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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광고 형태로 완전한 움직임 비디오 매체에 대한 분배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비디오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분배 센터(DC)로부터 복수의 수신 장소(RS) 즉, 지리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소
매점까지 전송되게 한다. 바람직하게도, 프로그램은 통신위성(8)을 통해 전송되며 수신장소(RS)의 안테나
(10)를 통해 수신 가능하다. 수신 장소의 선택 지점에 위치된 텔레비젼 모니터(14)는 대개 쇼핑 과정에서 
쇼핑객을 포함하여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한다. 본 발명은 하나의 수신 장소에서 플레이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장소에서 플레이되는 것과는 아주 상이하도록 특정 대상 시청자 또는 마켓에
 '주문'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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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비디오 분배 네트워크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시청각 매체 방송 및 광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구매 지점의 비디오 광고를 소매 상점에 분배
하기 위한 통신 위성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업 네트워크 텔레비젼은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시청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
인 매체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네트워크 텔레비젼은 전통적으로 광고비의 주요 지분을 차지해왔다. 그
러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상업 텔레비젼 광고 수입은 지난 수년동안 하락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
으로 생각된다. 텔레비젼 광고의 하나의 주요 단점은 네트워크 텔레비젼이 다수의 비교적 차별화되지 않
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상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고비는 열악한 상
황하에 있는 시청자에 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소비가 되어버린다. 또한, 국영 네트워크 
텔레비젼은 지역 및 계절 변화에 비교적 무감각한 제한된 수의 상품 범주에만 적합하다. 게다가, 다중 지
역 캠페인 비용은 흔히 국영 프로그램 비용과 같거나 초과할 것이다.

구매 촉진 지점은 수동적인 비수신 시청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소비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텔레비젼이 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한다. 쇼핑 환경에 있는 소비자
가 그밖의 지역보다 텔레비젼으로 방송되는 메시지에 훨씬 민감하다는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구매 지점의 광고 프로그램은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광고 프로그
램은 시그너지(signage) 또는 패킹 라벨로 이루어진 정적인 인쇄 매체에 기초하며 상품 메시지는 클러터 
상태에서 없어진다. 온-사이트 전시 또는 교육용 디바이스는 값이 비싸고 판매 공간을 상당히 차지하여 
스토어 대 스토어로 제한된다.

전자 구매 지점의 광고의 하나의 공지된 시스템은 주요 공항 및 중계소 그리고 통행이 잦은 슈퍼마켓에서 
볼수 있는 판독기 보드와 유사하게 저소음 전자 도트 반복 메시지 부호를 이용한다. 2차원 디스플레이로 
제한된 이러한 조소음 판독 보드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텔레비젼의 효율성을 갖지 
못한다.

전자 구매 지점 광고에 대한 또다른 공지된 변형은 메시지를 스토어 주인에게 전송하는 각 쇼핑 카트상의 
액정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이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텔레비젼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며 손상에 대한 고장 발생도가 높기 때문에 보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다른 공지된 시스템은 슈퍼마켓에 광고를 방송하기 위해 위성 전송 텔레비젼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
한 시스템은 통상 상업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의존하며 계산대에만 텔레비젼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지된 위성 기초 시스템은 통로, 스토어, 체인, 지리적 영역 또는 인구 통계학적인 프로파일에 의
해 선전광고를 온라인 선택 주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효과적이고 비용이 효율적인 구매 지점 촉진 매체에 대한 필요성에 응답한다. 본 발명은 복수
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수신 장소에 분배 센터로부터 주문 비디오 프로그램을 분배 및 방송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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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치를 제공한다. 실시예 1에서, 완전한 움직임 비디오 포맷에서의 오락용 상업 촉진 프로그래밍은 통
신 위성을 통해 전국에 걸친 소매점의 구매 지점에 방송된다.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 각 소재지에 수신되
고 통로위와 주요벽에 설치된 모니터에 의해 상점 전체에 걸쳐 방송된다. 모니터의 설치 장소와 스피커의 
볼륨 레벨은 각 스토어 장식과 조화되고 구매자가 통로를 따라 이동할때 이 구매자를 쉽게 볼수 있으면서 
그 미감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독특한 양상은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소매 연쇄점, 스토어 또는 
궁극적으로는 스토어내의 통로에 대해 주문된 시청각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인구 통계학적인 마켓에 따라 주문된 독특한 프로그램은 온-라인 어셈블되어 서로 다른 수많은 장
소에 동시 방송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망하는 주문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비디오 테이프상에 별
도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생성할 필요가 없고 스토어에서 전 직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시예 1에서, 본 발명은 광역 네트워크 비디오 프로그램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를 관련 어드레스를 각각 
갖는 복수의 수신 장소에 전송하는 수단을 갖는 분배 센터를 구비하는 비디오 매체 분배 네트워크를 제공
한다. 마켓 지정 세그먼트는 목적지 어드레스와 세그먼트로 엔코딩된 제어 데이타 세트를 각각 포함한다. 
수신 장소는 광역 네트워크 비디오 프로그램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수단과, 마켓 지정 세그
먼트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판독하는 수단과, 목적지 어드레스가 주문 프로그램을 생성하도록 제어 데이타
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마켓 지정 세그먼트를 광역 네트워크 비디오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수신 장소의 관
련 어드레스와 일치할때 동작하는 수단과, 주문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분해 센터로부터 제1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일련의 마켓 
지정 세그먼트는 하나 이상의 추가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각 마켓 지정 세그먼트는 비디오 신호에서 공
지된 데이타 위치에 엔코딩된 제어 데이타 패키지 및 어드레스에 할당된다. 각 소매점의 수신 장소는 광
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는데, 상기 신호는 통신 위성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점의 삽입 제어 유닛은 각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어드레스를 판독하여 상
기 세그먼트가 그 스토어에서 플레이될 것인지를 판정한다. 상기 세그먼트가 식별될 때까지 삽입 제어 유
닛은 수신기로 하여금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1채널상에 디스플레이하게 한다. 마켓 지정 세그먼트
가 스토어에 대응할 경우, 삽입 제어 유닛은 세그먼트의 제어 데이타를 판독한다. 제어 데이타에 포함된 
스위칭 명령은 수신기로 하여금 마켓 지정 세그먼트를 플레이시키도록 다른 채널로 스위칭하게 한다.

광역 네트워크 세그먼트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신호로 전송될 수 있다. 아날로
그 신호가 사용될 경우, 통신 위성의 적어도 두개의 트랜스폰더가 이용되는데, 그중 하나는 광역 네트워
크 프로그램용이고 다른 하나는 일련의 마켓 지정 세그먼트용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탈 신호는 디지탈 압
축 기술을 사용하는 분배 센터에서 압축된다. 압축 정도에 따라 10 이상의 디지탈 채널이 하나의 통신 위
성 트랜스폰더를 통해 방송될 수 있다. 하나의 디지탈 채널은 대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용으로 사용되
고, 나머지 디지탈 채널은 마켓 지정 세그먼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날로그 실시예에 있어서, 수신 장소에서 삽입 제어 유닛은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스위칭 명령에 따라 
수신기로 하여금 제1트랜스폰더를 통해 제1채널에 또는 제2트랜스폰더를 통해 제2채널에 동조되게 한다. 
디지탈 실시예에 있어서, 삽입 제어 유닛은 수신기로 하여금 나머지가 동일 트랜스폰더에 동조되는 동안 
디지탈 채널들을 스위칭하게 하거나 다중 트랜스폰더가 이용될 경우 여러 트랜스폰더를 스위칭하게 한다.

스위칭 명령 및 기타 제어 데이타는 수신기가 그 시간에 동조되거나 스위칭되는 채널에 관계없이 삽입 제
어 유닛에 의해 코드가 검출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마켓 지정 세그먼트와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엔코팅
된다. 제어 데이타는 그것이 할당되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에 선행하고, 이로써 상기 데이타는 스위칭 명
령이 그렇게 지시할 경우 수신기로 하여금 적당한 채널에 재동조하거나 스위칭하게 하는 삽입 제어 유닛
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아날로그 실시예의 경우, 스위칭 명령 및 기타 제어 데이타는 통상 수직 블랭킹 
간격으로 신호 전송된다. 디지탈 실시예의 경우, 제어 데이타는 이 데이타를 위해 예약된 별도의 채널에 
엔코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또한 각 소매 장소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 또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중앙 컴퓨터와 광고 
분배 네트워크간의 통신을 제공한다. 이것은 특히 상품 선전 및 가격 변화에 유용하고, 네트워크 광고주
는 저렴한 가격, 쿠폰, 2 : 1 세일 및 기타 선전을 제안한다. 이러한 선정 정보는 각 스토어의 제어기가 
정보를 판독하여 스토어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비디오 신호와 함께 제어 데이타로 전송되
는 기구의 중앙 컴퓨터로부터 분배 네트워크로 전달될  수 있다. 다음에 호스트 컴퓨터는 현금 등록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캐셔(cashier)에게 프로모션을 통지한다.

특정 체인, 스토어, 통로, 및 지리적 구역에 상업 메시지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분배 네트
워크는 주문 메시지가 대상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광고주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주문 
프로그래밍은 비디오 신호로 엔코딩된 제어 데이타에 따라 각 수신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어셈블되는데, 
이로써 다중 프로그램을 미리 어셈블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수신 장소에 있는 전 직원이 관련될 필요가 없
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 2는 실시예 1와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1) 정보 트래픽 시스템, (2) 분배된 오디오 
시스템, (3) 라이브 인터럽트 장치 및 (4) 수신기가 부가된다는 것이다. 이들 부속물을 포함하여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술한 광역 비디오 프로그램은 특정 체인, 스토어 및 지리적 구역에 메
시지를 쉽게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구역 지정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또한 실시예 2에서는 디지탈 압축 기
술이 이용된다.

실시예 2의 정보 트래픽 시스템은 휘일 개념을 이용하여 주문 프로그램내의 구역 지정 세그먼트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시퀀스를 연속적으로 생성하는 제어 데이타에 포함된 명령을 결정한다. 또한, 트래픽 시
스템은 네트워크의 정보를 관리하고 그것이 수집 및 통합한 정보로부터 계산서를 발생한다.

분배된 오디오 시스템은 수신 장소내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잡음 레벨에 응답하여 소매점의 여러 영역
에서의 오디오 레벨을 조절함으로써 주문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에 오디오 제어 보조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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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인터럽트 장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그먼트가 주문 프로그램을 인터럽트한다. 이들 예상치 못한 
세그먼트는 목적지 어드레스를 가지고 분배 센터로부터 전송되는 최종 정밀 부가물이다. 다음에 이들은 
수신 장소에 수신되어 디코더로 직접 전송된 다음 플레이된다. 인터럽트 장치는 변경된 주문 프로그램이 
생성되어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제어 데이타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그먼트에 의해 구역 
지정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가 오버라이드(override) 되게한다.

수신기는 구역 지정 세그먼트, 마켓 지정 세그먼트 및 예상치 못한 세그먼트로부터의 소망 세그먼트를 저
장한다. 또한, 이 디코더는 상술한 인터럽트 특징을 용이하게한다.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과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성질 및 장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비디오 분배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2도는 제1도 분배 네트워크의 업링크 제어 시스템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3도는 제1도 분배 네트워크의 디코딩 및 스위칭 시스템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4도는 제3도의 디코딩 및 스위칭 시스템의 수신기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5도는 제3도의 디코딩 및 스위칭 시스템의 삽입 제어 유닛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6도는 제2도의 업링크 제어 시스템의 데이타 흐름도이다.

제7(a)도 및 7(b)도는 제2도의 업링크 제어 시스템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흐름도이다.

제8(a)도 내지 제8(f)도는 제5도의 삽입 제어 유닛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흐름도이다.

제9도는 분배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10도는 오디오 제어기의 제어 프로세서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제11도는 분배된 오디오 시스템의 오디오 제어기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12도는 특정 수신기 시스템의 각종 서브 시스템 및 주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제13도는 수신기 시스템의 전자 공학적 블록도이다.

[특정 실시예에 대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선전 광고의 형태인 실시간 움직인 비디오를 분배 센터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통상 소매 연쇄점인 다수의 수신 장소로 전송하기 위한 분배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프로그
램은 통신 위성을 통해 전송되어 수신 장소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 장소의 
선택된 지점에 위치된 텔레비젼 모니터는 스토어내의 구매자를 포함한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한다. 본 발명은 특정 목표 시청자나 마켓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문 제작하여서 한 수
신 장소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이 다른 수신 장소에서 실행된 프로그램과 매우 상이하게 될 것이다. 수신 
장소 직원의 동작 수반 또는 각 고유 프로그램의 선행 어셈블리의 필요없이 커스텀(custom), 마켓 지정 
세그먼트,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발명의 온라인 삽입이 가능하다.

실시예 1에 있어서,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배 네트워크는 분배 센서 D.C.의 업링크 제어 시스템(4 
: USC)에 연결된 복수의 비디오 프로그램 소스(2)를 포함하며, 업링크 제어 시스템은 비디오 소스 재료를 
액세스하여 재생하고, 수신국 RS의 스위칭 장비를 조작하기 위해 제어 데이타를 포함한 비디오 신호를 엔
코딩하여, 이 제어 데이타를 포함하여 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업링크 안테나(6)와 통신위성(8)을 통해 
복수의 수신 장소 RS에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각 수신 장소 RS는 통신 위성에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다운링크 안테나(10), 제어 데이타를 판독하고 비디오 채널간을 스위칭하는 디코딩 및 스위칭 시스템(12) 
및 비디오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텔레비젼(14) 네트워크를 구비한다.

분배 센터 DC의 업링크 제어 시스템(4)은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비디오 테이프나 광디스크와 같은 비디
오 기억 매체에 저장된 일련의 전체 움직임 비디오 세그먼트를 포함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은 비
디오 재생 장치(32)를 통해 실행되며, 이러한 비디오 재생 장치에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VCR), 광디스크(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또는 Sony BVW-60 VCR이나 Pioneer VDR-V1000 비디오디스크 플레
이어와 같은 다른 종래의 기록 매체 재생 장치가 포함된다.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의 제1소
스 채널을 통해 실행된다.

비디오 기억 매체에 저장된 마켓 지정 세그먼트(22)는 하나 이상의 추가 소스 채널을 통해 비디오 재생 
장치(32)상에 실행된다. 본 분배 네트워크는 통신 위성이나 케이블에 의해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분배 네
트워크로 전송된 비디오 세그먼트를 수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 수신기(23)를 추가로 구비한다.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22)는 전체 움직임 비디오 포맷이 바람직하며 자기 
테이프나 광디스크와 같은 종래의 기록 매체상에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성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비디오'라는  용어가  본  명세서에서  '오디오'라는  용어와  별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비디오'라는 용어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흔히 시청각 매체를 지칭한다.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22)는 컴퓨터 그래픽 및 다른 유형의 시청각 매체를 추가로 구비할 것이다.

비디오 재생 장치(32)는 Sony Beta Cart 40이나 Panasonic MARC II-100을 포함하는 재생 제어 유닛(34)을 
통해 통합 제어된다. 재생 제어 유닛(34)은 복수의 재생 장치(32)에 연결되어 예컨대 시스템 제어 컴퓨터
(26)와 같은 외부 소스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선택된 재생 장치를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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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링크 제어 시스템(4)은 동기화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생 제어 유닛(34)에 연결된 동기 발생기
(28)를 추가로 구비한다. 동기 발생기(28)는 로고 발생기(30) 및 데이타 삽입 유닛(38)과 같은 주변 장치
에 의해 발생될 신호외에 재생장치(32)로부터의 비디오 신호의 수평 및 수직 펄스가 동기되도록 하여 각
종 소스로부터의 신호 합성을 용이하게 한다. 동기 발생기(28)는 Grass  Valley  Group  9510이나 Lietch 
SPG-120N과 같이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이 바람직하다.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22)의 시퀀싱, 타이밍 및 동기화는 트래픽 제어 컴퓨
터(24)를 통해 프로그램된 시스템 제어 컴퓨터(26)에 의해 제어된다. 시스템 제어 컴퓨터(26)로는 Apple 
MacIntosh Quadras, IBM 386이나 486 개인용 컴퓨터 또는 폭 넓은 경제적 이용 가능성을 갖는 다른 호환 
가능한 컴퓨터가 가능하다. 트래픽 제어 컴퓨터(24)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 및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20)의 시퀀싱, 타이밍 및 분배에 대해서 사용자 입력이 가능하며, 비디오 재생 장치(32)를 선택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시스템 제어 컴퓨터(26)에 명령을 출력한다. 트래픽 제어 컴퓨터(24)는 시스템 제어 컴
퓨터(26)가 비디오 재생 장치(32)를 작동하여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내로의 삽입을 위한 요구된 위
치에 따라 요구된 순서와 적절한 시간에 하나 이상의 소스 채널을 통해 일련의 마켓 지정 세그먼트(22)를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된다. 트래픽 제어컴퓨터(24)는 복수의 비디오 재생 장치(32)를 선택적으로 작동함으
로써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을 어셈블링하도록 추가로 프로그램될 수 있어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
램(20)을 구성하는 일련의 세그먼트가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스 채널을 통해 실행된다.

실시예에서, 동기 발생기(28)에 연결된 로고 발생기(30)는 비디오 재생 장치(32)에 연결된 비디오 오버레
이 키어(keyer)(36)에 의해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 및/또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22)의 선택된 지점
에 삽입되는 슈퍼마켓 체인이나 네트워크의 로고와 같은 선택된 로고의 비디오 오버레이를 발생한다. 로
고 발생기(30)로는 예컨대 Texscan SG-4B 또는 싸이크론 스크라이브(Chyron Scribe)가 가능하다. 비디오 
오버레이 키어(36)로는 Comprehensive Video PVK-1 또는 Graham-Pattern Systems 1236과 같은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이 가능하다.

실시예 1에 있어서, 비디오 신호는 분배 네트워크를 통해 아날로그 형태로 전송된다. 아날로그 실시예에
서 데이타 삽입 유닛(38)은 비디오 오버레이 키어(36)에 연결된 비디오 재생 장치(32)에 접속된다. 데이
타 삽입 유닛(38)은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30)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제어 데이타 패킷과 함께 목적
지 어드레스를 인코딩한다. 목적지 어드레스는 하나 이상의 수신 장소나 일군의 수신 장소 또는 네트워크 
수신 장소의 서브파트에 대응할 것이다. 제어 데이타에는 스위칭 명령, 프로그램/세그먼트 저장 명령, 수
신 장소의 호스트 컴퓨터에 관한 메시지, 수신 장소의 모뎀에 대한 모뎀 명령, 수신 장소 제어 프로필 업
데이터 등이 포함될 것이다. 데이타 삽입 유닛(38)은 트래픽 제어 컴퓨터(24)를 통해 프로그램된 시스템 
제어 컴퓨터(26)로부터의 어떠한 어드레스 및 제어 데이타가 각 마켓 지정 세그먼트에 지정될지를 나타내
는 명령하에서 동작하며, 여기서 데이타는 세그먼트에 관련해 삽입되어야만 한다. 데이타 삽입 유닛(38)
은 동기 발생기(28)에 연결되어 비디오 신호에서의 제어 데이타의 적절한 위치함에 대한 동기화 기준을 
제공한다.

아날로그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타 삽입 유닛(38)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수직 블랭킹 구간에서 제어 
데이타를 엔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달리 데이타 삽입 유닛(38)은 제어 데이타에 대해 별도의 데
이타 부반송파 채널로 엔코딩한다. 통상 데이타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 이전의 동시 발생 위치에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내에 엔코딩되며, 이것에 대한 이유는 아래에 명백히 설명될 
것이다. 아날로그 데이타 삽입 유닛(38)으로는 예컨대 Richardson Texas의 Interactive Satellite로부터 
이용 가능한 Interactive Satellite VBI-1000 Data Transmission System이 가능하다.

데이타 삽입 유닛(38)에 도달하는 즉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22)는 위성 전
송을 위한 변조를 필요로 한다. 아날로그 실시예에서, 업링크 변조기(40)는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마
켓 지정 세그먼트 신호를 수신하여 이들을 통신 위성 전송에 적합한 KU 대역 또는 C 대역 주파수로 변조
한다. 업링크 변조기로는 Scientific Atlanta 7555B Exciter와 같은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제품이 가능
하다.

디지탈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데이타 엔코딩은 업링크 엔코더/변조기(40)의 엔코더(40C)에 의해 이루어
진다. 엔코더/변조기(40)로는 예컨대 Scientific Atlanta 7555B Exciter(엔코더는 옵션)가 가능하다. 엔
코더/변조기(40)는 A/D 변환기(40A)를 구비하여 비디오 재생 장치(32)에 의해 생성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
지탈 신호로 변환한다.

엔코더/변조기(40)는 디지탈 데이타 압축기(40B)를 추가로 구비하여 충분히 높은 이미지 화질을 유지하며 
전송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 비디오 데이타를 최적량으로 압축한다. 공지된 데이타 압축 기술에 의하여 열
개 이상의 디지탈 소스 채널이 하나의 통신 위성 전송 채널(응답기)을 통해 전송될 것이다.

마켓 지정 세그먼트(22)가 하나 이상의 추가 디지탈 소스 채널상으로 전송되는 동안 엔코더/변조기(40)는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을 한 디지탈 소스 채널상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 네트워크 프
로그램(20)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용으로 사용된 채널과는 별도의 디지탈 소스 채널이 제어 데이타용으로 
예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 제어 컴퓨터(26)의 조정하에서 엔코더/변조기(40)는 해당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개시 직전에 제어 데이타를 디지탈 제어 데이타 채널상으로 삽입한다.

엔코더/변조기(40)는 디지탈 신호를 통상 KU 대역이나 C 대역인 통신 위성 전송 주파수로 변조하는 주파
수 변조기를 추가로 구비한다.

HPA(42)는 비디오 신호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신호의 여부에 상관없이 비디오 신호를 통신 위성 전송에 
적합한 전력 레벨로 증폭한다. HPA(42)로는 예컨대 MCL TWTA Power Amplifier System이 가능하다.

RF 결합기(44)는 HPA(42)에 접속되며 별도 소스 채널의 신호들을 통신 위성(8)을 통한 전송을 위해 하나
의 전송 신호로 합성한다. 아날로그 실시예에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은 마켓 지정 세그먼트와는 
달리 별도의 전송 채널을 통해, 즉 다른 통신 위성 응답기를 통해 전송된다. 아날로그 마켓 지정 세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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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포함하는 각 소스 채널은 다른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RF 결합기(44)로는 Specialty Microwave 
RF Combiner와 같은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이 가능하다.

디지탈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탈 제어 데이타 채널을 통해 운송된 제어 데이타 뿐만 아니라 소스 채널상
의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은 하나 이상의 응답기를 통한 통신 위성 전송을 위해 RF 결합기(44)에 의
해 하나의 전송 신호로 합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Scientific Atlanta 7 Meter KU Band 4-Port Dish Antenna와 같은 종래 구조의 업링크 안테나(46)가 RF 
결합기(44)에 연결되어 변조된 신호를 하나 이상의 주파수 변조된 KU 대역 RF 채널을 통해 통신 위성(8)

상의 응답기(들)에 전송하며, 각 응답기는 통상 54.0 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지금부터 제3도를 참조하여 각 수신장소 RS의 디코딩 및 스위칭 시스템(12)을 설명할 것이다. 통신위성
(8)상의 트랜스폰더는 RF 채널을 통한 비디오 신호를 채널 마스터 SMC 시리즈 1.8미터 접시형 안테나와 
같은 다운-링크 안테나(52)로 전송한다. 각각의 수신장소에는 통상 수신장소의 지붕과 같은 외부 위치에 
하나의 상기 다운-링크 안테나(52)를 갖는다.

다운-링크 안테나(52)는 예컨대 Drake ESR-1240 또는 General Instruments DSR-1000와 같은 수신기(54)에 
결합된다. 제4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신기(54)는 통신위성(8)으로부터 전송채널을 통해 신호를 수신하
기 위해 적당한 주파수로 동조될 수 있는 튜너/RF 변환기(54A)를 포함한다. 튜너/RF 변환기(54A)는 중간
주파수(IF)신호로 수신되는 RF 신호를 변환시킨다. IF 신호는 튜너/RF 변환기(54A)에 결합된 복조기(54
B)내의 기저대로 복조되고, 삽입 제어 유닛(56)으로 출력시킨다(제3도 참조).

디지탈 실시예에 있어서, 복조기(54B)는 디지탈 제어 데이타 채널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제어 데이타를 
추출하는 디지탈 데이타 분리기(54E)를 추가로 포함한다. 디지탈 제어 데이타는 삽입 제어 유닛(56)으로 
출력된다.

또한 수신기(54)는 삽입 제어 유닛(56)과 튜너/RF 변환기(54A)에 결합된 스위칭 명령 디코더(54C)를 갖는
다. 스위칭 명령디코더(54C)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삽입 제어 유닛(56)으로부터 스위칭 명령을 수신하고, 
아날로그 실시예에 있어서 튜너/RF 변환기(54A)를 명령으로 지정되는 전송채널로 복귀시킨다. 디지탈 실
시예에 있어서, 스위칭 명령 디코더(54C)는 스위칭 신호를 다중채널 출력 교환기(54D)로 전송한다. 다중
채널 출력 교환기(54D)는 스위칭 명령으로 지정되는 디지탈 소오스 채널로 스위칭함에 따라 스위칭 신호
에 응답하고, 튜너/RF 변환기(54A)는 특정 전송 채널로 동조된 채로 유지된다.

다중전송채널(인공위성의  트랜스폰더)이  디지탈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면,  스위칭  명령 디코더
(54C)는 지정된 채널이 상이한 전송채널상에서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삽입제어유닛(56)으로
부터 스위칭 명령을 해석한다. 만일 상기 디코더가 스위칭 명령을 해석하면, 스위칭 명령디코더(54C)는 
새로운 전송채널을 수신하기 위해 튜너/RF 변환기(54A)를 재동조시킨다. 또한 스위칭 명령 디코더(54C)는 
상이한 디지탈 소오스 채널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만일 상기 소오스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정
하면 디지탈 소오스 채널 스위칭 신호를 다중채널 출력 교환기(54D)로 전송하게 된다.

제5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삽입 제어 유닛(56)은 아날로그 실시예에서 수신장소 어드레스와, 스위칭 명
령 및, 비디오 신호에 포함되는 다른 제어 데이타를 추출하는 데이타 분리기 및 버퍼(58)를 포함한다. 디
지탈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채널  데이타  버퍼(60)는  수신기(54)내의  복조기/디지탈  데이타 분리기
(54B,54E)로부터 제어 데이타를 수신한다. 어드레스와 제어 데이타는 프로세서(62)에 의해 판독되는데, 
상기 프로세서(62)는 수신장소에 대한 어드레스 및 명령 데이타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등을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유닛(64,66)과 정보를 주고 받는다. 프로세서(62)는 비디오 신호로
부터 판독된 수신장소 어드레스를 비교하여, 그 비교치가 수신장소의 어드레스와 일치하면 이하에서 충분
히 개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 데이타를 동시에 처리한다.

아날로그 실시예에 있어서, 수신기(54)는 특정 통신 위성의 트랜스폰더로부터 적당한 전송 채널을 거쳐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을 수신하기 위해 디폴트 상태로 동조된다. 마켓 지정 세그먼트가 광역 네트
워크 프로그램(20)안으로 삽입되면, 스위칭 명령은 삽입될 마켓 지정 세그먼트 지점 이전에 광역 네트워
크 프로그램(20)내의 수직 블랭킹 간격의 제어 데이타에 포함될 것이다. 삽입 제어 유닛(56)은 스위칭 명
령을 판독하고, 적절한 시간에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전송 채널(인공위성의 트랜스폰더)로 동조시키기 위
해 수신기(54)를 전환시킨다.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단부에서 삽입 제어 유닛(56)은 마켓 지정 세그먼트
의 단부 앞의 수직 블랭킹 간격의 스위칭 명령이, 후속 세그먼트가 수신 장소에서 플레이 되는 것을 표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채널로 복귀하여 수신기(54)를 재동조시킬 것이다.

디지탈 실시예에 있어서, 다중 소오스 채널은 광역 네트워크 채널, 마켓 지정 세그먼트 채널 및, 디지탈 
제어 데이타 채널을 포함하는데, 이들 채널들 모두는 동일한 전송채널, 즉 동일한 인공위성의 트랜스폰더
를 통하여 전송된다. 따라서, 단일 인공위성 트랜스폰더가 이용되고, 마켓 지정 세그먼트와 광역 네트워
크 프로그램간에 스위칭될때 수신기(54)를 재동조시키는 것이 불필요하게 된다. 삽입 제어 유닛(56)은 다
가오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가 수신장소에서 플레이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디지탈 제어 데이타 
채널내에 포함되는 데이타를 판독한다. 만일 그렇다면, 삽입 제어 유닛(56)은 상이한 통신 위성의 전송 
채널로 수신기(54)를 동조시키지 않고 수신기(54)를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의 디지탈 소스 채널로부
터 다중 채널 출력 교환기(54D)를 통하여 적절한 마켓 지정 세그먼트 디지탈 소스 채널로 전환한다. 삽입 
제어 유닛(56)은 후속 마켓 지정 세그먼트가 그 위치에서 플레이 될 것인지 혹은 수신기(54)가 현재 세그
먼트의 단부에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 디지탈 채널로 복귀하여 스위칭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
기 위해 디지탈 제어 데이타 채널을 판독 실행한다. 물론 다중 트랜스폰더가 디지탈 신호를 전송하기 위
해 이용되고, 수신기(54)는 동일한 트랜스폰더상에서 상이한 디지탈 채널로 스위칭되던가 또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가 실행되는 트랜스폰더에 따라 상이한 트랜스폰더로 동조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같이, 제어 데이타는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으로 실행되고, 마켓 지정 세그먼트는 스위
칭 명령에 부가하여 여러 유형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정보를 예컨대, 프로그램/세그먼트 기억 
명령, 모뎀 명령, 스토어의 호스트 컴퓨터로 직접 연결된 메시지, 제어 프로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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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세그먼트 기억 명령은 기억 명령을 발생시키기 위해 삽입 제어 유닛(56)의 프로세서(62)로 향하
게 된다. 기억 명령은 마켓 지정 세그먼트 또는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부가 시간 지연된 재생을 위
해 기억되거나 혹은 재현될 수 있는 비디오 기억 뱅크(72)로 전송될 수 있다. 기억 뱅크(72)는 하나 이상
의 VCR, 광학 녹음/재생 장치 또는, 파이오니아 VDR V1000 비디오 디스크 녹음기 또는 소니 BVW-60 VTR과 
같은 기타의 공지된 데이타 기억 장치를 구비한다. 기억 명령은 다가오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 혹은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부에 저장하거나 또는 기억뱅크(72)로부터 선택된 지점에서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
램(20)안으로 삽입을 위해 저장된 세그먼트를 재현하기 위해 기억뱅크(72)를 동작시킬 수 있다.

삽입 제어유닛(56)으로부터의 기억명령에 의해 지향된 경로 교환기(74)(제3도 참조)는 기억된 세그먼트 
소스와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20) 혹은 수신기(54)를 통해 수신되는 마켓 지정 세그먼트(22)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스위칭된다. 예컨대, 경로 교환기(74)는 시에라 비디오 시스템즈 시리즈 32 8 16 또는 그라
스 밸리 그룹 TEN-20이 될 수 있다.

프로세서(62)가 모뎀 명령을 판독하면, 다이얼업 직렬 인터페이스(68)를 통하여 모뎀(50)을 동작시키게 
된다. 모뎀(50)은 수신검증, 고장통지, 알람 메시지 또는 분산 센터로 전달될 다른 수신장소 개시 정보와 
같은 정보를 인가하는 전화선을 통하여 분산 센터내의 UCS(4)와 통신한다. 모뎀(50)은 상용화된 헤이스 
호환형 모뎀이 될 수 있다. 모뎀(50)은 분산 센터내의 검증 데이타 처리 컴퓨터(48)(제2도 참조)와 바람
직하게 통신할 수  있는데,  상기 컴퓨터에는 Apple  MacIntosh  quadra  또는  IBM  AS400  컴퓨터가 될  수 
있다. 검증 데이타 처리 컴퓨터(48)는 각각의 수신장소로 전송되는 비디오 프로그래밍 및 제어 데이타를 
지정하는 전송 기록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 제어 컴퓨터(26)에 추가로 결합된다. 검증 데이타 처리 컴
퓨터(48)는 모뎀(50)을 통해 수신장소의 삽입 제어 유닛으로부터 검증 데이타 또는 다른 메시지 데이타를 
수신하고, 그 데이타를 전송이 완성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시스템 제어 컴퓨터(26)로부터 전송 기록 
메시지와 비교한다. 그 비교 결과 데이타는 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터로 통계 기록 유지 및/또는 출력을 위
해 저장될 수 있다.

프로세서(62)에 의해 판독된 제어 프로필 명령은 각각의 삽입 제어 유닛의 메모리 유닛에 저장된 제어 프
로필을 재생한다. 제어 프로필은 제어 데이타의 특정 코드의 판독에 응답하여 삽입 제어 유닛(56)의 동작
을 한정한다. 삽입 제어 유닛의 제어 프로필에 포함되는 특정 코드가 비디오 신호의 제어 데이타로부터 
판독되면, 그것은 삽입 제어 유닛(56)에 의해 실행될 메모리 유닛(64,66)에 저장된 일련의 명령을 트리거
시킨다. 이것은 비디오 신호와 모든 상기 명령을 전송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제어 프로필은 삽입 
제어유닛(56)의 동작에 중요하고, 하드웨어 고장, 전원 변동 등의 훼손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제어 
프로필은 제어 프로필 명령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삽입 제어 유닛에 의해 수신되는 제어 데이타는 수신 장소의 호스트 컴퓨터(70)로 지향된 명령을 또한 포
함한다.  예컨대,  슈퍼마켓  등은  통상적으로  금전  등록기가  연결된  소내  호스트  컴퓨터(on-site  host 
computer)를 갖는다. 가격, 판매 촉진 상품, 수량, 점포 위치등과 같은 제품 정보는 상기 호스트 컴퓨터
에 입력되고, 참고사항 등을 저장하거나 또는 레지스터와 정보를 주고 받는다. 레지스터는 가격 변동, 할
인율, '비디오 쿠폰' 제공자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
다. 삽입 제어 유닛(56)의 프로세서(62)가 비디오 신호의 제어 데이타들 사이에서 호스트 컴퓨터 명령을 
판독하면, 첨부된 데이타는 데이타 통신 링크를 통하여 삽입 제어 유닛(56)으로부터 호스트(70)로 전송될 
것이다.

경로 교환기(74)로부터 전송된 각각의 채널은 그 유형에 있어서 주문을 받아 조립된 비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수신 장소에 방영될 것이다. 주문 프로그램은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선택된 마켓 지정 세그먼트는 내부의 여러 지점으로 삽입된다. 동일한 프로그램이 수신장소를 
통하여 방영되면, 프로그램은 삽입 제어 유닛(56) 또는 경로 교환기(74)로부터 단일 채널을 통해 전송된
다. 다수의 유일한 프로그램(통로 지정 프로그램)이 수신 장소에서 볼 수 있게 되면, 각각은 삽입 제어 
유닛(56) 또는 경로 교환기(74)로부터 상이한 채널을 거쳐 전송될 것이다.

다시 제3도를 참조하면, 삽입 제어 유닛(56)은 기억 뱅크(72) 및 경로 교환기(74)를 거쳐 비디오 오버레
이 키어(75)와 CATV 변조기(76)에 결합된다. 삽입 제어 유닛(56)의 제어하에서 비디오 오버레이 키어(7
5)는 UCS(4)내의 로고 발생기(30)에 의해 제공된 로고와 부합하는 로고 발생기(73)에 의해 생성되는 로고
를 삽입한다. 로고 발생기(73) 및 비디오 오버레이 키어(75)는 상술한 바와 같이 UCS 로고 발생기(30) 및 
비디오 오버레이 키어(36)와 비교될 수 있다.

CATV 변조기(76)는 케이블 네트워크(79)를 통하여 수신장소로 지역 분산을 위해 적절한 주파수로 아날로
그 또는 디지탈 신호를 변조시키는 비디오 오버레이 키어(75)에 결합된다. CATV  변조기(76)는 예컨대, 
Drake VM-200 또는 PICO MACOM M600과 같은 상용화된 제품을 구비한다.

CATV 변조기는 RF 결합기(78)에 결합된다. 예컨대, Blonder-Tongue OC-8 또는 Pico Macom PHC-12가 될 수 
있는 RF 결합기(78)는 케이블 네트워크(79)를 거쳐 지역분산을 위해 단일 전송 신호로 하나이상의 채널을 
결합한다. 통상의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에서 각각의 독특한 프로그램 채널은 전송 신호의 이산부를 점
유하고,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수신장소의 텔레비전(80)은 케이블 전송 채널을 수신하
기 위해 동조되고, 전송 채널을 거쳐 전송되는 것들 중에서 특정 케이블 프로그램 채널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스위칭될 수 있다. 텔레비전(80)은 소니 2710 또는 미쯔비시 CS271R과 같은 상용화된 다양한 제품
들중 어느 하나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신장소의 케이블 네트워크(79)에 광역 네트워크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내에  오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오디오  시스템(82)이  결합된다.  예컨대  오디오  시스템(82)은 
Anchor AN-1000 또는 JBL 제어부(1)를 갖는 BiAmp D60을 포함할 수 있다.

분배 네트워크의 실시예 1에서, 수신장소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 스토어이다.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20)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22)는 통상적으로 오락, 뉴스, 스포츠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상업 광고를 
포함하게 된다. 텔레비전(80)은 각 통로 위쪽, 계산대 근처 및 내부벽을 따라 스토어 전체에 걸쳐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된 별도의 오디오 트랙을 포함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은 2개 국어 선택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위성-송신 비디오 신호로 엔코딩되는 스위칭 명령, 및 
각 스토어내의 다중-채널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각 소매연쇄점, 스토어, 스토어 통로의 섹션(예컨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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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또는 다이어리), 시간 및 지역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문 제작될 수도 있다. 이같은 주문 제작 프로
그램이 삽입 제어 유닛(56)에 의해 판독되는 스위칭 명령에 따른 채널들중에서 스위칭하는 수신기(54)에 
의해 어셈블링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주문 제작 프로그램은 분배 센터에서 각각의 
특정 프로그램을 사전 어셈블리하지 않고, 여러개의 위성 트랜스폰더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수신 장소
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시에 방송될 수 있다. 광고의 대상은 주로 장소, 시간에 기초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용가능한 다른 매체로부터 광고주에게 광고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소프트웨어 구조]

분배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는 제6도 내지 제8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A. 업링크(uplink)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링크 제어 시스템(UCS)(4)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제6도 및 제7도에 예시되어 있다. 제6도를 참조하
면 업링크 제어 시스템(4)의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주 서브시스템을 제공한다 : 데이타 엔트리 및 에
디팅(editing)(a1 내지 a6); 집중 데이타 저장 및 화일 서비스(b); 수신 장소의 삽입 제어 유닛과의 통신
(c); 수신 장소의 중앙 또는 호스트 컴퓨터와의 통신(d); 업링크 제어 시스템 서비스(e); 비디오 신호에 
의한 제어 데이타의 엔코딩(f); 프로그램 가능한 비디오 테이프 또는 디스크상의 비디오 소오스 재료에 
대한 재생(playback)제어(g); 위성 또는 지상 비디오 신호의 수신(h); 비디오 소오스 스위칭 및 처리(i); 
위성 업링크(j); 및 데이타 베이스 화일 세이버(b), 삽입 제어 유닛과의 통신(C) 및 수신 장소의 호스트 
컴퓨터와의 통신(d)으로 수집된 검증 및 경고 메시지에 대한 프린팅(k 및 l).

UCS(4)의 실시예 1는 시스템 제어 컴퓨터(26)상에 존재하는 업링크 제어 시스템 서비스(e)를 갖는 근거리 
통신망(LAN)을 채용한다. LAN 상에서의 다른 주요 서비스, 즉 수신 장소 호스트 통신, 수신 장소 삽입 제
어 유닛 통신, 데이타 엔트리 및 에디팅, 화일 서비스 및 프린트 서비스등은 실시예 1에서 별개의 컴퓨터
상에서 존재하지만, 다른 수단에 의해 예시된 서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형 컴퓨터 또는 메인 프레임 컴
퓨터에 결합시킬 수 있었다. LAN 자체는 모든 통신, 제어 데이타 베이스, 멀티 태스킹 운용 시스템과 적
절한 통신 컨트롤러 및 주변기기에 의한 데이타 엔트리 기능을 결합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거될 수 있었
다.

1. 데이타 엔트리 및 에디팅

멀티-유저 데이타 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전체 스크린 터미널상에 데이타 엔트리 및 에디팅 기능(a1 내지 
a6)을 지원하기 위해 UCS의 화일 서비스(b)에서 채용된다. 이들 데이타 엔트리 및 에디팅 기능의 일부 또
는 전부는 트래픽 제어 컴퓨터(24)상에 상주할 수도 있다. 삽입 제어 유닛 선명도 데이타 베이스(a1)는 
각각의 삽입 제어 유닛에 대해,  특정 삽입 제어 유닛 하드웨어 어드레스 및 해제 레벨,  그룹 맴버쉽 
코드, 수신 장소 설명 및 위치, 호스트 컴퓨터 프로토콜 코드 및 루팅 교환기 디스크립터 코드를 포함한
다. 데이타 베이스(a1)는 또한 스토어 섹션 또는 통로 코드, 및 특정 수신 장소내의 프로그램 루팅과 관
련된 어떤 다른 코드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룹 제어 정의 데이타 베이스(a2)는 소매 연쇄점, 지역구등과 같은 제어 그룹의 구성부를 정의한다. 삽
입 제어 유닛은 삽입 제어 유닛 정의 데이타 베이스에 포함된 어떤 정보 필드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이
들 분류의 일부는 삽입 제어 유닛(이하에서 설명됨)의 제어 프로필의 일부분으로서 영구 저장을 위해 삽
입 제어 유닛에 송신될 수 있고; 다른 분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셋업될 수 있으며, 제어 데이타가 비디
오 신호에 삽입되는 삽입 제어 유닛으로 각각 송신된다.

비디오 프로그램 스케줄(a3)은 업링크(j)를 통해 흐르는 모든 비디오 채널상의 각 비디오 프로그램 또는 
세그먼트, 즉 사건명, 사건 일련번호, 채널 번호, 시작 일자 및 시간, 중지 일자 및 시간을 설명한다.

그룹 제어 스케줄 데이타 베이스(a4)는 특수 그룹내의 삽입 제어 유닛에 대한 제어 명령, 즉 비디오 프로
그램 스케줄의 사건에 따른 스위칭 명령, 수신 장소의 비디오 기억 뱅크에서의 비디오 프로그램 세그먼트
의 레코딩, 큐잉 및 재생을 정의한다. 그룹 제어 스케줄 데이타는 그룹 식별 코드 또는 어드레스 제어 사
건 형태 및 타임 스탬프를 포함한다.

삽입 제어 유닛 제어 스케줄(a5)은 그룹 제어 스케줄의 각각의 유닛 케이스이고, 일부 실시예에서는 이들 
두개의 데이타 엔트리 및 에디팅 기능이 단일 데이타 베이스에 결합될 수 있었다.

호스트 업 데이타 정의 데이타 베이스(a6)는 UCS로부터 수신 장소 호스트 컴퓨터로 흐르는 데이타를 정의
한다. 이 데이타는 에디팅 스테이션에서 입력되고 텍스트 화일에서 유지되거나, 호스트 컴퓨터 통신 서버
(d)로부터 입력될 수 있는데, 이경우 데이타는 데이타 엔트리 및 에디팅 스테이션상에서 분류된다. 업데
이트 데이타는 특정 타임 스탬프 또는 시간 범위에서 특정 삽입 제어 유닛에 대해 스케줄링되고, 수신 장
소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채용된 프로토콜은 삽입 제어 유닛 정의 데이타 베이스(a1)와 비교함으로써 분
류 및 검증된다.

2. 호스트 업 데이트 통신

분배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되는 체계는 반드시 수신 장소에 배치되지 않는 하나이상의 중앙 컴퓨터를 가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분배를 위한 체계의 중앙 컴퓨터로부터 각 삽입 제어 유닛을 위한 호스트 컴퓨터
까지의 업데이트를 수신하도록 호스트 통신 서비스(d)가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체계의 중앙 컴퓨터
로부터 UCS(4)에 송신된 업데이트는 비디오 프로그래밍 재료를 전달하는 동일한 데이타링크를 통해 여러 
장소로 확실하게 전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이상의 프로토콜 지원 조들(suites)은 호스트 또는 중앙 구성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해 호스
트 업데이트 통신서버(d)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들 컴퓨터로부터 데이타는 화일 서버(b)에 저장되고, 호
스트 업 데이트 정의 에디팅스테이션(a6)을 통해 분배를 위해 분류된다.

3. 삽입 제어 유닛 통신

삽입 제어 유닛(56)은 그들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수신된 명령 및 다른 제어 데이타와 관련한 검증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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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장/경고 정보를 수집한다. 일종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삽입 제어 유닛(56)으로 하여금 UCS를 다이
얼링하도록 하고, 보정 동작 및 분석을 위해 이들 고장에 대한 설명을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UCS에 대한 다른 비디오 공급업자 및 광고주들은 이들 비디오가 수신되어 제공중인 체계에 전달되었다는 
통계적인 검증을 갖기를 원한다.

따라서, 검증로드 및 고장/경고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해 삽입 제어 유닛 통신 서버(C)가 UCS에 제공된다. 
통상적으로 삽입 제어 유닛 통신 서버(C)는 검증 데이타 처리 컴퓨터(48)에 상주한다. 삽입 제어 유닛 통
신 서버는 다중 전화 모뎀(50)을 조정하고, UCS 화일 서버(b)상에서 삽입 제어 유닛과의 통신 로그 및 데
이타를 송신한다. 또한, 그것은 불법적인 액세스를 방지하도록 설비의 적절한 이용을 검증하기 위해 삽입 
제어 유닛 정의 데이타 베이스(a1)를 사용한다.

4. 화일 서비스 및 프린트 서비스

USC는 정의되고 에디팅되거나(a1 내지 a6), 원격 삽입 제어 유닛(C) 및 구성 호스트 컴퓨터(d)로부터 수
신된 모든 데이타 베이스에 대해 기억, 키잉된(Keyed) 검색 및 리포팅(k,l)할 수 있는 화일 서비스(b)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UCS는 표준 멀티 유저 액세스 설비 및 제어부를 제공한다.

UCS의 화일 서버에서 유지되는 데이타 베이스(a1-a6)는 엔코더(f)를 통해 스케줄 및 데이타 플로우를 결
정하기 위해 업링크 제어 시스템 서버(e)에 의해 일정하게 액세스된다.

화일 서버(b)의 제1소프트웨어 실시예는 Oracle, paradox, RMS, IMS 등과 같은 제4발생 데이타 베이스이
다. 실질적인 선택은 선택된 하드웨어, 및 화일 서버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에 의해 제한된다. 이러한 
모든 패키지는 포맷팅된 리포트를 화일 서버(k) 및 부착 프린터(1)에 보낼 수 있는 내장형 리포트 발생기
를 갖는다.

5. 업링크 제어 시스템 서버

수신 장소 삽입 제어 유닛에 보내기 위한 모든 제어 데이타 및 메시지는 비디오 테이프 및/또는 디스크
(g,h 및 i)상에 기억된 비디오 프로그래밍 및/또는 수신된 비디오 신호로 구성된 링크업 비디오 신호와 
결합되도록 하기 위해 화일 서버(b)로부터 업링크 제어 시스템 서버(e)를 통해 엔코더(f)로 전송되어야 
한다.

기억된 프로그래밍은 트래픽 제어 컴퓨터(24)를 통해 프로그램 스케줄 데이타 베이스(a3)에서 발생되어 
유지되는 비디오 프로그램 스케줄에 따라 큐잉, 재생 및 스위칭되어야 한다.

제7(a)-(b)도를 참조하면, 업링크 제어 시스템 서버(e)는 화일 서버(b)에 저장된 명령, 제어 및 삽입 제
어 유닛 호스트 데이타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데이타는 트래픽 제어 컴퓨터(24)에 
의해 준비된 비디오 프로그램 및 제어 사건 스케줄에 따라 전송된다.

UCS 서버(e)는 두가지 주요 태스크; 즉 엔코더 인터페이스 태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및/또는 비디오 디스
크) 제어 태스크를 갖는다.

a. 엔코더 인터페이스 태스크

비디오 데이타 엔코더(f)는 비디오 신호와 결합될 수 있는 비디오 처리 유닛(i)에 데이타 스트림을 보내
기 때문에 UCS 서버(e)로부터 허용된 입력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 실시예 1에 있어서 하드웨어 플로우 제
어는 전송 요철/전송 소거(RTS/CTS)논리와 같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제7(a)도에 있어서, 엔코더 인터페이스 태스크(E1)는 엔코더(92)와의 통신을 계속하여 체크하고 엔코더가 
하이 CTS 신호(94)를 전송할때까지 대기한다. 엔코더가 하이 CTS 신호를 송신할때 UCS 서버(e)의 엔코더 
인터페이스 태스크(E1)는 비디오 데이타 엔코더(f)(98,102,106)에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엔코더 인터페이스 태스크(E1)는 전송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한다.

유휴 및 비유휴 기간동안, 인터페이스 태스크(E1)는 삽입 제어 유닛 데이타 메시지의 4개의 우선순위 큐
(queue)의  최소치를  설정하기  위해  정의  및  스케줄의  다양한  데이타  베이스를  계속하여  체크한다. 
따라서, 하이 CTS 신호가 수신될때 인터페이스 태스크는 큐 우선순위에 의해 다양한 큐로부터, 그리고 예
정된 전달 시간에 따른 특정 큐내에서 메시지를 선택한다. 최우선순위 큐는 삽입 제어 유닛 및 그룹 제어 
이벤트 큐(96)이다. 이것들은 수신 장소에서의 비디오 채널 스위칭 및 기억 비디오 소오스 제어와 관련된 
다른 제어 데이타 및 명령들이다.

차우선순위 큐는 에디팅 스테이션(a6) 또는 호스트 업데이트 통신 서버(d)로부터 수신된 제품가격 변경과 
같은 호스트 컴퓨터 데이타 업데이트(100)이다.

다음의 최상위 우선 큐는 통상 삽입 제어 유닛이 인스톨될때 요구되는 삽입 제어 유닛의 초기 제어 프로
필 다운로드(104)이다. 제어 프로필은 삽입 제어 유닛에 기억된 코드와 명령의 세트이다. 특정 코드가 비
디오 신호의 제어 데이타로부터 판독되면 이것은 제어 프로필로부터 조회되도록 명령어 세트를 트리거한
다. 이로인해 모든 명령을 비디오 신호로 전송할 필요가 없어진다. 제어 프로필 다운로드에 대한 요구는 
삽입 제어 유닛 정의 편집 스테이션(a5)을 통해 입력된다.

최하위 우선 큐는 모든 다운링크 삽입 제어 유닛(108)의 제어 프로필의 배경재생(background refresh)이
다. 주기적으로 삽입 제어 유닛의 제어 프로필은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전력 변동과 같은 변화 때문에 
갱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제어 프로필의 주기적 재새을 통해 제어 프로필을 유효하게 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품질 보증 검사가 수행될 수 있다.

b.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

트래픽 제어 컴퓨터(24)를 통해 입력 및 편집되고, 비디오 프로그램 스케줄 데이타 베이스(a3)에 기억되
는 비디오 프로그램 스케줄은 업링크를 위한 비디오 소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디오 소스 제어 동작의 세
트를 결정한다. 이들 동작은 빨리감기, 시작/정지, 되감기 및 UCS의 비디오 재생 디바이스(32)의 다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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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출력의 목표 채널로 비디오를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디오 기억 매체로 사용되는 특정 종류의 매
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VCR, 광디스크 플레이어 또는 기타 비디오 재생 디바이스의 제어를 위해 유사
한 루틴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7(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E3)는 비디오 재생 제어 명령을 요구하는 이벤
트에 대한 비디오 프로그램 스케줄을 연속적으로 검사하고(110) 시간 순서로된 명령 메시지 큐를 결과로
서 발생시킨다.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E3)가 테이프 제어 이벤트를 확인하면 적절한 명령이 비디오 재생 디바이스
(32)로 전송된다(118).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E3)로 다시 수령 통지(acknowledgement)를 전
송할 것이다. 발생된 각각의 명령에 대하여 검증 처리가 개시된다. 추가의 명령에 대한 스케줄을 검사하
는 동안 각각의 선행 명령의 상태는 명령을 수신한 비디오 재생 디바이스로부터 입력된 수령 통지로서 평
가된다.

선행 명령이 재시작될 수 있는 동작에 대하여 부의 수령 통지나 무응답을 수신하면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는 명령을 반복한다. 또 백업 재생 디바이스는 그것이 2중 소스 물질을 갖는 온라인 상태에 이미 
있으면 자동 사용을 위해 지정될 수 있다. 추가의 명령에 대한 스케줄을 검사하는 동안 각 선행 명령의 
상태는 명령을 수신한 비디오 재생 디바이스로부터 입력되는 수령 통지로서 평가된다(114). 백업 재생 디
바이스가 없는 온라인으로 재개시할 수 없는 명령의 경우에는 보정 동작을 취하고 고장난 재생 디바이스
를 교체하기 위한 경보가 발생된다(122).

비디오 재생 디바이스 서브시스템의 실시예 1는 자동 백업 스위칭을 갖는 용장 드라이브를 포함한다. 비
디오 디스크는 고장 회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디오 테이프 대신 사용된다. 비디오 테이프 제
어 태스크(E3)의 실시예 1는 비디오 테이프와 비디오 디스크 제어 프로토콜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각 태
스크의 입/출력 경로에 독립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B. 삽입 제어 유닛 논리

각  수신  장소의  삽입  제어  유닛(56)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8(a)도-제8(f)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삽입 제어 유닛의 기능은 비디오 신호와 함께 수신된 제어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통제된다. 이들 메시지
의 감시는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T1)에 의해 수행된다. 테이프(또는 타 기억 디바이스) 명령의 실
행은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T10)에 의해 제어된다. UCS(4)로 다시 통신될 데이타는 모뎀 제어 태스
크(T6)에 의해 제어된다. 사이트의 호스트 컴퓨터(70)를 수신하기 위한 임의의 갱신은 호스트 데이타콤 
태스크(8)에 의해 제어된다.

1.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

제8(a)도-제8(f)도를 참조하면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T1)는 수신기(54)로부터 메시지의 수신에 대
해 구동되는 주루프를 갖는다. 제8(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스크는 입력 메시지의 수신을 연속적으로 
대기하고 검사한다(126,128). 메시지 전송의 완료를 검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공지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
다. 동기 수신기에서 메시지는 동기 문자로 확인되며 하드웨어는 CRC 데이타의 수신 종료시에 트리거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제어선에 접속될 수 있다. 비동기 메시지에서 메시
지의 완료는 메시지 오피 코드(op-code)와 결합된 길이 또는 메시지에 삽입된 길이의 바이트 또는 다음 
데이타 수신 길이와 일치하는 시간 간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동기 전송에는 프로세서가 통신 위성 링크를 통해 다른 위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타를 무시할 수 있도
록 어드레스 승인(address recognition) 기법이 통상 사용된다. 만약 비동기 전송이 사용되면 프로세서는 
모든 데이타 바이트의 수령시에 활동적으로 포함되며 계속하여 처리할 것인지 또는 메시지를 버릴 것인지
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삽입 제어 유닛을 위해 의도된 수신 메시지가 확인되고(130), 태스크(T2)에서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 
계수된다(134)(제8도 참조). CRC 에러나 기타 데이타 포맷 및 프로토콜 에러와 함께 수신된 메시지는 실
시예 1에서는 모뎀 전송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학을 업링크 제어 시스템(4)에 공급하기 위해 계수된다.

만약 상당히 큰 백분율의 에러를 갖는 메시지가 수신되면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의 실시예 1는 경
보 조건을 발하고(136), 모뎀 명령 제어 블록을 작성하며(140), 이것이 작성하고 경보 메시지를 보내야 
할 모뎀 제어 태스크(T6)에 경보를 발한다.

삽입 제어 유닛(51)에 대한 유효 메시지는 비디오 채널 스위칭/동조 명령, 테이프(또는 기타 기억 디바이
스) 제어 명령, 모뎀 제어 명령, 호스트 데이타 메시지 및 삽입 제어 유닛 프로필 갱신 또는 재생을 포함
하나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스위칭/동조 명령이 수신되면(142), 삽입 제어 유닛 프로세서는 새로운 채널과 수신기(54)를 통신가능하
게 한다(144).

테이프 제어 명령이 수신되면(146), 테이프 명령 제어 블록이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T10)에서의 처
리를 위해 작성된다(148).

제8(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뎀 명령이 수신되면(150), 모뎀 제어 블록이 모뎀 제어 태스크(T6)에 의
해 처리될 수 있도록 작성된다.

호스트 데이타 메시지가 수신되면(152), 데이타콤 제어 블록이 호스트 데이타콤 태스크(T8)에 의해 처리
될 수 있도록 작성된다.

삽입 제어 유닛 프로필 갱신 명령이 수신되면(156), 메모리 유닛(64,66)에 기억된 명령 프로필이 갱신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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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명령 및 기타의 제어 데이타는 메모리 유닛에 포함된 이벤트 로드 정보와 통계의 갱신과 업링크 
제어 시스템(4)에 대한 이벤트의 상세한 사항과 장래의 보고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적절한 경로와 제어 블록의 작성후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는 수신될 다른 메시지에 대해 대기하는 
1차 루프를 복구한다(128).

2.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

실시예 1에서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T10)는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T1)에 의해 작성되는 제어 
블록에 의해 구동된다. 제어 블록은 비디오 기억 뱅크(72)에 대한 시작 기록, 정지 기록, 빨리감기, 개시 
동작 및 정지 동작을 규정한다. 수신기(54)는 국부적으로 기억된 비디오 세그먼트의 재생을 위해 국부의 
테이프 또는 다른 비디오 기억 디바이스로 스위칭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는 경
로 교환기(74)의 기능을 제어한다. 물론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대체물로서 그것과 관련하여 광 디
스크 또는 다른 기억 매체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f)도를 참조하면,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T10)는 테이프 제어 이벤트 메시지가 데이타 수신기 메
시지 태스크(T1)로부터 수신될때까지 대기한다(174,176). 이 태스크는 기억 뱅크(72)에 송신된 선행 명령
의 상태를 검사하여 만약 모든 선행 명령이 인식되면(178), 제어 명령을 기억 뱅크(72) 또는 경로 교환기
(74)에 송신한다(180).

업링크 제어 시스템에서와 같이 삽입 제어 유닛에서의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는 비디오 기억 하드웨
어에 공급된 선행 명령의 적당한 완료에 대해 검사하여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182), 모뎀 제어 태스크
(T6)에 의해 UCS(4)로 보내질 경보 메세지를 발생시키도록 모뎀 제어 블록(T9)을 작성한다(184)/

3. 호스트 데이타콤 태스크

실시예 1에서 호스트 데이타콤 태스크(T8)는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T1)에 의해 작성된 제어 블록
에 의해 구동되는데, 이 태스크는 구성체의 중앙 컴퓨터나 국부의 호스트 또는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디바
이스에 송신하기 위하여 데이타의 메시지나 패킷을 특정한다.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스트 데이타콤 
태스크(T8)는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T1)로부터의 호스트 명령을 대기한다(160,162). 명령이 수신
되면 태스크는 호스트 컴퓨터(70)와의  통신을 형성한다(164).  데이타 메시지는 호스트(70)로 전송된다
(168).

호스트 데이타콤 태스크(T8)는 삽입 제어 유니트 제어 프로필에서 규정된 소정의 표준 메시지 및 파일 전
송 프로토콜의 리스트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 통신세션의 확정에 대한 실패(166)나 송신 메시지에 대한 
실패(170)는 모뎀 제어 블록(T9)의 작성시 모뎀 제어 태스크(T6)에 의해 UCS(4)로 보내질 경고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4. 모뎀 제어 태스크

실시예 1에서 모뎀 제어 태스크(T6)는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T1),  비디오 테이프 제어 태스크
(T10)  및  호스트  데이타콤  태스크(T8)에  의해  작성된  제어  블록에  의해  구동된다.  이들  제어  블록은 
UCS(4)에 대한 다이얼 아웃과 통신에 의해 오기능으로부터 야기되는 정보 메시지뿐아니라 제어 데이타 검
증 데이타와 통계치의 전송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삽입 제어 유닛(56) 또는 그에 부착된 기억 뱅크(72)내
의 비디오 기억 디바이스와 같은 주변 장치상에서 유지 보수가 수행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스크(T6)는 데이타 수신기 메시지 태스크(t1)로부터 모뎀 명령을 수신하
도록 대기한다(188,190). 모뎀 명령이 수신되면, 태스크는 모뎀(50)을 통해 다이얼을 돌려 UCS(4)와 통신 
상태를 확립한다. 유효한 통신 세션이 획득되면 태스크는 모뎀(50)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세션을 종
료한다(196).

제어 블록에서 대표되는 요구에 응답하여 취해진 동작 중에 통신 확립 또는 데이타 전송의 실패는 모뎀 
제어 태스크가 대응 제어 블록을 표시하여 유지시키므로(200), 삽입 제어 유닛 제어 프로필에서 규정된 
지연시간후에 재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후속 전송 또는 유지보수 기술자에 대한 국부적 
판독에 대해서 적절한 통계치가 갱신된다.

요구된 전송의 완료시에 모뎀 제어 태스크(T6)는 관련 태스크중의 하나에 의해 규정되도록 다른 제어 블
록을 대기하는 1차 루프로 복귀한다.

[실시예 2]

반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실시예 1과 실시예 2의 차이점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주된 차
이점으로는 (1) 정보 왕래 시스템, (2) 분산 오디오 시스템, (3) 라이브 인터럽트 특징, (4) 삽입 제어 
유닛(56)을 포함하는 수신기들이 있다.

A. 트래픽 시스템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있어서, 트래픽 시스템은 UCS(4)내에 놓인다. 이 지능 시스템은 광고 및 소매점에 
진열된 디지탈 비디오를 구비한 다른 프로그래밍 세그먼트를 예정하고 배열한다. 이 트래픽 시스템은 소
매점에 무엇이 진열되었는지 언제 진열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소매기구내의 여러 레벨에서 광고 위치를 교
환한다. 소위 체인이라는 각 소매기구는 구획이라는 지리적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다음 이들 구획
들은 부구획(더 작은 지리적 영역)으로 분류되고, 스토어(최하위 레벨의 기구)는 개인 주문에 따른 프로
그램을 표시한다. 예로, 크로거는 슈퍼마켓 체인인데 동부, 중부, 중서부 및 서부와 같은 구획으로 분류
된다. 구획의 추가 분류는 동부 구획내의 특정 그룹의 주와 같은 부구획을 나타낸다. 상기 기구의 최하위 
분류는 Salt Lake City 내의 모든 스토어처럼, 부구획내의 스토어의 그룹이다. 각 기구는 분류 구조와 관
련한 고정수의 구 자신의 단일 분류를 갖는다.

플레이리스트에는 각 소매점에 방송될 세그먼트 리스트에 대한 명령이 포함된다. 플레이리스트는 주기적 
기준(예로, 매일)으로 각 스토어에 대해 창출된다. 플레이리스트가 최하위 레벨의 소매 기구에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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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방대한 수의 플레이리스트 조합이 발휘된다. 따라서, 플레이리스트 창조 및 분배는 10에서 1000까
지의 수로할 수 있다.

디코딩에 있어서 호스트 컴퓨터(70) 및 스위칭 시스템(12)은 수신기(54)를 '스토어 포워드'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마그네틱 드라이브에 접속한다. 상기 스토어 포워드 하드웨어는 플레이리스트에 의해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 가능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유지한다. 실시예 2에 있어서, 수신기(54)내의 스토어 포워
드 하드웨어는 80분의 세그먼트된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스토어에 전달된 후 플레이리스트에서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래픽 시스템은 삽입 또는 삭제가 만들어지고 플레이리스트로 응용가능 갱신이 스토어
에 업링크되기 전에 스토어 포워드 장치로부터 액세스 가능한 소정의 새로운 세그먼트를 확실하게 한다.

5개의  분리  채널이라기 보다  1200개의  분리  채널을  가지도록 변형된 Jefferson-Pilot  Data  Services, 
Inc.(JDS2000)과 같은 트래픽 시스템은 본 발명에 대한 트래픽 시스템처럼 제공된다. 상기 트래픽 시스템
은 프론트 엔드 기능을 제공하며, 2차 시스템과 같은 호스트 컴퓨터(70)는 트래픽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
를 검색하고 완료한다. 호스트 컴퓨터(70)는 자료에 필요한 지식(점, 비네트, 프로그램, 비디오 쿠폰, 다
른  어떤  참조될  수  있는  디지탈화된  비디오),  이들  자료들의  분포  및  플레이리스트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더우기, 호스트 컴퓨터(70)는 각각의 스토어로부터 주행/무주행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이들 정
보를 광고자 목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래픽 시스템에 전송한다.

상기 트래픽 시스템은 광고 목록(자료 목록의 통지 및 부분적 방송예정 녹음 리스트의 발생을 포함), 스
토어 구획, 및 스토어 지정 광고 요구, 예약 및 트래픽 명령, 통신 위성 요구, 수신 가능한 정보의 청구 
등을 관리한다. 이들 모든 특징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트래픽 시스템은 세그먼트 분포, 네트워크 및 
국부적으로 모든 스토어에 대해 모니터한다. 스토어에 좌우되는 플레이리스트는 방송을 위해 올바른 자료
를 갖는다. 트래픽 시스템은 사용자를 돕도록 표시되는 물리적 매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매체관리 시스
템을 가지지만, 추가 목록/분포 시스템은 세그먼트 갱신을 받는 스토어 시스템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된
다. 상기 트래픽 시스템은 그 매체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새로운 세그먼트의 시스템을 통지하기 
위해 더브(dub) 리스트를 생성한다. 이 더브 리스트는 정확한 자료 목록을 유지하기 위해 트래픽 시스템
을 승인한다.

'휘일(wheel)'이라는 개념은 고볼륨의 광고 및 스토어에 표시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사용된다. 
휘일은 스토어에서 표시되는 어떤 포맷을 나타내는 시간 사이클이다. 예로, 휘일 사이클이 3시간이면, 전
체 3시간 동안 표시를 반복한다. 트래픽 시스템은 이 휘일 개념에 대해 필요한 사이클링을 제공한다. 일
수 당 복수 휘일은 전체 일수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를 확립하기 위해 트래픽 시스템을 인정한다. 상기 휘
일 포맷은 발송장 및 청구에 필요한 계약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 휘일에 따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플레이수에  따라  추후  변화된다.  레이트는  휘일에  의해  세트되어  솔드될  수도  있다. 
더우기, 트래픽 시스템으로 기본 프로그래밍(원래 휘일)을 커버하기 위해 계약할 수도 있다.

상기 트래픽 시스템은 분배 센터(DC)에서가 아닌 사람에 의해 원격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예로, 해당 
분야에서 세일즈맨들에 의해 스케줄 가능성이 체크될 수 있다. 광고자가 있는 곳에서 비지니스하는 동안 
세일즈맨이 스케줄 약속을 기록하게 한다. 더우기 필드에서 세일즈맨은 광고자와의 계약을 원격적으로 하
기 위해 들어갈 수 있다.

서술된 정보로서, 트래픽 시스템은 계약, 세일즈 계획, 또다른 세일즈 및 소득해석 리포트를 만들 수 있
다.

B. 분할 오디오 시스템

일실시예에서 오디오 시스템 제어기는 각 지역에서 가변 잡음 레벨에 응답해 각 소매점에서 4개의 지역까
지 오디오 레벨을 조절한다. 소정 오디오 레벨은 튀지 않으며 여전히 명료하다. 원격적으로 분할된 상기 
시스템은 확성기와 잡음 모니터링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지만 화상 TV 상에 필히 놓이지는 않는다. 전략적
으로 놓인 잡음 검출기는 전류 볼륨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소매점내의 방음 환경은 동일
하지 않다. 상기 오디오 시스템은 이들 잡음 검출기로서 잡음 레벨을 측정하고, 이 수신된 정보 또는 신
호에 따라 잡음비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한다.

분할 오디오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의 오디오 파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각 스토어를 4개의 지
역으로 분리하는 다중 지역 제어 방안을 사용한다. 본 시스템에서 스피커는 극소수의 스피커로 소매점의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헤링본 위치 패턴내에 놓인다.

제9도는 분리 오디오 시스템(305)의 블록도이다. 오디오 시스템(305)은 위성 시스템(8), 오디오 제어기
(310), 지역 마이크로폰(320), 전력 증폭기(340) 및 지역 스피커(350)를 포함하고 있다. 위성 시스템(8)
을 통해 보내진 신호로부터 오디오 출력은 오디오 제어기(310)로 보내진다. 오디오 제어기(310)는 그 마
이크로폰 입력단에서 오디오 제어기(310)에 접속된 지역 마이크로폰(320)으로 가변지역에서 사운드 레벨
을 모니터한다. 상기 오디오 제어기는 오디오 입력 및 마이크로폰 입력 둘다로부터 정보를 취해 오디오 
전력 증폭기(340)로 보내지는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킨다. 증폭기(340)는 수신된 신호들을 증폭한후 이 
신호들을 지역스피커(350)로 보낸다.

지역 마이크로폰(320)은 Crown International Inc.에 의해 상업화된 Crown PXM11이고, 전력 증폭기(340)
는 상기 회사에 의해 상업화된 Crown CT200이다. 지역 스피커(350)는 역으로 붙인 2개의 확성기로 구성된 
스피커이다. 이들 확성기는 그 면에서 70°각도로 놓이고 그 사운드는 평균 신장의 사람이 소매점에서 걷
는 지역을 향해 소리난다.

제10도는 오디오 제어기(310)내의 제어 프로세서(356)용 처리 흐름도이다. 오디오 제어기(310)는 단일 제
어 프로세서(356)를 사용한다. 상기 장치는 지역 잡음을 샘플해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전술한 4개의 지역
에서 사운드 레벨을 조절한다. 제어 프로세서(356)는 프로그램 소오스(357)에서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수
신한다. 반향 프로그램 및 잡음(358)은 룸(359)에서 다른 소오스에 의해 발생된 잡음과 구별한다. 이것은 
비교 프로그램(357) 및 마이크로폰 신호(361)에 따라 룸 모델(360)을 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룸(359)
에 잡음(358)이 없는 경우, 룸 모델(360)은 마이크로폰이 검출할 신호전력(362) 추정치를 생성한다.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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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362)은 신호 추정치(363)를 생성하기 위해 마이크로폰에 의해 검출된 신호 및 잡음의 조합(361)과 
신호를 잡음비(데시벨)로 비교한다.

제11도는 분할 오디오 시스템(305)내의 오디오 제어기(310)의 블록도이다. 위성 시스템(8)을 통해 보내진 
신호로부터 오디오 출력은 오디오 제어기(310)에 입력되어 버퍼를 통해 아날로그 범위를 디지탈 변환기
('ADC')(369)로 매칭시켜 들어오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증폭기(368)로 보내진다. ADC(369)를 통해 통과한 
후, 상기 신호는 미터(370)에 의해 모니터 되어 동조기(366)를 통해 제어 프로세서(356)에 보내진다. 동
조기(366)는 직렬 디지탈 필터이다. 제어 프로세서(356)는 마이크로폰(365)을 거쳐 룸안의 사운드를 모니
터한다. 마이크로폰(365)으로부터의 신호는 버퍼(371)를 통해 멀티플렉서(374) 및 증폭기(372)로 보내진
다. 멀티플렉서(374)는 일정시간에서 버퍼(375)를 통해 마이크로폰(365)으로부터 신호를 모니터하기 위해 
출력으로 하나의 신호를 보낸다. 증폭기(372)는 ADC(377)의 범위를 일치시키도록 들어온 신호를 증폭하여 
이들  들어온  신호를  일정시간에서  하나의  마이크로폰  신호만을  ADC(377)로  들어가게  하는 멀티플렉서
(373)를 보낸다. ADC(377)에 의한 신호출력은 미터(376)에 의해 모니터되어 제어 프로세서(356)에 보내진
다.

제어 프로세서(356)에 의한 신호 출력은 제어 프로세서(356)에서 수신된 정보에 따라 신호를 감쇄하는 자
동감쇄기로 보내진다. 감쇄기(378) 출력은 모니터(382) 및 DAC(379)로 출력한다. 그다음 상기 신호들은 
추후 장치들과 부합하는 신호들을 감쇄하는 출력 감쇄기(380)로 보내진다. 감쇄기(380)에서의 출력은 버
퍼(381)를 통해 보내진 다음 오디오 제어기(310)로부터 출력한다. 또한 제어 프로세서(356)는 상호작용 
페이징 시스템을 갖는다. 광절연체(391)를 통해 수신된 신호는 제어 프로세서(356)에 전달되는데 페이지
는 스토어를 통해 발생해 진행한다. 이 정보에 따라, 제어 프로세서(356)는 상기 페이지동안 턴다운되는 
오디오 시스템(305)으로 사운드를 발생시킨다. 상기 페이징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 제어프로세서
(356) 출력은 계전기(390)를 통해 나간다.

C. 라이브 인터럽트(Live Interrupt)

실시예 2에서 UCS(4)내에 놓인 실시간 갱신 특징은 원 플레이리스트를 가속화하도록 인터럽트 신호를 사
용한다. 상기 라이브 인터럽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비디오 분할 네트워크를 더 많이 상호작용하게 한다. 
이 인터럽트 신호는 UCS(4)로부터 수신장소에 놓인 스토어 정방향 하드웨어로 '라이브'자료를 분할하는 
위성(8)으로 디지탈화되어 전송된다. 일단 수신되면, 라이브 자료는 직접 디코더로 보내져 플레이된다. 
각 수신 장치에 대한 베이스 어드레스는 인터럽트 신호내에 포함되는데 특정 스토어에 대해 인터럽트 신
호를 수신 및 동작에 목표지로 할 수 있다. 일예로, 일기예보에 대한 실시간 인터럽트를 특정 지리적 영
역내의 스토어에서 특정한 일기예보로만 행할 수 있다.

라이브 인터럽트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 트래픽 시스템은 원 플레이 리스트가 끝나고 디스플레이되기 시
작한 후 발생되는 추가의 부분적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한다. 하기에서 상세히 설명될 수신기(54)는 가속주
행 형태의 특정 시간에서 부가되는 선취 비디오를 허용하도록 설계되고, 또한 플레이리스트의 재분할을 
조정한다.

모든 소매점으로의 자료 전송이 기호 논리학적이기 때문에, 추후 시간에서 재생되는 라이브 이벤트가 스
토어로 보내질때, 이들 라이브 이벤트는 이들이 수신기(54)내의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하드 세그먼트로 기
입되는 것 같이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모니터로 직접 보내진다. 상기 스토어 정방향 디스크는 
비동기 판독/기입 능력을 가지므로, 이 절차는 스토어 정방향 장치가 자료를 위해 그 디스크 드라이브를 
액세스 하는 동안 기입할 새로운 자료의 스토어 정방향 장치의 내용을 제거한다. 수신기(54)에서 스토어 
정방향 장치로부터 위성으로의 공급 스위칭은 하기에서 설명할 수신기(54)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D. 수신기

실시예 2에서 수신기(54)는 디코딩 및 스위칭 시스템(12)내에서 삽입 제어 유닛(56)을 포함한다. 수신기
(54)는 트래픽 시스템으로부터의 플레이리스트를 통신위성(8)을 통해 수신하고 소매점의 모니터에 디스플
레이될 세그먼트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상기 플레이리스트를 해석한다. 세그먼트들은 통신 위성(8)을 통하
여 직렬 스트림으로 보내지며 따라서 주파수 변화는 필요 없다. 다수의 지역 캠페인은 통신위성(8)에 보
내진 광역 네트워크 신호내에 위치되고 이러한 지역 캠페인들은 소매점내의 대응하는 지역 수신기에 의해 
세이브된다. 헤더는 각각의 세그먼트상에 위치되어 지역 수신기(54)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세그먼트
들을 운반하는 신호 부분만을 세이브할 수 있게 한다. 수신기(54)는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주기적인 갱신 
신호를 수신한다. 실시예 2에서 상기 갱신 신호들은 대부분의 소매점들이 폐점(閉店)중인 야간에 송출된
다. 전체 신호가 아닌 필요한 지역 정보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으로 구동한다. 실시
예 2에서 디코딩 및 스위칭 시스템(12)의 수신기(54)로는 예를들면 GTE 스페이스넷 코포레이숀에 의해 개
발 및 판매되고 있는 매체 마스터 집적 수신기 디코더가 사용된다. 수신기(54)는 진보된 디지탈 압축 형
태를 사용한다. 호스트 컴퓨터(70)는 수신측 스토어지향 설비를 갖는 자기 드라이브에 수신기(54)를 접속
한다. 스토어지향 설비의 파일들은 매일밤마다 갱신되어지며 스토어내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개별화 프로그
램에 필요한 세그먼트들을 기억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신기(54)는 통신 위성(8)으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여 콤(comm) 데이타 스트림이
라고 하는 디지탈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한다. 콤 데이타 스트림은 압축된 오디오와 비디오, 및 수신기
(54)가 변환한 다른 디지탈 데이타의 디지탈 프레임을 포함한다. 유저는 유저의 텔레비젼 스크린상에 디
스플레이된 일련의 텍스트 메뉴들을 통하여 원격으로 수신기(54)와 상호 작용한다. 수신기(54)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1) 위성 송신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2) 두가지의 데이타 속도, 즉 3.375Mbps 또는 6.750Mbps로 동작할 수 있다.

(3) 반송파마다 단일 채널 또는 반송파 포맷마다 듀얼채널을 갖는다.

(4) 입력 데이타 스트림에 대한 기본 디스크램블링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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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 장치의 확장 포트에 대한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6) 내부 모뎀을 통한 전화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7) 임의의 보안 데이타를 해독하기 위하여 보안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8) 진보된 비디오 압축해제 방식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허용하는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9) 호환성의 비디오 압축해제 및 변환 방식을 갖는다.

제12도는 특정 수신기 시스템(54)의 각종 서브 시스템 및 주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디바
이스는  수신기(54)를  포함하는  경우에  서브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주변  장치는  수신기(54)로부터 
분리된다. 서브 시스템에서 시작하여 적외선 송신기(410)는 적외선 신호를 방출하는 휴대형 키패드 장치
(원격 제어기)이다. 적외선 송신기(410)상의 22개의 상이한 푸쉬버튼중 하나를 누르면 유일하게 펄스폭 
변조된('PWM')신호가  발생된다.  수신기(54)는  이들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고  해독하며  그에  따라 

동작한다. 수신기(54)에 대한 유일한 유저 제어 액세스는 원격 제어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원격 제어기
의 사용 방법은 유저의 텔레비젼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메뉴에 의해 안내된다.

분리형 카트리지(420)는 분리형 카트리지 포트에 삽입되어 부가적인 특징을 제공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현재, 수신기(54)는 보안 모듈만을 포함하거나 교체형 비디오 압축해제 모듈이 결합된 보안 모듈을 포함
하는 하나의 카트리지를 수용한다. 분리형 카트리지(420)내에 위치된 보안 모듈(430)은 분리형 카트리지 
포트를 통해 수신기(54)의 마더보드에 접속되는 논리 회로이다. 상기 보안 모듈은 스크램블되고 에러 보
정된 후에 콤 프레임 데이타 스트림을 수신한다. 이어서 보안 모듈은 수신된 각 프레임을 해독하고 해독
된 프레임을 다시 수신기(54)의 마더보드에 출력한다. 보안 모듈은 데이타를 6.75Mbps까지의 속도로 처리
할 수 있다. 역시 분리형 카트리지(420)내에 위치된 교체형 비디오 압축해제 모듈(410)은 새롭고 진보된 
압축해제 방식이 이용가능으로 될때에 유닛이 필드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듈은 분리형 
카트리지 포트를 통해 수신기(54)의 마더보드에 접속되는 논리 회로이다. 이 모듈은 각 프레임으로부터 
비디오 데이타 필드를 수신하고 그 데이타를 압축 해제하여 비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주변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RF 압력은 (1) 2극 KU 밴드의 저잡음 블록 다운 컨버터('LNB')를 거쳐 위성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2) LNB의 수평 또는 수직 분극을 선택하기 위하여 DC 전압을 

출력한다.  RF  입력(450)은 11 23V의  DC  LNB  동작  전압이  제공되는  동안  위성  수신기의  LNB로부터 

948 1452 의 IF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동작 전압 레벨은 수평에 대하여 11 16V로, 수직에 대하여 

18 23V로 LNB의 분극을 결정한다.

텔레비젼 인터페이스(460)는 (1) S-비디오('SVHS')신호, (2) 합성 NTSC 비디오/PAL 비디오 신호, (3) 채
널 3 또는 4의 RF 피변조 NTSC 신호, (4)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 등의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코넥터를 
포함한다. 코넥터의 TV 안테나로부터 TV 코넥터의 출력까지의 루프쓰루(loop-through) 회로는 수신기(54) 
유닛을 통해 부가적인 NTSC 채널을 통과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VCR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 후크업과 같
은 어떤 장치로부터의 신호는 그 신호가 VHF/UHF 범위에 있는 경우 수신기(54)를 통하여 전송된다. VHF 
채널 3/4 변조기는 루프쓰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스에이블되어야 한다. 유저는 원격 제어 유닛에 의해 
상기 변조기를 디스에이블할 수 있고, 또는 상기 변조기는 방송 소스트웨어에 의해 디스에이블 될 수 있
다.

확장 포트 인터페이스(470)는 수신기(54) 박스의 후면에 있는 DB-44 코텍터를 통해 액세스가능한 신호들
의 세트이다. 이 인터페이스는 주변 장치를 접속하여 수신기(54)의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변 장치
를 접속하였을때, 수신기(54)는 주 수신 유닛으로 작용하여 방송 신호로부터의 인입 데이타를 분리하고 
적당한 주변 장치에 데이타 출력을 제공한다.

전화기 출력 코넥터(480)는 Bell 212A/103 및 CCITT V.22/V.21 스탠다드와 호환성이 있는 데이타 통신을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또한 이중 음색 다중 주파수('DTMF') 수신 및 송신 능력을 제공한다. 이 특징은 
DTS의 중앙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CTMS')에의 접속에 사용될 수 있다.

디지탈 오디오 출력 인터페이스(490)는 75오옴의 불균형 구동 회로를 거쳐 송신된 소비자 포맷 디지탈 오
디오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EIAJ CP-340 및 IEC 958 포맷과 부합한다.

제13도는 수신기 시스템(54)의 회로 블록도이다. 수신기(54) 회로의 주요구성요소는 (1) 적외선 수신기
(500), (2) RF 수신기 보드(510), (3) 비디오 압축 해제 회로(520), (4) 비디오 변환 회로(530), (5) 오
디오 압축 해제 회로(540), (6) 오디오 출력 회로(550), (7) 전화기 인터페이스(560), (8) 확장 인터페이
스(570), (9) 메모리(580) 및 (10) 전원(590)이다.

이상으로서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본원 발명은 여러가지로 수정, 변경 및 등가물 치환 
등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어떤 경우에는 케이블 송신과 같이 분배 센터로부터의 비휘발성 분배 형태가 적
당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광고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레스토랑, 공항 등에서의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설명은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이 아니며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매체 분배 네트워크에 있어서, 관련된 어드레스를 각각 갖는 복수의 수신 장소에 광역 네트워크 
비디오 프로그램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을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분배 센터를 포함하는데, 상기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은 목적지 어드레스와 엔코딩된 제어 데이타 세트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수신 장소
는, 상기 광역 네트워크 비디오 프로그램 및 상기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을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마켓 
지정 세그먼트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판독하는 수단과; 목적지 어드레스가 수신 장소의 관련 어드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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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될때 동작하고 제어 데이타내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을 광역 네트워크 비디오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주문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수단과; 주문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는 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매체 분배 네트워크.

청구항 2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관련 어드레스를 각각 갖는 소매점들에 분배센터로부터 비디오 프로그램을 분배하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분배 센터내에 위치하고 제1채널을 통해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수단과; 
분배 센터내에 위치하고 적어도 제2채널을 통해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을 재생하는 수단과; 분배 센터내에 
위치하고 목적지 어드레스 및 제어 데이타 세트에 따라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을 엔코딩하는 수단과;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을 각 스토어에 송신하는 수단과; 각 스토어내에 위치하고 광
역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을 수신하며, 제1채널과 제2채널 사이를 절환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수신기와; 상기 수신기에 결합되고, 목적지 어드레스를 판독하는 수단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들
이 스토어의 관련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목적지 어드레스를 가질 때에 수신기로 하여금 제1채널과 제2채널 
사이에서의 절환을 행하도록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제어기와; 상기 수신기에 결합되고, 스토어의 관련 어
드레스가 삽입된 마켓 지정 세그먼트에 의해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
디오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분배 네트워크.

청구항 3 

복수의  주문된  비디오  프로그램을  각각  관련  어드레스를  갖는  복수의  수신장소로  방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목적지 어드레스를 갖는 복수의 마켓 지정 세그먼트 각각을 엔코딩하는 단계와; 구역 지정 세그
먼트를 포함하는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를 수신 장소로 전송하는 단계와; 구역 지
정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광역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마켓 지정 세그먼트를 각각의 장소에서 수신하는 단계
와; 각각의 마켓 지정 세그먼트에서 목적지 어드레스를 판독하는 단계와; 각각의 특정 수신 장소에서 이 
특정  수신  장소에  대한  구역  지정  세그먼트  및  마켓  지정  세그먼트중  필요한  세그먼트를  저장하는 
단계와; 마켓 지정 세그먼트를 구역 지정 세그먼트에 삽입하여 주문된 프로그램을 생성시키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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