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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정보와 엠펙 호환 데이터를 처리하고 디코딩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은 다수개의 인코딩된 포맷으로 인코딩된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디코더는 디코딩된 제

1 비디오 출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 1 데이터 식별자에 의하여 식별된 MPEG 호환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제 1 프로세서

(65)를 포함한다. 디코더는 또한 디코딩된 제 2 비디오 출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 2 데이터 식별자에 의하여 식별된

MPEG 호환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제 2 프로세서(60)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는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는 그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비디오 출력들을 합성 비디오 이미지로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포맷팅하고, 그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출력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비디오 이미지 부분은 가변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1997년 4월 14일에 알. 제이. 로간 외 몇 사람에 의해 출원된 출원 번호 60/043,539호에 해당하는 가출원건에

대한 출원건이다.

본 발명은 디지털 신호 처리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MPEG 호환 데이터 및 인터넷 정보에 대한 처리 및 디

코딩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개인용 컴퓨터와 텔레비전 기능을 결합한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PC/TV 시스템)은 점점 포괄적이며 사용자 대화 방식적

인 다중 소스 / 다중 목적지 통신 장치가 되어가고 있다.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요구에 응답하여 다양한 응용들을 위한 다

수의 위치 사이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으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PC/TV 시스템은

HDTV 방송과, MMDS(Multi-point Microwave Distribution System) 방송 및 DVB(Digital Video Broadcasts)를 포함

하는 위성 소스나 지상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PC/TV 시스템은 또한 DVD(Digital Video Disk)와 CDROM

과, VHS형 재생기나 디지털 VHS형 재생기(DVHSTM)와, 개인용 컴퓨터(PC), 및 많은 다른 종류의 소스와 같은 원격 소스

및 로컬 소스로부터 그리고 전화선(예를 들어, 인터넷)과 동축 회선(예를 들어, 케이블 TV)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포괄적인 PC/TV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다중 데이터 소스들

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한 다중 소스들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간단한 명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복잡한 사용자 대화방식 태스크를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안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PC/TV 시스템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선택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또한 전자 메일, 전화, 인터넷 액세스, 팩스,

및 비디오폰 기능과 같은 사용자 조작 기능들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기능들을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위성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원격 소스 및 DVD 저장매체 장치와 같은 로컬 소스인 다양한 소스와, PC/TV 장치간에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PC/TV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장치로부터 생성된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디코딩해야 할뿐만 아니라, 수신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 상

기 문제들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해결된다.

종래 기술 참조로서는, 사용자 명령에 응답으로서의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획득을 위하여 원격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프로세싱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는 특허(WO97/13368)같은 것이 포함된다. 더욱

이, 종래 기술 참조에는 ATM 프로토콜에 따라 MPEG 호환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시하는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

는 미국 특허(5,544,161)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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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건의 발명가들은 프로그램 가이드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전자메일과, 전화와, 인터넷 액세스와, 팩스와, 홈 제어,

및 비디오폰 기능과 같은 사용자 조작 기능들을 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사용하기가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상기에 나열한 기능들을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면 또한 다수개의 장치들과 그에 관련된 기능들

에 대한 사용자 조작이 한 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가능하게 되는 유리함을 제공해준다.

본 건의 발명자들은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이 MPEG 호환 데이터 및 인터넷 호환 데이터 포맷과 같은 다수개의 인코딩된

포맷들로 인코딩된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또한 인식하였다. 더욱이, 디코더는, 예

를 들어 디코딩된 MPEG 비디오 프로그램 데이터 및 웹 페이지 인터넷 데이터와 같은 서로 다른 인코딩된 포맷들로부터

유도된 디코딩된 데이터를 하나의 복합 비디오 이미지로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은 다수개의 인코딩된 포맷들로 인코딩된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디코더는 디코딩된 제

1 비디오 출력 신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 1 데이터 식별자에 의하여 식별된 MPEG 호환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제 1 프로

세서를 포함한다. 또한 디코더는 디코딩된 제 2 비디오 출력 신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 2 데이터 식별자에 의하여 식별된

인터넷 호환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제 2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는 그 디코

딩된 제 1 및 제 2 비디오 출력들을 하나의 복합 비디오 이미지로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포맷팅하고, 그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출력들이 참여하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비율은 가변적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다수개의 소스와 통신하고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및 프로그램 컨텐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홈 엔터테

인먼트 디코더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한 예시적인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MPEG 호환 데이터 스트림으로서 전송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 데이터를 패킷화하는데 있어서의 데

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 선택 옵션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수신하고 사용자 선택가능 통신 기능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신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다수개의 소스로부터 수신한 정보로부터 비디오 디코더에 프로그램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다수의 소스로부터의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 및 대조(collate)시키고, 또한 디스플

레이를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한 예시적인 컬러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에 대하여 흑백으로 표시한 도면으로서, 사용자

가 소스 및 컬러 속성에 의하여 프로그램들을 대조하게 해주는 메뉴 옵션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상의 옵션 중 한 개의 선별한 옵션을 통해서 비디오 수신기 사용자

가 요구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입력 인터넷 정보 및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또한 복합 비디오 출력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및 프로그램 컨텐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수의 소스와 통신하는 홈

엔터테인먼트 디코더 시스템을 도시한다. 상기 디코더 시스템은 다수의 소스로부터 자동으로 획득 및 대조된 정보로부터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한다.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의 옵션 중 하나의 선별한

옵션을 통해서 전자메일, 전화, 인터넷 액세스, 팩스 및 비디오폰 기능을 개시하게 된다. 디코더 시스템은 데이터 스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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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으로(adaptively) 디코딩하는데, 상기 데이터스트림은 압축 프로그램 컨텐트 데이터, 및 HTML(Hypertext Mark-

up Language)과 같은 것을 표시하는 인터넷 데이터를 포함하며 MPEG 표준에 따라 인코딩되어 있는 것이다. 상기 디코딩

된 데이터는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하나의 복합 비디오 이미지나 별개의 비디오 이미지들 중 어느 하나로 포맷팅된다.

이하 "MPEG 표준"이라고 언급되는 MPEG2 이미지 인코딩 표준은 시스템 인코딩 부분(ISO/IEC 13818-1, 1994년 6월

10일) 및 비디오 인코딩 부분(ISO/IEC 13818-2, 1995년 1월 20일)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이하에서 "MPEG 시스템 표

준" 및 "MPEG 비디오 표준"이라고 언급된다.

여기에 개시된 본 시스템이 MPEG 호환 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예시적인 것일

뿐이다. 본 발명의 원리는 전송 채널 및 통신 프로토콜의 유형이 다양한 시스템과, 인코딩 유형이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예를 들어 상이한 유형의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 및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전송하는 상이한

방법을 포함하는, 비-MPEG 호환 시스템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본 개시된 시스템은 방송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설명되는데, 그것도 한 예시적인 것이다.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전화 메시지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데

이터나 또는 다른 통신내용과 같은 임의의 데이터 형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 1의 비디오 수신기 시스템에서, 비디오 데이터 변조 캐리어는 안테나(10)에 의하여 방송 위성에

서 수신되고, 장치(15)에서 처리된다. 그 결과 생성된 디지털 출력 신호는 복조기(20)에 의하여 복조되고, 디코더(30)에 의

하여 디코딩 및 에러 수정된다. 본 예시적 실시예에서, 장치(30)의 복조 및 디코딩된 출력은 MPEG 압축 비디오 데이터 및

HTML로 인코딩된 인터넷 데이터를 포함하는 MPEG 호환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형태를 갖는다. MPEG 표준에 따라 인코

딩된 비디오 데이터는 패킷화된 데이터 스트림의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채널의 데이터 컨텐트(예를 들어,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들 1-125에 대응하는 컨텐트)를 포함한다.

MPEG 호환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원격 제어 장치(125)의 명령에 응답하는 프로세서(25)에 공급된다. 프로세서(25)는 인

터넷 데이터 서버(83)나 인터넷 연결 서비스(87)(예를 들어, America On-lineTM)중 어느 하나와 저장 장치(90)를 포함하

는 다른 데이터 소스와 통신한다. 입력 트랜스포트 스트림과, 저장 장치(90), 및 서버(83)나 연결 서비스(87)중 어느 하나

로부터의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자동으로 획득되고 대조된다. 획득된 정보는 프로세서(25)에 의해 모두 모여지고, 사용

자가 예를 들어 특히 전자메일, 전화, 인터넷 액세스, 팩스 및 비디오폰 기능과 같은 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택 옵

션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용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한다. 상기 디스플레이용 프로그램 가이드는 또한 사용자 시청

(viewing or listening)을 위하여 선택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데이터 패킷들을 식별하고 어셈블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수의 소스로부터의 디스플레이하지 않는 정보도 포함하도록 형성된다. 그러한 정보는 다수의 소스로부터 선택

된 프로그램의 컨텐트를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프로세서(25)는 입력인 압축 비디오 데이터를 적응적으로 압축해제하고, HTML인터넷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장치(75)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포맷팅된 복합 비디오 이미지를 공급한다. 프로세서(25)는 또한 저장 장치(90)를 통해서 저장 매

체(105)에 저장하기 위하여 인코딩된 데이터 출력을 공급하고, 또한 모뎀(80)이나 전화선을 통해서 다른 장치들(도면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인코딩된 데이터를 공급한다.

비디오 수신기 사용자는 전자메일과, 전화와, 인터넷 액세스와, 팩스 및 비디오폰 기능같은 것을 개시하여, 디스플레이되

는 프로그램 가이드의 옵션 중에서 선택한 옵션을 통해서 선택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개시한다. 사용자

는 원격 제어 장치(125)를 이용하여 커서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옵션을 선택한다. 원격 제어 장치(125)로부터의 명령은

인터페이스(120)를 통해서 프로세서(25)내의 제어기(115)로 전달된다. 장치(115)는 프로세서(25)의 구성요소들의 동작

을 제어하고, 양방향 데이터 및 제어 신호 버스(C)를 사용하여 원격 제어 장치(125) 명령에 응답한다. 제어기(115)는 제어

버스(C)를 이용하여 프로세서(25)내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내의 제어 레지스터 값들을 셋팅함으로써 상기 구성요소들의

기능들을 제어한다. 프로세서(25)는 또한 저장 장치(90)를 통해서 저장 매체(105)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한 그 저장 매체

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지원한다. 본 예시적 실시예에서, 저장 장치(90)는 DVD 타입의 장치이며, 저장 매체(105)

는 다수개의 디스크들을 구비하는 멀티-디스크 스택 장치를 포함한다.

도 1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안테나(10)가 수신한 비디오 데이터 변조 캐리어는 입력 프로세서(15)에 의하여 디지

털 형태로 변환되고 처리된다. 프로세서(15)는 RF 튜너와 중간 주파수(IF) 믹서 및 증폭단을 구비하여, 입력 비디오 신호

를 더 낮은 주파수 밴드로 다운-변환한다. 또한 프로세서(15)는 그 다음 처리에 적합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다운

-변환된 신호를 디지털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포함한다. 그 결과 생성된 디지털 출력 신호는

복조기(20)에 의하여 복조되고, 디코더(30)에 의하여 디코딩 및 에러 수정된다. 디코더(30)의 출력은 프로세서(25)의 장치

(45)에 의하여 더 처리된다.

등록특허 10-0536134

- 4 -



장치(45)로 공급된 데이터는 MPEG 시스템 표준 부분 2.4에서 정의하고 있는 MPEG 순응 패킷화된 트랜스포트 데이터 스

트림의 형태를 띠고,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및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 채널의 데이터 컨텐트를 포함한다. 프로세서(25)는

인터넷 데이터 서버(83)나 인터넷 연결 서비스(87)(예를 들어, America On-lineTM)중 어느 하나와, 입력 트랜스포트 스트

림과, 저장 장치(90)로부터 자동으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획득하고 대조한다. 특정 프로그램 채널 컨텐트나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각 패킷은 헤더 정보 내에 포함된 패킷 식별자(PID)에 의하여 식별된다.

제어 신호(C)에 대한 응답으로서, 장치(45)는 장치(30)로부터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이나, 또는 플레이백(playback: 재생)

모드에서는 저장 인터페이스(95)를 통해서 저장 장치(90)로부터 검색된 데이터스트림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보통의 비

-플레이백 모드에서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는 각 패킷은 장치(45)에 의하여 장치(30)로부터의 트랜스포트 스

트림에서 식별되어, 사전에 결정되어 제어기(115)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PID를 사용하여 어셈블링된다. 장치(45)는 디

코더(30)로부터의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으로 입력되는 패킷들의 PID를 제어기(115)에 의하여 장치(45) 내의 제어 레

지스터에 미리 저장된 PID 값들과 매칭시킨다. 따라서, 트랜스포트 스트림 내의 위성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SPG) 정보 패

킷은 장치(45)에 의하여 부가적인 PID 정보없이 식별된다. 제어기(115)는 장치(45)에 의하여 식별되어 캡쳐링되는 SPG

패킷을 액세스하고 어셈블링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SPG를 획득한다.

장치(45)와 연관해서 제어기(115)가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식별하게 하는 PID 정보는 프로그램

이나 채널 맵이라고 명칭된다. 프로그램 맵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패킷화된 데이터스트림과 PID를 연관시키며,

SPG의 일부이다. SPG는 또한 예를 들어 패킷 어셈블리 정보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도 포함하여, 입력 트랜스포트 스트림

으로부터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의 복구를 지원한다.

제어기(115)는 또한 제어 신호(C)를 사용하여 장치(45)를 구성하여, 인터페이스(95)를 통해서 DVD 저장 장치(90)로부터

유도된 DVD 프로그램 가이드(DPG)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선택하게 한다. 장치(45)는 인터페이스(95)로부터 들

어오는 패킷 데이터스트림내 패킷들의 PID를 제어기(115)에 의하여 장치(45)내의 제어 레지스터에 미리 저장된 PID 값들

과 매칭한다. 제어기(115)는 장치(45)에 의하여 식별되어 캡쳐링된 DPG 패킷을 액세스 및 어셈블링함으로써 하나의 완전

한 DPG를 획득한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모뎀(80)을 통한 전화선 통신에 의하여, 인터넷 서버(83)나 인터넷 연결 서비스(87)로부터의 인터넷

프로그램 가이드(IPG)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IPG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SPG나 DPG를 획득하는데 사용되었

던 PID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데이터 식별자가 제어기(115)에 의하여 사전에 저장된 식별자들과 매칭된다. 매칭 기능

은 장치(80)내에서 또는 제어기(115)에 의하여 수행된다.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도 4 내지 6에 대한 설

명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제어기(115)에 의하여 획득된 SPG 정보와, DPG 정보, 및 IPG 정보는 사용자가 전자메일, 전화, 인터넷 액세스, 팩스, 및

비디오폰 기능을 개시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선택 옵션들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용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프로세서(25)에 모여진다. 데이터들이 모여지는 중에, 획득된 SPG 정보와, DPG 정보, 및 IPG 정보는 테마(theme)나 토픽

(topic)이라고 명칭되는 두 개의 계층 구조로 대조되며, 중복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제거된다. 테마는 예를 들어 영

화, 스포츠, 기상, 아트, 다큐멘터리, 뉴스, 등과 같은 카테고리들을 의미한다. 토픽은 테마 내의 카테고리로서, 예를 들자면

영화 테마 카테고리는 코메디, 스릴러, 호러, 사이언스 픽션, 로맨스, 성인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토픽을 포함한다. 획득

된 SPG 정보와, DPG 정보, 및 IPG 정보를 대조하는데 사용되는 상이하거나 부가적인 계층 레벨은 시청자 나이의 적합성

이나, 예를 들어 현대나 고대와 같은 시대 배경, 평론가 평점 등과 같은 기준이 포함된다.

SPG 정보와, DPG 정보, 및 IPG 정보를 대조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갖가지의 소스들로부터의 SPG 정보

와, DPG 정보, 및 IPG 정보는 서로 다른 테마와 토픽으로 프로그램들의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고, 다른 소팅(sorting) 계층

을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SPG 정보와, DPG 정보, 및 IPG 데이터들에 대해서 상충하거나 중복되거나 또는 비호환성의

PID 또는 특정 프로그램 채널이나 가이드 컨텐트를 포함하는 개별적인 데이터 요소들을 식별하는 갖가지의 데이터 식별자

들이 사용될 수 있다. 제어기(115)는 SPG 정보와, DPG 정보, 및 IPG 정보를 마스터 셋트의 해당 카테고리로 맵핑하는 테

마 및 토픽의 마스터 셋트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마스터 셋트는 a) '영화 패러디'의 DPG 토픽-테마, 및 b) '영화-시놉시

스 인덱스(movie-synopsis index)'의(웹 페이지의 인덱스) IPG 인터넷 토픽-테마가 모두 맵핑되는 '영화-코메디' 토픽-

테마를 포함한다. 가이드 정보를 대조하는데 있어서, 제어기(115)는 사전에 결정된 테마-토픽 코드로부터 SPG와, DPG,

및 IPG 데이터의 토픽 및 테마 카테고리를 결정한다.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의 코드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코드로 변환하

기 위한 등가 맵핑 정보(equivalence mapping information)와 함께, SPG와, DPG, 및 IPG의 테마 및 토픽 코드는 프로세

서(25)로 입력되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나 SPG로부터 획득되거나, 또는 제어기(115)내의 내부 메모리에 미리 저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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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기(115)는 테마/토픽 마스터 셋트가 정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에 따라 대조된 SPG와, DPG, 및 IPG 패킷들을 어셈

블링한다. 상기 대조된 SPG와, DPG, 및 IPG 데이터가 어셈블링된 것은 디스플레이용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메모리에 제어기(115)에 의하여 저장된다.

제어기(115)는 또한 디스플레이되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와 연관된, MPEG 호환의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정보를 형성한

다.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정보는 복합 프로그램 맵과, 조건부 액세스 및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정보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및 관련 프로그램 컨텐트를 포함하는 패킷에 대한 식별과, 어셈블리, 및 디코딩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조건부 액세스 정보는 사용자 자격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지배한다. 네트워크 정보

는 예를 들어 위성 전송 채널 주파수 및 트랜스폰더 채널과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한정한다.

제어기(115)는 SPG와, DPG, 및 IPG 테마 및 토픽을 테마/토픽 마스터 셋트에 맵핑하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위한 복

합 프로그램 맵 정보를 형성한다. 복합 프로그램 맵은 또한 데이터 식별자(예를 들어, PID 값)를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에

기록된 프로그램들을 이루는 개별적인 패킷화 데이터스트림에 연관시킨다.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는 또한 특정 프로그램

이 입수가능한 관련된 인터넷 웹 페이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전용 지시자를 포함한다.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

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어기(115)는 데이터 식별자 생략과, 중복성, 및 상충문제에 대해 SPG와, DPG, 및 IPG 정보를 검토

한다. 제어기(115)는 기존의 데이터 식별자의 번호를 다시 매기고 대조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및 관련 프로그램 컨텐트

를 위하여 MPEG 호환 프로그램 맵 정보를 생성하도록 요구될 때 새로운 데이터 식별자를 생성한다.

제어기(115)는 또한 SPG와, DPG, 및 IPG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해당 정보로부터 MPEG 호환 조건부 액세스 정보 및 네트

워크 정보를 형성한다. 조건부 액세스 정보는 사용자 자격에 의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지배하는 암호 코드와 같

은 데이터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정보는 위성 전송 채널 주파수와, 트랜스폰더 채널과, 및 디스플레이용 복합 프로그램 가

이드와 관련되는 인터넷 액세스 파라미터들과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지정한다. 복합 프로그램 맵과, 조건

부 액세스, 및 네트워크 정보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뿐만 아니라 위성, 저장 매체, 및 인터넷 서버 소스로부터 입수가능한

프로그램 컨텐트에 대한 어셈블리와, 디코딩과, 및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제어기(115)는 또한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복합 프로그램 맵과, 조건부 액세스와, 네트워크 정보에 부가적인 링킹(linking)

데이터를 포함한다. 부가적인 링킹 데이터는 전자메일, 전화, 인터넷 액세스, 팩스, 비디오폰, 채널 튜닝, 프로그램 레코딩,

및 홈 제어 기능과 같은 사용자 선택가능 기능들을 지원한다. 홈 제어 기능은 예를 들어 조명, 에어 콘디션닝, 난방, 및 도둑

경보 조작과 같은 것에 대한 사용자의 제어를 지원한다. 부가적인 링킹 데이터는 액세스 데이터를 요구된 데이터의 데이터

식별자(예를 들어, PID) 및 디스플레이되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의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 옵션에 연관시킨다. 액세스 데

이터는 식별 코드와, 통신 프로토콜 코드와, 조건부 액세스 코드와, 예를 들어 웹 페이지 및 전자메일 액세스를 위한 URL

코드와 같은 인터넷 액세스 코드, 및 전화/팩스 번호들을 포함한다. 액세스 데이터는 프로세서(25)가 외부 장치들과 통신

할 수 있게 한다.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제어기(115)는 내부 메모리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어셈

블링되고 대조된 SPG, DPG, IPG 패킷 데이터를 검색한다. 제어기(115)는 검색한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고, 디스

플레이 프로세서(70)에 포함된 화소를 표시하는 메모리 맵에 저장하기 위하여 변환된 데이터를 포맷팅한다. 덧붙여서, 제

어기(115)는 장치(70) 화소 메모리 맵에 병합시키기 위하여 화소 데이터 형태로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 옵션(전자메일이나

팩스 등에 대한 사용자 선택을 위한 것)을 생성한다. 제어기(115)는 장치(70) 화소 맵에 있는 생성된 옵션 화소 데이터와

함께 상기 포맷팅된 SPG, DPG, 및 IPG 화소 데이터를 저장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한다.

SPG, DPG, 및 IPG 데이터와 사용자 선택가능 옵션을 결합하고 있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는 디스플레이하지 않는 프로

그램 가이드 정보에 있는 링킹 데이터와 호환 가능하도록 포맷팅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되는 가이드(예를 들어, 전화

기능을 위한 것)의 사용자 선택가능 옵션은 상기 기능에 대한 액세스 데이터(예를 들어 전화 번호) 및 데이터 식별자(예를

들어, 송수신된 전화 메시지의 데이터 패킷에 대한 PID)와 연관된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는 저장되고 포맷팅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를 일반적인 휘도 및 색도 성분요소로 변환한다.

제어기(115)에 의하여 공급된 타이밍 데이터와 더불어, 휘도 및 색도 성분요소는 프로세서(70)에 의하여 종래 방식대로 처

리되어,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모니터와 같은 NTSC 호환 이미지 재생 장치(75)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NTSC

신호를 형성한다. 프로세서(70)는 다른 실시예에서 RGB 호환 재생 장치나 고선명도 텔레비전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용

RGB 출력 데이터를 공급한다.

제어기(115)는, 프로세서(55)와 협동하여,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컨텐트를 포함하는, 압축된 비디오 및 오디

오 데이터의 MPEG 호환 데이터스트림을 형성한다. 프로세서(55)는 장치(45)로부터의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타이밍,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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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및 동기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를 분리하여, 그 분리한 정보를 제어기(115)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한다. 제어기

(115)는 프로세서(55)를 제어할 때에 시스템 정보를 공급하여, 디코더(65)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프로그램 컨텐트 데이터

압축해제를 하는데 사용하게끔 동기 및 에러 표시 정보와 더불어 재동기화되고 대조된 프로그램 및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를 제공한다. 프로세서(55)가 제공한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는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맵 링킹 정

보와, 호환 가능한 방식으로 SPG, DPG, 및 IPG 데이터 및 사용자 선택가능 옵션을 결합한다. 프로세서(55)가 제공한 프로

그램 컨텐트 데이터는 MPEG 디코더(65)에 의하여 압축 해제되어, 비디오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출력 데이터가 프로세서

(70)에 공급된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는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장치(75)가 신호재생을 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비디

오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출력 데이터를 처리한다.

도 2는 디스플레이되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에 대한 한 예를 도시한 것이다. 메뉴 특징부들(833-850)은 프로그램 서비

스 및 기능을 도시한다. 메뉴 특징부들(833, 835)은 원격 제어 지정 커서와 같은 사용자 선택 제어를 사용해서 해당 메뉴

특징부를 하이라이팅하게 되면 불러내져(invoked)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채널들을 도시한다. 만약에 사용자가 특징부

(833)를 커서를 이용하여 하이라이트하면, 즉 예를 들어서 메뉴 옵션(833)을 선택한다면, 프로세서(25)는 107번 텔레비전

채널(A&ETM)로 튜닝하고, 튜닝 정보(채널 주파수, 등)에 관련되어 활성화되는 기능을 확정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사용하여 107번 텔레비전 채널을 장치(75)상에 디스플레이한다. 유사하게, 만약에 사

용자가 특징부(837)를 하이라이트하면, 프로세서(25)는 장치(75)에서 오디오 출력이 있게끔 하기 위하여 FM 라디오 13번

채널을 수신하도록 튜닝된다. 각각 전자메일이나, 전화나, 팩스나 및 DVD 레코드/플레이백 기능에 해당하는 특징부(840-

850)를 하이라이팅하면, 더욱 자세한 사용자 선택 옵션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구체적 기능 지정 메뉴가 디스플레이된다. 상

기 구체적 기능 지정 메뉴는 예를 들어 전화 번호나, 전자메일 주소나, 인터넷 주소나, 신용 카드 번호나 및 추가적인 조건

부 액세스 데이터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액세스 정보를 편집하고 저장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만약에 사용자가 메뉴 특징부(860-870)를 하이라이트하면, 구체적 기능 태스크가 개시된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특징부

(860)를 하이라이팅하면, 그 다음 메뉴가 디스플레이되어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로부

터 검색된 인터넷 전자메일 주소를 통해서 존 스미스의 집으로 송신될 전자메일 메시지를 입력하게 해준다. 유사하게, 사

용자가 예를 들어 특징부(865)를 하이라이팅하면, 제어기(115)(도 1)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를 사용하여 내부 메모리로부터 진의 집 전화 번호를 검색한다. 더욱이, 제어기(115)는 진의 집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집에 있는 진과의 전화 통신을 모뎀(80)을 통해 설정한다. 또한 사용자가 예를 들어 특징부(870)를 하이라이트하면, 'Star

warsTM' 영화가 DVD 장치(90)(도 1)에서 재생된다. 프로세서(25)와 DVD 장치(90)간의 통신 설정은 디스플레이되지 않

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사용하여 제어기(115)내의 메모리로부터 검색된 액세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부가적으로, 프로그램 가이드는 일예로 '홈 페이지'와 같은 인터넷 정보가 특정 프로그램에서 입수가능한지의 여부를 표시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집을 표시하는 아이콘(873)(도 2)과 같은 한 개 이상의 아이콘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도 2의

아이콘(873)은 인터넷 정보가 특정 프로그램에서 입수 가능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백색에서 녹색으로 컬러가 변

화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하자면, 아이콘(873)은 인터넷 정보가 특정 프로그램에서 입수 가능하다는 표시로서 나타나

는 팝-업 아이콘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는 예를 들어 특정한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팅한 다음에 팝-업

아이콘을 하이라이팅함으로써 상기 특정 프로그램상의 인터넷 정보를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인터넷 정보

가 입수가능할 때에 나타나는 홈 페이지 아이콘은 예를 들어 아이콘(859)과 같은 프로그램 아이콘 내에 위치하거나 그 아

이콘에 인접해서 위치한다. 더욱이, 홈 페이지 아이콘은 홈 페이지 아이콘을 하이라이팅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에 대한 선

택을 하면 칼라가 변할 수도 있다.

비록 인터넷 정보가 도 2의 아이콘(857)과 같은 웹 페이지 아이콘을 하이라이팅하여 검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

예시적인 것일 뿐이다. 인터넷 정보의 검색은 또한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개시될 수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아이콘(859)

을 사용하는 'SeinfeldTM'와 같은 프로그램 아이콘을 하이라이팅한 다음에 인터넷 아이콘(810)을 하이라이팅함으로써 프

로그램에 관련된 입수 가능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에 대한 사용자 선택이 있게 되면, 제어기(115)(도 1)는 선택한 기능과 관련된 요구 및 응답 동

작 둘 다와 연관되는 액세스 데이터를 확정하고 공급한다. 제어기(115)는 이전에 형성된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복합 프로

그램 맵과, 조건부 액세스, 및 네트워크 정보로부터 요구 및 응답 동작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데이터를 확정한다.

프로세서(25)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하는 다수의 방식으로 사용자 요구에 응답하여, 웹 페이지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획

득한다:

a) 제 1 구성에서, 프로세서(25)는 디코더(30)로부터 수신된 위성 방송으로 연속 전송된 웹 페이지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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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2 구성에서, 프로세서(25)는 전화선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요구한 것의 응답으로, 디코더(30)로부터 수

신된 위성 방송으로 전송된 웹 페이지 데이터를 획득한다.

c) 제 3 구성에서, 프로세서(25)는 동일한 통신 링크 - 예를 들어 서버(83)에 대한 전화 링크 - 상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또

한 응답 정보를 수신한다.

프로세서(25)의 제 1 구성

제 1 구성에서,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해서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웹 페이지 데이터는 디코더(30)로부터

프로세서(25)로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 내에서 연속적으로 전송된다. 본 구성에서,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는

요구된 웹 페이지를 위한 사전에 결정한 PID 값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요구된 웹 페이지 데이터는 제어기(115)가 모뎀

(80)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을 하지 않아도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를 사용하여 입력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검색된다. 본 구성에서, 사용자가 입수할 수 있는 웹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전용 전송 대역폭을 사용하여 프로세서(25)

에게 연속 전송하는 특정 정보에 한정된다. 그러나 본 구성은 간단하고, 신속한 웹 페이지 액세스를 제공한다(왜냐하면 웹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인코더에 로컬적으로(locally)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구성은 또한 서비스 제공자

의 데이터 획득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또한 프로세서(25)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웹 페이지 요구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성을

제거해 준다.

HTMLTM 및 JavaTM로 인코딩된 웹 페이지 정보는 전송하기 위하여 MPEG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으로 병합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인코더에서 패킷화되고 포맷팅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MPEG 호환 데이터스트림 내에

포함시켜 전송할 목적으로 인터넷 데이터를 패킷화하는데 있어서의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것이다. HTMLTM / JavaTM 웹

페이지 시퀀스(도 3의 705-720)는 보조 정보와 HTMLTM / JavaTM 데이터(725)를 포함하는 비-압축된 패킷들로 인코더

에 의해 형성된다. 보조 정보는 PID 값과, 패킷 카운트 값과, 및 개별적인 웹 페이지 크기(예를 들어, 바이트 수 또는 이미

지 화소 크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조 정보는, 특정 트랜스포트 패킷이 웹 페이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를 표시하

는 플래그; 시작 코드; 웹 페이지 식별 코드; 에러 수정 코드; 및 관련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에 웹 페이지 인터넷 정보

를 동기화하는데 적절한 타이밍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웹 페이지 플래그는 MPEG 압축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웹 페

이지 정보를 식별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웹 페이지 보조 데이터의 한 개 이상의

구성성분은 트랜스포트 헤더와 같은, MPEG 트랜스포트 신택스의 사용자 지정 구성 요소 내에 포함될 수 있거나, 또는

MPEG 트랜스포트 데이터 페이로드의 웹 페이지 정보와 함께 포함되어질 수도 있다.

사전에 결정한 PID 값을 포함하는 응답 웹 페이지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프로세서(25)(도 1)로 입력되는 MPEG

호환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으로 합병된다. 응답 채널의 사전에 결정된 PID 값은 또한 제어기(115)의 내부 메모리에 미

리 저장되어,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에 병합된다. 다른 대안으로 하자면, 미국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에 의하여 작성된 1995년 4월 12일자의 "HDTV 전송을 위한 디지털 텔레비전 표준"에 따라 인코딩된 HDTV

신호의 채널 정보 테이블(Channel Information Table : CIT)로, 응답 데이터의 PID 값 및 관련 프로그램 맵 데이터가 인

코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사전에 결정된 특정 프로그램 채널들이 웹 페이지 응답 정보를 전송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될 수 있다. 더욱이, 프로그램 채널의 PID 값들은 예를 들어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의 CIT로서 전달

될 수 있다.

제어기(115)는 저장된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에서 요구된 웹 페이지 응답 정보에 해당하는 사전에 결정된 PID 값을 유도

하여, 장치(45)내에 있는 제어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장치(45)는 디코더(30)로부터의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에 속한 상

태의 웹 페이지 응답 데이터 인입 패킷의 PID들을 장치(45)의 제어 레지스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PID 값과 매칭시킨다.

사전에 결정된 웹 응답 PID 값에 매칭하는 PID 값들을 갖는 패킷들은 웹 페이지 응답 데이터로서 식별되고, 장치(45)에 의

하여 디코더(55)에 있는 전용 버퍼로 공급된다. 트랜스포트 디코더(55)에 있는 전용 버퍼는 프로세서(60)에 의하여 디코딩

될 응답 데이터를 유지한다.

프로세서(55)는 장치(45)로부터 타이밍과, 에러 정보 및 동기화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를 유도하여, 그 유도한 시스

템 정보를 제어기(115)에 공급한다. 제어기(115)는, 디코더(55)내의 전용 버퍼로부터의 재동기된 웹 페이지 응답 데이터

를 HTMLTM/JavaTM프로세서(60)에 공급할 것을 프로세서(55)에 지시할 때에 시스템 정보를 적용한다. 프로세서(60)는

HTMLTM 및 JavaTM로 인코딩된 웹 응답 정보를 디코딩하고, 제어기(115)내의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하여 웹 페이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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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시 화소 데이터를 공급한다. 비록 프로세서(60)가 도 1에서 별개의 프로세서로서 도시되어 있지만, 그 프로세서는 또

한 제어기(115)에 대한 소프트웨어내에 구현가능하다. 프로세서(60)는 예를 들어 Netscape NavigatorTM의 동작과 관련

된 것과 같은 JPEG 압축 해제 및 자바 디코딩을 포함하여, 특정 웹 브라우저에 대한 처리 기능을 포함한다.

디코더(30)로부터의 MPEG 호환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 내의,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선택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채널과

같은 프로그램 컨텐트 데이터도 또한 웹 페이지 응답 데이터와 더불어 프로세서(25)에 의하여 화소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디코딩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어기(115)는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로부터 선택된 텔레비전 채널 프로그램의 PID

값을 판별하고, 그것을 장치(45)내의 제어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장치(45)는 디코더(30)로부터의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

림에서 선택되어 입력되는 텔레비전 채널 프로그램 데이터 패킷의 PID를 장치(45)의 제어 레지스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PID 값과 매칭시킨다. 선택된 텔레비전 채널 프로그램의 사전에 결정된 PID값과 매칭하는 PID값을 갖는 패킷은 장치(45)

에 의하여 식별되고 또한 디코더(55)내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버퍼에 공급된다.

웹 페이지 응답 데이터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55)는 장치(45)의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타이밍과

에러 및 동기화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를 유도하여, 그 유도된 정보를 제어기(115)에 공급한다. 제어기

(115)는, 디코더(55)의 애플리케이션 버퍼에서 생성되는 재동기화된 프로그램 채널 컨텐트 데이터를 MPEG 디코더(65)에

공급할 것을 명령 프로세서(55)에 지시할 때에 시스템 정보를 공급한다. MPEG 호환 프로그램 채널 컨텐트 데이터는

MPEG 디코더(65)에 의하여 압축 해제되어, 비디오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출력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에 공

급된다. 디코더(65)의 비디오 화소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에 포함된 화소용 메모리에 저장된다.

제어기(115)는 내부 메모리로부터 웹 페이지 이미지 화소 데이터를 검색하여,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에 구비되어 있는

화소용 메모리에 오버레이(overlay)로서 저장하기 위하여 포맷팅한다. 이처럼, 웹 페이지 응답 데이터 및 프로그램 채널

컨텐트를 겸비하고 있는 하나로 된 디스플레이는 프로세서(70)의 화소 메모리 내에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생성되어

프로세서(70)의 화소 메모리에 형성되어 있는 복합 이미지 내의 웹 페이지 이미지와 채널 컨텐트 이미지의 상대적인 비율

및 크기는, 예를 들어 사용자 명령과 같은 외부 명령이나 또는 내부에 프로그램된 명령에 따라 제어기(115)에 의하여 변화

된다. 상기 상대적 비율은 웹 페이지 이미지나 채널 컨텐트 이미지가 결과로서 생성된 복합 이미지 내에 0 내지 100 % 사

이에서 참여하도록 변화한다.

웹 페이지 데이터가 복합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어기(115)는 종래의 보간 방법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 이미지 화소 데이터를 스케일링한다.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 데이터가 제어기(115)와 함께 동작하는 별개의 비디

오 처리 집적 회로에 의하여 스케일링될 수도 있다. 그 결과로서 생성된, 스케일링된 웹 페이지 이미지는 제어기(115)에 의

하여 프로세서(70)의 화소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저장된 웹 페이지 이미지는 프로그램 채널 컨텐트 이미지에 관해서 오

버레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복합 이미지에서의 웹 페이지 이미지 데이터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어기(115)는

내부 메모리 맵 데이터로부터 바람직한 메모리 위치에 해당하는 주소를 결정하고, 그 스케일링된 웹 페이지 이미지 데이터

를 그 바람직한 메모리 위치에 저장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는 포맷팅된 복합 이미지 데

이터를 종래의 휘도 및 색도 구성성분으로 변환한다. 또한, 프로세서(70)는 종래의 방식을 이용하여 제어기(115)가 공급한

타이밍 데이터와 더불어 휘도 및 색도 성분요소를 처리하여, NTSC 호환 이미지 재생 장치(75)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NTSC 신호를 형성한다.

프로세서(25)의 제 2 구성

제 2 구성에서, 도 1의 프로세서(25)는 전화선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요구를 한 결과로서, 디코더(30)로부터

수신된 위성 방송으로 전송된 웹 페이지 데이터를 획득한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도 2의 웹 페이지 아이콘(857)을 하이라

이팅하는 것과 같이 웹 페이지 데이터를 요구하면, 제어기(115)(도 1)는 요구 액세스 데이터{전화 번호, 요구된 웹 페이지

식별자 코드(일예로, URL), 및 조건부 액세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성 방송 서비스 제공자와의 통신을 설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을 설정하기 전에, 제어기(115)는 조건부 액세스 정보로부터 요구된 웹 페이지 정보에 대한 액세스

가 허가받은 것인지를 판별한다. 허가는 프로그램 가이드 조건부 액세스 정보로부터 직접적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프로세

서(25)내에 있는 스마트 카드(도면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되지 않음)와 같은 사용자 자격관련 장치로부터 간접적으

로 결정된다. 만약에 액세스가 허가되면, 제어기(115)는 모뎀(80)을 이용하여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고 또한 예를 들어 요

구된 웹 페이지 식별자 코드(URL과 같은 것)와 같은 요구 정보 및 사용자 자격관련 코드를 전송함으로써 위성 방송 서비스

제공자로의 전화 통신을 설정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안테나(10)와, 프로세서(20), 및 디코더(30)를 통하여 프로세서(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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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에 요구된 웹 페이지 정보를 합병시킨다. 제어기(115)는 제 1 구성으로서의 프로세서(25)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랜스포트 스트림 내의 웹 페이지 패킷을 식별하고 어셈블링하기 위하여 응답 액세스 데이터(웹

페이지 데이터의 PID, 응답 프로그램 채널 번호, 및 트랜스폰더 번호)를 사용한다.

응답 웹 페이지 정보의 PID 값들 및 해당 프로그램 맵 정보는 다양한 데이터 포맷 및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자와 프로세서(25)간에 통신될 수 있다. PID 값들 및 프로그램 맵 정보는, 예를 들자면, MPEG 사용자 한정 데이터 요소 내

에서 또는 방송 텔레비전 신호의 수직 소거 기간(오버스캔 영역)내에 있는 것과 같은 비-MPEG 데이터내에서 특정 시스템

의 독점식 또는 주문식 요구사항에 따라 전송될 수 있다. 더욱이, 웹 정보에 배당된 PID 값들도 또한 보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로서 프로세서(25)에 전송된다. 다른 대안으로 하자면, 응답 데이터에 사용될 PID 값은 프로세서(25)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프로세서(25)의 제 3 구성

제 3 구성에서, 프로세서(25)는 정보를 요구하고, 예를 들어 모뎀(80)을 통해서 전화 링크 상에서 서버(83)로나 또는 연결

서비스(87)로와 같은 동일한 통신 링크를 통해서 응답 정보를 수신한다. 본 구성에서, 제어기(115)는 예를 들어 아이콘

(857)(도 2)을 하이라이팅함으로써 인터넷 웹 페이지 정보를 요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어기(115)(도 1)는 인터넷

액세스를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 액세스 데이터(전화 번호, URL 코드, 조건부 액세스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한 모뎀(80)

및 서버(83)를 통해서 그 URL 주소에 해당되는 웹 페이지 데이터를 요구한다. 제어기(115)는 프로세서(25)의 제 2 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액세스나 또는 스마트 카드 사용자 자격 정보로부터 상기의 요구된 인터넷 액세스가 허

가받을 수 있는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허가된 것이라면, 제어기(115)는 모뎀(80)을 통해서 전화 번호로 전화

를 걸고 또한 인터넷 URL 주소 코드 및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사용자 자격 코드를 송신함으로써 서버(83)를 통해서 서

비스 제공자와의 전화 통신을 설정한다. 제어기(115)는 서버(83)로부터의 응답 데이터스트림에 있는 웹 페이지 HTML 및

관련 JAVA 데이터(및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 JPEG, GIF, TIF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 TCP/IP 패킷을 식

별 및 어셈블링하기 위하여,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로부터 판별된 응답 액세스 데이터(TCP/IP 식별 데이터를 포함함)를

사용한다.

응답 웹 페이지 TCP/IP 패킷은 모뎀(80)에 버퍼링되고, 제어기(115)의 명령에 따라 HTMLTM 프로세서(60)에 공급된다.

프로세서(60)는 HTMLTM 및 JavaTM로 인코딩된 웹 응답 정보를 디코딩하고, 제어기(115) 내의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하

여 웹 페이지 이미지 화소 데이터를 공급한다. 제어기(115)는 내부 메모리로부터 웹 페이지 이미지 화소 데이터를 검색하

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로 병합된 디스플레이로서 장치(75)에 의하여 재생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70)에 포함된 화소용 메모리에 오버레이로서 저장하기 위하여 상기 검색한 웹 페이지 이미지 화소 데이터를 포맷팅한다.

본 구성에서, 프로세서(25)는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여 서버(83)를 통해서 완전 인터넷 액세스를 지원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이콘(810)을 하이라이팅한 다음에 아이콘(830)을 하이라이팅하면(도 2), 제어기(115)(도 1)

는 웹 페이지 브라우저 기능을 실행하고, 주문식 웹 페이지 브라우저나 또는 Netscape NavigatorTM와 같은 표준 브라우

저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하여, 완전한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 하자면, 제 3 구성에서, 프로세서(25)는 한정된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경우에, 서버(83)를 통한 인

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는 간접 인터넷 액세스만을 허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제어 하에서 이루어진다. 서비스 제공

자는 디스플레이되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와 호환 가능한 디스플레이용의 대조된 웹 페이지 정보를 공급한다. 서비스 제

공자는 이용 가능한 웹 페이지 및 그 웹 페이지들에 관련되는 사전에 결정된 PID들에 인덱스를 제공하는 복합 프로그램 맵

정보를 사용하여 프로세서(25)에 의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 서버(83) 내에 로컬적으로 한정된 개수의 웹 페이지를 저장한

다. 다른 대안에 따르자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버(83)로부터 입수 가능한 웹 페이지 중에서 선택 웹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

고, 위성 방송 데이터스트림을 통해 프로세서(25)에 갱신된 호환 가능 보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보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프로세서(25)로 하여금 호환 가능 프로그램 맵과 갱신된 디스플레이되는 가이드, 및 사용자

가 갱신된 웹 정보에 액세스하게 해주는 다른 액세스 정보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서버(83)에 로컬적으로 웹

페이지 인터넷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입수할 수 있는 인터넷 컨텐트에 대한 제어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자료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서버(83)에 웹 페이지 정보를 로컬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보통의 인터넷 액세스에 따르는 딜레이가 다 걸리지 않는 식으로 사용자가 정보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게 액

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이, 프로세서(25)가 외부 장치들과 정보 요구를 통신해야 하는 부담은 단지 제한된 양의 인터

넷 정보만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최소화되어, 프로세서(25)는 서버(83)와 같은 로컬적 서버와만 통신을 하면 된다. 모뎀

(80)은 또한 케이블 모뎀과 같은 광대역 통신 모뎀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프로세서(25)는 모뎀(80)을 통해서 케이블

프로그램 소스로부터 디스플레이용 방송 비디오 프로그램 데이터 및 웹 페이지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등록특허 10-0536134

- 10 -



제어기(115)는 도 4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자 선택 메뉴 옵션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수신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처

리 및 포맷팅함으로써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도 4의 방법에서는 프로세서(25)가

사용자 선택 메뉴 옵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서 제 1 구성과 같은 프로세서(25)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개시 단계(200) 다음에 해당되는 단계(205)에서, 프로세서(25)는 디코더(30)로부터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을 수

신하는데, 상기 트랜스포트 데이터스트림은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 일부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용 사용자 선택

가능 메뉴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 선택가능 옵션은 전자메일, 전화, 인터넷 액세스, 팩스, 비디오폰, 채널 튜닝, 프로

그램 레코딩, 및 홈 제어 기능과 같은 통신 기능을 사용자가 개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단계(205)에서 수신한 데이터는 또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부가적인 링킹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부가적인 링킹 데

이터는 프로그램 맵과, 조건부 액세스와, 및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하며, 액세스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

의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 옵션과 연관시킨다. 액세스 데이터는 식별 코드와, 통신 프로토콜 코드와, 조건부 액세스 코드와,

예를 들어 웹 페이지와 전자메일 액세스를 위한 URL 코드와 같은 인터넷 액세스 코드, 및 전화/팩스 번호 같은 것을 포함

한다. 부가적인 링킹 데이터는 프로세서(25)로 하여금 디코더(30)로부터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있는 프로그램 컨텐트 및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어셈블링하고, 디코딩하고, 및 디스플레이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액세스 데이터는 프로세

서(25)로 하여금 외부 장치들과 통신하게 하고, 액세스 데이터에는 다른 정보 소스의 주소에 해당하는 다른 주소 코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단계(210)에서, 제어기(115)는 수신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로부터 링킹 데이터 및 액세스 데이터를

식별하고 캡쳐링할 것을 프로세서(25)에 지시할 때에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전에 결정된 링킹 데이터 PID 값을

사용한다. 캡쳐링된 링킹 데이터는 단계(215)에서 제어기(115)에 의하여 어셈블링되고, 포맷팅되고, 및 내부 메모리에 저

장된다. 또한, 단계(210)에서,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주소나 전화 번호와 같은 부가적인 링킹 데이터는 원격 제어 장치와 같

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될 수 있으며, 부가적인 데이터는 제어기(115)에 의하여 수신된 링킹 데이터

에 병합되어 있다.

사용자 선택가능 옵션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도 1과 연관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계(220)에서 프로

세서(25)내의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와 합동 작업으로 제어기(115)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용으로 포맷팅된다. 단계(225)

에서,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는 저장되어 있고 포맷팅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를 일반적인 휘도 및 색도 성분요소로

변환한다. 제어기(115)에 의하여 제공된 타이밍 데이터와 더불어 휘도 및 색도 성분요소는 재생 장치(75)에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하여 프로세서(70)에 의하여 처리된다. 도 4의 방법은 단계(230)에서 종료된다.

제어기(115)(도 1)는 도 5에서 제시한 방법을 채택하여, 다수의 소스로부터 수신된 정보로부터 비디오 디코더에서 프로그

램 가이드를 생성한다. 형성된 가이드는 예를 들어 인터넷 액세스와, 전자메일과, 팩스, 등과 같은 사용자 선택가능 통신

기능을 지원한다. 개시 단계(300)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305)에서, 제어기(115)는 디코더(30)로부터 프로세서(25)에 의

하여 수신된 위성 방송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위성 프로그램 가이드(SPG) 정보를 획득한다. 단계(310)에서, 제어기

(115)는 인터페이스(95)를 통해서 저장 장치(90)로부터 DVD 프로그램 가이드(DPG) 정보를 획득한다. 제어기(115)는 각

데이터 패킷을 액세스 및 어셈블링함으로써 SPG 및 DPG를 획득하고, 대조하고, 및 포맷팅하여, 도 1과 연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치(70) 화소 맵의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로서 저장하기 위하여 SPG 및 DPG 표시 화소 데이터를 생성

하게 된다. 상기 SPG 및 DPG 정보는 프로그램 맵, 조건부 액세스, 및 네트워크 정보의 형태로 되어 있는 링킹 및 액세스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른 구성들에서, 프로세서(25)는 지상 방송 소스와, 케이블 방송 소스와, 컴퓨터 소스와, 무선 전송 소

스, 및 전화선을 통해서 액세스되는 소스와 같은 소스로부터 유도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

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원리를 응용한다.

단계(315)에서, 제어기(115)는 장치(70)의 화소 메모리 맵에 합병하기 위한 화소 데이터 형태로서 디스플레이용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 옵션을 생성한다(인터넷 액세스와, 전자메일과, 팩스, 등에 대한 사용자 선택을 위하여). 단계(315)에서, 제

어기(115)는 또한 사용자 결정가능 메뉴 옵션도 생성하는데, 상기 메뉴 옵션은 사용자로 하여금,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특

정 인터넷 사이트에 액세스하거나 결국 모든 수신한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게 하는 아이콘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사용

자 자신의 프로그램 가이드에 특정의 사용자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아이콘을 포함하여 주문형으로 만들게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제어기(115)는 프로그램된 지시에 따라 사용자 결정가능 메뉴 옵션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원격 제어 장치나 키

보드와 같은 데이터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되는 명령에 응답한다.

단계(320)에서, 제어기(115)는 데이터 식별자(예를 들어, PID) 생략 및 상충을 체크하기 위하여 SPG 및 DPG 정보를 검토

한다. 단계(325)에서, 기존의 데이터 식별자를 다시 번호매기고, 대조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및 관련 프로그램 컨텐트를

위한 호환 프로그램 맵 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대로 새로운 데이터 식별자를 할당한다. 단계(330)에서, 제어

기(115)는 도 1과 관련하여 설명한 방식으로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위한 복합 프로그램 맵, 조건부 액세스, 및 네트워크

정보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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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프로그램 맵은 프로세서(25)가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해서 선택 가능한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도록 형성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 프로그램 맵은 통신 기능 PID 및 메뉴 옵션(예를 들어, 웹 페이지,

전자메일, 팩스 아이콘)을 다른 정보 소스의 주소에 해당하는 다른 주소 표시 코드와 연관시킨다. 단계(330)에서, 제어기

(115)는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복합 프로그램 맵과, 조건부 액세스와, 및 네트워크 정보로 병합시킨다. 상기 데이

터는 전자메일 주소, 전화/팩스 번호, 인터넷 웹 페이지 링크 주소, 신용 카드 번호, 등과 같은 아이템을 포함한다. 사용자

는 그 데이터를 원격 제어기나 키보드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프로세서(25)에 입력시킨다. 제어기(115)는 단계(335)에서

디스플레이용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단계(315)에서 생성된 장치(70) 화소 맵의 메뉴 옵션 화소 데이터

와 더불어서 SPG 및 DPG 화소 데이터를 포맷팅한다.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 옵션을 포함하는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는 단계(340)에서 디스플레이용으로 포맷팅되고, 도 1

과 연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계(345)에서 출력한다. 도 5의 방법은 단계(350)에서 종료된다.

제어기(115)(도 1)는 디스플레이용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소스들의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자

동으로 획득 및 대조하기 위하여 도 6에 제시된 방법을 채택한다. 개시 단계(400) 이후에 단계(405)에서, 제어기(115)는

디코더(30)로부터 프로세서(25)가 수신하는 위성 방송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위성 프로그램 가이드(SPG) 정보를 획

득하고 또한 저장한다. 단계(415)에서, 제어기(115)는 인터페이스(95)를 통해서 DVD 저장 장치(90)와의 통신을 자동 개

시한다. 통신 개시는 프로세서(25)에 부착된 주변 장치들을 한정하는 사전 저장된 하드웨어 구성(configuration) 정보 및

관련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응답으로서 프로세서(25)의 파워-업이 되면 이루어진다. 상기 구성 정보는 수신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 내에 포함되어 지거나, 또는 제조 단계 시에 프로세서(25)내에 저장되거나, 또는 프로세서(25)에 의하여 로컬

적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조합해서 결정될 수 있다. 프로세서(25)에 의한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로

컬적인 결정은 제어기(115)에 의한 주변 탐문에 의해서나 또는 하드웨어 구성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입력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통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되면 자동 개시된다: a)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가이드 옵션 선택을 통한 사용

자 명령, b) 주기적 방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간헐성 방식을 이용하여 제어기(115)에 의하여 개시된 주변 탐문, 또는 c)

DVD 장치(90)와 같은 주변 장치에 대한 프로세서(25)의 전기적 연결이 변화해서 새롭게 된 것이 검출됨.

제어기(115)는 수신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내의 액세스 데이터로부터 검색된, 통신 프로토콜 코드와, 식별 코드와, 자격

코드와, 및 조건부 액세스 코드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95)를 통해서 DVD 장치(90)와의 통신을 개시한다. 단계(420)에

서, 제어기(115)는 도 1과 연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95)를 통해서 DVD 저장 장치(90)로부터 유도된

DVD 프로그램 가이드(DPG) 정보를 획득하고 어셈블링을 하도록 프로세서(25)에 지시한다. 단계(425)에서, 제어기(115)

는 SPG 및 DPG 정보를 도 1과 연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마스터 셋트에서 해당하는 테마 및 토픽 카테고리에 맵핑함으

로써, SPG 및 DPG 정보를 테마 및 토픽별로 대조한다. 더욱이, 단계(425)에서, 제어기(115)는 SPG 및 DPG 정보를 소스

별로 대조하고, 다른 소스로부터의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아이콘에 다른 컬러 속성을 할당한다. 덧붙여서, 제어기(115)는

사용자가 소스와 컬러별로 소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뉴 옵션을 생성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컬러 프로그램 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에 대한 흑백 표시를 도시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프로그램들

을 소스 및 컬러 속성별로 대조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으로서 제어기(115)에 의하여 생성된 메뉴 옵션을 도시한 것이다.

소스 아이콘(905-925)은 유선(off-air) 방송 프로그램과, 케이블과, 무선과, 위성, 및 저장 매체{예를 들어, DVD 소스(90)

- 도 1}와 각각 연관되어 있다. 소스 아이콘들(930-950)은 전자메일과, 전화와, 비디오폰과, 팩스, 및 인터넷 기능 소스들

에 각각 관련된 것이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아이콘(905)을 하이라이팅하면, 프로그램 가이드는 유선 방송 프로그램 및 관

련 아이콘들을 전시하면서 디스플레이된다. 유사하게, 사용자가 예를 들어 소스 아이콘(930)을 하이라이팅하면, 프로그램

가이드는 전자메일 아이콘을 전시하면서 디스플레이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전자메일 메시지의 작성을 시작하고 보내며

또한 수신한 메시지를 판독하거나 삭제하는 메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콘(900)은 도 7에서 제시한 흑백 프로그램 가이드 표시에서 회색 농담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이산 컬러 블

록 스펙트럼을 전시하는 "무지개" 소팅 아이콘이다. 대안적으로, 아이콘(900)이 선택한 컬러는 한 개 또는 다수의 이산 컬

러 블록들로 선택한 컬러 범위나, 또는 연속적인 컬러 스펙트럼으로 배열될 수 있다. 사용자가 아이콘(900)내에서 특정 컬

러를 하이라이팅하면, 그 특정 컬러에 속한 소스로부터의 프로그램들이 디스플레이된다. 예를 들어서, 단계(425)에서 제

어기(115)가 보라색 컬러를 DVD 소스 장치(90)에 배당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아이콘(900)내의 보라색 컬러

를 하이라이팅하면, DVD 장치(90)로부터 입수 가능한 영화들이 프로그램 가이드로서 디스플레이된다. 다른 대안으로 하

자면, 컬러 대조 구조(color collation scheme)는 소스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컬러는 예를 들어 테마나 토픽별로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배당되는 속성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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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청하기 위하여 모든 소스로부터 입수 가능한 영화들 중에 무엇이 있나를 알려면 예를 들어 아이콘(900) 내의 적색 컬

러를 하이라이팅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 덧붙여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는 컬러 말고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대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의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음영 형태로 속성이 정해지거나 또는 서로 다른 아

이콘의 모양 및 기하학적 모양(geometry)으로 속성이 정해질 수 있다.

도 6에 나온 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자면, 단계(430)에서, 제어기(115)는 도 1과 연관하여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

조된 SPG 및 DPG 정보로부터 디스플레이용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를 형성한다. 제어기(115)는 또한 단계(425)에서 소스

및 컬러 별로 소팅되는 사용자 선택가능 프로그램 가이드 옵션들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용 관련 사용자 선택가능 메뉴 옵

션들을 생성한다. 생성된 메뉴 옵션은 제어기(115)에 의하여 단계(430)에서 도 7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디스플레이용 복

합 프로그램 가이드에 병합된다. 단계(435)에서, 제어기(115)는 도 1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용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포맷팅한다. 도 6의 절차는 단계(440)에서 종료된다.

제어기(115)(도 1)는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에 속한 옵션들로부터 정한 선택 옵션을 통해서 비디오 수신기 사용

자에 의하여 요구된 웹 페이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도 8에 나온 절차를 채택한다. 개시 단계(500)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505)에서, 제어기(115)는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

게 되면 메모리로부터 예를 들어 전화 번호와 인터넷 URL 코드의 형태를 띠는 액세스 데이터를 검색한다. 특정의 사용자

선택에 따른 액세스 데이터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과 관련되는 모든 데이터를 링크시키는 프로그램

맵 정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결정된다.

단계(515)에서, 제어기(115)는 프로세서(25)로 하여금 모뎀(80)을 사용하여 검색한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므로써 서버

(83)에 대하여 요구 통신 링크를 설정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단계(515)에서, 프로세서(25)는 요구 통신 링크로 통신을 하

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인터넷 URL 코드와 같은 부가적인 액세스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전송한다. 필요한

프로토콜은 프로그램 맵 정보로부터 판별된다. 단계(520)에서, 제어기(115)는 프로세서(25)로 하여금 응답 통신 링크로

수신된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디코딩하게끔 지시한다. 제어기(115)는 프로세서(25)로 하여금 단계(525, 530)에서 입력 신

호로부터 응답 웹 페이지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하도록 지시한다. 입력 신호로부터 응답 데이터를 검색하는 다른 방법들이

단계(525, 530)에서 프로세서(25)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선택된 방법은 응답 통신 링크가 웹 페이지 데이터 요구를 위하

여 사용되었던 링크와 동일한 것인 지의 여부에 의거한다. 응답 데이터를 식별하고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프로세서

(25)에 대한 세 가지 구성에 연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다. 제어기(115)는 단계(525)에서 입력 신호에 있는 응답

웹 페이지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 적합한 구성 방법을 응용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어기(115)는 프로그램 맵 정보로

부터 판별된 데이터 식별자를 사용하는데, 상기 맵 정보는 그 식별자들을 사용자 프로그램 가이드 선택과 연관시킨다. 제

어기(115)는 단계(535)에서 디스플레이용 응답 웹 페이지 정보를 포맷팅하고, 도 8에 제시된 방법은 단계(540)에서 종료

한다.

제어기(115)(도 1)는 입력 인터넷 정보 및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모두 디코딩시켜서 디스플레이용 복합 비디오 출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 9에 나온 방법을 채택한다. 개시 단계(600) 이후에, 제어기(115)는 단계(605)에서 프로그램 맵 정보

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한 인터넷 데이터 및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패킷 식별자를 판별한다. 단계(607)에서, 제어기

(115)는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 및 요구된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프로세서(25)에 대한 제 3 구성과 연관하여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액세스나 또는 스마트 카드 자격 정보로부터 허가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만약에 액세스가 허가된다면, 제어기(115)는 단계(610)에서 서버(83)로부터 응답 데이터스트림에서 웹 페이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 TCP/IP 패킷을 식별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만약에 액세스가 허가된다면, 제어기(115)는 단계(615)

에서 디코더(30)로부터 프로세서(25)로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 패킷을 식별한다. 제어기(115)는 도 1에 연관하여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웹 페이지 및 압축

된 비디오 데이터 패킷을 식별한다.

단계(617)에서, 제어기(115)는 인터넷 데이터나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가 암호화되었다면 프로세서(25)(도 1)로 하여금 해

독하게 지시한다. 제어기(115)는 단계(620)에서 프로세서(25)로 하여금 HTMLTM 프로세서(60)를 사용하여 식별된 인터

넷 웹 페이지 데이터를 디코딩하도록 지시한다. 제어기(115)는 단계(625)에서 MPEG 디코더(65)를 사용하여 식별된 압축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도록 지시한다. 그 결과로서 디코딩된 웹 페이지 데이터 및 압축 해제된 비디오 데이터는 단

계(630)에서 제어기(115)의 지시 하에서 디스플레이 프로세서(70)를 사용하여 합병되고, 포맷팅되고, 및 장치(75)에 디스

플레이된다. 도 9의 방법은 단계(640)에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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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의 구조만 유일한 것이 아니다. 다른 구조들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다.

더욱이, 도 1에 나온 프로세서(25)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의 기능 및 도 4 내지 6, 8, 및 9에 제시된 방법의 단계들은 마이크

로프로세서 내에 프로그램된 지시어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덧붙여서, 본 발명의 원리는 임의의 MPEG 또는 비-MPEG 호환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형태에도 적용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원리는 케이블과, 적외선과, 무선과, 마이크로파,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과 같은 통신 링크 중의 어떤 것

을 통한 통신에도 적용된다. 덧붙여서,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복합 프로그램 가이드의 형성은 비디오 수신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기에 의하여 액세스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인코딩된 포맷으로 인코딩된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비디오 디코더 장치에 있어서,

디코딩된 제 1 비디오 출력신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 1 데이터 식별자에 의하여 식별된 MPEG 호환 데이터를 디코딩하

는 제 1 프로세서와;

디코딩된 제 2 비디오 출력신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 2 데이터 식별자에 의하여 식별되며 인터넷 호환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된 인터넷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제 2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비디오 출력신호들을 하나의 복합 비디오 이미지(composite video

image)로 포맷팅하는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출력신호들이 참여하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비율은 가변적이며, 상기 디코딩된 제 1

비디오 출력신호로 표시되는 비디오 프로그램 컨텐트에 상기 인터넷 데이터를 연관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맵 정보로부터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식별자들이 유도되는,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프로세서들은, 하나의 복합 입력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식

별자를 사용하여 분리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세서는 MPEG 호환 압축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며, 상기 압축해제된 데이터는 상기 MPEG

호환 데이터의 타이밍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디코딩된 제 2 비디오 출력신호와 동기화되는,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제 2 비디오 출력신호는 웹 페이지 정보의 인덱스를 표시하는,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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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호환 데이터의 포맷은 a) TCP/IP 포맷 b) HTML 포맷, c) JavaTM 포맷, 및 d) ActiveXTM

포맷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포맷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제 1 출력신호가 참여하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상기 비율은 0% 보다는 크고 100% 보

다는 작은,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는 상기 복합 비디오 이미지를 화소 메모리에 저장하는,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는 상기 복합 비디오 이미지 내에서 상기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출력신호들을

별개의 이미지들로 포맷팅하고, 상기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출력신호들가 참여하는 상기 복합 비디오 이미지의 상기 비율

은 a) 사용자 선택, b) 상기 입력 비디오 데이터로서 수신된 데이터 포맷팅, 및 c) 사전-프로그램된 프로세서 지시 중 적어

도 하나에 반응하여 가변적인, 비디오 디코더 장치.

청구항 9.

복수의 인코딩된 포맷으로 인코딩된 이미지 표시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비디오 데이터 내의 비디오 프로그램 컨텐트에 인터넷 데이터를 연관시키는 프로그램 맵 정보로부터 제 1 및 제

2 데이터 식별자들을 유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데이터 식별자를 사용하여 MPEG 호환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데이터 식별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호환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된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와;

제 1 MPEG 데이터 디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식별된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디코딩된 제 1 출력신호

를 공급하는 단계와;

제 2 인터넷 데이터 디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식별된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디코딩된 제 2 출력신호

을 공급하는 단계와;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출력신호들을 하나의 복합 비디오 이미지로 포맷팅하는 단계를 포함하

며, 여기서 상기 디코딩된 제 1 및 제 2 출력신호들이 참여하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비율은 가변적인, 디코딩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하나의 복합 입력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제 1 및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1.

등록특허 10-0536134

- 15 -



제 9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허가를 받았는지를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 상기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허가(authorization)에 따라 발생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허가에 따라 상기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암호 해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

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로부터 선택되는 디스플레

이용 웹 페이지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웹 페이지 정보의 인덱스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덱스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제 1 출력신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MPEG 호환 압축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압축해제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a) TCP/IP 포맷 b) HTML 포맷, c) JavaTM 포맷, 및 d) ActiveXTM 포맷 중 적어도 하나의 포맷으로 포

맷팅된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7.

제 9 항에 있어서, a) 사용자 선택, b) 상기 입력 비디오 데이터로서 수신된 데이터의 포맷팅, 및 c) 사전-프로그램된 프로

세서 지시 중 적어도 하나에 반응하여 상기 디코딩된 제 1 출력신호가 참여하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상기 비율을 변경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8.

인터넷 호환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된 이미지 표시 입력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데이터 식별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호환 데이터 포맷으로서 인코딩된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와;

인터넷 데이터 디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식별된 제 1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상기 입력 비디오 데이터의 비

디오 프로그램 컨텐트에 연관된 웹 페이지 정보의 인덱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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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데이터 식별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호환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된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로서, 여

기서 상기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는 웹 페이지 정보의 상기 인덱스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식별 단

계와;

상기 인터넷 데이터 디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식별된 제 2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상기 선택된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포맷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웹 페이지를 웹 페이지 정보의 상기 인덱스에 연관시키는 프로그램 맵 정보로부터 제 1 및

제 2 데이터 식별자들을 유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딩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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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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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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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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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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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등록특허 10-0536134

- 22 -



도면9

등록특허 10-0536134

- 2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청구의 범위 14
도면 17
 도면1 17
 도면2 18
 도면3 18
 도면4 19
 도면5 19
 도면6 20
 도면7 21
 도면8 22
 도면9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