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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문경진

조현석

심사관 : 박진우

(54)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및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

한 방법

요약

프로그램 특정 정보 데이터 구조는, 오디오, 비디오, 동화상, 정지화상, 인터넷, 이메일, 텍스트 및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포

함하는 추가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의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상기 데이

터 구조는 수동적인 보기와 같은 단방향 통신 응용 및 대화식 유형 장치와 같은 양방향 통신 응용을 지원한다. 디코더(100)

는 멀티미디어 유형, 위치 및 다른 기술적 표시자를 포함한 보조 기술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특정 정보 및 패킷화된 프

로그램 데이터를 처리한다. 상기 표시자는, 예를 들면, 비디오 프로그램 내용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를 나타내는 복합 비디

오 이미지에서 표현(45, 50)을 위해 다른 소스로부터 유도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고(22, 60), 및 디코딩 하는데(30,

37, 60) 사용된다. 추가적인 보조 위치 및 획득 기술 정보는 보충적인 프로그램 특정 정보 요소 및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신호 처리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내용 정보의 획득, 형성,

및 처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개인용 컴퓨터와 텔레비전 기능을 결합한 가정용 오락 시스템(PC/TV 시스템)은 점점 일반적인, 사용자 대화식의, 다중 소

스 및 다중 착신 통신 장치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응용을 위해 다중

위치 사이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으로 통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PC/TV 시스템은 고선명 텔레비전(HDTV)

방송, 다지점 마이크로파 분산 시스템(MMDS : Multi-point Microwave Distribution System) 방송, 및 디지털 비디오 방

송(DVB)을 포함하는 위성 또는 지상의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다. PC/TV 시스템은 또한 전화기(예를 들면,

인터넷), 동축 선로(예를 들면, 케이블 TV)를 통해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CDROM, VHS 및 디지털 VHS

(DVHSTM)유형 플레이어, PC 및 많은 다른 유형의 소스와 같은 국부 소스와 원격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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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응용을 위한 많은 소스로부터의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의 형성과 처리는 이러한

일반 PC/TV 오락 시스템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시스템은 오디오 클립(clips), 비디오 클립, 동화

상(animation), 정지화상, 텍스트 및 다른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내용을 처

리해야할 수 도 있다. 특히,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를 구성하고, 여러 소스

로부터의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을 갖는 멀티미디어 내용을 디코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에 파생한 문제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프로그램 특정 정보 데이터 구조는 오디오, 비디오, 동화상, 정지화상, 인터넷, 이메일, 텍스트 및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포

함한 첨부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갖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와 프로그램 내용의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데이터 구조는,

수동적인 보기(passive viewing)와 같은 단방향 통신 응용과 대화식 유형 기능과 같은 양방향 통신 응용을 지원한다. 디코

더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유형, 위치 및 다른 기술적(descriptive) 표시자(indicator)를 포함한 보조 기술 정보를 포함한 패

킷화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러한 표시자는, 예를 들면 비디오 프로그램 내용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를 나타내는

복합 비디오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소스로부터 유도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고 디코딩 하는데 사용된다. 추

가적인 보조 위치 및 획득 기술(description) 정보는 보완적인 프로그램 특정 정보 요소와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예시적인 계층적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의 구조를 도시

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도면.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도 1의 계층적인 데이터 구조에서 사용된 주 가이드 테이블(MGT : Master Guide

Table), 추가 가이드 데이터 테이블(AGDT : Additional Guide Data Table), 채널 정보 테이블(CIT : Channel

Information Table) 및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 : Multimedia Object Descriptor)를 각각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도 6의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 테이블의 요소를 기술한 도면.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획득 및 디코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특정 정보에 병합될

수 있는 다른 기술자를 각각 목록화하고 기술한 도면.

도 10, 도 11 및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각각 인터넷 위치, 디지털 저장 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위치 및 MPEG PSI 스트림

위치를 각각 포함하는 예시적인 위치로부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획득 기술자를 목록화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라 예를 들면 MPEG PSI 스트림 및 인터넷 위치를 포함한 여러 소스로부터 프로그램 특정 정보 및 멀

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기 위한 획득 기술자를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에 따라 도 13의 획득 기술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시적인 테이블 유형의 목록을 도시한 도면.

도 15 및 도 16은 본 발명에 따라 MPEG 호환 소스 및 디지털 위성 시스 템(DSS) 소스를 포함한 여러 소스로부터 멀티미

디어 내용 데이터를 식별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위치 기술자를 각각 도시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를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데이터 및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고 디코딩하기 위한 가정용 오락

디코더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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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정 정보(PSI)는 선택된 프로그램 채널의 내용을 복구하기 위해 개개의 데이터 패킷을 식별하고 어셈블링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 및 정보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특정 정보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은 오디

오 클립, 비디오 클립, 동화상, 정지화상, 인터넷 데이터, 이메일 메시지, 텍스트 및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

어 객체의 통신을 지원하도록 유리하게 구성된다. 멀티미디어 객체는 독립 유닛으로 여겨질 수 있는 데이터 엔티티

(entity)이고, 각각의 프로그램내의 이미지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 구성요소와 관련된다. 멀티미디어 객체는 예를 들면 프

로그램 가이드 혹은 비디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복합 비디오 이미지에 병합된다. 데이터 구조는, 수동적인 보기(passive

viewing)와 같은 단방향 통신 응용과 대화식 유형 응용과 같은 양방향 통신 응용을 지원하고 또한 저장 응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특정 정보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혹은 지상, 위성 또는 케이

블 방송을 통해 가입 또는 다른 시청 당 요금에 기초하여 전달될 수 있다. 데이터 구조는, 국부와 원격 소스 모두로부터 여

러 통신 프로토콜로 전달되는 여러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획득 및 디코딩을 용이하게 한다. 예시

적인 디코더는 예를 들면, 인터넷 소스로부터의 전화선을 통해 위성, 케이블 및 지상 소스로부터 프로그램 내용을 수신한

다.

아래에서, MPEG 호환으로 언급된 데이터는 "MPEG 표준"이라 명명된 MPEG2(동화상 전문가 그룹 : Moving Pictures

Expert Group) 이미지 인코딩 표준을 따른다. 상기 표준은 시스템 인코딩 섹션(ISO/IEC 13818-1, 1994년 6월10일) 및

비디오 인코딩 섹션(ISO/IEC 13818-2, 1995년 1월 20일)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데이터 구조 요소는 (MPEG 시스템 표준의 섹션 2.4.4에 따른) MPEG 호환 포맷으로 전달될 수 있

거나 혹은 첨단 텔레비전 시스템 위원회(ATSC :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에 의해 1997년 11월 10일

발표된 지상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 프로토콜과 호환되는 포맷으로 전달될 수 있고, 이후 상

기 프로토콜은 PSIP 표준 혹은 기타 ATSC 표준으로 지칭된다. 또한, 데이터 구조 요소는 특정 시스템의 독점적인 혹은 주

문한 요구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는 코딩 유형 혹은 변조 포맷이 변할 수 있는 지상, 케이블, 위성, 인터넷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를 들면 다른 유형의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과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다

른 방법과 관련되는 비-MPEG 호환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비록 개시된 시스템이 방송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으

로 기술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다.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 전화 메시지, 컴퓨터 프

로그램, 인터넷 데이터 혹은 다른 통신과 같은 임의의 형태의 패킷화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예시적인 계층적 프로그램 특정 정보 데이터 구조의 개요

를 도시한다. 상기 구조는 많은 계층적으로 정렬되고 상호 링크된 테이블과 멀티미디어 객체(객체 1과 객체 2)를 포함한

다. 상기 테이블은, TV 채널, TV 프로그램, 채널 파라미터, 프로그램 파라미터, 관련 멀티미디어 객체와 객체 파라미터 등

의 집합 혹은 시퀀스를 열거하고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와 파리미터의 배열로 구성된다. 도 1의 예시적인 계층적 테

이블 배열은, 주 가이드 테이블(MGT)(205), 추가 가이드 데이터 테이블(AGDT)(210), 채널 정보 테이블(CIT-1, CIT-2,

CIT-3), 이벤트 정보 테이블(Event Information Table)(EIT-1, EIT-2),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 : Network

Information Table) (220), 및 확장 채널 정보 테이블(Extended Channel Information Tables)(ECIT-1, ECIT-2,

ECIT-3)과 확장 이벤트 정보 테이블(Extended Event Information Tables)(EEIT-1, EEIT-2)과 같은 선택성 테이블을

포함한다.

MGT는 다른 테이블에서 전달된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특히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AGDT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AGDT는 프로그램 특정 정보의 구조 및 테이블 분할

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CIT는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서 튜닝과 내비게이션

(navigation)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IT는 상기 CIT에 목록화된 채널 상에 수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벤트)의 기술적

인 목록을 포함한다. CIT, EIT 혹은 다른 테이블 중 하나는 사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 튜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CIT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벤트(TV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시청각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

를 획득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EIT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벤트(개별 TV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하

게 유지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NIT는 전체 방송 네트워크(지상, 위성, 케

이블 등)에 대한 파라미터 목록을 포함한다. ECIT 및 EEIT는 추가 CIT 및 EIT 정보를 수용한 확장 테이블이다. 계층적인

테이블 내에서 항목을 기술하고, 보충하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특정 정보는 기술자 정보 요소 내에 전달된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유리하게 다수의 다른 원격 및 국부 소스에 위치한 멀티미디어 객체와 테이블 정보가 디코더에서 획

득되고 어셈블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가이드를 생성한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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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조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테이블과 객체를 식별하고, 획득하기 위해 주소와 프로토콜 정보를 병합한다. 데이터 구조는

객체가 프로그램 가이드의 어느 곳에도 위치될 수 있고, 개별 프로그램 특정 정보 테이블 요소와 관련될 수 있게 한다. 디

코더는 다수의 분포된 소스로부터 유도된 객체와 테이블로부터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와 프로그램을 획득하고 포맷하기 위

해서, 데이터 구조에서 주소와 프로토콜 정보,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 구조는 융통성과 적응

성의 장점을 제공하고, 복합 비디오 이미지 및 오디오 세그먼트의 효율적 디코딩과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분배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전달하기 위한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분할하는 다른 방법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테이블 구조화, 멀티미디어 객체 정의 및 획득 정보를

사용하여 유사한 융통성, 적응성 및 효율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도 1 내지 도 16에 제시된 데이터 구조의 요소들은 선

택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특정 시스템의 필요 조건에 기초해서 사용되거나, 생략될 수 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 특정 정보 구조로부터 디코더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예시적인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

레이를 도시한다.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함하고 이메일, 전화, 팩스, 인터넷 브라우징, 저장, 홈 쇼

핑, 홈 뱅킹(420-433) 및 다른 기능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비디오 클립, 인터넷 웹 페이지 데이터 혹

은 정지화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객체는 미리 보기 아이콘(예를 들면, 447, 449) 혹은 웹 페이지 아이콘(예를 들면, 443)의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영역(435)에 디스플레이 된다. 이메일 메시지, 스포츠 결과 혹은 주식 시세 등과 같은 데이터와 텍스

트는, 결과 아이콘(예를 들면, 445)의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혹은 기능(420-433)의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영역(439)에 디

스플레이 된다. 광고와 동화상은 유사하게 영역(437)에 디스플레이 된다.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도 1의 계층적인 데이터 구조에서 사용되는 주 가이드 테이블(MGT), 추가 가이드 데이

터 테이블(AGDT), 채널 정보 테이블(CIT) 및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 테이블을 각각 도시한다. 도 3은 특히

AGDT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포인터 정보를 제공하는 MGT를 도시한다.

도 4 및 도 5는 프로그램 특정 정보의 구성요소와 다른 테이블을 획득하고 어셈블링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예시

적인 AGDT를 포함한다. AGDT는 상기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분할의 구조와 위치를 기술한

다. 디코더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어셈블링하고 프로그램 가이드를 생성할 때 AGDT의 제어 정보를

사용한다. 비록 AGDT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개의 도면(도 4 및 도 5)으로 도시되지만, AGDT는 사실상 도 5의 구문이

도 4의 프로그램_가이드_맵(program_guide_map) 요소(415)를 점유하는 단일 테이블로 이루어진다.

도 4의 AGDT 구문은 프로그램 특정 정보 분할의 제 1 레벨을 나타내고,

전체 가이드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예를 들면, 기술자(405)}

(예를 들면, 케이블, 지상, 디지털 방송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분할에 대한 정의

를 제공한다.

하나 이상의 포인터 기술자는 전체 프로그램 특정 정보의 위치 및/혹은 상기 정보의 테이블 구성요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 4의 라인(405)에 삽입될 수 도 있다. 유사하게, 만일 네트워크에 기초한 분할이 사용된다면,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의 위

치는 라인(410)에 적절한 포인터 기술자를 삽입함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테이블 포인터 기술자는 나중에 논의되는 도 13

의 구문 구조에 의해 예시되는 것과 같은 획득 기술자를 포함한다. 게다가,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s)는 대체로 프로

그램 특정 정보의 외부에 있는 멀티미디어 객체와 상기 프로그램 특정 정보(혹은 프로그램 가이드)를 총체적으로 관련시키

기 위해서 AGDT의 라인(405)에 삽입될 수 있거나, 혹은 외부 객체와 특정 네트워크 파라미터 배열을 관련시키기 위해서

라인(410)에 삽입될 수 도 있다. 외부 멀티미디어 객체는 원격 혹은 국부 소스에 의해 제공되는 객체이고, 상기 프로그램

특정 정보 자체 내에서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특정 정보 내에서 전달된 프로그램 가이드를 후원하는 광고

는 라인(405)에서 하나 이상의 MODs를 사용함으로써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가이드에 연결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MOD는 유리하게 다음의 지시를 병합한다.

기술되는 객체의 유형(예를 들면, 이메일 MIME 포맷, 인터넷 HTML, 정지화상 JPEG 포맷, 비디오 클립 MPEG2 포맷

등).

객체의 위치(PSI 비트 스트림, FTP 사이트, WWW 사이트, DSM-CC 스트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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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유형 표시자 및 주소 위치 포인터를 병합하는 예시적인 MOD 구문 구조가 도 6에 제공되고, 나중에 더 상세히 논의된

다.

도 5의 AGDT 구문은 타임 세그먼트와 채널 특성 혹은 그룹으로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분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

램 특정 정보 분할의 제 2 레벨을 나타낸다. 상기 프로그램 특정 정보 타임 세그먼트 분할은 라인(510)에서 시작하는 구문

요소 루프에 의해 정의된다. 테이블 혹은 객체를 위치시키기 위한 포인터 (위치) 기술자는 라인(515)에 삽입될 수 있다. 또

한, 하나 이상의 포인터 기술자가 모든 타임 세그먼트 분할에 유효한 멀티미디어 객체 및 테이블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서 도 5의 라인(505)에 삽입될 수 있다. 프로그램 특정 정보 채널 특성 분할은 라인(520)에서 시작하는 구문 요소 루프에

의해 정의되고, 테이블 혹은 특정 채널 그룹에 대한 객체를 위치시키기 위한 포인터 (위치) 기술자는 라인(525)에 삽입될

수 있다. 나아가,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s)는 프로그램 특정 정보의 외부에 있는 멀티미디어 객체와 특정 타임 세그

먼트 혹은 채널 그룹을 관련시키기 위해서 도 5의 AGDT의 기술자 섹션에 또한 삽입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AGDT 요소는 특정 시스템 필요 요건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 선택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특

정 정보를 다른 채널 그룹으로 분할케 하는 상기 사전에 기술된 구문은 특정 응용에서 생략될 수 있다.

도 6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내용에서 혹은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병합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정의에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를 도시한다. 도 6에 도시된 MOD 구문은 멀티미디어 객체

와 프로그램 가이드 혹은 프로그램 내용의 개별 이미지 혹은 데이터 구성요소를 관련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특정 정보

구조를 통해서 다수의 위치에 병합될 수 있다. 상기 MOD는 객체 유형 필드{라인(605)}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특정 정보

구성요소와 관련된 객체를 식별하고, 주소 기술자 필드{라인(610)}를 사용하여 상기 객체의 획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상기 객체의 위치를 식별한다. 도 6에 도시된 MOD의 주요 요소는 프로그램 내용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 전송 구조에서 멀티미디어 객체 획득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전송 구조는 예를 들면 MPEG-PSI, 인터넷 TCP/IP(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DSS(디지털 위성 시스

템), ATM(비동기 전송 모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도 7은 도 6의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의 요소를 기술한다.

도 8{항목(805-850)}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 획득과 디코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가이

드 정보에 병합될 수 있는 다른 기술자 유형을 각각 목록화 하고 기술한다.

도 10, 도 11 및 도 12는 인터넷 위치, 디지털 저장 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위치 및 MPEG PSI 스트림 위치를 각각 포함한

예시적인 위치로부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주소 기술자를 목록화 한다. 이러한 주소 기술자중 임

의의 혹은 모든 기술자(즉 선택적으로 정의된 주소 기술자)는 도 6의 MOD내의 라인(610)에 포함될 수 있다. 도 10의 기술

자는 인터넷 URL 주소(905)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객체가 획득되는 웹-기반 위치를 식별한다. 도 11의 기술자는 DSM-

CC 캐러쎌(carousel)에서 특정 객체와의 링크로서 DSM-CC_결합_태그(DSM-CC_association _tag)(910)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객체가 획득되는 DSM-CC(디지털 저장 매체-명령 및 제어) 스트림에서 객체를 식별한다. 도 12의 기술자는

MPEG-2 PSI 스트림에서 객체의 위치를 식별한다. 도 12의 기술자 내에서, 항목(915)은 특정 네트워크(예를 들면, 위성,

케이블 혹은 지상)를 식별하고, 항목(920)은 특정 네트워크 전송 스트림(전송 스트림 id)을 식별하고, 항목(925)은 패킷 식

별자(PID)를 사용하여 특정 스트림 내에서 패킷을 식별하고, 항목(930)은 테이블 식별자(table_id 및 table_id_

extension)와 패킷의 특정 테이블 관련성을 식별한다. 유사한 기술자는 도 10 내지 도 12에서 예시된 본 발명의 원리에 따

라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유도될 수 있다.

도 13은 예를 들면 MPEG PSI 스트림과 인터넷 위치를 포함한 여러 소스로부터 프로그램 특정 정보와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기 위한 테이블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획득 기술자를 도시한다. 상기 기술자는 프로그램 특정 정보 구조를 통해 테

이블 위치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3의 획득 기술자는, 도 4의 AGDT의 라인(405)에서 특정 프로그램 특정 정보

파라미터와 관련되지 않은 테이블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 13의 획득 기술자는 도 4의 AGDT의 라

인(410)에서 특정 네트워크와 관련된 테이블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13의 획득 기술자는 특정

채널 그룹의 시간에 근거한 분할 내에서처럼 AGDT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례로, 도 13의 기술자는 두 개별

소스로부터 프로그램 특정 정보 테이블을 획득하기 위한 요소를 병합한다.

특히, (1) 항목(960 및 965)은 MPEG-2 PSI 스트림으로부터의 데이터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2) 항목(970)은

FTP 혹은 HTTP 호환가능한 소스 같은 인터넷 주소로부터 데이터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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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의 기술자 구조는 융통성이 있고 기술자에 여분의 "그렇지 않으면(else if)" 문장을 추가하여 추가적인 다른 주소 지

정 방식을 쉽게 수용한다. 추가적인 주소 지정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서 도 13의 데이터 구조를 조정하거나 혹은 확장할 때,

항목(955)은 도 13의 실행 루프에서 정의되는 특정 테이블을 식별하는데 사용되고 항목(950)은 획득 위치가 정의되기 위

한 테이블의 수를 결정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 특정 정보 구조로 병합될 수 있고, 도 13의 획득 기술자를 사용할 수 도 있는 테이

블 유형의 예시적인 목록을 도시한다. 도 14에 목록화된 테이블을 획득하기 위해서 도 13의 획득 기술자를 사용할 때, 도

14내에 목록화된 희망 테이블의 요소 식별자 값은 도 13의 획득 기술자의 라인(955)에서 요소 식별자 필드에 삽입된다. 다

른 테이블은 기술된 데이터 구조화 원리를 사용하여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특정 정보 구조에서 또한 획득되고, 분할되고

또 병합될 수 있다.

도 15 및 도 16은 (여러 소스로부터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되는 도 14의 기술자와는 별개로) 다른 통신 프

로토콜 및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여 여러 소스로부터 멀티미디어 시청각 내용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위치 기

술자의 예를 도시한다. 도 15 및 도 16에 예시된 위치 기술자는 채널 정보 테이블(CIT) 혹은 이벤트 정보 테이블(EIT)과

같은 프로그램 특정 정보 테이블에 병합될 수 있고, 입력 데이터 스트림 내에서 시청각 내용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

된다. 상세하게, 도 15는 MPEG 호환가능한 소스로부터 시청각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위치 기술자의 일 예

를 도시하고, 도 16은 디지털 위성 시스템(DSS) 소스로부터 시청각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위치 기술자 데이

터 구조의 일 예를 도시한다. 다수의 위치 기술자는,

(a) 다수의 다른 소스 및 여러 유형의 미디어(예를 들면, MPEG, 인터넷, 케이블 소스), 및

(b) 특정 소스 혹은 특정 미디어 유형과 관련된 다른 주소로부터(예를 들면, 여러 인터넷 주소나 케이블 TV 채널로부터)

시청각 내용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특정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도 15의 위치 기술자 예에서, MPEG 호환성의 시청각 데이터는 PID 값에 의해 식별된다. 도 15의 위치 기술자는 PID 값을

근거로 한 데이터 획득의 두 가지 방법을 포함한다. 상기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암시적인 방법(implicit method)과 명시적인

(explicit method) 방법으로 명명된다. 상기 두 가지 방법 사이의 선택은 입력 암시적 플래그 표시자(985)에 의해 결정된

다.

상기 명시적인 방법에서, 예를 들면 PID(990)와 같은 PIDs는 라인(987)에서 시작하는 한 루프 내에 개별적으로 목록화된

다. 상기 암시적인 방법에서, 기준 PID(993)가 정의되고, 다른 PIDs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채널 번호와 스트림 유형의 기

능과 같은 미리 결정된 PID 정의에 따라 기준 PID로부터 유도된다. 이러한 암시적인 방법은 ATSC 표준에 공지되고, 예를

들면 상기 ATSC 표준에서 기술된다. 특정 PID와 관련된 스트림 유형은 도 15 및 도 16에서 요소{SType[i]}로 정의된다.

도 16의 위치 기술자 예에서, 디지털 위성 시스템(DSS) 소스로부터의 시청각 데이터는 SCID(서비스 구성 요소 식별자 :

Service Component Identifier) 값에 의해 식별된다. 도 16의 위치 기술자는 도 15의 MPEG의 예와 유사한 방법으로

SCID 값에 근거한 데이터 획득의 두 가지 방법(암시적인 및 명시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두 방법 사이의 선택은 입력 암시

적 플래그 표시자(353)에 의해 결정된다.

명시적인 방법에서, 예를 들면 SCID(355 혹은 357)와 같은 SCIDs는 라인(353)에 이어 시작하는 "동안(for)" 루프 내에서

개별적으로 목록화된다. 암시적인 방법에서, 기준 SCID(360 혹은 363)는 정의되고 및 다른 SCIDs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미리 결정된 SCID 정의에 따라 기준 SCID로부터 유도된다. 그러나, DSS의 경우 SCID 값은 두 가지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DSS 위치 기술자 구조 내에서 입력 선택 파라미터(Z_비트)는 SCID 값 사이에서 선택할 때 사용된다. 명확

하게, 도 16에서 선택 파라미터(Z_비트)는, 명시적인 방법의 경우 SCIDs(355)와 SCIDs(357) 사이에서 선택할 때 사용되

고, 암시적인 방법의 경우 SCIDs(360)와 SCIDs(363) 사이에서 선택할 때 사용된다.

도 15의 기술자 태그(980)와 도 16의 기술자 태그(350)는 기술자 사이를 자동으로 구별하고 및 기술자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서 디코더 내에서 사용된다. 디코더에서, 특정 희망 채널(및 관련 프로그램)이 특정 소스(예를 들면, 위성, 지상, 케이

블, 혹은 인터넷 소스)로부터 전송되는지가 결정되고, 그 결과 해당 위성, 지상, 케이블 혹은 인터넷 위치 기술자가 사용을

위해 선택된다. 다양한 다른 위치 기술자는 도 15 및 도 16에 예시된 기술자와 유사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그 밖

의 기술자는, 예를 들면 인터넷, ATM 네트워크 등을 통해 스트림된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한 소스로부터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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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다. 도 17의 방법은 MGT, AGDT, CIT, ECIT, EIT, EEIT, NIT 및 ETT 데이터를 포함한 프로그램 특정 정보와 상기 기술

된 이점을 포함하는 기술자를 생성한다. 상기 방법은 비디오 데이터를 방송하기 위해서 인코더에 사용되거나 상기 방법은

디코더 유닛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도 17의 단계(250)에서 시작에 이어서, 단계(253)에서 전술된 데이터 구조화 원리에 근거한 방법이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분할하기 위해 선택된다. 상기 프로그램 특정 정보는 네트워크 유형, 타임 세그먼트, 채널 그룹, 전송 스트림 채널 그룹화

및 특정 채널로 전송되는 프로그램(이벤트)에 따라 분할된다. 단계(255)에서, 분할된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테이블 분할 및 테이블 및 서브 테이블(확장된 테이블)의 위치가 식별되고, 상기 테이블을 식별하고, 획득하기 위한

기술자와 관련 멀티미디어 객체가 형성된다. 단계(257)에서, AGDT(혹은 또 다른 유형의 제어 테이블)가 프로그램 특정

정보 구조의 AGDT 레벨에 적용하는 단계(257)에서 생성된 상기 형성된 획득 및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를 포함하도록 생

성된다. 게다가, MGT는, 다른 테이블에서 전달되는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세하게는 AGDT

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단계(257)에서 생성된다.

단계(260)에서, 각각의 CIT, ECIT, EIT, EEIT, NIT 및 ETT 등은 분할된 구조와 부합하도록 형성된다. 각 테이블은 이전

에 기술된 발명의 원리에 따라 유도된 획득 기술자,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MODs) 및 위치 기술자를 병합한다. CIT는 이

용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의 획득을 가능케 하는 서브 채널, 프로그램 식별 정보 및 특정 채널에서 전송되는 각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식별하기 위한 패킷 식별자를 포함하도록 형성된다. 또한 생성된

CIT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 번호, PCR(프로그램 클록 기준 : Program Clock Reference) 식별자, 언어 코드 표시자, 및 스

트림 유형 식별자를 포함하는 목록화된 프로그램 채널에 연결된 항목들을 병합한다.

또한, 단계(260)에서, EIT는 CIT에 목록화된 채널 상에서 수신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이벤트)의 목록을 포함한 프

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도록 생성된다. 또한 단계(260)에서, NIT가 생성되고, ETT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기술하

는 텍스트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생성된다. 나아가, 확장 테이블은 추가로 분할된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필

요에 따라 형성된다.

단계(263)에서, 관련 멀티미디어 객체와 함께 단계(260)에서 형성된 테이블은 원하는 데이터 포맷 및 프로토콜과 호환되

도록 포맷된다. 이러한 데이터 포맷과 프로토콜은, 예를 들면 MPEG2 호환가능한 프로그램 특정 정보, MPEG2 DSM-CC,

DSS, 및 인터넷 호환가능한 파일 전송 포맷을 포함한다. 단계(265)에서, 최종 포맷된 테이블 및 멀티미디어 객체는 지상

전송을 위해서 각각의 지정된 위치에서 데이터 스트림으로 병합된다. AGDT는 단계(267)에서 데이터 스트림으로 병합된

다.

단계(270)에서, 많은 채널에 대한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구성 성분(및 다른 데이터)과 함께, 단계(267)에

서 생성된 프로그램 특정 정보는 다중화되고 출력을 위해서 전송 스트림으로 포맷된다. 단계(270)에서, 출력 전송 스트림

은 예를 들면 수신기, 비디오 서버, 혹은 저장 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저장 장치와 같은 또 다른 장치로 지상 전송하기에 적

합하도록 더욱 처리된다. 단계(270)에서 수행된 처리는 데이터 압축 리드-솔로몬(Reed-Solomon) 인코딩, 인터리빙

(interleaving), 스크램블링(scrambling), 트렐리스(trellis) 인코딩, 및 캐리어 변조와 같은 공지된 인코딩 기능을 포함한

다. 상기 처리는 단계(275)에서 완성되고 종료된다. 도 17의 처리에서, 다중 CIT, EIT, ETT 및 관련된 확장 테이블은 확

장된 수의 채널을 수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특정 정보로 형성되고, 병합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실시예에서, 테이블은

유사하게 예를 들면 위성, 케이블 혹은 인터넷 전송을 위해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다.

도 18은 방송(지상, 위성, 케이블 혹은 인터넷)신호를 복조 및 디코딩하기 위한 디지털 비디오 수신용 시스템의 블록도이

다. 지상 모드에서, 안테나(10)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MPEG 호환가능한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된 데이터를

운반하는 신호와 함께 변조된 캐리어는 입력 프로세서(13)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고 처리된다. 프로세서(13)는 입

력 신호를 추가 처리에 적합한 더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다운-변환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RF) 튜너, 중간 주파수(IF) 믹서

및 증폭단을 포함한다. 이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안테나(10)에 의해 수신된 지상 입력 신호는 33개의 물리적 전송 채널

(PTCs 0-32: Physical Transmission Channels)을 포함한다. 각 물리적 전송 채널(PTC)은 6 MHz의 대역폭으로 할당되

고, 예를 들면, 서브-채널을 6개까지 포함한다.

비디오 수신기 사용자는 원격 제어 유닛(70)을 사용하여 시청하기 위한 서브-채널(SC)을 선택한다는 점이 예시적인 목적

으로 가정된다. 프로세서(60)는 선택된 서브-채널(SC)에 해당하는 PTC을 수신하기 위해 적절하게 디코더(100)의 요소를

형성하도록 인터페이스(65)를 통해 원격 제어 유닛(70)으로부터 제공된 선택 정보를 사용한다. 다운-변환에 뒤이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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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PTC에 대해 유닛(13)으로부터의 출력 신호는 6 MHz의 대역폭 및 119-405 MHz 범위의 중심 주파수를 갖는다. 다음

의 논의에서, RF 채널 혹은 물리적인 전송 채널(PTC)은 하나 이상의 서브-채널(또한 가상 혹은 논리 채널로 불려지는)을

포함한 할당된 방송기(broadcaster) 전송 채널을 말한다.

프로세서(60)는 양방향 제어 및 신호 버스(C)를 사용하여 선택된 PTC를 수신하기 위해서 무선 주파수(RF) 튜너 및 중간

주파수(IF) 믹서 및 유닛(13)의 증폭단을 구성한다. 선택된 PTC에 대한 다운-변환된 주파수 출력은 유닛(15)에 의해 복조

된다. 복조기(15)의 주된 기능은 반송파 주파수를 복구 및 추적하고, 전송된 데이터 클록 주파수의 복구하여, 비디오 데이

터 자체를 복구하는 것이다. 유닛(15)은 또한 전송기 클록에 해당하고, 프로세서(13), 복조기(15) 및 디코더(17)의 동작을

시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샘플링 및 동기화 클록을 복구한다. 유닛(15)으로부터의 복구된 출력은 디코더(17)에 제공된

다.

복조기(15)의 출력은 공지된 원리에 따라 유닛(17)에 의해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및 디인터리브(deinterleave)된 바이트

길이의 데이터 세그먼트로 매핑된다. 게다가, 유닛(17)은 프로세서(60)에 순방향 에러 정정(Forward Error Correc tion :

FEC) 유효성 혹은 잠금 표시를 제공한다.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은 순방향 에러 정정의 공지된 유형이다. FEC 잠금 표시

는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이 정정된 데이터에 동기되고, 유효한 출력을 제공하는 것을 나타낸다. 유닛(13, 15 및 17)에 의

해 구현되는 복조기 및 디코더 기능은 예를 들면 리(Lee) 와 메서취미트 (Messerschmidt)의 디지털 통신(1988, 미국, 마

이애미 주, 보스턴, 클루워 아카데믹 출판사)의 참조 텍스트에서 각각 공지되고 일반적으로 기술된다.

다른 모드에서, 위성, 케이블 및 인터넷 데이터는 입력 라인(11, 14 및 18)을 통해 수신되고, 인터페이스 엑세스 모듈(74,

78 및 72)에 의해 각각 처리된다. 인터페이스 모듈(74, 78 및 72)은 각각 위성, 케이블 및 인터넷 포맷 데이터에 대한 인터

페이스 기능을 병합한다. 이러한 기능은 적용 가능한 표준 및 다른 문서에서 공지되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기

능은 지상 모드에서 유닛(13, 15 및 17)에 의해 수행된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지상 모드와 유사한 형식으로, 프로세서

(60)는 양방향 제어 및 신호 버스(C)를 사용하여 위성, 케이블, 인터넷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유닛(74, 78, 72), 디코더

(100)를 구성한다. 디코더(100)는 지상 모드에 대해 기술된 것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하는 이러한 다른 모드에서 유닛

(74, 78 혹은 72)에 의해 조건이 설정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유닛(17)으로부터의 정정된 출력 데이터는 MPEG 호환가능한 전송 프로세서 및 디멀티플렉서(22)에 의해 처리된다. 특정

프로그램 채널 내용 혹은 프로그램 특정 정보 중 하나를 포함하는 각 패킷은 패킷의 패킷 식별자(PIDs)에 의해 식별된다.

프로세서(22)는 패킷 헤더 정보 내에 포함된 패킷 식별자(PIDs)의 분석에 근거한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후속하

는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압축 해제에 사용되는 동기화 및 에러 표시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세서(22)에 제공된 정정 출력 데이터는 몇 개의 서브-채널을 통해 분배된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특정 정보

및 프로그램 채널 내용을 포함하는 전송 데이터 스트림의 형태를 갖는다. 이 예시적 기술에서 프로그램 특정 정보는 특정

PTC의 전송 스트림에 존재하는 서브-채널을 기술한다. 그러나, 또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특정 정보는 또한 다른

PTCs에 위치하고, 다른 전송 스트림에서 전달된 서브-채널을 기술한다. 이러한 서브-채널의 그룹은 채널의 소스가 특정

방송기이거나, 채널이 아날로그 NTSC 호환가능한 방송 채널에 사전 할당된 전송 대역폭을 점유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나아가, 전송 스트림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는 각 패킷은 프로그램 특정 정보에 포함된 PIDs를 사용하여 프

로세서(22)와 함께 동작하는 프로세서(60)에 의해 식별되고 어셈블링 된다.

프로그램 특정 정보는, 유닛(17)의 데이터 스트림 입력으로부터 유닛(22)과 함께 동작하는 프로세서(60)에 의해 획득되고

어셈블링된다. 프로세서(60)는 유닛(17)에 의해 제공된 FEC 잠금 표시로부터, 유효한 데이터가 전송 프로세서(22)에 제공

되는지를 결정한다. 그 결과, 프로그램 특정 정보 MGT 및 AGDT 테이블은 프로세서(60)의 내부 메모리 내에 저장된 미리

결정된 PID 값을 사용하여 식별되고 어셈블링 된다. 제어 신호(C)를 이용하여, 프로세서(60)는 CIT, EIT, ETT 및 NIT 데

이터를 포함한 나머지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선택하기 위해 전송 프로세서(22)를 구성한다. 프로

그램 특정 정보 테이블은 도 13 및 도 14와 연관하여 이미 기술된 획득 기술자 정보를 사용하여 다수의 소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테이블은 다른 소스(예를 들면, 위성, 케이블 혹은 인터넷 소스)와의 통신을 개시하는 프로세서(60)에 의해, 위성

피드(feed)(11), 케이블 선(14) 혹은 전화 선(18)과 같은 다른 전송 매체를 통해 다른 데이터 포맷 및 전송 프로토콜로 획

득될 수 있다. 획득 기술자 정보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프로그램 특정 정보에 의해 보충되어, 프로세서(60)가 다른 데이터

포맷 및 전송 프로토콜로 통신을 수립하게 한다. 이것은 단방향 통신(예를 들면, 위성 통신용), 혹은 양방향 통신(예를 들

면, 인터넷 통신)중 하나를 수립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유닛(72, 74 및 78)을 사용하여 실현된다.

프로세서(22)는 유닛(17){혹은 인터넷, 케이블 혹은 위성 데이터 소스를 위한 유닛(72, 74 및 78)}에 의해 제공된 입력 패

킷의 PIDs(또는 예를 들면 TCP/IP 식별자, SCIDs등과 같은 다른 데이터 식별자)와 프로세서(60)에 의해 유닛(22) 내에서

제어 레지스터에 미리 로드(load)된 PID 값과 매치시킨다. 나아가, 프로세서(60)는 상기 프로세서(22)에 의해 포착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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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특정 정보 패킷을 엑세스하고, 분석하고, 어셈블링하고, 프로세서의 내부 메모리에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저장한다.

나아가, 인터페이스(65)를 통한 원격 유닛(70)으로부터 채널 SC 선택 명령에 따라, 프로세서(60)는, 위치, 획득 및 MOD

기술자를 포함한 획득된 프로그램 특정 정보로부터 PTC 반송파 주파수, 복조 특성 및 서브-채널 PIDs를 포함한 튜닝 파

라미터를 유도한다. 프로세서(60)는, 선택된 서브-채널(SC) 프로그램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유닛(13, 15, 17) 및 디코더

(100) 요소를 구성할 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유닛(17){혹은 유닛(72, 74 혹은 78)}으로부터 디코더(100)로 입력된 패킷화되고 디코딩된 전송 스트림 입력은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또한 서브-픽쳐(picture)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서브-

픽쳐 데이터는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객체,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명령, 서브 타이틀링(subtitling), 선택 가능한 메

뉴 옵션 혹은 다른 항목을 포함하여 보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 및 채널과 관련된 픽쳐 요소를 포함한

다. 이처럼 서브-픽쳐 데이터는 CIT에 목록화된 서브-채널 상에 수신 가능한 기술적인 프로그램(이벤트)의 목록을 포함

한, MODs 및 EIT를 사용하여 획득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함하고, 또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서브-채널을 기술하는 텍

스트 메시지를 포함한 ETT를 포함한다.

유닛(74, 78 및 72)으로부터, 위성, 케이블 혹은 인터넷 소스로부터의 관련된 데이터와 함께, 지상 서브-채널(SC) 상에 전

송되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및 서브-픽쳐 데이터는 유닛(22)과 함께 동작하는 프로세서(60)에 의해 획득된다. 이것은,

위치 및 MOD 기술자를 포함한 대조된(collated)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프로세서(60)는 CIT 및 기술

자로부터 결정된 각 PIDs(혹은 다른 식별자)를 사용하여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및 서브-픽쳐 데이터를 식별한다. 프로세

서(60)는 또한 다른 데이터 소스(예를 들면, 케이블, 위성 혹은 인터넷 소스)로부터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및 서브-픽쳐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상기 소스와 통신을 시작한다. 프로세서(60) 및 유닛(22)은 통신을 시작하고, 도 15 및 도 16과

관련하여 이미 기술된 유형의 위치 기술자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소스로부터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및 서브-픽쳐 데이

터를 식별하고 포착한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서(60) 및 유닛(22)은 통신을 시작하고, 도 6 내지 도 12와 관련하여 전술된

유형의 MOD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소스로부터 멀티미디어 객체를 식별하고 포착한다. 위치 기술자 및 MOD 정보는, 단

독으로 혹은 다른 프로그램 특정 정보에 의해 보충되어, 프로세서(60)가 다른 데이터 포맷 및 전송 프로토콜로 통신을 수

립하게 한다. 이미 설명된 것처럼, 이것은 단방향 통신(예를 들면, 위성 통신 모드), 혹은 쌍방향 통신(예를 들면, 케이블 혹

은 인터넷 통신 모드)중 하나를 수립하도록, 인터페이스 유닛(72, 74 및 78)을 사용하여 실현된다.

프로세서(22)는, 디코더(17) 및 인터페이스 유닛(72, 74 및 78)에 의해 제공된 인입 패킷의 PIDs(또는 다른 식별자)와, 서

브-채널(SC) 상에 전송되고, 또한 통신 라인(11, 14 및 18)을 통해 입력되는 비디오, 오디오 및 서브-픽쳐 데이터의 식별

자 값과 매치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세서(22)는 서브-채널(SC) 상에 전송되는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객체(예를 들면, 광고, 웹 페이지 데이터, 대화식 아이콘 등)을 구성하는 패킷을 포착한다. 프로세서(22)는 이

러한 패킷을 비디오 디코더(25), 오디오 디코더(35) 및 서브-픽쳐 프로세서(30)에 대한 출력을 위해 MPEG 호환가능한 비

디오, 오디오 및 서브-픽쳐 스트림으로 형성한다.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은 선택된 서브-채널(SC) 프로그램 내용을 나

타내는 압축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 서브-픽쳐 데이터는 서브-채널(SC)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가이

드 정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객체 및 EIT 및 ETT 정보를 포함한다.

디코더(25)는 유닛(22)으로부터 MPEG 호환가능한 패킷화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및 압축해제하며, 멀티플렉서

(40)를 통해서 압축 해제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픽셀 데이터를 NTSC 인코더(45)에 제공한다. 유사하게, 오디오 프로세

서(35)는 유닛(22)으로부터 패킷화된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관련된 압축 해제된 비디오 데이터와 동기화된, 디코

딩되고 및 증폭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재생을 하기 위해 장치(55)에 제공한다. 프로세서(30)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멀

티미디어 객체, 텍스트, 자막 및 그래픽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닛(22)으로부터 수신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함한 서

브-픽쳐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및 압축 해제한다. 멀티미디어 객체를 디코딩할 때, 프로세서(30)는 도 6 및 도 7에서 예시

된 관련된 MOD 정보 요소를 사용하여 결정된 디코딩 기능을 적용한다.

프로세서(30)(도 18)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 및 그래픽 생성기(37)에 출력하기 위한 디코딩되고 압축 해제된 멀티

미디어 객체, 텍스트, 자막 및 그래픽 데이터를 어셈블링하고 포맷한다. 디코딩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맷할 때, 프로세서

(30)는 {유닛(37)과 함께}, 유닛(60)의 지시 하에, 어떻게, 어디에 및 언제 개별 객체는, 예를 들어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것처럼 객체_포맷(object_format), 디스플레이_모드(display_mode), 객체_시작_시간(object_start_time), 객체_지속 기

간 (object_duration), 객체_프레임_크기(object_frame_size)와 같은 MOD 정보(혹은 이와 동등한 요소)로부터 디스플레

이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각 객체는 또한 예를 들면 연결 및 속성 기술자{도 8 및 도 9의 항목(825) 및 (840)}를 사용하여

프로 세서(30)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 이미지에 연결된다. 선택적으로, 유사한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술자 및 기술자 요소가 사용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객체는 또한 MOD 기술자 정보를 EIT 혹은 CIT 혹은 다른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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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 병합함으로써, 예를 들면 특정 서브-채널, 프로그램 이미지, 화면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 페이지 혹은 웹 페이지와 연

결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객체는 EIT 혹은 CIT 내에서 프로그램의 기술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프로그램 이미지

(혹은 서브-채널, 화면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 혹은 웹 페이지 이미지)에 직접 연결된다.

도 18의 유닛(37)은 CIT 및 EIT 정보에 의해 보충됨으로써, 도 6 및 도 8의 연결 및 포맷 정보{상기 프로세서(30)와 함께

기술된 것처럼}를 사용하여 유닛(30)으로부터 멀티미디어 객체 및 다른 데이터를 해석하고 포맷하며, 그리고 유닛(50)(도

18)에 표시하기 위해 텍스트 및 그래픽에 매핑된 포맷된 픽셀을 생성한다. 상기 텍스트 및 그래픽 데이터에 매핑된 포맷된

픽셀은 유닛(50) 상에 후속하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객체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 혹은 다른 유형의 메뉴 혹은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유닛(37)은 또한 유닛(50)에 나타내기 위해 선택 가능한 메뉴 옵션 및 다른 항목을 포

함한 제어 및 정보 메뉴 디스플레이를 나타내고, 서브타이틀링하는 데이터에 매핑된 픽셀을 생성하기 위해서 EIT, ETT

및 다른 정보를 처리한다. 제어 및 정보 디스플레이는 디코더(100)의 사용자 동작을 위해서 기능 선택 및 장치 동작 파라미

터의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

OSD 생성기(37)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 및 그래픽은 프로세서(60)의 지시 하에서 겹침(overlay) 픽셀 맵 데이터의 형태

로 생성된다. 유닛(37)으로부터 겹침 픽셀 맵 데이터는 프로세서(60)의 지시 하에 멀티플렉서(40)를 통해서 인코더(45)에

서 MPEG 디코더(25)로부터 압축 해제된 픽셀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결합되고 동기화된다. 그리하여, 광고, 웹 페이지 데이

터, 대화식 아이콘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객체는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 혹은 프로그램 가이드에 포함될 것이

다. 관련된 서브-픽쳐 텍스트 메시지 데이터와 함께 비디오 프로그램 및 관련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나타내는 결합된 픽셀

맵 데이터는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NTSC 인코더(45)에 의해 인코딩되고 장치(50)에 출력된다.

도 18의 시스템의 저장 모드에서, 유닛(17)으로부터의 정정된 출력 데이터는 저장을 위해 MPEG 호환가능한 데이터 스트

림을 제공하기 위해 디코더(100)에 의해 처리된다. 이러한 모드에서, 프로그램은 원격 유닛(70) 및 인터페이스(65)를 통해

서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다. 프로세서(60)와 함께 프로세서(22)는, MGT, AGDT, CIT, EIT 및 ETT 데이터

와 이미 기술된 이점을 갖는 위치, 획득 및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자를 포함한 압축된(condensed)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형

성한다. 압축된 프로그램 특정 정보는 저장하기 위해 선택된 프로그램의 디코딩을 지원하지만, 무관한 정보는 배제한다.

프로세서(22)와 함께 프로세서(60)는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의 패킷화된 내용 데이터 및 관련된 압축된 프로그램 특정 정

보를 포함하는 복합 MPEG 호환가능한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한다. 상기 복합 데이터 스트림은 저장 인터페이스(95)에 출

력된다.

저장 인터페이스(95)는 데이터에서 갭(gaps)과 비트 전송 속도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복합 데이터 스트림을 버퍼링

(buffering)한다. 그 결과 버퍼링된 데이터는 매체(105) 상에 저장하기에 적합하도록 저장 장치(90)에 의해 처리된다. 저

장 장치(90)는 저장하기에 적합한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서 채널 코딩, 인터리빙 및 리드-솔로몬 인코딩

과 같은 공지된 에러 인코딩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페이스(95)로부터 버퍼링된 데이터 스트림을 인코딩한다. 유닛(90)은

압축된 프로그램 특정 정보와 병합하여 최종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매체(105) 상에 저장한다.

도 18의 구조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다른 구조들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유도될 수 있다.

나아가, 도 18의 디코더(100)의 요소의 기능 및 도 17의 처리 단계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프로그래밍된 명령 내에서 전체

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원리는 MPEG 혹은 비-MPEG 호환가능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의 임의의 형식에 적용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데이터 스트림은 예를 들면 전화선을 통한 비디오 서버 혹은

PC 유형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병합하기 위해 형

성된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갖는 프로그램 데이터 스트림은 저장 매체에 기록되거나 혹은

다른 서버, PCs 혹은 수신기에 전송되거나 혹은 재-방송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디지털 신호 처리 분야, 특히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내용 정보의 획득, 형

성, 및 처리에서 이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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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 1 소스로부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는 수단(22, 60)으로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이미지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610), 및

(b)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디코딩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유형을 식별하는 유형 표시자(605)

를 포함하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22, 60)과;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고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22, 30,60);

및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맷하기 위한 수단(30, 37, 60)

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a) 상기 제 1 소스로부터의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및 (b) 상기 제 1 소스와

는 다른 제 2 소스로부터 유도된 정보 중 하나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a) MPEG 호환가능한 패킷 식별자(PID) 및 (b) MPEG 호환가능한 디지털 저장 매

체 코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소스로부터 유도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a) 인터넷 URL, (b) 인터넷 IP 주소, (c) 이메일 주소, (d) 전화/팩스/비디오폰 번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소스로부터 유도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

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위치 표시자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소스와 양-

방향 통신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양-방향 통신 경로(communication path)는 상기 디코딩 장치와 상기 제 1 소

스 사이의 통신 경로와는 다른,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6.

등록특허 10-0573787

- 12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 유형은, (a) 비디오 세그먼트 혹은 정지 화상, (b) 오디오 세그먼트, (c) 텍스트, (d)

인터넷 웹 페이지 혹은 인터넷 데이터, (e) 광고, (f)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한 아이콘, (g) 동화상 세그먼트, (h) 이메일

메시지, (i) 사용자 프롬프팅(prompting) 표시자, 및 (j) 방송 채널 식별 아이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

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 기술 정보는, 디코딩에 사용하기 위해서 (a) 객체 시작 시간, (b) 객체 지속 기간,

(c) 객체 디스플레이 모드, (d) 객체 버전 번호, (e) 객체 포맷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

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 수단은 (a) 비디오 이미지 및 (b) 오디오 데이터 중 하나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관련시키

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포맷 수단은 (a)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b) 비디오 프로그램, 및 (c) 인터넷 웹 페이지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결합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복합 이미지를 형성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제 1 소스로부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포

함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와 관련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0.

비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로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와;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이미지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

(205,210,215,220)로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610), 및

(b)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디코딩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유형을 식별하는 유형 표시자(605)

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205, 210, 215, 220); 및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상기 이미지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관련시키기 위한 정보(215, 825, 840)

를 포함하는, 비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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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특정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와 관련되는, 비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12.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 하는데 적합한 제 1 소스에서 프로그램 가

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이미지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멀티미디

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 및

(b)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디코딩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유형을 식별하는 유형 표시자

를 포함하는,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상기 이미지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관련시키는 연결 정보(linking information)를 형

성하는 단계; 및

전송 채널로의 출력을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와 상기 연결 정보를 패킷화된 데이터로 병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a) 상기 제 1 소스로부터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및 (b) 상기 제 1 소스와는

다른 제 2 소스로부터 유도된 정보 중 하나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

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a) MPEG 호환가능한 패킷 식별자(PID), (b) MPEG 호환가능한 디지털 저장 매체

코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소스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

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표시자는 (a) 인터넷 URL, (b) 인터넷 IP 주소, (c) 이메일 주소, (d) 전화/팩스/비디오폰 번

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소스로부터 유도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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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 유형은 (a) 비디오 세그먼트 혹은 정지 화상, (b) 오디오 세그먼트, (c) 텍스트,

(d) 인터넷 웹 페이지 혹은 인터넷 데이터, (e) 광고, (f)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한 아이콘, (g) 동화상 세그먼트, (h) 이

메일 메시지, (i) 사용자 프롬프팅 표시자, 및 (j) 방송 채널 식별 아이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는 디코딩에 사용하기 위해서 (a) 객체 시작 시간, (b) 객체 지속

기간, (c) 객체 디스플레이 모드, (d) 객체 버전 번호, (e) 객체 포맷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정보는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a)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b) 비디오 프로그램, (c) 오디오

프로그램 및 (d) 인터넷 웹 페이지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와 관련시키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이

미지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위치 표시자, 및

(b)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디코딩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유형을 식별하는 유형 표시자

를 포함하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상기 보조 정보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기술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획득하고 디코딩하는 단계; 및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맷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a) 비디오 이미지, 및 (b) 오디오 데이터 중 하나와 관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와 (a)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b) 비디오 프로그램, 및 (c) 인터넷 웹 페이지 이미

지 중 적어도 하나와 결합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복합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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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 1 소스로부터의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보조정보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멀티미디어 객체와 관련된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방법의 식별을 가능케 하는 정보, 및

(b) 미리 결정된 이벤트에 대해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

를 포함하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방법을 획득하고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이벤트에 대해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제어를 변경하는 기능, (b) 배경 이미지 내에 이미지 창

을 생성하는 기능, (c) HTML 혹은 SGML 문서를 생성하는 기능, (d) 선택 가능한 항목의 메뉴를 생성하는 기능, (e) 디스

플레이하기 위해 사용자 선택 가능한 항목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생성하는 기능, (f) 인터넷 억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지 창을 생성하는 기능, (g)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는 이미지 창을 생성하는 기능, 및 (h)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제어를 변경하는 기능은, (a) 키보드/마우스 버튼 반응 특성, (b) 디

스플레이 비디오 특성, 및 (c) 오디오 특성 중 적어도 하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

기 위한 장치.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상기 이미지 객체에 대한 기술 텍스트(dscriptive text)를 제공하는 단계, 및 (b) 상기

이미지 객체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선택 가능한 제어 항목을 제공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6.

제 22항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이벤트에 대한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한 상기 정보는, (a) 명령 혹은 디스플레

이된 메뉴 항목의 사용자 선택에 따라 상기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 (b) 예정된 이벤트에 따라 상기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

(c) 특정 기능의 완료에 이어 순차적으로 상기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 및 (d) 상기 방법이 처리되고, 활성화를 준비하는 즉

시 실질적으로 상기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등록특허 10-0573787

- 16 -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예정된 이벤트에 대한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한 상기 정보는 시작 시간 표시를 포함하는, 패

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시작 시간 표시는 특정 비디오 프로그램과 관련되고,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로부터 유도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한 상기 정보는 지속 기간을 더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0.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제 1 소스로부터의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1.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제 1 소스로부터 상기 방법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제 1 소스로부터의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에서 전달된 상기 방법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

터 식별자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2.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제 1 소스와는 다른 제 2 소스로부터 상기 방법을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획

득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획득 정보는 (a) 인터넷 URL, (b) 인터넷 IP 주소, (c) 이메일 주소, 및 (d) 전화/팩스/비디오

폰 번호 중 하나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을 획득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획득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소스와 양방향 통신을 수

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양방향 통신 경로는 상기 디코딩 장치와 상기 제 1 소스 사이의 통신 경로와는 다른,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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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와, (a)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b) 비디오 프로그램, 및 (c) 인터

넷 웹 페이지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를 결합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복합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포맷 수단을 포함하

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5.

비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로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와;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멀티미디어 객체와 관련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로서, 상기 방법

을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방법의 식별(identification)을 가능케 하는 정보, 및

(b) 미리 결정된 이벤트에 대해 상기 방법의 활성화(activation)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

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 및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와 상기 방법을 관련시키기 위한 정보

를 포함하는, 비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와 관련되는, 비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37.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디코딩하는데 적합한 제 1 소스에서 프로그램 가이

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하나 이상의 이미지와 관련된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방법의 식별을 가능케 하는 정보, 및

(b) 미리 결정된 이벤트에 대해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

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상기 이미지와 상기 방법을 관련시키는 연결 정보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전송 채널에 출력하기 위해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 및 상기 연결 정보를 패킷화된 데이터로 병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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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 식별 정보는 상기 제 1 소스로부터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상기 방법의 위치를 식

별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9.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는 (a) 인터넷 URL, (b) 인터넷 IP 주소, (c) 이메일 주소, 및 (d) 전화/팩스/

비디오폰 번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소스와는 다른 제 2 소스로부터 상기 방법을 획득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

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0.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정보는, 상기 방법과, (a)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b) 비디오 프로그램, (c) 오디오 프로그램,

및 (d) 인터넷 웹 페이지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를 관련시키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1.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내 하

나 이상의 이미지와 관련된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는,

(a) 상기 방법의 식별을 가능케 하는 정보, 및

(b) 미리 결정된 이벤트에 대해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

를 포함하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정보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방법을 획득하고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방법을 기술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이벤트에 대해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 단계는, (a) 인터넷 URL, (b) 인터넷 IP 주소, (c) 이메일 주소, 및 (d) 전화/팩스/비디오폰 번

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소스와는 다른 제 2 소스로부터 상기 방법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

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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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시작 단계는, (a) 명령 혹은 디스플레이된 메뉴 항목 중 사용자 선택에 따라 상기 방법을 활

성화하는 단계, (b) 예정된 이벤트에 따라 상기 방법을 활성화하는 단계, (c) 특정 기능의 완료에 이어 순차적으로 상기 방

법을 활성화하는 단계, 및 (d) 상기 방법이 처리되고 활성화를 준비하는 즉시 실질적으로 상기 방법을 활성화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상기 방법의 활성화를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4.

프로그램의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 1 소스로부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보조 정보는,

(a) 멀티미디어 객체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제 1 식별자와,

(b)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제 2 식별자와,

(c)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제 3 식별자

를 포함하는,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에서 보조 정보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보조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및 상기 비디오 프로그램 데이터를 획득하

고 디코딩하는 단계; 및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획득된 데이터를 포맷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방법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제 4 식별자(d)를 더 포함하

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6.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식별자는, (a) 상기 제 1 소스로부터의 상기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 및 (b) 상

기 제 1 소스와는 다른 제 2 소스로부터 유도된 정보 중 하나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패킷화된 프

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a) 인터넷 URL, (b) 인터넷 IP 주소, (c) 이메일 주소, 및 (d) 전화/팩스/비디오폰 번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소스와는 다른 상기 제 2 소스로부터 유도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8.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 단계는,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a) 비디오 이미지, 및 (b) 오디오 데이터 중 하나와 관련시키는 단계, 및

등록특허 10-057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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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와, (a)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b) 비디오 프로그램, 및 (c) 인터넷 웹 페이지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

를 결합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복합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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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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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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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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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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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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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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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등록특허 10-0573787

- 28 -



도면18

등록특허 10-0573787

- 2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청구의 범위 11
도면 21
 도면1 21
 도면2 22
 도면3 22
 도면4 23
 도면5 23
 도면6 24
 도면7 24
 도면8 25
 도면9 25
 도면10 25
 도면11 25
 도면12 26
 도면13 26
 도면14 26
 도면15 27
 도면16 27
 도면17 28
 도면18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