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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월드 와이드 웹 상의 정보로 방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100)가 실시간으로 수신된 방송 프로그램(102)에 관련된 보충 정보(101)

를 억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방송 프로그램(102)을 수신하는

사람(100)이 자기의 관심을 끄는 다수의 토픽(101)(103)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즉시 또는 나중에, 이들 토픽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월드 와이드 웹으로부터 억세스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은 송신되고 수신된 정보의

흐름이 수신기 및 송수신기의 상대 위치와 무관하게 항상 동기되도록,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201)(202)에 따른 수신기 및

송신기의 로컬 시간의 동기화에 기초한 것이다. 동기화는 GPS 시간(Global Positioning System Time), GLONASS

(Global Orbiting Navigational Satellite System) 시간, 또는 위성 시스템에 기초한 다른 적절한 유니버셜 시간과 같은 유

니버셜 시간을 참조하여 행해진다. GPS 또는 GLONASS 수신기는 방송국에 접속되거나 통합된다. 수신기측에서, GPS 또

는 GLONASS 수신기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수신기와 독립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장치(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착용

가능 컴퓨터, PDA, 스마트 폰 또는 온보드 모바일 컴퓨터)에 통합되거나 접속될 수 있다. 시스템은 또한 재송신의 주어진

유니버셜 시간 간격동안 정의된 다수의 하이퍼링크에 기초한다. 하이퍼링크는 송신된 정보와 연관된다. 하이퍼링크는 정

의된 기간 동안에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에 의해 검색되고, 선택되어, 활성화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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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방송 및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 상의 정보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더욱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방송

매체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털레비젼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주가 및 제품가격, 교통

및 기상 상태, 올림픽 게임에 관한 경기 기록 또는 갱신된 축구 성적과 같은 관련된 보충 데이터로 억세스하고 싶어한다.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된 보충 정보는 축구 시합에 나오는 선수의 일대기,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용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

인 배경, 또는 요리 쇼에 나오는 애플 케이크의 조리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측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매체에서 듣거나 보는 것에 관해 더 많은 정보 또는 데이터를 찾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특징, 판매 지점의 위치, 또는 할인 또는 쿠폰과 같은 선전된 제품과 연관된 특별 서비스로 억세스하고 싶어한다.

매체 공급자측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원은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및 정보의 양과

질을 확장함으로써 기대된다. 광고자들은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형태의 광고를 찾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래의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은 정보가 한 송신기에서 여러 수신기

로, 한 공급자에서 여러 소비자에게로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방송된다는 것이다. 통신은 소비자와의 소정의 정보 교

환없이 한 방향으로만 제한된다. 사람들은 추가 정보 또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정보가 연

속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나중의 재생을 위해 기억되거나 기록되지 않으면 손실된다.

웹 상의 온-라인 서비스

우리 사회에서, 라디오 및 텔레비젼의 대량 개발과는 별개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즉, 웹)에 의해 제공된 것

들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급속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현재 널리 이용가능하다. 인터넷에 기초한 이러한 온-라인 서비

스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막대한 양의 정보로의 억세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은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 칭해진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서로다른 운영 체제들

또는 언어들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들을 접속시킨다. 인터넷의 크기와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상의 정보 찾기를

돕기위한 툴이 개발되어 왔으며, 흔히 "네비게이터(navigators)" 또는 "네비게이션 시스템(navigation systems)"이라고

한다. 월드 와이드 웹("WWW" 또는 "Web")은 최신의 우수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웹은:

·인터넷 기반의 네비게이션 시스템

·인터넷용의 정보 분산 및 관리 시스템, 및

·웹 상에서 통신하기 위한 다이나믹 포맷

이다. 웹은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를 통합한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웹 상의 사용자는 시스템

상의 서로 다른 컴퓨터, 서로 다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및 예를 들어 텍스트, 사운드 및 그래픽을 포함하는 파일 및 문서

용의 서로 다른 정보 포맷과 투명하게 통신할 수 있다.

인터넷 및 웹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의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억세스하고 교환할 기회, 및 서로간

에 통신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웹 상의 온-라인 시스템은 여러가지 서로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 개인 메시지 서비스, 전

자 상거래, 뉴스, 실시간 게임, 전자 데이터베이스로의 억세스, 전자 회보,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거래, 또는 직업 소개 서비

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가 현재 이용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웹 상에서의 관련 정보의

검색 및 발견은 익숙한 사용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힘든 일이고,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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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방된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네트워크로서, 이 네트워크에서 각 사용자는 다수의 서로다른 서

버로부터 서로다른 정보를 선택하고 검색할 수 있다. 오늘날, 웹과의 대부분의 온-라인 대화는, 예를 들어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검색 툴 상에 검색 워드를 입력함으로써,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 상에 텍스추얼 하이퍼링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단지 텍스추얼 입력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가까운 장래

에, 시청각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휴먼 스피치 인터페이스, 웹-폰 통합)의 개발이 텍스추얼 입력을 온-라인 환경에서 점

점 덜 우세하게 할지라도, 웹은 그 방대함, 조직의 결핍 및 무작위성으로 인해 여전히 사용자에게 불편하다는 것은 좋은 기

회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웹에는 순서나 또는 방향이 없다. 정보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에 찾기 어렵고, 더욱 나쁘게

는, 예측가능한 장래에, 원하는 문맥으로 요구된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대화형 텔레비젼 및 WebTV

오늘날, 웹은 인터넷 주소가 광고방송에서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확장

되고 있다. 웹을 억세스하기 위한 단말로서 텔레비젼 세트의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로 인한 추세는,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중에 선수에 관한 통계를 보여주는 웹 페이지를 비디오 신호와 함께 송신함으로써 웹과 TV를 통합하는

것이다. WebTV로 알려져 있는 웹과 텔레비젼의 통합은 디지털 TV의 출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데이터 프로세싱 기

술 및 텔레비젼과 웹에 사용된 송신 기술은 수렴되고 있다. 이제 TV 세트는 더욱 더 "지능형"이 되고, 이러한 지능은 특히

웹 기능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딩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WebTV와 연관된 많은 서비스들은 현재 웹 상에서 이

용가능하다.

텔레비젼 상의 웹(즉, WebTV)의 가장 명백한 추세는 방송 및 케이블 텔레비젼 내에 웹을 통합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설계 사항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아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WebTV는 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중에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텔레비젼 프로듀서와 작업한다. 이들 하이퍼링크는 WebTV 서비

스를 통해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억세스하는데 사용된다.

대화형 서비스와 매체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회사들의 협회는 "인헨스드(enhanced) 텔레비젼"으로 알려진

WebTV와 대화형 텔레비젼에 대한 한 세트의 표준을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ATVEF(Advanced Television

Enhancement Forum)는 케이블 네트워크, 라디오 및 텔레비젼, 소비자 전자제품, 및 퍼스널 컴퓨터 분야에 있는 회사들의

상호-산업 연합이다. 이러한 회사 연합은 컨텐트 작성자가 향상된 프로그램을 모든 형태의 전송(아날로그, 디지털, 케이블

및 위성)을 통해 소정의 "지능형" 수신기로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기반의 텔레

비젼용의 소정의 프로토콜을 정했다. ATVEF 그룹은 소비자들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편리한 가능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도록 향상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작성 및 분산을 가속화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 ATVEF에 관한 상세는

atvef.com에서 입수가능하다.

ATVEF의 상당한 지원(예를 들어, Disney, CNN, NBC, Intel, Deutsche Telecom, Nokia, iXL, 셋탑 박스 제조자 Pace

Micro 및 Microsoft 등)에도 불구하고, ATVEF 표준은 대화형 텔레비젼 및 WebTV에 대한 단일 표준은 아니다. 미합중국

기반의 어드밴스드 텔레비젼 시스템스 커미티(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및 유럽의 디지털 비디오 브

로드캐스팅(Digital Video Broadcasting)과 같은 폭넓은 표준 방식은, 예를 들어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의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TV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같은 논점을 연구하고 있다. OpenTV를 소유하고 있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는 ATVEF 운동의 설립자들 중의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대조적으로, ATVEF 표준에 서명하지 않

은 이들중 하나이다. OpenTV는 다양한 장치에 걸쳐 이용가능한 향상된 TV 서비스를 만드는 논점을 다루기 위해 텔레비

젼 시스템에서 자바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ATVEF는 다양한 플랫폼 상의 컨텐트의 디스플레이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OpenTV에 의해 후원받은 소프트웨어인 JavaTV는 하드웨어 호환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잠재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표준화 노력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계의 연구 협회인 CableLabs는 어

떠한 플랫폼 상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표준을 설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협회인 W3C는 텔레비젼 단체와 인터넷 단체를 포함하는 포럼을 시작했다. 주제는 "실시간 멀티미디

어 및 웹(Real-Time Multimedia and the Web)"이다. ATT 회사에 의해 채택될 수 있는 기술들은 또한 향후 시장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많은 진행중인 표준화 창설들로 인해, 오늘날 방송계의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정말로 모른다

는 문제가 있다. 인터테이너(Intertainer)의 공동 대표이사인 Jonathan Taplin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대

화형 TV의 역사가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쓰여지기 위한 공통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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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NET News.com의 "경쟁과 기술이 셋탑 시장을 혼란시킨다" 라는 제목의 1999년 6월 17일자 기사에서, Jim

Davis는 현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곳(시카고)의 빅 케이블(big cable) 협약에서 지지된 설교 및 산업 시대 암시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TV 셋탑 박스, 대화형 텔레비젼 및 다른 서비스의 대량적인 사용 방식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더욱 최근에,

nandotimes.com/technology/story/0,1643,500468156-500716006-503964418-0,00.html

에서, 2001년 3월 29일자로, Copyrightⓒ2001 Nando Media, Copyrightⓒ 2001 Los Angeles Times Syndicate의

Tribune Media Services의 기술 부문에서 발표된 Gary Chapman의 "대화형 인터넷 텔레비젼은 두개의 머리를 가진 괴

물이 될것인가?"라는 제목과 같은 기사에서는 WebTV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이러한 끝없는 논쟁, 소동 및 합의의 결핍, 그리

고 미래의 대화형 서비스와 매체에서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지에 관해 오늘날 존재하는 혼란을 설명하고 있다.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웹 네트워크와는 달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은 원래는 싱글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네트워크이

다. 모든 사용자는 단일 방송국으로부터 동일한 컨텐트를 수신한다. 주요 문제점은 종래의(비대화형) 방송 시스템에서 "양

방향"의 웹과 같은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텔레비젼 및 라디오 수신기들은 간략하게 후술될 매

우 제한된 방식으로 대화하여 정보 제공자에게 링크되었다.

오늘날, 다수의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사들은 재송신되는 프로그램에 관해 조회를 하도록 인터넷 어드레스를 표시한다.

인터넷 접속은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 사용자는 컴퓨터에서 수동으로 인터넷 어드레스를 입력해야 한다. 몇몇 다른 시스템

은 디지털 정보를 텔레비젼 신호와 결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디지털 정보의 교환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단

일 정보 소스로 억세스를 제한하고, 이 소스는 완전히 방송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 오퍼레이터의 제어 하에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보충 정보를 억세스하기 위한

하이퍼링크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된 시스템은 메인 프로그램의 재송신과 동시에, 2차 신호

내의 보충 정보의 송신을 요구한다.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들은 이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특별한 디코더 회

로를 구비해야 한다. 다른 제안들은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식별 번호, 또는 VBI(Vertical Blanking Interval) 기간동안 텔레

비젼 프로그램에 연관된 하이퍼링크된 정보의 URL의 송신에 기초한 것이다. 특별 디코더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또한 필요하게 된다.

텔레비젼 폐쇄식 캡션은 특별 디코더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텔레비젼 비디오 신호 내에 숨겨진 캡션이다. 이들이 숨겨져

있는 곳은 VBI의 line21로 불려진다. 1990년의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라고 하는 미합중국의 법률은 1993년

7월 이후로, 텔레비젼 브라운관이 13" 이상이면, 미합중국에서 판매용으로 제조된 모든 텔레비젼은 내장형 캡션 디코더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청각장애자용 TELETEXT 또는 Supertext 캡션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단에 의해 송신된다. VBI

시스템의 지침서는

msc-smc.ec.gc.ca/nwsd/awps/vbinfo_e.cfm

에서 이용가능하다. Line21 VBI를 통해 URL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스펙은 미합중국의 CEMA(Computer and

Electronics Marketing Association)에 의해 출간되었다.

"사람의 음성을 필터하는 음향 데이터 수신기를 갖고 거래를 시작하는 장치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

6,125,172호, "컴퓨터를 오디오 신호로 제어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6,098,106호, 또는 "라디오 방송 시

스템 내의 방송 오디오 프로그램 선택을 식별하는 수신기 장치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119,507호는 오디

오 신호 내로 정보를 포함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한 것이다.

"통합된 텔레비젼 및 인터넷 컨텐트를 갖는 이중-표시 대화용 시스템"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6,097,441호, "텔레비

젼 신호의 수직 블랭킹 간격을 통해 송신된 URL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6,075,568호, "통합된

텔레비젼/인터넷 장치용의 인터넷 어드레스의 수직 블랭킹 간격 인코딩"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6,058,430호, "검색

된 통합 인터넷 정보 세그먼트를 포함시켜 표시하기 위한 향상된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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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6,018,768호, "한 방향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양방향 상호통신능력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818,441호, 및 "비디오 또는 오디오 프로그램에 내장된 어드레스를 통한 매체 온라인 서비스 억

세스"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761,606호는 MPEG와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 아날로그 신호용 VBI, 또는 디지털 신호

용 전용 슬롯 내의 정보의 전송에 기초한 여러가지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한 것이다.

동일한 이미지 내로 또는 이미지의 선택된 부분 상에 하이퍼링크를 포함시키거나 또는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상이한 시

스템 및 방법들은,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 및 연관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사용하는 비디오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란 제

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6,076,104호, "텔레비젼 프로그래밍 및 웹 컨텐트의 동기된 표현"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

6,061,719호, "텔레비젼 신호 내의 어드레스를 방송하기 위한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URL)의 맵핑"이란 제목의 미합중

국 특허 제6,018,764호, "매체 파일 또는 매체 방송의 재생동안 액티브 유니폼 네트워크 리소스 로케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987,509호, "멀티미디어 팔로우-업 정보의 분산을 위한 스킴"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973,685호, "스테가노그래피컬리(steganographically) 내장형 데이터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링킹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841,978호, "인터넷 억세스 장치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방송 신호 내의 인터넷

억세스 정보의 자동 획득을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장치"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832,223호, "인터넷 인헨스드 비디오

시스템"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818,935호, "검색된 통합 인터넷 정보 세그먼트를 포함시켜 표시하기 위한 향상된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778,181호, "방송 비디오 신호 내의 획득되고 프로세

스된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통신 설정 방법 및 시스템"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262,860호, "

컴퓨터 패턴 매칭 기술을 사용하여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인코드하여 방송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

5,189,630호, 및 "VCR 스케쥴링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4,977,455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들 모든 특허에서, 인코드된 정보의 추출은 특별 전용 디코더 또는 TV 셋탑 박스를 필요로 한다.

전용의 특별 하드웨어(예를 들어, 텔레비젼 셋탑 박스 사용) 및 특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웹 텔레비젼(WebTV), 대화형

텔레비젼 및 채널 하이퍼링킹용의 양방향 통신 프로토콜에 의한 상이한 대화형 시스템 및 방법은, 예를 들어 "웹 텔레비젼

의 양방향 통신 프로토콜"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6,073,171호, "텔레비젼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을 위한 하이퍼텍스

트 마크업 랭귀지 프로토콜"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982,445호, "네트워크된 분산 시스템을 통해 정보 소스로의

상호작용 억세스를 제공하는 억세스 시스템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961,603호, "텔레비젼 컨텐트와 연관

된 요청 하이퍼링크 웹형 스틸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주문 웹형 네비게이션 능력을 갖는 대화형 텔레비젼 시스템 및 방

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929,850호, 및 "텔레비젼 프리젠테이션과 다이나믹 URL의 통합"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929,849호에 개시된다.

보충 정보를 얻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수신 시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청취자 또는 시청자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억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억세스하는 장치 및 방법"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Mankowitz)에 개시된다. 종래 기술의

다른 유형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 발명과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를 명확하

게 구별하기 위해,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기본적으로,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는 방송 수신기에서 상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 정보를 주문하는 장치 및

방법을 개시한 것이다. 한 실시예는 정보 저장소로부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수의 방송국들

중의 한 방송국으로부터의 프로그램을 다수의 사용자들의 각각의 부근에서 재생하는 단계, 사용자에 의한 요구시에, 사용

자에 의해 보충 정보가 요구된 방송국의 식별 번호 및 그 방송국의 프로그램 시간을 기록하는 단계, 기록된 방송국 식별 번

호 및 시간을 다수의 정보 교환 단말들 중의 한 단말로 입력시키는 단계, 그들간의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정보 교환 단말을

정보 저장소에 연결시키는 단계, 및 원하는 보충 정보를 얻기 위해 입력된 방송국 식별 번호 및 시간과 방송국 프로그램 진

행표 내의 프로그램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방송국의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표, 프

로그램 시간, 및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식별자를 컴파일하는 단계, 및 프로그램 진행표 내의 프로그램 식별

자를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보충 정보로 맵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는 양호하게 송신기 및 수신기의 "로컬 시간"을 사용하지만,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예

를 들어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시간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간과 같은, 송신기 및 수신

기 둘다에 공통 유니버셜 시간(Universal-Time)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발명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송신기 및 수신기는 각 송신기 및 각 수신기의 각각의 위치에 무관하게 유일한 유니버셜 시간 기준 및 타이밍 시스템에 의

해 동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신기가 송신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예를 들어, 다른 타임-존에) 있게 되면,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로컬 시간"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송신기에 대한 수신기의 사전 재동기화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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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할 것이다. 이 재동기화를 실행하기 위해, 수신기는 미리 송신기의 타임-존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송신

기의 타임-존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경계지역 케이스로서, 상이한 타임-존을 가로질러 날아

가고 있을 때 상이한 원거리 방송국으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모바일 사용자의 예가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송신기(즉, 방송국)는, 예를 들어 하루의 매시간에 방송국에 의해 방송

되는 청취가능한 DTMF(Dual-Tone Multi Frequency) 톤에 의해, 수신기를 동기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용자는 내부

라디오 회로를 사용하거나, 또는 청취가능 톤을 검출하여 시스템 클럭을 리셋하는 다른 라디오를 사용하여 그들의 수신기

를 동기시킬 수 있다. 대안적으로,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는 수신기를 동기시키기 위해 동기 DTMF 톤을 전화 링크

를 통해 수신기로 다운로드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된 동기 메카니즘은 송신기에 의해, 또는 송신기 및 수신기를 동기시킬

책임이 있는 독립된 타이밍 권한에 의해 보내진 타이밍 신호의 산발적인 수신("매일 수시간", 또는 "매시간마다")에 무관하

게, 송신기와 "어떤 순간에" 동기될 수신기의 능력을 제한한다. 동기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대안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수반하고, 시스템의 효율 및 유용성을 제한한다. 또한, 어떤 실재적인 상황 하에서, 청취가능 타이밍 톤의 수신

및 디코딩은 신뢰받을 수 없으며 에러가 생길 수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와는 달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은 송신기 및 수신기를 동기시키기 위해 양호하게 GPS 시간인 유니버셜 시간 타이밍 시스템에 기초한 것이다. 본 발

명은 송신기 및 수신기가 사람의 중재없이 동일한 기준 시간에 따라 "항상" 동기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에는, 사용자에 의해 기록된 시간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거리"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없다. 기본적으로,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는 사용자의 선택 시간에 기초하여 단일의 프로그램 선택이 행해

질 수 있는(즉, 유일한 "하이퍼링크"가 프로그램동안에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프

로그램은 순차적이고, 비중첩 시간 간격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 동

안에 관심있는 아이템을 즉시 정확하게 선택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수신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간이 매우 짧고(예를

들어, 30초),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선택하려는 결정을 주저하거나 미룬다면,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방법에서는 사용자가 이전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와는 달리, 더욱 설명될 하이퍼링크의 개념이 본 발명에 필요하다. 각 프로그램은 하나 또는

다수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내의 각 하이퍼링크는 하이퍼링크 "개시 시간" 및 하이퍼링크 "종료 시간"과 연

관되고(즉, 하이퍼링크는 유한의 유니버셜 시간 간격동안 활성화됨), 사용자가 이 기간동안 선택을 할 때만 복원되어 활성

화될 수 있다. 이 메카니즘은 선택의 지연 및 프로그램 전송 시간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불확실성(temporal fuzziness)"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연속적인 프로그램"의 하이퍼링크가 "활성상태"인 동안의 기간의 중첩이 정의되어 실현된다. 사용

자가 "늦은" 선택을 할 경우라도, 수신된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원하는 관심있는 토픽과 연관된 정보를 여전히 회복할 수 있

을 것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에서는 단일의 선택된 프로그램과 연관된, 한번에 하나의 정보만이 단일의 송신기, 컨텐트

프로듀서 또는 오퍼레이터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와는 달리, 본 발명은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 하이퍼링크의 시간에 관한 중첩을 정의하고 실현한다. 사용자는 단일의 선택으로 상이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다수의 상이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한편의 영화를 보고, 선택시에, 사용자가 2명의 배우에 의해

상연되는 장면을 TV 수신기로 보고 있었다면, 이 장면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는 각각이 상이한 웹 서버(즉, 상이한 URL

을 가짐)에 의해 제공된 2개의 상이한 일대기로 "링크"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는 기본적으로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가 단일의 소스에 의해 제공

되는 독점된 시스템을 개시한 것이다. 정보는 방송 텔레비젼 오퍼레이터와 같은 단일 정보 제공자에 의해 저장되고 공급된

다. 미합중국 특허 제5,703,795호화는 달리, 본 발명은 사람들이 수신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과 연관된 추가

정보를 웹 상에서 억세스하는 오픈 시스템을 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는 보충 정보를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억세스하도록 사람들이 방송 텔레비젼 또

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편리하고 보편적이며 용이한 메카니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년동안에, 대화형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대화 레벨을 증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정보 및 지식 또

는 오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웹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과 같은 정보의 중요한 소스는

여전히 종래의 방송 시스템(즉, 종래의 한방향 TV 및 라디오 방송 시스템 및 패시브 TV 및 라디오 수신기를 사용)으로부

터 억세스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원래의 방송 환경에서 웹과 같은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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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프로듀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상에 재송신된 세그먼트 또는 시퀀스로부터, 종래의 한방향 방송

신호 상에 포함된 하이퍼링크를 물리적으로 송신하지 않는, 따라서 종래의 송신기 및 수신기를 변형시키지 않는 형태로 웹

상의 관련 데이터까지, 하이퍼링크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하이퍼링크는 프로그램의 수신동안에 라디오 청취자 또

는 텔레비젼 시청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고, 웹을 통해 관련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억세스하기 위해 활성화될 수 있다.

더우기, 수신기와 송신기를 동기시키지 않고, 수신기와 송신기의 상대 위치와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과 같은 종래의 비대화형 방송 시스템 및 웹과 같은 대화형 컴퓨팅 시스템을 통합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웹 상의 보충 정보로의 억세스로 방송 프로그램 프로듀서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라디오 및 텔레비젼의 사용자-친화 경험사항을 웹 상에서 이용가능한 거대한 양의 정보 및 서비스

와 결합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가 종래의 방송 시스템에서 자기의 관심을 끄는 토픽을 선

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웹 환경에서 이들 토픽에 관련된 정보를 용이하게 억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추가 정보를 송신하지 않거나 종래의 방송 신호를 변경하지 않고, 따라서 종래의 수신기 또는 표

시 장치를 변형시키지 않고서,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억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100)가 실시간으로 수신된 방송 프로그램(102)에 관련된 보충 정보(101)

를 억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독립항에 정의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방송 프로그램

(102)을 수신하는 사람(100)이 자기의 관심을 끄는 다수의 토픽 또는 시퀀스(101)(103)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즉시 또는

나중에, 이들 토픽 또는 시퀀스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월드 와이드 웹으로부터 억세스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이 시스템은 송신되고 수신된 정보의 흐름이 수신기 및 송수신기의 상대 위치와 무관하게 항상 동기되도록,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201)(202)에 따른 수신기 및 송신기의 로컬 시간의 동기화에 기초한 것이다. 동기화는 GPS 시간(Global

Positioning System Time), GLONASS(Global Orbiting Navigational Satellite System) 시간, 또는 위성 시스템에 기초

한 다른 적절한 유니버셜 시간과 같은 유니버셜 시간을 참조하여 행해진다. GPS 또는 GLONASS 수신기는 방송국에 접속

되거나 통합된다. 수신기측에서, GPS 또는 GLONASS 수신기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수신기와 독립되거나 분리될 수 있

는 장치(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착용가능 컴퓨터,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츠(PDA), 스마트 폰 또는 온보드 모바일 컴

퓨터)에 통합되거나 접속될 수 있다. 시스템은 또한 방송동안에 유니버셜 시간의 주어진 기간동안 정의된 다수의 하이퍼링

크에 기초한다. 하이퍼링크는 송신된 정보와 연관된다. 하이퍼링크는 정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

비젼 시청자에 의해 검색되고, 선택되어, 활성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첨부된 종속항에 제공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선택되는 토픽들에 관련된 하이퍼링크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또한 개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선택 커맨드가 수신될 때마다, 유니버셜 시간 장치에 의해, 상기 선택 커맨드의 수신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을 결정하

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된 서버 내에서, 상기 방송 프로그램에 정의된 하나 또는 다수의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정보를 억세스

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각 하이퍼링크마다,

멀티미디어 정보를 억세스하기 위한 상기 네트워크 내의 수신지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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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이 상기 채널을 통해 방송될 때 상기 하이퍼링크와 연관된 수신지 어드레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간인 유니버

셜 시간 간격을 포함함 - ;

상기 억세스된 서버로부터, 상기 유니버셜 시간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시간 간격 동안 정의된 각 하이퍼링크와 연

관된 수신지 어드레스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또는 다수의 검색된 수신지 어드레스를 국부적으로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장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참조하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새롭고 창의적인 특징은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양호한 사용 모드, 다른 목적 및 장

점뿐만 아니라, 본 발명 자체에 대해서는 첨부된 도면과 함께 예시적인 상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사용자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청취 또는 시청할 때 관심있는 토픽을 인식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

다.

도 2는 예를 들어 GPS 시간과 같은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에 따른 송신기 및 수신기의 로컬 시간의 동기화에 기초한 본 발

명의 원리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의 관심있는 토픽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이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에 의

해 선택되고, 선택된 방송 채널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 내에 사용자 장치 내에서 기록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 장치가 선택된 방송 채널의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 내에 기록된 유니버셜 시간을 채널 정보

서버에 보내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선택된 유니버셜 시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하이퍼링크의 이름 및 URL이 채널 정보 서버로부터

검색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유니버셜 시간이 기록될 때마다, 선택된 방송 채널의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이 채널 정보 서버로부

터 검색된 하이퍼링크의 이름 및 수신지 어드레스(URL)로 사용자 장치 내에서 갱신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된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로부터 하이퍼링크를 선택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도시

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하이퍼링크가 활성화되는 방법, 및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서비스가 웹으로부터 검색되어

사용자 장치 상에 표시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라, 방송국에 의해 재전송된 프로그램이 동기화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의 하이퍼링크가 상기 프로그램의 전송동안에 활성상태가 되는 방법, 및 몇개의 하이퍼

링크가 본 발명에 따라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에 활성상태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서로다른 하이퍼링크들이 서로다른 유니버셜 시간에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방법, 및 다수의 하이퍼링크가 방송 프로그램의 수신동안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에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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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발명에 따라, 하이퍼링크(즉, 하이퍼링크된 시퀀스) 및 대응하는 기간이 기록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 내에 저장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라, 기록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의 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라, 채널 정보 서버 상에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의 단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라, 기록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을 사용하여 채널 정보 서버 상에 하이퍼링크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의 단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 기록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기록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에서 참조된 하이퍼링크

의 상대 기간이 하이퍼링크 테이블 내의 절대 기간(유니버셜 시간 간격이라고도 함)으로 변환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

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라, 채널 정보 서버 내의 재전송된 프로그램의 하이퍼링크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 내의 관심있는 토픽을 선택하는 방법의 단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라, 선택된 토픽에 관련된 정보를 억세스하는 방법의 단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100)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국

(102)으로부터 재전송된 프로그램(101)에 관련된 추가 정보(103)를 억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하

고 있다. 그 원리는 예를 들어,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간과 같은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에 따라 송신기(201) 및 수신기(202)의 로컬 시간을 동기시키는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방송 프로그램(302)을 수신하는 사람(301)이 그의 관심을 끄는 다수

의 토픽(304)을 선택(303)할 수 있게 하고, 즉시 또는 나중에, 월드 와이드 웹으로부터 이들 토픽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억

세스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송수신되는(302) 정보의 흐름은 GPS 시간, GLONASS 시간 또는 위성 시스템

에 기초한 다른 적절한 유니버셜 시간과 같은 유니버셜 시간(305)(306)에 따라 동기된다. GPS 또는 GLONASS 수신기

(305)는 방송국 또는 송신기(307)에 통합되거나 접속된다. 수신기측에서, GPS 또는 GLONASS 수신기(306)는 라디오 또

는 텔레비젼 수신기(314)와 독립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사용자 장치(308)(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착용가능 컴퓨터, 퍼

스널 디지털 어시스턴츠(PDA), 스마트 폰 또는 온보드 모바일 컴퓨터)에 통합되거나 접속되기도 한다.

도 10은 본 발명이, 프로그램(1001)이 유니버셜 시간에 따라 방송되는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도 11

및 도 12는 방송 정보(1101) 및 하이퍼링크(1102)가 연관되는 방법, 및 송신기 및 수신기가 동기될 때, 미리 정의된

(1102) 어떤 송신 기간(1103) 동안에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에 의해 하이퍼링크가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2는 또한 다수의 하이퍼링크가 동시에(1104, 1105, 1201)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송신 동안에, 방송국 또는 송신기(307)는 채널 정보 서버(309)(즉, 송신기에 링크된 서버) 상의 데이터베이스

를 갱신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방송 프로그램(1101)과 웹 페이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s) 간의 하이퍼링

크(1102)가 "활성상태"이고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들에 의해 검색될 수 있는 기간인 유니버셜 시간 간격

(1103)(예를 들어 GPS 시간 간격)을 포함한다. 방송 프로그램(302)의 수신 동안에, 청취자 또는 시청자(301)는 관심있는

토픽의 인식(청취 또는 시청)에 대응하는 시간(1201)을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311) 내에 기록함으로써 하나 또는 다수의

관심있는 토픽(304)을 선택(303)할 수 있다.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311)은 유니버셜 시간(306)(305)(예를 들어 GPS 시

간)에 따라 송신기(307)와 동기된 장치(308) 내의 수신기측에 위치하게 된다. 청취자 또는 시청자(301)는 사용자의 장치

(308) 상에서 행해진 선택에 대응하는 기록된 시간(1201)을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311)에서 채널 정보 서버(309)로 보낸

다. 채널 정보 서버(309)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하이퍼링크 GPS 시간 간격(1103)을 찾고, 선택된 GPS 시간과 연

관된 하이퍼링크(1104)(1105)를 식별한다. 채널 정보 서버(309)는 웹 페이지 어드레스들(즉, URLs)을 다시 보내고, 선택

시간(1201)에 활성 상태였던 하이퍼링크(1104)(105)의 상세를 선택적으로 다시 보냄으로써, 사용자 장치(308)에 응답한

다.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301)는 웹 브라우저(310)를 사용하여 이들 하이퍼링크들 중의 어느것을 선택

(303)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선택된 토픽에 관련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웹(312)으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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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방송 프로그램의 수신기(예를 들어, TV 세트, 카 라디오)와, 청취자 또는 시청자측에서 본 발명을 실행하는 사

용자 장치(예를 들어, PDA w/GPS, 스마트 폰 w/GPS)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인 접속도 요구하지 않으며, 이 사용자 장치

가 실제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은 방송국, 송신된 신호 또는 수신기에 대해 어떠한 특정 변형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 발명이,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될 다수의 방송 시스템 및 수신기와 완전히 호환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더우기,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의 사용은 유보되지도 않고, 수신기 장치의 소유

자에게 한정되지도 않는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카페테리아(cafeteria)에서 드링크를 마시면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 사용자는 카페테리아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토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나중에, 쇼핑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토픽을 선택할 수 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의 PC 앞에 앉아서, 그가 이전에 선택했던

토픽과 관련된 정보를 웹으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비해, WebTV 또는 대화형 인터넷 TV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와 WebTV 간

의 상호작용은 "즉시" 또는 "직접"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WebTV 세트의 "소유자"이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WebTV는 (텔레비젼을 보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서) 카페테리아에 앉아있는 누군가에 의해 사용될 수는 없다.

유니버셜 타이밍 시스템

송신기 및 수신기의 위치와 별개로, 타이밍 시퀀스는 예를 들어 GPS 시간 또는 UTC 시간(오늘날 GMT 및 ZULU 시간으

로도 공지됨)과 같은 절대 시간 기준(absolute timing reference)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정확한 타이밍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GPS는 지구 상의 10,000 마일 55°경사 궤도에 24개의 위성을 사용한다. 이들 타이

밍 신호는 지구 상의 어디에서나 소정의 GPS 수신기에 의해 사용되어 그 위치를 결정한다. 1575 MHz 송신은 C/A(clear

acquisition) 코드라고 하는 1 MHz 대역폭 위상 변조 신호를 전달한다. GPS 수신기는 이들 신호를 최소한 3개의 GPS 위

성으로부터 수신하면, 약 30 미터의 정확도로 자신의 위도와 경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지리적 위치 결정과는 별개로, GPS는

오늘날 PTTI(Precise Time and Time Interval)의 분산에 널리 사용된다. 시스템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TOA(time of

arrival) 측정치를 사용한다. 정확하게 맞춰진 클럭은 동시에 보이는 4개의 위성의 TOA 관측치에 의해 위치 이외에 시간

도 얻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해발 고도가 알려지면, 3개의 위성은 충분하다. 사용자가 알려진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시간은 하나의 위성 관측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GPS 시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는 미합중국 워싱톤 DC에 있는 해군 관측소 "Time Service Department"(tycho.usno.navy.mil/)에 의해 공급된다.

GPS는 오늘날 정확한 시간의 세계적인 주요 공급자이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시간의 소스로서,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

으로의 시간 변경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GPS로부터 3종류의 시간: GPS 시간, 미합중국 해군 관측소에 의해 평가되어 생

성된 UTC, 및 각각의 프리-런닝(free-running) GPS 위성의 원자 시계로부터의 시간이 이용가능하다. 콜로라도주 콜로라

도 스프링스 근처의 팔콘 에어포스 베이스(Falcon Air Force Base)의 MCS(Master Control Station)는 세계 이곳저곳의

5개의 모니터국으로부터 GPS 위성들의 데이터를 모은다. 칼만(Kalman) 필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각각의 위성 및 그

것의 동작 클럭마다 시간 에러, 주파수 에러, 주파수 드리프트 및 케플러리언(Keplerian) 궤도 파라미터를 평가한다. 이 정

보는 실시간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각 위성에 업로드된다. 이 프로세스는 나노초의 작은 수 이내로 좌표 전역에 걸쳐 GPS

시간 일관성을 제공하고, 수 미터 이내로 위성의 정확한 위치 판정을 제공한다.

제2의 유니버셜 시간 표준인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는 지구의 회전과 동기된 상태로 있도록 도약 시간

(leap seconds)을 도입한다. GPS 신호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UTC 시간의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한 세트의 UTC 보정이

GPS 방송 신호의 일부로서 또한 제공된다. 이 방송 메시지는 GPS 시간과 UTC 사이의 전체 시간 의 시간차를 포함한다.

이것은 데이터 스트림의 순조로운 흐름을 다루거나 또는 데이터 샘플들 간의 시간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복잡하게 한

다. GPS 시간은 이 시스템이 도약 시간의 도입을 회피하고 UTC에 용이하게 관련됨에 따라, 본 발명에 바람직하다. UTC

(GMT) 시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time.greenwich2000.co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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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수신기

다이렉트 투 디지털(Direct-to-Digital) GPS 수신기는 다음 웹 사이트,

w3.research.ibm.com/present/gto20038.htm.

에서 설명된다. 이것은 GPS를 어떤 장치(예를 들어, PDA, 이동전화, 착용가능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내로 통합할 수 있

는 작고 저렴한 칩의 한 예이다. 이 수신기는 IBM과 Leica 간에 공동 개발되었다. SiGe 기술의 고속 아날로그 능력은,

CMOS 기술과 통합될 때, 이 단일 칩을 디지털 GPS 수신기로 직접 통합될 수 있게 한다. GPS 유도 위치 정보는 다양한 여

러가지 어플리케이션(맵핑 및 탐색에서부터, 차량 추적, 911 셀폰 호출자 위치, 자동화 농장 설비, 심지어 로봇식 골프 카

트까지…)을 찾고 있다. 이 수신기 칩은 라디오 크기 및 복잡도를 감소시킨다. 여기에는 아날로그 믹서 스테이지도 없으며,

종래의 2단 아날로그 다운 컨버젼이 필요했던 (고품질의 필터와 같은) 고가의 개별 부품도 없다. 그 대신에, 인입 GPS 신

호가 사실상 안테나에서 바로 디지털화된 다음에, CMOS 기반의 칩 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필터된다. 이러한 직접 디지

털화는 매우 작은 전원으로 고속으로 동작하도록 SiGe 기술력에 의해 가능해지고, 이러한 기술의 핵심은 SiGe 기반의 아

날로그/디지털 데이터 변환기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GPS 또는 GLONASS 수신기는 사용자의 장치(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착용가능 컴퓨터, PDA, 스마

트 폰 또는 온보드 모바일 컴퓨터)에 통합되거나 접속되어야 한다. GPS 또는 GLONASS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유니버셜

타이밍 신호는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에 따라 사용자 장치 상의 내부 전자 클럭킹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동기시키는데 사용

된다. GPS 또는 GLONASS 위성이 보이지 않는 기간동안에(예를 들어, 사용자의 장치가 빌딩 내부에 있거나 외부 안테나

에 접속되지 않을 때), 따라서 타이밍 신호가 이들 위성으로부터 수신되지 않는 동안에, 타이밍 정보는 사용자 장치의 독립

전자 클럭킹 시스템으로부터 계속 구해져야 된다. 사용자 장치 내에 설정된 클럭킹 시스템의 드리프트에 따라서, 그리고

충분한 타이밍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장치가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에 방송국과 확실하게 동기되도

록 하기 위해서, 더욱 많거나 더욱 적게 빈번한 주기적인 위성 신호의 수신이 실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용자 장치가 휴대용이거나 차량내 장착된 장치이면, 위성 신호는 사용자가 집밖에 있거나 이동중일 때 수신될 수 있어

야 한다.

·사용자 장치가 장기간동안 고정되어 있거나 집 또는 건물 내에 있으면, 사용자 장치는 집밖에 설치된 GPS 또는

GLONASS 안테나(예를 들어, 건물의 지붕에 설치된 안테나)에 접속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내로의 타임 스탬핑 멀티미디어 데이터

타임 스탬프(1301)는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1300)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타이밍 정보를 인코드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프로그램 데이터 스트림 상의 타임 스탬프는 시간 정보가 방송을 위한 오디오, 비디오 또는 다른 시간 종속 데이터에 관한

이벤트와 연관될 수 있게 한다. 타임 스탬프는 현재의 비디오 테이프 포맷 및 DAT 포맷 내에서 사용된다(files*.DAT는 디

지털 신호를 나타내는 분명한 텍스트-ASCII-파일이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내에 포함된 스탬프는 스트림이 확실하게 원하는 속도로 주행되도록 재생 속도를

재는데 사용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생성 또는 편집 동안에, 몇몇 스트림이 독립적으로 기록되고(예를 들어 비디오 및 오디

오), 유일한 스트림 상에 통합되도록, 편집될 필요가 있다면, 절단 및 삽입과 같은 소정의 동작이 각 스트림 상의 소정의 기

록된 시간에 요구될 수도 있다. 멀티미디어 스트림 내에 포함된 타임 스탬프("마크 키(mark keys)"라고도 함)의 사용은 이

러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마커(markers)를 제공한다.

실제로, 시간 코딩은 현재의 사후-제작(post-production) 세계의 기본적인 양상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 코드는 각 프

레임이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각 비디오 프레임에 할당된 번호이다.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는 HH:MM:SS:FF

(hours:minutes:seconds:frames) 형태로 이진 코드화된 십진수로 코딩된다. 비디오 사후-제작에 있어서, 편집은 "인(in)

포인트(기록될 제1 프레임의 시간 코드) 및 "아웃(OUT)" 포인트(기록하는 것 이외의 제1 프레임의 시간 코드)에 의해 표

시된다.

시간 코딩 멀티미디어 스트림용 시스템은 프랑스 Grenoble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모션-픽쳐 카메라 장비의 혁신자인

Aaton에 의해 제공된다. Aaton 시간-코드 전자부품이 구비된 카메라, 및 오디오 시간-코드 레코더 및 관련된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 실제 시간과 날짜가 기록된다. 유일한 스탬프 또는 코드(AatonCode)는 이미지 및 사운드 오리지널에 영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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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착된다. 코드의 비-반복력은 특정 이미지와 한 부분의 오디오의 연관을 가능하게 한다. 사후-제작에 있어서, Aaton

의 시스템은 텔레비젼영화(telecine)를 위한 필름-코드 판독기, 전사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으로서 사용된다. 사후-

제작은 필름-투-테이프 전사(transfer) 동안에 네가티브(negative)로부터 떨어져 코드를 판독하고, 각 필름 프레임에서

비디오 필드로의 데이터를 프레임의 정확한 설명으로 번역한다. 이 실시간 어드레스를 판독하고, 오디오-추적(chasing)

머신에 대등한 오디오 시간-코드를 동시에 공급함으로서, 시스템은 전사동안에 DAT 또는 4분의 1인치 필드 오디오의 논

스톱 자동 동기를 실행할 수 있다. 사후-제작에 있어서, AatonCode 및 연관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편집자의 보조자를

위한 이벤트-로깅(event-logging) 시간을 감소시킨다. Aaton의 사후-제작 시스템 및 제품에 대한 정보는

www.aaton.com의 공식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상술된 시스템에 의해,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후-제작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몇몇 다른 시스템중 어떤 시

스템에 의해, 기록된 프로그램(1300)의 타이밍 정보(예를 들어, 타임 스탬프)는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302) 내에 기간

(1301)을 인코드하여 기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록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은 프로그램

의 서로다른 시퀀스에 관련된 타이밍 정보(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개시 시간(t=0)(1304)에 비해 경과된 시간)을 포함한다.

하이퍼링크된 시간 간격

HTML 문서 내의 하이퍼링크된 워드(또는 이미지)는 웹 페이지를 억세스하기 위해 포인팅 장치로 활성화될 수 있는 문자

(또는 픽셀)의 범위로서 정의될 수 있다. 아이템의 실시간 시퀀스로서 전송된 정보의 경우, "하이퍼링크된 시간 간격"의 개

념은 하이퍼링크된 워드 또는 이미지의 개념과 유사하다. 본 발명은 특정 기간(1301)에 관련된 특정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하이퍼링크(1305)에 대해 규정짓는다. 각 하이퍼링크는 상기 하이퍼링크가 정의되는 기간동안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시스템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서로다른 하이퍼링크된 시간 간격들(1301)을

저장하기 위한 CD, DVD 또는 비디오나 오디오 카세트와 같은 기록된 프로그램(1300)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302)을

사용한다. 하이퍼링크된 시간 간격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억세스가능한 서버 상에 위치한 멀티미디

어 정보 또는 서비스와 기간((t―init, t―end)(1301)를 연관시킨다.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

URL 및/또는 하이퍼링크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URL 및/또는 하이퍼링

크, 즉 URL 및/또는 하이퍼링크의 "http" 부분은 "xyyz"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문자 "xyyz"를 "http"로 대체하여 함수적

URL 및/또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의 분리 부호보다는 "."의 분리 부호를 사용하는 유럽 규약을 이용하

여 수치를 기재한다. 따라서, 예컨대 4,587 초의 기재를 4.587 초로 기재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하이퍼링크된 시간 간격(1301)은 프로그램의 개시(t=0)(1304)로부터 경과된 초와 같

은 상대 시간 단위로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302) 내에 인코드된다. 그러므로, 각 하이퍼링크(1305)마다(예를 들어, 하이

퍼링크 6), "t―init"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한 시간(t=0)부터 하이퍼링크가 활성상태로 되는(그리고 청취자 또는 시청

자에 의해 검색될 수 있는) 시간까지 경과된 초의 수를 나타내고, "t―end"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한 시간(t=0)부터 하

이퍼링크가 더 이상 활성상태가 아닌 시간까지 경과된 초의 수를 나타낸다. 도 13은 또한 상이한 하이퍼링크(1305)와 연

관된 기간(1301)이 중복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몇개의 하이퍼링크가 동시에 활성상태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

다.

사후-제작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은 각 하이퍼링크마다:

·프로그램의 개시에 상대적인 시간 단위의 하이퍼링크 시간 간격(t―init, t―end),

·하이퍼링크 이름 또는 간략한 설명, 및

·하이퍼링크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는 하이퍼링크 수신지 어드레스(즉, URL)

를 인코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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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Early British Kingdoms"란 제목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401)의 한 예이다(또한

다음 표에도 도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4.587초(1402)의 기간을 갖는다. 이 파일은 예를 들어, "Ceredigion"(1403)이라는

이름의 하이퍼링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한 후 1.535초(1404)에 활성화될 수 있고, 2.092초(1405)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상대적인) 기간동안 어떤 순간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URL 어드레스(1406):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ceredigion.html로의 하이퍼링크가 선택될 수 있다. 이 예는 또한, 예를 들어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1.790초에 토픽을 선택하면, 하이퍼링크:

URL: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ceredigion.html의 "Ceredigion" 및

URL:xyyz://www.cyberphile.co.uk/∼taff/taffnet/mabinogion/mabinogion.htm의 "Mabinogion"이 선택될 수 있다.

프로그램

시간

4.587segs.

 
프로그램 이름

"Early British Kingdoms"

프로그램 URL :

xyyz://freespace.virgin.net/

 From(secs):  To(secs):  링크 이름:  URL:

 0  596  Buellt & Gwerthrynion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buellt.html

 536  721  Caer-Baddan(Bath)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south.html#Gloui

 566  1 715
 Caer-Celemion

(Silchester)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vortigem.html

 1 535  2 092  Ceredigion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ceredigion.html

 1 535  2 452  Mabinogion
 xyyz://www.cyberphile.co.uk/~taff/ taffnet/mabinogion/

mabinogion.htm

 2 392  3 597  Avalon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avalon.html

 3 537  4 037  Afallach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gods.html#

Afallach

 3 720  3 973  Beli Mawr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gods.html#Beli

 3 720  3 973  St. Joseph of Arimathea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joseph.html

 3 840  4 259  The Kings of Dumnonia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dumnonia.html

 4 199  4 587  Eudaf Hen & Conan Mer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eudanc.html

서버 상에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후-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을 작성하고, 이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 내에, ("Early British Kingdoms"라는 제목의 TV 영화와 같은) 프로그램(1300)과, 네트워크(313)(즉, 인터넷 네트

워크)에 접속된 하나 또는 다수의 서버(312)(즉, 웹 서버) 간의 하이퍼링크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을 개시한 것이다. 이들

하이퍼링크는 이들 서버 상에서 상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서비스(즉, 웹 페이지)를 억세스하기 위해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301)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프로그램(1300)의 제작 또는 편집 동안에:

·하이퍼링크(1404)가 작성되어야 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관련된 토픽 또는 서브젝트(1407)를 선택하는 단계(1501);

·프로그램용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401)을 작성하는 단계(1502);

·선택된 토픽(1407)과, 네트워크에 접속된 하나 또는 다수의 서버 상에 위치한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서비스 사이에서 프

로그램 타이밍 파일 내에 하이퍼링크를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는 선택된 토픽 또는 서브젝트(1403) 중의 각

각의 것에 대해:

·이름 또는 설명(1403)(양호하게 간략한 설명)을 할당하는 단계(1503);

·원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서비스를 억세스하기 위해 네트워크(313) 내에 수신지 어드레스(1406)(예를 들어, URL)를

할당하는 단계(1504);

·하이퍼링크를 검색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양호하게 프로그램 개시 시간(t=0)으로부터 경과된 시간 단위

(예를 들어, 초)로 기간(t―init, t―end)(1404)을 할당하는 단계(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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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401) 내에, 할당된 이름(또는 설명)(1403), 수신지 어드레스(1406) 및 하이퍼링크 시간 간격

(1404)(1405)을 저장하는 단계(1506)를 더 포함하고,

일단 하이퍼링크가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 내에 정의되어 있으면:

·방송국(307)의 채널 정보 서버(309) 내에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401)을 저장하는 단계(1507)를 더 포함한다.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로부터 하이퍼링크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

도 16의 방법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프로그램이 방송국(307)에 의해 채널 상에 재전송될 때, 채널 정보 서버(309) 상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401) 내에 포함된 하이퍼링크(1406)의 상대 기간(1404)(1405)은 GPS 수신기(305)에 의해, 또는

방송국(307)에 통합되거나 접속된 소정의 다른 적절한 유니버셜-시간 장치에 의해 제공된 유니버셜 시간을 사용하여 절

대 기간(또는 유니버셜 시간 간격)으로 변환된다. 하이퍼링크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렇게 얻어진 테이블은 그 다음 채널 정

보 서버(309) 상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방송 프로그램(302)을 수신하는 청취자 및 시청자(301)에 의해 억세스될

수 있다. 채널 정보 서버 내에 하이퍼링크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은 기록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

내에 포함된 하이퍼링크의 상대 기간을 절대 기간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방법은:

·송신될 기록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401)을 검색하는 단계(1601);

·방송국(307)에 통합되거나 접속된 유니버셜 시간 장치(305)(예를 들어, GPS 수신기)에 의해 프로그램 송신의 개시에 대

응하는 유니버셜 시간(날짜 및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1602);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1401) 내에 포함된 하이퍼링크의 (상대) 기간(1404)(1405)에, 프로그램 송신의 개시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절대 기간(유니버셜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단계(1603);

·채널 정보 서버(309) 내에서 프로그램의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 의해 억세스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결과적으로 얻어진

하이퍼링크 테이블을 저장하는 단계(1604)-양호한 실시예에서, 채널 정보 서버는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 및 채널 상의 모

든 하이퍼링크된 프로그램 방송의 하이퍼링크 테이블을 포함함-;

·프로그램(302)을 방송하는 단계(1605)

를 포함한다.

도 17은 송신을 시작할 때 본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 내의 하이퍼링크와 연관된 상대 기간이 하이퍼링크 테이

블 내의 유니버셜 시간 간격(절대 기간)으로 변환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8에도 도시되어 있는 다음 표는, 방송국이 유니버셜 시간(1803): 12/05/2000 14:10:51에 "Early British Kingdoms"

라는 제목의 영화를 송신하기 시작할 때, 도 14에 도시된(앞부분의 표에도 표시된) 프로그램 타이밍 파일로부터 채널 정보

서버(309) 상에 생성된 하이퍼링크 테이블을 도시한 것이다.

  

프로그램 이름

"Early British

Kingdoms"

프로그램 URL :

xyyz://freespace.virgin.net/

 FROM:  TO:  링크 이름:  URL:

12/05/2000

14:10:15

12/05/2000

14:20:05

Buellt &

Gwerthrynion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buellt.html

12/05/2000

14:19:05

12/05/2000

14:22:52
 Caer-Baddan(Bath)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south.html#Gloui

12/05/2000

14:20:17

12/05/2000

14:39:26

Caer-Celemion

(Silchester)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vortigem.html

12/05/2000

14:36:26

12/05/2000

14:45:43
 Ceredigion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ceredigion.html

12/05/2000

14:36:26

12/05/2000

14:51:43
 Mabinogion

xyyz://www.cyberphile.co.uk/~taff/

taffnet/mabinogion/mabinog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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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000

14:50:43

12/05/2000

15:10:48
 Avalon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avalon.html

12/05/2000

15:09:48

12/05/2000

15:18:08
 Afallach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gods.html#Afallach

12/05/2000

15:12:51

12/05/2000

15:16:22
 Beli Mawr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gods.html#Beli

12/05/2000

15:12:51

12/05/2000

15:16:22

St. Joseph of

Arimathea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joseph.html

12/05/2000

15:14:51

12/05/2000

15:20:08

The Kings of

Dumnonia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dumnonia.html

12/05/2000

15:19:08

12/05/2000

15:25:36

 Eudaf Hen & Conan

Mer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eudanc.html

관심있는 토픽을 선택하는 방법

한 사람(301)이 방송 프로그램(예를 들어, "Early British Kingdoms"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을 듣거나 볼 때, 몇몇 토

픽이 그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이들 토픽에 관한 보충 정보를 얻고자 할 것이다. 도 19는 하나 또는 다수의 관

심있는 토픽을 즉시 선택하거나, 또는 나중에 이들 토픽에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정보는

유니버셜 시간 수신기(306)(예를 들어, GPS 시간 수신기)에 접속된 사용자 장치(308)를 사용하여 네트워크(313)에 접속

된 하나 또는 다수의 서보(312) 상으로부터(예를 들어, 월드 와이드 웹으로부터) 검색된다.

사용자(301)가 다른 채널(307)로부터 수신된 프로그램으로부터 관심있는 토픽(304)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비 단계로

서, 후술되는 것과 같은 채널 테이블이 사용자 장치 상에 미리 작성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을 실현하는 데

에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사용자가 아는 모든 채널에 속하는 정보로 채워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채널 테이블은 사용자 장

치(308)를 통신 네트워크(313)를 통해 다수의 채널 정보 서버(309)로 억세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 테이블은

채널 번호 리스트를 포함하고, 각 채널 번호마다, 방송국 이름, 및 상기 채널과 연관된 채널 정보 서버의 네트워크 어드레

스(예를 들어 URL)를 포함한다. 채널 테이블 상의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미리 기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 소스들 중의 어느것에 의해(예를 들어, 동일한 TV 또는 라디오 오퍼레이터에 의해, 신문, 웹으로부터 …) 제공될 수

있다.

 채널:  방송국:  채널 정보 서버 URL:

 03  RNF  xyyz://www.radio_nf_info.com

 25  TV2  xyyz://www.tve2_link.com

 17  TV5  xyyz://www.tve5_link.com

 33  CNN-NEWS  xyyz://www.cnn_news_link.com

 72  NBC  xyyz://www.nbc_link.com

관심있는 토픽을 선택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청취자 또는 시청자는:

·수신기 장치(예를 들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세트)(314) 상의 방송 채널(302)을 선택한다(1901);

·선택된 방속 채널(302)을 식별한다(1902);

·사용자 장치(308) 상에서 방송 채널(302)의 식별 번호(예를 들어, 채널 "25")를 입력한다(1903). 이러한 행위는 선택된

방송 채널(302)과 연관된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311)(401)을 생성하고(1904), 상기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은 선택된 방송

채널의 식별 번호(402), 상기 방송 채널과 연관된 채널 정보 서버의 어드레스(예를 들어 URL)(404), 및 선택적으로, 상기

방송 채널을 나타내는 이름(405)을 포함하는 상기 방송 채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정보는 상술

된 채널 테이블과 같은 채널 테이블로부터 추출되어 복사된다;

·선택된 방송 채널(302) 상에 송신된 프로그램을 듣거나 본다(1905);

·추가 정보나 서비스를 원하는 관심있는 토픽(304)을 프로그램 내에서 인식한다(듣거나 본다)(1906);

·사용자 장치(308) 상에 선택 커맨드(308)를 입력함으로써 하나의 토픽을 선택한다(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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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장치에 통합되거나 접속된 유니버셜 시간 장치(예를 들어 GPS 수신기)(306)에 의해 현재의 유니버셜 시간을 결정

한다(1908);

·이러한 현재의 유니버셜 시간을 선택된 방송 채널의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311) 내에 기록한다(1909).

도 4에도 도시된 다음 표는 특정 채널(402)에 대한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401)의 한 예로서, 이 채널 상에서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 의해 선택된 관심있는 토픽(304)(예를 들어, "Early British Kingdoms"라는 제목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대응

하는 유니버셜 시간(403)이 기록되어 있다.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의 헤더는 채널의 채널 정보 서버(309)의 네트워크 어드

레스(즉, URL)(404)를 나타낸다.

 CHANNEL : 25  방송국:TV2  채널 정보 서버 URL:xyyz://www.tve2_link.com

 선택 시간(GPS):  링크 시간:  링크 URL:

12/05/2000

14:21:52
  

12/05/2000

15:09:03
  

12/05/2000

15:17:34
  

하이퍼링크를 검색하고 정보를 억세스하는 방법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301)가 채널(302) 상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304)(예를 들어, "Early British

Kingdoms"라는 제목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관심있는 토픽을 일단 선택하고, 이들 선택된 토픽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403)이 도 20에서 설명되는 방법에 의해 채널의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311)(401) 내에 일단 저장

되거나 기록되어 있으면, 청취자 또는 시청자는 채널 정보 서버(309)로부터 선택된 토픽과 연관된 하이퍼링크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된 하이퍼링크는 사용자 장치(308) 내에 저장된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311) 내에 저장된다. 청취자 또는 시

청자는 대응하는 선택된 토픽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서비스를 억세스하기 위해 소정의 검색된 하이퍼링크를 선

택하여 활성화할 수 있다(303). 이 정보 또는 서비스는 네트워크(313)(예를 들어, 인터넷 웹 서버)에 접속된 서버(312) 상

에 위치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청취자 또는 시청자를 위한 방법은

·선택된 방송 채널(503)의 채널 정보 서버(502)를 사용자 장치(501)로부터 억세스하는 단계(2001);

를 포함하고, 사용자 장치 상에 저장된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505) 상에 기록된 각 유니버셜 시간(504)마다:

·기록된 유니버셜 시간(506)을 채널 정보 서버(502)에 보내는(501) 단계(2002);

·상기 유니버셜 시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하이퍼링크(1804)(상기 유니버셜 시간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기간동안 정의된 하이퍼링크)를 채널 정보 서버(502) 내에 저장된 하이퍼링크 테이블(1801) 내에서 찾는 단계

(2003);

·사용자 장치(601)에 대한 채널 정보 서버(502, 602) 내에 위치한 하이퍼링크 테이블(1801)로부터, 활성화될 수 있는 하

이퍼링크(1804)의 이름(또는 설명) 및 수신지 어드레스(URL)(603)를 검색하는 단계(2004);

·검색된 하나 또는 다수의 하이퍼링크 이름 및 수신지 어드레스(URLs)를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701)의 대응하는 엔트리

(702) 내에 저장하는 단계(2005)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채널 정보 서버로부터 검색된 하이퍼링크 이름(또는 설명) 또는 수신지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하이퍼링크를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802) 내에서 선택하는 단계(2006);

·사용자 장치(901) 상의 브라우저 프로그램(902)을 사용하여 상기 하이퍼링크를 활성화하는 단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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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하이퍼링크와 함께 검색된 수신지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904)에 접속된 서버(903) 상에 위치한 정보 및/

또는 서비스를 억세스하는 단계(2008);

·네트워크(904) 상의 억세스된 서버(903)로부터 검색하고, 이 정보 및/또는 서비스(905)를 사용자 장치(901) 상의 브라우

저 프로그램(902)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단계(2009)를 포함한다.

도 5, 6, 7, 8 및 9는 본 방법에 따른 상이한 단계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텔레비젼 시청자가, 채널(503)(예를 들어, "채

널 25")의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505) 상에서, 방송 프로그램(예를 들어, "Early British Kingdoms"라는 제목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관련된 한 세트의 관심있는 토픽에 대응하는 상이한 유니버셜 시간(504)(예를 들어, 12/05/2000 14:21:52;

12/05/2000 15:09:03 및 12/05/2000 15:17:34)을 선택한 후에,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505)을 채널 정보 서버(502)로 보

내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채널 정보 서버(602)가 선택된 유니버셜 시간에 활성상태인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정보

(603)를 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다시 사용자 장치(601)로 보내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유니버셜 시

간 테이블(701)이 하이퍼링크 정보(702)(즉,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유니버셜 시간 간격에 대응하는 하이퍼링크 이름 및

URL)로 사용자 장치(601) 상에서 갱신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하나의 선택에 대응하는 다수의 하이퍼링크가 채널 정

보 서버로부터 검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바란다.

 CHANNEL : 25  방송국:TV2
채널 정보 서버

URL:xyyz://www.tve2_link.com

 선택 시간(GPS):  링크 시간:  링크 URL:

12/05/2000

14:21:52

Caer-Baddan(Bath)

Caer-Celemion

(Silchester)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south.html#Gloui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vortigern.html

12/05/2000

15:09:03

Avalon

Afallach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avalon.html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gods.html#Afallach

12/05/2000

15:17:34

The Kings of

Dumnonia

xyyz://freespace.virgin.net/david.ford2/

dumnonia.html

마지막으로, 도 8 및 도 9는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802)로 인해 라디오 청취자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가 하나 또는 다수의

하이퍼링크(803)를 선택하고, 네트워크(805)(904), 양호하게 인터넷 네트워크 상의 서버(804)(903)를 억세스하며(도 8),

네트워크 상의 억세스된 서버(804)(903)로부터 정보 또는 서비스를 수신하는(도 9)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검색된 정보 또

는 서비스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자 장치(801)(901) 상에 최종적으로 표시되거나 실행된다.

본 발명은 특히 양호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형태 및 상

세가 여러가지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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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선택되는 토픽들과 관련된 하이퍼링크들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택 커맨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 커맨드의 수신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상기 방송 프로그램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정보로서, 상기 선택 커맨

드의 수신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 간격과, 멀티미디어 정보를 억세스하기 위한 상기 네트워

크 내의 수신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와;

사용자 장치에서 상기 취득한 수신지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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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채널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한 채널에 대한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을 작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은 상기 채널의 식별 번호,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정보를 억세스하기 위한

어드레스, 및/또는 상기 채널을 나타내는 이름을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버셜 시간 결정 단계는 상기 채널의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 내에 상기 결정한 유니버셜 시간을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취득 단계는 상기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정보

를 억세스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한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취득한 수신지 어드레스를 상기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 내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송 프

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와 상기 서버는 동일한 유니버셜 시간에 따라 동기화되어 있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와 상기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장치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를 억세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송 프

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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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링크는 복수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 억세스 단계는 상기 복수의 하이퍼링크 중에서 하나의 하이퍼링크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한

하이퍼링크와 관련하여 취득한 수신지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된 서버 상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퍼링크 선택 단계는 해당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이름, 설명, 및/또는 취득한 수신지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유니버셜 시간 테이블로부터 하이퍼링크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

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 상에 상기 검색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웹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장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지 어드레스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s)을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

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웹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장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지 어드레스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s)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

어 정보는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3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버셜 시간은 위성 기반의 유니버셜 시간 수신기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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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버셜 시간 수신기는 상기 사용자 장치에 통합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

크 검색 방법.

청구항 33.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선택되는 토픽들과 관련된 하이퍼링크들을 검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선택 커맨드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선택 커맨드의 수신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을 결정하는 결정 수단과;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상기 방송 프로그램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정보로서, 상기 선택 커맨

드의 수신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에 대응하는 유니버셜 시간 간격과, 멀티미디어 정보를 억세스하기 위한 상기 네트워

크 내의 수신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수단과;

사용자 장치에서 상기 취득한 수신지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

을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내 토픽 관련 하이퍼링크 검색 시스템.

청구항 34.

제17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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