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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방송(Digital Broadcasting) 수신이 가능하며, 배경화면에 채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의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장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와, 수신된 방송채널 가이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방송채널 가이드 정보를 기초로
채널정보를 생성하고, 사용자에 의해 방송 채널이 선택되면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동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
서 생성된 채널정보를 대기모드의 배경화면에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디지털 방송(Digital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Electronic Program Guide), 이동통신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시도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채널정보 표시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1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도 3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채널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레더 다이어그램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2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6은 도 5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채널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레더 다이어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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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Digital Broadcasting) 수신이 가능하고 그 채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배경화면에 채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정 주기를 가지고 방송센터에서 보내 주는 데이터인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정보는 각 채널별로 시간대를 기
준으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의 제목 및 간단한 특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말기가 EPG 정보를 수신하여 내부 메모리 또는
파일시스템에 저장해둠으로써 사용자는 EPG를 검색하여 시청을 원하는 방송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EPG 정보를 알기 위해서 EPG 메뉴를 시간대 별로 일일이 검색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한
일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에서 디지털 방송에 관한 채널정보를 수신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현재 서비스 중인 디지털 방송에 관한 채널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1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의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장치가, 디지
털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와, 수신된 방송채널 가이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방송채널 가이드 정보를 기초로 채널정보를 생성하고, 사용자에 의해 방송 채널이 선택되면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부를 구동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생성된 채널정보를 대기모드의 배경화면에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2발명은 표시부와 디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지털 방송 채널
정보 표시 방법이, 디지털 방송 채널 가이드 정보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전자 채널 가이드 정
보를 기초로 채널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대기모드일 때 상기 생성된 채널정보를 상기 표시부의 배경화면
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정보 표시 후, 사용자의 채널번호 선택이 감지되면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동하고, 상
기 선택된 채널번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채널번호, 프로그램 이름, 시각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라 함.) 수신 가능한 이
동통신 단말기의 사시도이다.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 가능한 단말기이면 적용 가능한데, 도시된 예는 DMB 수신이 가
능한 휴대폰으로 가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메인 바디(main body)(20), 메인 바디(20)의 하부에 연결된 서브 바디
(sub body)(40)로 구성된다. 메인 바디(20)에는 제1표시부(112), 사이드키(113-1)와 키패드(113-2)를 포함하는 키입력
부(113), 마이크(114), 제1스피커(115)가 구비되며, 주로 휴대 전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 이용된다. 서브 바디(40)에는
제2표시부(123), 제2스피커(124)가 구비되며 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서브
바디(40)가 회전형으로 구현되었으나 접이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두 바디의 연결 관계는 본 발명의 요지와 무관하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가 열려 있을 때- 메인 바디(20)와 서브 바디(40)가 서로 겹쳐지지 않은 상태-에
는 제2표시부(123)의 배경화면에 DMB 채널정보가 표시된다. 이는 사용자가 주로 제2표시부(123)를 볼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할 경우 제1표시부(112) 혹은 두 표시부(112, 123) 모두 배경화면에 DMB 채널정보를 표
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다.

서브 바디(40)를 회전시켜 메인 바디(20) 뒤로 겹쳐지게 하면,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제1표시부(112)만을 볼 수 있게 되었
을 때는, 제1표시부(112)의 배경화면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text slide area) 영역에만 채널정보가 표시된다.

이때 DMB 채널정보는 배경화면의 소정의 영역에 표시되거나 전체 화면에 표시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배
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키입력부(113)를 통한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휴대 전화 기능을 수행
하거나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제2표시부(123)를 통해서 DMB를 시청할 수 있고, 제1표시부(112)를 통해서는 휴대 전화기 고유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제1 및 제2표시부(112, 123)는 예를 들어 엘씨디(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함.)로 구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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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채널정보 표시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들이다.

도 2a와 도 2b에서 참조부호 TSA는 배경화면에 있는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을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B 수신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1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제1모듈- 폰 모듈(110)-, 제2모듈- DMB 모듈(122)-, 및 제3모듈- 멀티미디어 모듈
(120)-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될 것이나, 세 모듈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하나의 칩(편의상 제어부라 부
르기로 함)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겸용 휴대 전화기로서, 휴대 전화 기능을
제어하는 휴대 전화 기능 모듈(일명, 폰 모듈)(110), 방송 수신 기능을 하는 DMB 모듈(122),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
어하는 멀티미디어 모듈(120)을 포함한다. 상기 폰 모듈(110)은 제1표시부(112), 키입력부(113), 마이크(114), 제1스피
커(115), 그리고 제1메모리(116)를 제어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제2표시부(123), 제2스피커(124), 및 제2메
모리(125)를 제어한다.

각 부분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폰 모듈(110)은 무선(Radio Frequency: RF) 송수신 부분과 모뎀 칩(chip)- 예를 들면, 퀄컴(QualComm)사의
MSM(Mobile Station Modem) 5500- 부분 등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통화 관련 신호를 송수신하고 휴대 전화기능을 포함
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총괄적으로 제어한다. 제1표시부(112)는 상기 휴대 전화 기능을 포함한 이동통
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들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한다. 또한 상기 제1표시부(112)는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
에 DBM 채널정보를 표시한다. 키입력부(113)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제어 명령 혹은 데이터 등을 입력한다. 마이크
(114)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한다. 제1스피커(115)는 휴대 전화 기능 수행과 관련된 오디오 신호(예: 통화 음성)를 출력한
다. 제1메모리(116)는 휴대 전화 기능을 포함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기능들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

DMB 모듈(122)은 디지털 방송 수신 모듈로서 안테나를 통해 DMB RF를 수신하기 위한 부분과 복조 부분(demodulator)
등을 포함하지만 본 발명의 요지가 그러한 세부 구성에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도시하지는 않는다.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상기 DMB 모듈(122)에서 전달받은 DMB 데이터를 복호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멀티미
디어 정보(영상, 문자, 오디오)를 출력한다. 제2표시부(123)는 상기 멀티미디어 모듈(120)에서 출력하는 영상신호를 표시
한다. 또한 상기 제2표시부(123)는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DBM 채널정보를 표시한다. 제2스피커(124)는 상
기 멀티미디어 모듈(120)에서 출력하는 오디오신호를 출력한다. 제2메모리(125)는 DMB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예:
채널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폴더의 오픈 여부에 따라 DMB 채널정보가 표시될 표시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폴더가 닫
혀 있으면 제1표시부(112)에만 채널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폴더가 열려 있으면 제2표시부(112)에만 혹은 두 표시부
(112, 123)에 모두 채널정보가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도시된 제1 및 제2스피커(115, 124)와 제1 및 제2표시부(112, 123)와 같이 이들을 하드웨어적으로 각각 분리 구성할 수
도 있고, 하나의 스피커와 하나의 표시부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H.264 코덱 멀티미디어
프로세서(H.264 Codec Multimedia Processor)로 구현할 수 있다.

도 4는 도 3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채널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레더 다이어그램이다.

612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이 대기모드(idle mode)를 감지하면, 614단계에서 방송 슬라이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방송 슬라이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616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제2메모리
(125)에 저장되어 있는 EPG 정보를 기초로 DMB 채널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618단계에서 폴더가 오픈 되어 있는지 여
부를 체크한다.

만일 폴더가 오픈 되어 있으면 620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제2표시부(123)로 하여금, 도 2a 혹은 도 2b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DMB 채널정보를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이 DMB 채널정보를 보고 사용
자는 시청을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을 위해 롱(long)키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채널번호 롱키는 방송 슬
라이드 기능에서만 유효하도록 설정된다. 다시 말해서, 방송 슬라이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임의의 숫자키를 길게
누르면 해당 DMB 채널의 프로그램이 표시되지만, 일반모드에서는 단축다이얼 기능을 한다.

624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이 채널번호 롱키 입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만일 채널번호 롱키 입력이 감지되
면, 626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제2표시부(123)에 의한 DMB 채널정보 표시를 중지시킨다. DMB 모듈(122)이
628단계에서 구동되고 상기 입력된 채널번호에 대응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멀티미디어 모듈(120)을 통해 제2표
시부(123)에 표시한다.

반면에, 폴더가 오픈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622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폰 모듈(110)에 DMB 채널정보를
송신한다. DMB 채널정보를 수신한 폰 모듈(110)은 711단계에서 제1표시부(112)로 하여금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DMB 채널정보를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713단계에서 폰 모듈(110)은 채널번호 롱키 입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만일 채널번호 롱키 입력이 감지되면, 715단계에서 제1표시부(112)로 하여금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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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폴더 오픈 요구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이 폴더 오픈 요구 메시지를 보고 사용자가 폴더를 오픈 시키면 이를 감
지하고, 719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에 입력된 채널번호의 DMB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를 받은 멀티미디
어 모듈(120)은 628단계에서 제2표시부(123)에 상기 입력된 채널번호에 해당하는 DMB가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2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1)는 DMB 수신겸용 개인 휴대 단말기(Personal Data Assistant: 이하
PDA라 함.)를 나타낸다. 전술한 도 3과 비교하면, 폰 모듈(110)의 제어를 받던 구성요소들 중 제1메모리(116)를 제어하고
는 모두 멀티미디어 모듈(120)의 제어를 받는다는 점이 상이하다. 그러나 이는 PDA 고유의 구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PDA 고유의 기능을 제외한, 본 발명의 적용에 따른 각 부분의 동작은 도 3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같으므로 구체적인 설
명은 생략하고 참조부호도 동일하게 나타내기로 한다.

도 6은 도 5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채널정보 표시 방법을 나타낸 레더 다이어그램이다.

612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이 대기모드를 감지하면, 614단계에서 방송 슬라이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를 체크한다. 방송 슬라이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616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제2메모리(125)에 저장되
어 있는 EPG 정보를 기초로 DMB 채널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DMB 채널정보는 소정의 기준(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될
수 있는데, 상기 기준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으며, 시간 또는 채널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시간
또는 현재 시간대에 방송되는 채널들의 EPG 정보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18단계에서 폴더가 오픈 되어 있는
지 여부를 체크한다.

만일 폴더가 오픈 되어 있으면 620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제2표시부(123)로 하여금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
이드 영역에 DMB 채널정보를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반면에, 폴더가 오픈 되어 있지 않으면 622-1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제1표시부(112)로 하여금, 도 2a 혹은 도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DMB
채널정보를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이 DMB 채널정보를 보고 사용자는 시청을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을 위
해 롱(long)키를 사용할 수 있다.

624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채널번호 롱키 입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만일 채널번호 롱키 입력이 감지되
면, 626단계에서 멀티미디어 모듈(120)은 DMB 채널정보 표시를 중지시킨다. 628단계에서 DMB 모듈(122)이 구동되고,
상기 입력된 채널번호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멀티미디어 모듈(120)을 통해 제2표시부(123)에 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 626단계는 실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618단계에서 폴더가 오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DMB 채널정보가 제1표시부(112)에만 표시되므로 굳이 DMB 채널정보 표시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도시되지
않았으나, 618단계에서 폴더가 오픈 되어 있을 경우에 두 표시부(112, 123) 모두 DMB 채널정보를 표시하도록 구현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1표시부(112)에 의한 DMB 채널정보 표시는 굳이 중지시킬 필요가 없다.

상기 채널번호 롱키는 방송 슬라이드 기능에서만 유효하도록 설정된다. 다시 말해서, 방송 슬라이드 기능에서는 임의의 숫
자키를 길게 누르면 해당 DMB 채널의 프로그램이 표시되지만, 일반모드에서는 단축다이얼 기능을 한다.

도 3 혹은 도 5에 구체적으로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제2메모리(125)는 NAND 플래시(flash)와 SDRAM으로 구현될 수 있
다. 수신된 EPG 정보는 NAND 플래시에 저장되며, 관련 작업이 수행(예: 채널정보 생성)될 때 SDRAM에 복사된다.

도 3과 같이, 폰 모듈(110)과 멀티미디어 모듈(120)이 각각 별개로 제1 및 제2표시부(112, 123)를 갖는 경우에는
DPRAM(Dual Port RAM)이나 AIM(Arm Internal Memory)- 도시하지 않음.-을 사용하여 EPG 정보를 멀티미디어 모듈
(120)이 폰 모듈(110)로 전송하여 상기 폰 모듈(110)에 의해 제어되는 제1표시부(112)를 통해서 채널정보를 표시할 수 있
다.

도 4의 616단계에서 DMB 채널정보의 생성은 전체 채널에 대한 것이지만, 이동통신 단말기의 관심 채널란에 관심 채널들
을 미리 등록해두었을 경우에는 제2메모리(125)로부터 그 등록된 채널들에 해당하는 EPG 정보만 검출함으로써 해당
DMB 채널정보만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사용자가 불필요한 DMB 채널정보들을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는 하나의 표시부만을 갖거나 또는 하나의 바디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618
단계의 폴더 오픈 여부 판단 과정이나 DMB 채널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 선택 과정은 불필요할 것임은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그 제어부가 MP3 플레이어 기능,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기능, 혹은 텔레메
틱스 기능을 제어하도록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굳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단말기의 배경화면에 방송 슬라이드 영역을 설정해놓
고 현재 방송 중인 채널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더욱 만족감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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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와,

수신된 방송채널 가이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방송채널 가이드 정보를 기초로 채널정보를 생성하고, 사용자에 의해 방송 채널이 선택되면 상기 디
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동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생성된 채널정보를 대기모드의 배경화면에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
정보 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정보는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폰 모듈과 멀티미디어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폰 모듈은 상기 멀티미디어 모듈로부터 전달받은 채널정보가 상기 제1표시부의 화면 중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
시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MP3 플레이어 기능을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기능을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텔레메틱스 기능을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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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의 휴대전화 기능 관련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제1표시부와,

상기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하기 위한 제2표시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장
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폴더의 오픈 여부를 감지하여 오픈 되어 있을 때 상기 채널정보를 상기 제2표시부에 표시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폴더가 닫혀 있을 때 상기 채널정보가 상기 제1표시부의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장치.

청구항 10.

표시부와 디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채널 가이드 정보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전자 채널 가이드 정보를 기초로 채널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대기모드일 때 상기 생성된 채널정보를 상기 표시부의 배경화면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정보 표시 후, 사용자의 채널번호 선택이 감지되면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동하고, 상기 선택된 채널번호
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정보는 상기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정보는 소정의 기준에 의해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기준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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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능을 제어하는 제1모듈, 상기 제1기능의 수행에 따른 표시를 위한 제1표시부,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어하는 제2모듈,
및 상기 멀티미디어 기능의 수행에 따른 표시를 위한 제2표시부를 구비하며,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의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모듈이 대기모드에서 방송 슬라이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과,

방송 슬라이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제2모듈이 전자채널가이드 정보를 기초로 채널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2모듈이 폴더 오픈 여부를 감지하는 과정과,

폴더 오픈이 감지되면, 상기 제2모듈이 상기 생성된 채널정보를 상기 제2표시부의 배경화면에서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하는 과정과,

폴더 오픈이 감지되지 않으면, 상기 제2모듈이 상기 생성된 채널정보를 상기 제1모듈에 송신하는 과정과,

제1모듈이 상기 채널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제1표시부의 배경화면에서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표시부의 배경화면에서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채널정보를 표시한 후,

상기 제1모듈이 사용자에 의한 채널번호 입력을 감지하면, 폴더 오픈 요구 메시지를 상기 제1표시부의 배경화면에서 텍스
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폴더 오픈 요구 메시지 표시 후, 상기 제1모듈이 폴더 오픈을 감지하면 입력된 채널번호의 디지털 방송을 상기 제2모
듈에게 요구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 혹은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모듈은 휴대 전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폰 모듈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표시부의 배경화면에서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채널정보를 표시한 후,

상기 제2모듈이 사용자에 의한 채널번호 입력을 감지하면, 상기 제2표시부에 의한 채널정보 표시를 중지하고 상기 제2표
시부에 상기 입력된 채널번호의 디지털 방송을 표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표시부와 디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 표시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채널 가이드 정보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전자 채널 가이드 정보를 검출하고 소정 요건을 만족하는 채널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대기모드일 때 상기 생성된 채널정보를 상기 표시부의 배경화면에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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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정보 표시 후, 사용자의 채널번호 선택이 감지되면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부를 구동하는 과정과,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부에서 상기 선택된 채널번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상기 표시부에 제공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정보가 상기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정보 표시 과정은 상기 단말기가 대기모드인 경우 방송 슬라이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요건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요건은 시간 또는 채널을 기준으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디지털 방송 수신을 제어하는 디지털 방송 모듈과,

제1기능을 제어하는 제1모듈과,

상기 제1기능의 수행에 따른 표시를 하거나 상기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를 배경화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하기
위한 제1표시부와,

제2기능을 제어하는 제2모듈과,

상기 제2기능의 수행에 따른 표시를 하거나 상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을 표시하거나 상기 디지털 방송 채널정보를 배경화
면의 텍스트 슬라이드 영역에 표시하기 위한 제2표시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능은 휴대 전화 기능이고, 상기 제2기능은 개인 휴대 단말기 기능임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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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임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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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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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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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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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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