 요구가 수신되지 않았으면, 단계(801)에서 검색 요
구가 수신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판정한다.
검색 요구가 수신되면, 단계(803)에서 자동 검색 항목들
을 생성하여 디스플레이한다.
그후, 단계(805)에서 검색 항목들이 변경될 것인지를 판정한다.
검색 항목에 대해 추가, 삭제 및 정
정을 포함하는 변경들이 입력되면, 단계(807)에서 이들 변경이 통합된다.
그후, 단계(802)에서 질의
가 인터넷으로 전송되고, 단계(804)에서 질의 결과가 획득된다.
이어서, 단계(806)에서 질의 결과가
디스플레이된다.
단계(808)에서 저장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저장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810)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취소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저장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다시 판정한다.
단계(808)에서 자장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814)에서 TV에 접속
된 메모리에 정보가 저장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성된 검색 항목을 사용함으로써 인터넷으로부터 도출된 저장된 정
보를 재호출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단계(902)에서 저장 내용 재호출 커맨드(recall save
command)가 수신된다.
단계(904)에서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정보가 재호출된다.
단계(906)에서 저
장된 항목들이 바람직하게 텔레비젼의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어 다이얼로그(dialog)로 디스플레이된
다.
단계(908)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902)에
서 후속하는 저장 내용 재호출 커맨드가 발생될 때 이 커맨드가 프로세싱된다.
단계(908)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910)에서 디스플레이 항목들중에서 보고자 하는 텍스트와 관련된 소정
의 디스플레이 항목이 선택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전술한 소정의 디스플레이된 항목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단계(908)에서 취소 옵션이 선택되었는지를 다시 판정한다.
단계(910)에서 디스플레이하고
자 하는 텍스트 옵션이 선택되었으면, 단계(912)에서 선택된 텍스트가 인출되고, 바람직하게 프로그램상
에 오버레이되어 디스플레이된다.
지금까지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기술하였다.
본 발명에 따라 기술된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또는 CD-ROM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판독되는 매체에 저장되
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실시예에 따라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이 전술한 시스템 및 방법의 정신 및 영역내에서 여러가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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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이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의 정
신 및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를 액세스하는 시스템 및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
한 정황 의존적 정보를 제공하여, 영화 비평 또는 프로그램의 작가와의 인터뷰와 같이 프로그램과 관련
된 다른 다양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b)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c) 상기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at least one
automatic search term)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 이름(program name)을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
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 시작 시간(program start time)을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
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 종료 시간(program end time)을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
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상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의 이름을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
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상기 프로그램을 감독한 감독의 이름을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
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디스플레이되는 채널상에서 현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제목을 포함
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
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텔레비젼
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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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은 상기 현재의 채널상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
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은 상기 현재의 채널상에서 상기 현재의 프로그램 다음에 방영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검색 항목을 채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레비
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정보는 프로그램 비평(program review)을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
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수신되는 텔
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취소 요구(a cancellation request)에 응답하여 상기 방법의 단계들을 종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
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취소 요구가 전송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
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장치(a remote control)상의 키(a key)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전
송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키보드(a keyboard)상의 키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전송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상기 선택된 채널상에서 상기 현재의 프로그램 위에 오버레이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21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텔레비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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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와,
상기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된 상기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기와,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를 액세스하는 인터페이스와,
상기 텔레비젼, 상기 수신기 및 상기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상기 입력 장치에 의해 입력된 입력을 프
로세싱하고,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부가적인 정보를 검색하기 위
해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생성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가적인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텔레비젼상에 대화형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 인스트럭션(program instructions)
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은,
a)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b)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c) 상기 부가적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생성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
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24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상기 텔레비젼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된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c) 요구된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단계와,
d) 상기 검색 결과를 획득하는 단계와,
e) 상기 결과를 상기 텔레비젼과 접속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저장된 결과를 인출(retrieve)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된 결과를 상기 텔레비젼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
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적으로 생성된 검색 항목은 상기 텔레비젼에 의해 수신되도록 예정(schedule)된 프로그램과 관
련되어 있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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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될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
법.
청구항 30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텔레비젼과,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와,
상기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기와,
메모리와,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an internet interface)와,
상기 텔레비젼, 상기 수신기, 상기 메모리 및 상기 인터넷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상기 입력 장치에 의
해 입력된 입력을 프로세싱하고,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색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텔레비젼에
의해 수신되는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고, 요구된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상기 검색 결과를 획득하고, 상기 결과를 상기 텔레비젼과 접속된 상기 메모리
에 저장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은,
a)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b) 상기 텔레비젼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c) 요구된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d) 상기 검색 결과를 획득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e) 상기 결과를 상기 텔레비젼과 접속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3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상기 검색 요구를 기초로 하여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생성하
는 단계와,
c) 상기 요구된 정보를 위해 상기 자동 검색 항목을 기초로 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에 대한 변경(changes)을 통합(incorporate)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에 대한 변경은 검색 항목을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에 대한 변경은 검색 항목을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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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검색 항목은 상기 텔레비젼상에 디스플레이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
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검색 항목은 상기 텔레비젼상에서 현재의 프로그램 위에 오버레이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3 항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검색으로부터 반환된 적어도 하나의 적격 항목 리스트(a list of at least one hit)를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적격 항목은 이와 관련된 텍스트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텔레비
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의 단계들은 취소 요구(a cancel request)가 수신될 때 중단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
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요구는 입력 장치를 통해 수신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
법.
청구항 43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은 상기 텔레비젼상의 현재의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텔레비젼상의 프
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은 상기 텔레비젼상의 선택된 채널상에서 수신되는 프로그램과 관련
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채널은 상기 텔레비젼상에서 상기 채널로 동조(tune)함으로써 선택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
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은 상기 텔레비젼상의 선택된 채널상에서 다음에 수신될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47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텔레비젼과,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와,
상기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기와,
온라인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인터페이스와,
상기 텔레비젼, 상기 수신기 및 상기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상기 입력 장치에 의해 입력된 입력을 프

19-9

공개특허특1998-063435
로세싱하고, 검색 요구를 수신하고, 텔레비젼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생
성하고, 상기 검색 요구에 응답하여 요구된 정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검색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요구된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
하는 시스템.
청구항 49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은,
a)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b) 텔레비젼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자동 검색 항목을 생성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c) 상기 요구된 정보를 위해 자동 검색 항목을 기초로 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검색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
단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0
텔레비젼상에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상기 텔레비젼에 의해 수신되는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
는 단계와,
c) 요구된 정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텔레비젼상에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텔레비젼상에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디스플
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인 텔레비젼상에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53
텔레비젼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대화형으로 액세스하는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은,
a) 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b) 상기 텔레비젼에 의해 수신되는 프로그램상에 오버레이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 항목을 디스플레이하
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c) 요구된 정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검색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인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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