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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정보 화면을 선택하지 않고도 현재의 데이터 방송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정보 표
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튜닝하는 튜너와, 상기 튜너에서 튜
닝된 신호를 영상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A/V 디코더부와, 상기 A/V 디코더부에서 출력되는 영상 스트림을 화면에 디스
플레이하는 CRT로 구성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튜너에서 튜닝된 신호중 데이터 정보 신호가 있는지 검
색하는 데이터 검색부와, 상기 데이터 검색부에서 검출된 데이터 정보 신호를 파싱 및 디스플레잉하여 상기 A/V 디코
더부로 전송하는 PE(Presentation Engine)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시청자는 데이터를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티브이 
화면에 충실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데이터 방송 수신기, 데이터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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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2 는 일반적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실시예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장치의 구성도

도 4 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의 실시예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튜너 20 : A/V 디코더부

30 : CRT 40 : 데이터 검색부

50 : PE 부 51 : 처리부

52 : 요약 정보 전송부 53 : 디스플레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방송 선진국 및 국내에서 시험 방송중인 디지털 방송은 고화질의 방송화면 이외에 가장 큰 효과로 데이터 방송의 
전송을 들 수 있다.

이는 티브이용 A/V(Audio/Visual) 스트림 외에 부가적인 데이터정보를 함께 전송해 주는 기술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방송은 영상 및 음성 스트림(stream)이 디지털 정보로 압축되어 방송되고, 또한 시스템 정보 및 프
로그램 정보가 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규격에 맞추어 압축되어 방송된다.

이때 영상, 음성 정보 이외의 데이터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를 디코딩(decoding) 하여 전자 프로그램 가
이드를 통해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알려 준다.

그리고 상기 PSIP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와 시스템 정보를 하나로 정의해 놓은 것으로 지상파 및 케이블 디지털 방송
을 위한 ATSC의 규격(standard)으로서, MPEG-2(Moving Picture Experts Group ; ISO/IEC 13818-1 시스템)
의 방법으로 엔코딩된 메시지들을 파싱(parsing)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의해 놓은 것이
다(1997 DEC. document A/65).

즉, 상기 PSIP는 MPEG-2 비디오와 AC-3 오디오 포맷으로 만들어진 A/V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각 방송국의 채널들
에 대한 정보 및 채널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여러 테이블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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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는 이러한 데이터 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별도의 S/W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가장 유사한 예로는 인터넷에 사용되어지는 웹 브라우저가 있다.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기반한 S/W(Soft/Ware)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인터넷 용 프로토콜과 HTML(HyperText M
ark-up Language) 문서 및 CSS(Cascading Style Sheets) 파서(parser), 자바 스크립(java script) 및 자바 관련 
엔진, 디스플레이를 위한 포맷팅(formatting) 기능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대부분 이메일(Email) 용 프로토콜을 지원
하고 자체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디지털 방송용 데이터 처리 S/W(이하 "데이터 브라우저"라 칭함)는 상기한 인터넷 웹 브라우저와 그 형태 및 
기능이 유사한 점이 많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브라우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의 선진국/기업에서 개발 중일뿐만 아니라, 
머지 않아 양방향을 지원하는 데이터 브라우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브라우저가 양방향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의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방송용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브라우저를 추가시키는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데이터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도 1 과 같다.

도 1 은 일반적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을 보면, 먼저 현재 방송 중에 정보 데이터가 수신되는지를 검출한다(S1).

그리고 상기 정보 데이터가 수신되면(S1), 상기 정보 데이터가 수신된 것을 화면에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여 시청자에
게 알려준다(S2).

이어 수신된 정보 데이터의 내용을 파싱(parsing)/포맷팅(formatting)/디스플레잉(displaying)등을 통해 디스플레이
부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S3).

그리고 시청자가 정보 데이터 내용을 보기 원하는 경우(S4), 상기 정보 데이터 내용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S5).

이때 시청자는 "티브이 화면 시청"과, "티브이 및 데이터 방송의 동시화면 시청"의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시청자가 정보 데이터 내용을 시청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S5), 일반 티브이 모드로 전환한다(S6).

따라서 시청자는 티브이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에 시청자가 원하는 부가 정보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
게 된다.

도 2 는 일반적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실시예이다.

먼저, 도 2a 는 보통 상태의 티브이 시청화면을 나타낸다.

도 2a와 같이 방송 시청 중에 데이터 정보가 수신된 경우, 화면의 우측 상단에 데이터 정보가 수신 중이라는 표시의 아
이콘을 통해 나타내준다.

그러면 도 2b와 같이 시청자가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을 확인한 후, 데이터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리모콘이나 외부 입력
장치를 통해 선택하여 해당 정보화면을 시청한다.

이때 데이터의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 2b는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실시 
예로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티브이 화면의 크기가 작아지고, 나머지 화면 영역에 데이터 정보들이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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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우로는 티브이 화면 자체가 없어지고 데이터정보만이 화면에 구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청자는 데이터 정보 화면으로 전환을 한 후에야 티브이 화면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된 데이터 정보에 따라 화면의 전환이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 시청중인 화면이 매우 중요한 화면이거나,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면, 시청자는 당연히 데이터 
정보 화면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는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된다.

왜냐하면 데이터정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정보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이상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방법 및 장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있다.

첫째, 시청자가 "티브이 및 데이터 방송의 동시화면 시청" 항목을 선택하기 전에는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떠한 내
용인지 알 수 없다.

둘째, 사용자가 상기 "티브이 및 데이터 방송의 동시화면 시청" 항목을 선택할 경우 데이터 화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
게 되며, 이때 시청 중인 티브이는 데이터화면 전환으로 인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선택된 데이터 방송을 화면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시청중인 티브이 화면이 작아지거나, 또는 시청중인 티브이 화
면이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현재 방송중인 화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태라면 데이터 방송으로
의 전환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시청자는 데이터 방송의 내용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시청자가 상기 "티브이 및 데이터 방송의 동시
화면 시청" 항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장치의 특징은 안테나를 통
해서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튜닝하는 튜너와, 상기 튜너에서 튜닝된 신호를 영상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A/V 디코더부와, 
상기 A/V 디코더부에서 출력되는 영상 스트림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CRT로 구성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튜너에서 튜닝된 신호중 데이터 정보 신호가 있는지 검색하는 데이터 검색부와, 상기 데이터 검색부에서 검출된 
데이터 정보 신호를 파싱 및 디스플레잉하여 상기 A/V 디코더부로 전송하는 PE(Presentation Engine)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특징으로 상기 PE부는 상기 데이터 검색부에서 전송된 데이터 정보 신호의 요약된 데이터 내용을 
생성하는 요약정보 전송부와, 외부에서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 상기 데이터 검색부에서 전송된 데이터 정보 신호의 데이
터 내용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요약정보 전송부와 디스플레이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정보 신호 중 
하나를 상기 A/V 디코더부에 전송하는 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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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의 특징은 현재 방송 중
에 데이터 정보가 수신되는 것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결과 데이터 정보가 수신되면 데이터 내용 중 HTML 문서
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파싱된 각 HTML 페이지의 타이틀 정보 및 티브이 크기가 정의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각 링크된 문서들의 타이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모든 정보들을 
이용하여 간이 데이터 정보 표시 화면을 재구성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작용은 추가적인 S/W의 구성으로 현재 방송 중인 데이터 정보의 간단한 요약 및 관련된 링크정
보 및 관련 이미지 파일 정보 등을 데이터 정보 화면으로의 변환 없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시청자는 현재 시청
중인 화면의 전환이 없이도 현재 방송중인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성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 및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을 보면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튜닝하는 튜너(10)와, 상기 튜너(10)에서 튜닝된 신호를 영상 스
트림으로 변환하는 A/V 디코더부(20)와, 상기 A/V 디코더부(20)에서 출력되는 영상 스트림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
는 CRT(30)로 구성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튜너(10)에서 튜닝된 신호중 데이터 정보 신호가 있는지 검
색하는 데이터 검색부(40)와, 상기 데이터 검색부(40)에서 검출된 데이터 정보 신호를 파싱 및 디스플레잉하여 상기 
A/V 디코더부(20)로 전송하는 PE(Presentation Engine)부(50)로 구성된다.
    

    
상기 PE부(50)는 상기 데이터 검색부(40)에서 전송된 데이터 정보 신호의 요약된 데이터 내용을 생성하는 요약정보 
전송부(52)와, 외부에서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 상기 데이터 검색부(40)에서 전송된 데이터 정보 신호의 데이터 내용
을 현재 방송중인 화면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보화면을 반투명하게 생성하거나 소정 형상으로 전자프로그램 가이드화면
을 생성하는 디스플레이부(53)와, 상기 요약정보 전송부(52)와 디스플레이부(53)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정보 신호 중 
하나를 A/V 디코더부(20)에 전송하는 처리부(51)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요약정보 전송부(52)는 시청자가 일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중에 디지털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는 아이콘이 
화면상에 형성되었을 때 "미리보기" 혹은 "간이표시" 등의 리모콘 버튼을 사용하여 요청하였을 때 처리부(51)의 명령
에 의해 동작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디스플레이부(53)는 시청자가 상기 요약정보 전송부(52)에서 전송된 요약 정보를 검색한 후, 상기 요약 
정보의 자세한 내용을 시청하기를 원할 경우 "정보검색"버튼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한다.

이때 정보검색에 따른 옵션을 선택하여 데이터 정보가 화면에 표시해 주는 전자프로그램의 표시 방법을 선택한다.

또한 상기 처리부(51)내에 메모리영역을 가지고 있어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 상기 디스플레이부(53)에서 출력되는 데
이터 정보를 저장한다.

실시예로서 현재 시청중인 방송을 바탕화면으로 데이터 내용을 반투명하게 보여주거나 또는, 데이터 내용의 위치를 지
정하는 등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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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기의 추가적인 S/W를 구성하여 현재 방송 중인 데이터 정보를 데이터 정보 화면으로의 변환 없이 상기 데
이터의 간단한 요약 및 관련된 링크 정보 및 관련 이미지 파일 정보 등을 시청자에게 반투명한 버튼과 폰트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시청자는 현재 시청 중인 화면의 전환 없이도 요약 정보를 통해서 현재 방송중인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전반적
으로 알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데이터 정보화면 혹은 현재의 간이 정보화면, 혹은 티브이 모드 화면을 선택하여 시청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방법의 동작을 첨부한 도면의 실시예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 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의 실시예를 나타내었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간이 데이터 정보표시 화면을 도시한 실시예의 도면으로서, 현재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를 PE
부(50)로 파싱한 후, 상기 PE부(50)는 데이터 방송 화면에서의 티브이 크기, 데이터 정보간의 링크 정보 및 각 데이터 
화면마다의 "타이틀(title)" 정보 등을 검출한다.

그리고 상기 검출된 정보를 가지고 도 4a와 같이 간략한 버튼들과 정보 창으로 이루어진 화면을 재구성한다.

도 4a에서는 도 2b에서와 동일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재구성한 화면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은 최대한 티브이 화면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투명의 배경을 가지는 폰트를 이용한다.

따라서 각각의 링크 정보인 국내레이스, 국외레이스, 레이스용어 등을 일종의 버튼 형태로 재구성하여, 각각에 해당하
는 데이터의 타이틀 정보들을 링크 시킨다.

도 4a에서는 시청자가 간이 데이터 정보화면을 선택한 초기 화면으로, 우측의 정보 표시 창에는 전체적인 정보를 표기
한다.

그리고 도 4b 는 시청자가 도 4a에서 링크된 정보 중 국내레이스를 선택한 경우를 도시한 실시예의 도면이다.

국내레이스라는 링크 정보에는 차량규정, 경기종목, 경기장규모, 경기장지도 등의 정보들이 있음을 정보 창을 통하여 
알려 준다.

마찬가지로 국외레이스, 레이스용어를 선택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여 알려준다.

도 4a와 도 4b에서와 같이 간이 데이터 정보 표시 화면에는 데이터 정보화면으로의 변환 후에 현재 방송중인 화면 크기
의 정보도 나타내어 준다.

시청자는 이 정보를 통하여, 데이터 정보화면으로의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즉, 만일 현재의 화면 크기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시청자는 데이터 정보 화면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변환
될 티브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 시청자에게 화면 전환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화면을 전환하고 싶지 않은 시청자 중, 현재 들어온 데이터의 내용을 잃고 싶지 않은 경우, 도 4b와 같이 
화면 우측에 표시된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현재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의 저장은 디지털 VCR(Video Cartridge Recorder)과 같은 특별한 저장 매체가 아닌 내장된 메모리 영역에 저
장되는데, 이는 A/V 내용이 아닌 데이터 정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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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청자는 원하는 시간에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도 5를 보면 먼저, 현재 방송중에 데이터 정보가 수신되는 것을 검색한다(S10).

그리고 상기 검색결과 데이터 정보가 수신되면 데이터 내용(HTML 및 기타 목록) 중 HTML 문서를 파싱한다(S20).

이때 상기 HTML 문서는 상기 PE부(50)에서 파싱한다.

이어 각 HTML 페이지마다의 타이틀 정보와(S30), 각 HTML 페이지마다의 티브이 크기를 정의한 정보를 추출한다(
S40).

이때 상기 추출된 타이틀 정보(S30)의 데이터들은 정보 표시창에서 활용될 데이터들이며, 각 HTML 문서 내에서 < 
title이라는 태그로 표기된다.

그리고 상기 타이틀 정보(S30)는 PE부(50)에서 파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상기 티브이 크기를 정의한 정보 데이터는 각 HTML 파일 내에서 정의되어, PE부(50)에서는 디스플레이 될 티
브이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링크된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각 링크된 문서들의 타이틀 정보를 추출한다(S50).

이때 상기 각 링크된 문서들에서 추출한 데이터들은 도 4a 및 도 4b의 링크 버튼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각 링크 버튼에 
연결된 데이터들의 타이틀 정보는 각각의 정보 표시창에서 활용된다.

그리고 이는 상기 PE부(50)에서 HTML 파일의 파싱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이와 같이 상기 추출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간이 데이터 정보 표시 화면을 재구성한다(S60).

그리고 재구성된 간이 데이터 정보 표시화면을 CRT(30)에 디스플레이 한다(S70).

이어 시청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간이 데이터 정보 표시화면을 시청한 후, 해당 데이터 정보를 선택하여 간이 데이터 
정보에 따른 상세한 데이터 정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시켜 시청한다(도시되지 않음).

이와 같이 시청자는 티브이 시청 중, 데이터 방송 알림 표시가 나타나면, 리모콘에서 간이 정보 표시 혹은 데이터 정보
화면을 선택한다.

간이 정보 표시화면을 선택한 경우, 도 4a과 같이 현재의 티브이 화면은 그대로 디스플레이되며, 티브이 화면 위에 반
투명한 바탕을 가지는 폰트(font)가 디스플레이됨으로써 화면의 전환 없이 티브이 화면 전체를 그대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청자는 각각의 링크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간이 정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정보는 데이터정보의 전부가 아니며, 타이틀/제목 등과 같은 간략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간이 정보 화면을 이용하던 시청자가 데이터 방송용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리모콘의 데이터 정보 화면을 선택
하면 바로 전환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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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 및 장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현재의 티브이 방송 그대로를 시청하면서 방송되어지는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방송 중인 데이터
만을 따로 저장하여 추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시청자가 화면의 전환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 시청자는 데이터를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티브이 화면에 충실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 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
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튜닝하는 튜너와, 상기 튜너에서 튜닝된 신호를 영상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A/V 
디코더부와, 상기 A/V 디코더부에서 출력되는 영상 스트림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CRT로 구성된 디지털 방송 수신
기에 있어서,

상기 튜너에서 튜닝된 신호중 데이터 정보 신호가 있는지 검색하는 데이터 검색부와,

상기 데이터 검색부에서 검출된 데이터 정보 신호를 파싱 및 포맷팅하여 타이틀 정보, 티브이 디스플레이 사이즈 정보, 
관련 링크정보 혹은 관련 이미지 파일 정보를 포함하는 요약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A/V 디코더부로 전송하여 화면에 디
스플레이시키는 PE(Presentation Engine)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E부는

상기 데이터 검색부에서 전송된 데이터 정보 신호의 요약된 데이터 내용을 생성하는 요약정보 전송부와,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데이터 검색부에서 전송된 데이터 정보 신호의 데이터 내용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부와,

상기 요약정보 전송부 또는 디스플레이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정보 신호를 상기 A/V 디코더부에 전송하는 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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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플레이부는 현재 방송중인 화면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보화면을 반투명하게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방송 수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장치.

청구항 5.

현재 방송 중에 데이터 정보가 수신되는 것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결과 데이터 정보가 수신되면 데이터 내용 중 HTML 문서를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파싱된 각 HTML 페이지의 타이틀 정보 및 티브이 크기가 정의된 정보 및 관련 이미지 파일 정보중 하나 이상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각 링크된 문서들의 타이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모든 정보들을 이용하여 간이 데이터 정보 표시 화면을 재구성하여 시청자의 요구에 의해 저장부에 저장시
키고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방송 수
신기의 데이터 정보 표시 방법.

청구항 6.

삭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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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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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a

 - 11 -



등록특허 10-0357098

 
도면 4b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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