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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를 연관시키기 위한 시스템및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 1 형태의 제
1 콘텐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방법은 제 1 형태의 제 1 콘텐트
의 사용자의 사용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배경기술

  문서 US 2002/0002564A1은 동영상들, 비디오 프로그램들, 오디오 프로그램들 등과 같은 연속적인 시청각 데이터, 미
디어 콘텐트의 뷰잉, 재생, 및 운반을 위한 데이터 프로세싱 수단을 개시한다. 예를 들어, MPEG-1 시스템 스트림 또는 다
른 포맷의 미디어 콘텐트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트를 도시하는 디스크립션 데이터(description data)는 외부로부터 상기
수단에 의해 검색되고, 또는 상기 콘텐트 및 데이터는 그들이 검색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디스크립션
데이터는 예를 들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추구되는 표준화를 갖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의 사용을 통해 표현된다. 상기 디스크립션 데이터는 제목, 자막, 우선, 위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등과 같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트의 파라미터들을 기술한다. 미디어 콘텐트의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들은 수동으로 동기화되어,
비디오 재생 수단과 오디오 재생 수단에 제공된다. 미디어 콘텐트는 사용자를 위해 부가적으로 렌더링 된다. 알려진 데이
터 프로세싱 수단에서, 사용자는 제공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트들의 동시 렌더링을 요청 또는 디스에이블링을 할 수 있
다. 사용자는 이용 가능한 미디어 콘텐트의 오디오 부분만으로 또는 비디오 부분만으로 제공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알려진 데이터 프로세싱 수단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트들은 예를 들어 TV 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콘텐트 제
공자로부터 함께 수신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대응한다. 동시에, 사용자는 콘텐트 제공자와 관련없는 미디어 콘텐트의 동
시 렌더링을 원할 수 있다. 상이한 콘텐트들을 렌더링하는 것에 관한 사용자의 선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종래 기술의
단점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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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목적은 상이한 콘텐트들의 동시 렌더링에 관한 사용자의 선호들을 고려하여 서두에서 정의된 종류의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제 2 형태의 제 2 콘텐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식별하는 식별 수단으로서, 상기 제 2 콘텐
트는 제 1 콘텐트와 관련되지 않는, 상기 식별 수단과, 상기 제 2 콘텐트를 제 1 콘텐트와 연관시키는 연관 수단을 포함하
는 시스템에서 실현된다.

  시스템에서 임의의 방식으로 임의의 기준에 의해 연관되지 않은, 예를 들어,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상이한 형태들의
콘텐트들은 사용자의 의도에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상이한 형태들의 몇몇 콘텐트들의 동시 렌더링을 원할
수 있고, 또는 콘텐트들의 조합은 사용자를 어떤 삶의 경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 시스템은 시스템에
서 이러한 콘텐트들 사이의 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식별 수단과 연관 수단을 포함한다. 식별 수단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보기, 듣기, 등 제 1 형태의 콘텐트와 제 2 형태의 제 2 콘텐트를 동시에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식별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콘텐트들은 시스템에서 관련이 없다. 연관 수단은 이 관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인에이블링하기 위해 상기
제 1 및 제 2 콘텐트들을 연관시킨다.

  본 발명의 유익한 점은, 콘텐트들의 사용자 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명백하게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트들을 연관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유익한 점은 콘텐트들 사이의 링크
들이 예를 들어, 보통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하는,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와 같은 콘텐트들이 콘텐트 제공자로부터 얻어
질 때 불가능한 시스템의 사용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하는 방법이, 사용자가 제 2 형태의 콘텐트를 동시에 사용
하는 것을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콘텐트는 제 1 콘텐트와 관련이 없는, 상기 식별 단계와, 상기 제 2 콘텐트를 제 1
콘텐트와 연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관점들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체제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행에 적당한 시스템의 기능적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3은 상이한 형태들의 연관된 콘텐트들의 예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다.

  도 4는 상이한 미디어 콘텐트들의 사용자 사용의 시간 시퀀스의 예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면들을 통해, 동일한 참조 번호들은 동일 또는 대응 컴포넌트들을 나타낸다.

실시예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많은 미디어 콘텐트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상이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를 보고, 듣고, 브라우징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음성 레코딩, 카메라를 사용한 사진 찍기, 가정용 필름 제작 등에 의해 그 자신의 미디어 콘텐트를
생성한다. 케이블, 인공위성 또는 다른 링크,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홈 레코더, 인터넷 방송들, 월드 와이드 웹, 휴대
및 고정 라디오, CD 플레이어,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PDA) 등을 구비한 텔레비전 세트(TV 세트)와 같은 다양한 소비자
전자 디바이스들(11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각각은 획
득, 선택, 레코딩, 플레이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할 수 있다. 소비자 전자 디바이스들 중 하나는 사
용자가 적어도 하나의 미디어 콘텐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어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적어도 두 개의 상이한 형태들의
콘텐트들을 출력 또는 입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사용자가 적어도 두 개의 상이한 형태들이 콘텐트들을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을 식별하는 식별 수단(120)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콘텐트들은 시스템에서 관련이 있어, 예를 들어, 시스
템은 상기 콘텐트들 사이의 관련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별 수단(120)은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니터링 카메라는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처리
함으로써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배열된 전용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되며, 상기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은 미
디어 콘텐트를 렌더링하는 소비자 전자 디바이스의 일부일 수 있다.

  미디어 콘텐트를 출력 및/또는 입력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미디어 디바이스들은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복수의 이러
한 디바이스들이 포함될 때, 그들은 서로 통신하기 위한 수단(도시 없음)을 구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디바이스들은 네
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다. 통신 수단은 각각의 디바이스들로부터 콘텐트의 사용자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기 정보
를 제공하는 개별 디바이스들을 인식하기 위해 배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시스템 등에서
미리 결정된 형태들 중 하나일 수 있는 사용된 콘텐트(들)의 형태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콘텐트들과 관련된 그 식별
및 정보를 통신 수단에 출력한다. 식별하는 수단의 기능에 관계된 부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본 기술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미디어 콘텐트는 시각 정보, 청각 정보, 텍스트, 미디어 콘텐트 또는 그 재생을 도시하는 데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적어도 하나 또는 임의의 조합을 기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표현 청각 데이터 또는 청각 콘텐트는 이 후 청취 가능한 톤
들, 침묵, 스피치, 음악, 고요함, 외부 노이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오디오와 관련된 데이터로서 사용된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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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데이터 또는 시각 콘텐트는 동영상, 정지 이미지, 캐릭터들 등과 같은 가시적인 데이터로서 사용된다. 사용자 디바
이스는 예를 들어, MPEG(동영상 전문가 그룹), MIDI(전자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 쇽웨이브(Shockwave), 퀵타임
(QuickTime), WAV(파형 오디오), 등과 같은 임의의 포맷으로 오디오 테이프들, 비디오 테이프들, 광 저장 디스크들, 플로
피 및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들 등과 같은 상이한 캐리어들상에 저장되는 미디어 콘텐트를 얻기 위해 배열된다. 또한, 콘텐
트는 사용자를 위해 상기 콘텐트를 렌더링하는 사용자 디바이스들에 의해 검색되는 예를 들면, TV 또는 라디오와 같은 콘
텐트 제공자에 의해 방송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정, 공공 장소, 대중 교통 기관 등에서 미디어 콘텐트를 사용할 수 있다. 상
이한 형태들의 콘텐트의 예들은 노래들 또는 뮤직의 플레이리스트, 동영상들, 정지 이미지들, 또는 미디어 콘텐트와 관련
된, 예를 들면 정지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텍스트, 메타-데이터(meta-data)와 같은 정지 이미지들의 세트들이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는 지역내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빈번한 방송 콘텐트와 라디오 스테
이션들과 같은 라디오 콘텐트, 미디어 콘텐트의 수집을 설정하기 위한 플레이리스트들의 상이한 종류들을 정의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예를 들어 현재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가 시작될 때 예를 들어,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라디오 스테이션 또는 텔레비전 채널 플레이리스트는 예를 들어 보거나 서핑에 의해 가장 좋아하는 채널들의 수집을
포함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시스템의 기능적 블록도를 도시한다. 시스템(200)이 상기 두 개 이상의 콘텐트들과 연관된
연관 수단(210)과 식별 수단(120)을 포함하며, 이것의 동시 사용은 식별 수단(120)에 의해 식별된다. 식별 수단은 시스템
에서 동시에 사용된 콘텐트들에 관한 정보를 연관 수단에 출력한다. 연관 수단은 연관된 콘텐트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와 같은 상기 콘텐트들을 링크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일 예로, 메타-데
이터는 이름/제목과 같은 연관된 콘텐트들, 콘텐트들에 대한 소스 또는 링크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콘텐트를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된 디바이스(들)의 식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콘텐트(들), 예를 들어 보기, 듣기 등과 같은 사용자의 행동의 형태
들의 사용 동안 관찰된 사용자의 행동이 미리 결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콘텐트 렌더링, 데이터, 콘텐트 사용의 시작 및/
또는 종료 시간, 렌더링의 기간 등을 개시했는지 여부가 표 1과 같이 도시된다. 물론,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어떤 정보는
식별 수단(120)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표 1

  

번호
이름/제목 소스/링크 사용자의 행동 사용자에 의한 개시 시작 날짜/시간 기간 평가

n-1
       

n

"콘텐트 A" PC:D:＼clips＼clipN 보기 예
07/07/02
01:30p.m

02:29:37 0.5
"콘텐트 B" Radio:songN 무관심 아니오

07/07/02
01:36p.m

n+1

"콘텐트 C"

PC:
C:＼video＼
fragmentN

보기 예
09/07/02
06:12p.m

00:12:13 1.0
"콘텐트 D"

CD-player:
Disc"AlbumA"＼trackN 청취 예

09/07/02
06:06p.m

n+2
      

  연관 수단은 콘텐트들을 자동으로 연관시키거나 이러한 콘텐트들 연관시키는 그/그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콘텐트들과 관
련된 정보를 사용자와 통신하기 위해 배열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은 대응 콘텐트들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간단히 사용
자에게 알린다.

  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배열된 저장 수단(220)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선택 수단(230)은 콘텐트
를 선택하도록 배열되며, 출력 수단(240)은 연관된 콘텐트들을 출력하도록 배열되며, 평가 수단(250)은 연관된 콘텐트를
평가하도록 배열된다.

  메타-데이터는 임의의 표준 데이터 구조 또는 데이터 베이스, 예를 들어, XML과 같은 임의의 언어로 실행되고, 그들을
구분하기 충분한 연관된 콘텐트들에 대한 임의의 정보량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예로, 메타-데이터는 대응 콘텐트들과 함께
저장 수단(220), 예를 들어 대응 미디어 데이터의 헤더에 저장될 수 있다. 새로운 메타-데이터는 어떤 콘텐트들이 연관 수
단에 의해 연관될 때 마다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메타-데이터 레코드들은 저장 수단에 의해 저장될 수 있다.

  주어진 메타-데이터는 두 개의 연관된 콘텐트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선택 수단(230)은 연관된 제 2 콘텐트의
선택시 제 1 콘텐트를 식별하고, 그 역의 경우도 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은 그들 중 하나가 선택되고 그 연
관된 콘텐트들 사이의 관계가 구축되면 모든 연관된 콘텐트들을 항상 찾을 수 있다. 출력 수단은 상기 연관된 콘텐트들을
동시에 플레이, 재생 등을 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선택 수단은 미디어 콘텐트의 추천기로서 기능하도록 부가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 추천기는 사용자의 선호들과 연관된
콘텐트를 추천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추천들은 사용자에 대해 개인화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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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는 사용자가 한 콘텐트와 그/그녀의 선호들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다른 콘텐트로 추천되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선
택하면 연관된 콘텐트들을 추천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추천기는 연관된 콘텐트들 중 하나, 예를 들어 유사한 제목, 주제,
카테고리, 장르 등을 가진 것과 함께 관련된 콘텐트들을 추천하도록 부가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 및 클립
이 연관되면, 상기 추천기는 클립의 선택시 연관된 노래와 연관된 노래와 유사한 다른 노래들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는 평가 수단(250)에 의해 제공된 평가들을 근거로 콘텐트를 추천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그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상이한 방식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을 이용하거나 암시함으로써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명백히 개시된 재생, 또는 다른 방식의 사용자 소비, 미디어 콘텐트들 둘 다를 갖는 경우, 예를 들어, 콘텐트
들을 렌더링하는 사용자의 요구들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경우, 미디어 콘텐트들은 사용자에 의해 명백히 연관된 것으로 고
려될 수 있다. 평가 수단(250)은 콘텐트들의 이러한 연관을 높게 평가할 수 있거나, 높은 신뢰도는 이러한 연관에 할당될
수 있다.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N+1) 메타-데이터 레코드는 사용자가 비디오 콘텐트 C를 디스플레잉하고 오디오 콘
텐트 D의 플레잉을 개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콘텐트들 C 및 D는 최대 평가, 예를 들어 최대 가능 평가으로서의 한
포인트와 연관된다. 콘텐트들 중 하나가 사용자에 의해 이것을 렌더링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선택되지 않으면,
이러한 콘텐트들의 연관은 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보다 적은 신뢰도가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콘텐트들 A 및
B는 콘텐트들 C 및 D의 평가보다 낮은 평가, 즉 1중 0.5 포인트를 갖는 평가과 연관되는데, 이는 콘텐트 B, 노래는 라디오
에서 플레잉되고, 사용자는 이것을 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콘텐트들의 연관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 평가 수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또한 미디어 콘텐트들의 연관은
콘텐트의 동시 렌더링 동안 사용자의 행동, 시스템 그 자체에 의해 개시될 때 콘텐트들의 동시 렌더링을 개시하는 것에 대
한 사용자의 반응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관된 콘텐트들의 다른 파라미터들 및 특성들, 연관된 콘텐트들의 사용자의
사용 등은 메타-데이터에 저장되고 그들의 평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부가적인 실시예로, 평가 수단은 연관된 콘텐트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시간들의 수에 따라 연관된 콘텐트들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텐트들이 자주 함께 사용되면, 콘텐트들은 높은 평가가 주어진다.

  부가적인 실시예로, 제 1 콘텐트가 제 2 콘텐트 및 제 3 콘텐트와 연관되면, 평가 수단은 제 1 및 제 2 콘텐트와 제 1 및
제 3 콘텐트의 상기 연관들을 상이하게 평가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콘텐트가 제 3 콘텐트보다 제 2 콘텐
트와 보다 자주 사용되면, 제 1 과 제 2 콘텐트의 연관은 보다 높게 평가된다. 다른 예로, 제 1 및 제 2 콘텐트들의 동시 사
용은 제 1 및 제 3 콘텐트들의 사용보다 최근이면, 제 1 콘텐트와 제 2 콘텐트의 연관은 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텐트들이 최근에 사용되면, 이러한 연관된 콘텐트들은 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연관된 콘텐트들의 예는 도 3을 참조하여 도시된다. 콘텐트 "오디오 1"(310)은 콘텐트 "비디오 1"(320)과 연관된다. 이러
한 연관은 상이한 형태들의 콘텐트들의 연관에 대한 본 발명의 고안을 설명한다. 동시에, 콘텐트 "비디오 1"(320)은 상이
한 형태, 예를 들어 "오디오 2"(320), "오디오 3"(340) 등의 다른 콘텐트들과 부가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콘텐트 "비디오
1"(320)과 또한 연관된 콘텐트 "뮤직 플레이리스트"(350)의 형태는 형태 "뮤직"의 콘텐트들의 그룹과 대응하는 콘텐트의
분리 형태로서 고려될 수 있다. 차례로, 콘텐트들 "오디오 1"(310)과 "오디오 3"(340)은 콘텐트 "이미지 1"(360)과 콘텐트
"비디오 1"(320)에 연관될 수 있다. 이 예에서, 사용자가 콘텐트 "오디오 3"을 선택하고 형태 "오디오"와 상이한 형태의 미
디어 콘텐트를 추천하도록 추천기에게 요청하면, 추천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콘텐트 "오디오 3"(340)과 연관된 콘텐트 "이
미지 1"(360)과 "비디오 1"(320)을 추천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며, 시스템에서 상이한 시간에 사용되는 미디어 콘텐트들의 예가 도시된다. "미디어 콘텐트 1"(410)은 시간
(T11)(411)부터 시간(T12)(412)까지, "미디어 콘텐트 2"(420)는 시간(T21)(421)부터, "미디어 콘텐트 3"(430)은 시간
(T31)(431)부터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콘텐트들(410, 420, 및 430)은 그들의 사용에 대해 상이한 시간 길이를 갖는다. 콘
텐트(410)의 사용은 콘텐트(420)의 사용보다 일찍 시작되며, 시간(T21-T11)의 이 차이는 콘텐트들(410 및 420)의 동시
사용 기간(412-421)보다 매우 적다. 식별 수단(120)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대응 메타-데이타에서 상기 시간 정보를 포
함하는 연관 수단(210)에 대한 콘텐트들의 동시 사용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상기 연관 수단은 대응 콘텐트
들의 동시 사용(412-421)의 기간과 시간 차이(T21-T11) 또는 대응 콘텐트들의 사용이 끝날 때 시간들의 차이 사이의 비
율을 추정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일 예로, 연관 수단은 콘텐트들의 동시 사용을 무시하도록 배열될 수 있으며, 각각의 메
타-데이터는 그들의 동시 사용 기간이 시간내에 오버랩핑되지 않는 그들의 사용보다 매우 작으면 구축될 수 없다. 예를 들
어, 콘텐트들(410 및 430)의 동시 사용의 기간(412-431)은 오버랩핑되지 않는 그들의 사용의 기간보다 작다. 연관 수단
은 각각의 메타-데이터에서 상기 추정된 비율의 값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로, 평가 수단은 상기 비율에 근거하여 콘텐
트들의 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를 고려하면 콘텐트들(410 및 420)의 연관은 콘텐트들(410 및 430)의 연
관보다 높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들에서, 선택 수단(230)은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도록 인에이블링할 수 있다.
물론, 입력 수단, 예를 들어 키보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스피치 인식 수단 등을 포함하는 적당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
공될 수 있으며, 출력 수단(240)은 메타-데이터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오디오 재생 수단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식별 수단, 연관 수단, 선택 수단 및 평가 수단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된 바와 같은 상기 수단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읽기용 기억 장치(ROM)와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접속된 마이크로프로세서
(도시 없음)를 사용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저장 수단(220)은 상기 ROM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디어 콘텐트는 시스템에
서 국부적으로 저장되거나 적당히 배열된 데이터 수신 수단(도시 없음)의 수단에 의해 외부 소스로부터 다운 로드될 수 있
다. 내부 및 이부 회로들에 대응하는 이러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이해는 본 기술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명백하며,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시스템 동작을 설명하는 본 발명의 방법이 도시된다.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
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한 형태들의 제 1 및 제 2 콘텐트들의 현재의 사용은 단계(510)에서 식별되며, 상기 콘텐트들의 관
계는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는다. 단계(520)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콘텐트들은 동시 사용자의 사용에 의해 관련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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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연관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CD 플레이어에 의해 플레잉되는 일정한 노래와 함께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서 슬라이드 쇼 영상들을 볼 수 있거나, 사용자가 일정한 영상들을 다운 로딩하기 원할 때 사용자는 어떤 노래들을 자
주 청취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트들은 사용자가 동시에 연관됨으로써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의 상기된 실시예들에
대응하는 방법의 실시예들이 파악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품들은 시스템의 기능들과 본 발명의 방법을 실행하고, 하드웨어 또는 상이한 디바이스들에 위치된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설명된 실시예의 변화들과 수정들이 본 발명의 개념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사 "포함하다"의 사용과 그 동사 변화는 청구항에 정의된 것들 외의 요소들 또는 단계들의 존재를 배
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여러 가지 구변 요소들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수단과 적당히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수단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청구하는 디바이스에서, 이들 여러 가지 수단은 하드웨어의 동일한 아이템에 의해 실행
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플로피-디스크와 같이 컴퓨터-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된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 인터넷과 같이 네트
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것,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거래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용자가 제 1 형태의 제 1 콘텐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된
상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제 2 형태의 제 2 콘텐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식별하는 식별 수단으로서, 상기 제 2 콘텐트는 상기 제
1 콘텐트와 관련이 없는, 상기 식별 수단과,

  상기 제 2 콘텐트를 상기 제 1 콘텐트와 연관시키는 연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된 제 1 및 제 2 콘텐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저장하도록 배
열된 저장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를 선택하도록 배열된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메타-데이터에 저장된 상기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연관된 제 2
콘텐트의 선택시 상기 제 1 콘텐트를 식별하고 및/또는 상기 연관된 제 1 콘텐트의 선택시 상기 제 2 콘텐트를 식별하도록
더 배열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선택 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연관된 제 2 및 제 1 콘텐트 중 하나의 사용자 동
작 가능 선택시, 각각 상기 연관된 제 1 또는 제 2 콘텐트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기로서 기능하도록 더 배열된,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된 제 1 및 제 2 콘텐트를 동시에 출력하도록 배열된 출력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메타-데이터를 사용자 동작 가능하게 수정하도록 더 배열된,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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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수단은 제 2 또는 다른 형태의 제 3 콘텐트의 사용자 사용을 식별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사
용은 상기 제 1 콘텐트의 상기 사용자 사용과 동시적이며, 상기 제 3 콘텐트는 상기 제 1 콘텐트와 관련이 없으며, 상기 연
관 수단은 상기 제 3 콘텐트와 제 1 콘텐트를 연관시키기 위해 배열되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제 2 콘텐트 및/또는 상기 제
3 콘텐트와 상기 제 1 콘텐트의 상기 연관을 평가하도록 배열된 평가 수단(rating means)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디바이스는 상기 미디어 콘텐트의 적어도 하나의 형태를 출력
하도록 배열된 출력 수단 및/또는 상기 미디어 콘텐트의 적어도 하나의 형태를 얻도록 배열된 입력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콘텐트는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트에 대응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하는 방법으로서, 제 1 형태의 제 1 콘텐트의 사용자의 사용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제 2 형태의 제 2 콘텐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콘텐트는 상기 제 1 콘텐
트와 관련이 없는, 상기 식별 단계와,

  상기 제 2 콘텐트를 상기 제 1 콘텐트와 연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작 방법.

청구항 12.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바이스를 인에이블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실행될 때,
제 1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상기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요약

  본 발명은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작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 1 형태의 제
1 콘텐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된다.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 2 형태의 제 2 콘텐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식별하
기 위한 식별 수단(120)으로서, 상기 제 2 콘텐트는 제 1 콘텐트와 관련이 없는, 상기 식별 수단(120)과, 상기 제 2 콘텐트
를 상기 제 1 콘텐트와 연관시키기 위한 연관 수단(210)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이한 형태들의 미디어 콘텐트로 동
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미디어 콘텐트, 식별 수단, 연관 수단, 스위칭, 추천기, 메타-데이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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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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