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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및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전송될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EPG) 데이터는 전송될 각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EPG 데이터는 프로그램 데이터와 결합된다. 프로그램 데이터는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상이한 프로그램

들 나타낸다. 결합된 데이터는 전송된다. 수신시, 상기 EPG 데이터는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분리되며, EPG 데이

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영상이 수신된 프로그램에 중첩하여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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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image data)를 포

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program data)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는 제목(title) 및 방송 데이터(broadcast data)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와, 설명 데이터

(description data)로 구성된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상기

프로그램들과 연관되며,

상기 전송된 결합된 데이터의 수신시에, 사용자는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들(full size image) 상에 중첩된 복

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복수의 축소된 크

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풀 사이즈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

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상기 제목 데이터(title data),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

별하는 상기 방송 데이터(broadcast data) 및 전송될 프로그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description data)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EPG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결합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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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합된 EPG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

송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과 연관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카테고리 유형을 식별하는 카테고리 데이터, 및 상기 프로

그램이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전송 채널을 식별하는 전송 채널 데이터(transmission channel data)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는,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

터를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

플렉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EPG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들의 수는 상기 EPG 데이터가 함께 멀티플렉싱되는 프로그램들의 수 보다 실

질적으로 더 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EPG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공급하는 단계로서 각 그룹은 복수의 프로그램들

과 연관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각 프로그램은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상기 프로그램 데

이터의 그룹들을 공급하는 단계와,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생성하기 위해 각 그룹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

를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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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는, 각각의 데이터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EPG 데

이터를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각 그룹과 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각 트랜스폰더 채널들(transponder channels)을 통한 위성 전송을 위해 각각의 위성 트랜스폰더

(satellite transponder)에 각 데이터 출력 채널을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9.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EPG 데

이터는 몇몇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retrieving)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

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며,

상기 방법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

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디스플레이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

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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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 및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연관된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와, 상기 연관된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 시

간, 방송 채널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와, 상기 연관된 프로그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

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전송될 제목, 날짜, 시간 및 방송 채널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내용의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전자 프

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방송 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는 프로모셔널 채널(promotional channel)이며, 상기 프로모셔널 채널상에 전송

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수 개의 다른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특정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프로모셔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promotional video and audio data)인,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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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비-프로모셔널 방송 채널들 (non-promotional broadcast channels)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들의 테이블로서 프로모셔널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되어 디스플레이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선택된 비-프로모셔널 방송 채널 상으로 전송될 프로그램들의 테이블로서 프

로모셔널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되어 디스플레이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범.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비-프로모셔널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될 선택된 프로그램의 설명으로서 프

로모셔널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되어 디스플레이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21.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는 제목 및 방송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와 설명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콘텐

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상기

프로그램들과 연관되며,

상기 전송된 결합된 데이터의 수신시에, 사용자는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들 상에 중첩된 복수의 축소된 크기

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복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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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

과 연관된 풀 사이즈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

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상기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상

기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EPG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결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결합된 EPG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과 연관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카테고리 유형을 식별하는 카테고리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이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전송 채널을 식별하는 전송 채널 데이터(transmission channel data)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

이드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는,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 수단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

하는 데이터 압축 수단을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

싱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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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PG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들의 수는 상기 EPG 데이터가 함께 멀티플렉싱되는 프로그램들의 수 보다 실

질적으로 더 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수단은 상기 EPG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각 그룹은 복수의 프로그램들과 연관

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각 프로그램은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

들을 공급하는 수단과,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생성하기 위해 각 그룹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각각의 데이터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EPG 데이터를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각 그룹과

멀티플렉싱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전송 수단은, 위성 트랜스폰더와, 각 트랜스폰더 채널들(transponder channels)을 통한 위성 전송을 위해 각각의 위

성 트랜스폰더(satellite transponder)에 각 데이터 출력 채널을 공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전송

하는 장치.

청구항 29.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EPG 데이

터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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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

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판독 수단은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저장 수단

으로부터 상기 판독 수단이 검색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영상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와, 상기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 시간 및

방송 채널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와, 상기 관련 프로그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

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전송될 제목, 날짜, 시간 및 방송 채널 데이터로 형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

터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내용의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전자 프

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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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멀티플렉싱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

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방송 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는 프로모셔널 채널이며, 상기 프로모셔널 채널상에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수

개의 다른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특정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프로모셔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인,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비-프로모셔널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들의 테이블로

서 프로모셔널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

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선택적 비-프로모셔널 방송 채널 상으로 전송될 프로그램들의 테이블로

서 프로모셔널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

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비 프로모셔널 방송 채널 상으로 전송될 선택된 프로그램 설명으로

서 프로모셔널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

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4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상기 방송 채널에 상기 장치를 동조하기 위한 동조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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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

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

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

는 방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상기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44.

등록특허 10-0636602

- 11 -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

며,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디스플레이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과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

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1 항에 있어서,

프로그램 데이터의 복수의 방송 채널들이 전송되며, 상기 수신된 방송 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는 프로모셔널 채널이고, 상

기 프로모셔널 채널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수 개의 다른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특정 프로그램들을 나타내

는 프로모셔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인,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46.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과;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에 의해 표시된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

에 중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

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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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

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램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저장 수단

으로부터 상기 판독 수단이 검색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영상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49.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식별된 프

로그램들에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

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램

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단계는 상기 EPG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기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

그램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

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로서,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

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

합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들의 수는 상기 EPG 데이터가 함께 멀티플렉싱되는 프로그램들의 수 보다 실

질적으로 더 크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제목 및 방송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 및 상기 설명 데이터로 구성된 프

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

안 전송될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

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상기 프로그램들과 연관되며,

상기 전송된 결합된 데이터의 수신시에, 사용자는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들 상에 중첩된 복수의 축소된 크기

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복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

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

과 연관된 풀 사이즈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

램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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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와 상기 식별된 프

로그램들에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

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램

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 방송 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프로모셔널 프로그램 데이터를 형성하도록 각 프로그램의 오

디오 데이터 및 한 프레임의 비디오 데이터를 공급하고, 복수의 프로모셔널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

하기 위해 상기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함으로써, 제공되며,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제목 및 방송 데이터는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를 구성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설명

데이터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구성하도록 하여,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압축된 프로모셔널 데이터

와 멀티플렉싱하여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압축된 프로모셔널 데이터가 결합됨으로써, 상기 멀티플렉싱된 프로그램 테

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멀티플렉

싱된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된 기간의 일부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로

그램들과 연관되며,

상기 전송된 결합된 데이터의 수신시에, 사용자는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에 중첩된 복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

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복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

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

관된 풀 사이즈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

이드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51.

복수의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EPG 데이터

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 및 전송될 예정인 각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 크기

보다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상에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를 수신하

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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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제목, 날짜, 시간, 및 방송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

이블 데이터와,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내용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디스플레이되며,

상기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절정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상기

프로그램들과 연관되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52.

복수의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EPG 데이터

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 및 전송될 예정인 각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 크기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상에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를 수신하

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제목, 시간, 및 방송 채널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와,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내용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디스플레이되며,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압축되고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며,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신장(expanding)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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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3.

복수의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EPG 데이터

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 및 전송될 예정인 각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 크기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상에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를 수신하

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제목, 시간, 및 방송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

이터와,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내용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디스플레이되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며,

상기 EPG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는 위성 전송 채널들을 통해 수신되며, 각각의 위성 전송 채널은 상기 EPG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된 복수의 방송 채널들을 포함하며,

상기 분리 단계는 상기 방송 채널들 각각상에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각각의 위성

전송 채널을 디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각각의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상기 복구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단계는 원하는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타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 데이

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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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EPG 데이터

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 및 전송될 예정인 각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 크기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상에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를 수신하

는 단계로서,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

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상기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고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

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된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텍스트 윈도우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텍스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의 제목과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이 전송

되어온 방송 채널을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57.

복수의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EPG 데이터

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 및 전송될 예정인 각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 크기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에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상에 전송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를 수신하

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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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사전설정된 디스플레이 색인(indicia)을 미리 저장하는 단계와;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정보를 상기 EPG 데이터의 일부로서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액세스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58.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와 상기 식별된 프로

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단으로서,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

될 프로그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EPG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동작

할 수 있는, 상기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로서, 각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각각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 수단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으로서,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싱하는 멀티플렉싱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결합 수단과;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들의 수는 상기 EPG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는 프로그램들의 수보다 실질적

으로 더 크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제목과 방송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 및 상기 설명 데이터로 구성된 프

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

안 전송될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

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들과 연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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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된 결합된 데이터의 수신시에, 사용자는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들 상에 중첩된 복수의 축소된 크기

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복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

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

과 연관된 풀 사이즈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

램 가이드(EPG)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59.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식별된 프로

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으로서, 상기 정보는 전송

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는,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프로모셔널 프로그램 데이터를 형성하도록 각 프

로그램들의 오디오 데이터 및 한 프레임의 비디오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모션 데이터 생성 수단과, 복수의 프로모셔

널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모셔널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프

로모션 데이터 압축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

싱하는 멀티플렉싱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제목 및 방송 데이터는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를 구성하

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설명 데이터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구성하도록 하여, 상기 멀티플렉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멀티플

렉싱된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된 기간의 일부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

로그램들과 연관되며,

상기 전송된 결합된 데이터의 수신시에, 사용자는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들 상에 중첩된 복수의 축소된 크기

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복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

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1의 디스플레이된 풀 사이즈 영상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

과 연관된 풀 사이즈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

램 가이드(EPG)를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60.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EPG 데이

터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와,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

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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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으로서,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텍스트 데이

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에 의해 표시된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

에 중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저장 수단

으로부터 상기 판독 수단이 검색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영상 선택 수단으로

서, 상기 원하는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선택하도록 커서 및 상기 커서를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중 원하

는 한 영상에 위치시키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조작가능한 커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영상 선택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1.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EPG 데이

터는 수 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와,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

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으로서,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텍스트 데이

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에 중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제목, 날짜, 시간 및 방송 채널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

이터와,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내용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상기 프로그램들과 연관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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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2.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EPG 데이

터는 수 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와,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

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으로서,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텍스트 데이

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에 중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제목, 시간 및 방송 채널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

와,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내용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압축되고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며,

상기 수신 수단은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신장하기 위한 압축해제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3.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EPG 데이

터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와,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

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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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으로서,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텍스트 데이

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에 중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제목, 날짜, 시간 및 방송 채널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

이터와, 전송될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할 내용 요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는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며,

상기 EPG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는 위성 전송 채널들을 통해 수신되고, 각각의 위성 전송 채널은 상기 EPG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는 복수의 방송 채널들을 포함하며,

상기 분리 수단은 상기 방송 채널들 각각에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각각의 위성 전

송 채널을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싱 수단을 포함하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를 선택된 방송 채널에 동조하기 위한 동조 수단과, 상기 선택된 방송 채널 상으로 전송된 상기 복구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과, 상기 메모리 수단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판독된 프로그램 데

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

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5.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EPG 데이

터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사전설정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사전-저장하는 메모리;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으로서,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액세스

하기 위한 액세스 정보를 상기 EPG 데이터의 일부로서 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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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판독 수단으로서, 상기 수신된 액세스 정보에 응답

하여 상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판독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과 중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상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6.

복수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EPG 데이

터는 수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및 전송될 예정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

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와,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

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이한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와 함께 전송된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텍스트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으로서,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상기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에 중

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과;

상기 텍스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판독 수단이 검색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영

상 선택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상에 중첩된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

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상

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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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된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의 제목과,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방송 채널을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8.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

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는, 각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

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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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들의 수는 상기 EPG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되는 프로그램들의 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70.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

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각각 프로모셔널 프로그램 데이터를 형성하도록 각 프로그램의 오

디오 데이터 및 한 프레임의 비디오 데이터를 공급하고, 복수의 프로모셔널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

하기 위해 상기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함으로써 제공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제목 및 방송 데이터는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를 구성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설명

데이터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구성하도록 하여,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압축된 프로모셔널 데이터

와 멀티플렉싱하여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압축된 프로모셔널 데이터가 결합됨으로써, 상기 멀티플렉싱된 프로그램 테

이블 데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멀티플렉

싱된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

로그램들과 연관되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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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1.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공급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그룹이 복수의 프로그

램들과 연관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포함하고 각 프로그램은 각각의 방송 채

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공급하는 단계와,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생성하

기 위해 각 그룹의 비디오 및 오디오를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는 각각의 데이터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EPG 데이터를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각 그룹과 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각각의 트랜스폰더 채널들을 통한 위성 전송을 위해 각각의 위성 트랜스폰더에 각각의 데이터 출력

채널을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72.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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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

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로서,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디스플레이되

는, 상기 단계와;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 및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결합된 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는 함께 멀티플렉싱되고 수신된 데이터는 압축되며,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신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73.

제 7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원하는 방송 채널

상으로 전송된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74.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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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

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로서,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각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되어 디스플레이되

는, 상기 단계와;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 및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되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텍스트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텍스트 윈

도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는, 각각의 방송 데이터를 통해 전송되는 프로모셔널 프로그램 데이터를 형성하도록 각 프로

그램들의 오디오 데이터 및 한 프레임의 비디오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모션 데이터 생성 수단과, 복수의 프로모셔널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모셔널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프로

모션 데이터 압축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

싱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제목 및 방송 데이터는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를 구성하고,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의 설명 데이터는 프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를 구성하도록 하여, 상기 멀티플렉싱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

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프로그램들 및 사전설정된 기간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로그램들과 연관되고, 상기 멀티플렉싱된 프

로그램 콘텐트 데이터는 현재 전송중인 상기 프로그램들 및 상기 사전설정된 기간의 일부분 동안 전송될 예정인 프로그램

들과 연관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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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6.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될 각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

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단계와;

사전설정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미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정보를 상기 EPG 데이터의 일부로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수신된 액세스 정보에 응답하여 성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77.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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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과;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

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는,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되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 수단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

하는 데이터 압축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상기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멀티플렉

싱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EPG 데이터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들의 수는 상기 EPG 데이터가 함께 멀티플렉싱되는 프

로그램들의 수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79.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과;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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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각 그룹은 복수의 프로그램들과 연관

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각 프로그램은 각각의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

을 공급하는 수단과,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그룹들을 생성하기 위해 각 그룹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결합 수단은, 각각의 데이터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EPG 데이터를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각 그룹과

멀티플렉싱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전송 수단은, 각 트랜스폰더 채널들(transponder channels)을 통한 위성 전송을 위해 각각의 위성 트랜스폰더

(satellite transponder)에 각 데이터 출력 채널을 공급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80.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과;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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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

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송수신 장치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판독 수단이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과 연

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검색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영상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영상 선택 수단은, 상기 원하는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선택하도록 커서 및 상기 커서를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

기의 영상들중 원하는 한 영상에 위치시키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조작가능한 커서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된 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는 함께 멀티플렉싱되고 수신된 데이터는 압축되며, 상기 수신 수단은 압축된 프로그

램 데이터를 신장하는 압축해제 수단을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EPG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를 위성 전송 채널들을 경유해 전송하고, 각각의 위성 전송 채널은

상기 EPG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된 복수의 방송 채널들을 포함하며, 상기 분리 수단은 상기 방송 채널들 각각상에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각각의 위성 전송 채널을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디멀티플렉

싱 수단을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를 선택된 방송 채널에 동조하기 위한 동조 수단과, 상기 선택된 방송 채널 상에 전송된 상기 복구된 프로그램 데

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과; 상기 메모리 수단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판독된 프로그램 데이

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

치.

청구항 84.

제8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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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된 방송 채널들중 적어도 하나는 프로모셔널 채널이고, 상기 프로모셔널 채널상에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수

개의 다른 방송 채널들상에 전송된 특정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프로모셔널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인, 전자 프로그램 가

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85.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과;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사전설정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미리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생성 수단은 선택된 디스플

레이 색인을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스 정보를 상기 EPG 데이터의 일부로서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상기 판독 수단

은 수신된 액세스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을 판독하도록 동작할 수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상기 선택된 디스플레이 색인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할 수 있고,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86.

전송될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송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도록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나타내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과;

현재 전송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소스와;

상기 EPG 데이터와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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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과;

상기 결합된 프로그램과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수신된 EPG 데이터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상기 분리된 EPG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내는 제1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EPG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판독 수단과;

상기 검색된 EPG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상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상기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EPG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을 식별하는 제목 데이터, 상기 프로그램이 전송될 날짜와 시간을 식별하는 방송 데이터 및 전송될 프로그

램의 설명을 제공하는 설명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제1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위에 텍스트 윈도우를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동작할 수 있고,

상기 송수신 장치는 상기 텍스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에 의해 식별된 프로그램

과 연관된 정보를 나타내는 상기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판독 수단이 검색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영상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선택

된 영상에 대한 상기 제목 정보는 상기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되며, 추가의 동작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제1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기 선택된 영

상에 관한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electronic program guide data; EPG data)를 송수신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 수신 장치에 현재 전송되고 있거나 전송될 텔레비젼 프로그램들 같은 몇몇 프로그램들 중 원하는 하나를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다른 텔레비젼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EPG 데이터로서 공지된 정보가 텔레비젼 프로그램

들 그 자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 동일한 매체로 전송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들이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직접

위성 방송 시스템(Direct Satellite Broadcast Systems; DSS)처럼 상용화할 수 있는, 최근에 도입된 위성 전송 시스템들

(satellite transmission systems)은 그로부터 전송된 각각 다른 텔레비젼 프로그래밍을 갖는 다수의 다른 방송 채널들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성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DSS 제공자에게 가입하고, 사용자

의 선택에 따라, 그 제공자로부터 다른 방송 채널들을 수신 받을 수 있다. 이들 방송 채널 중 일부는 "프리미엄" 텔레비젼

프로그래밍("premium" television programming)으로서 공지된 것을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가입 속도들, 신청 계획들 등

에 따라, 사용자는 그러한 프리미엄 텔레비젼 프로그래밍뿐 아니라 특정 이벤트들, 개봉 영화들 등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위성 접시 수신기(single satellite dish receiver)로, DSS 가입자는 다른 텔레비젼 프로그래밍, 영화들 및 특정

이벤트들 등을 각각 제공하는 대략 80개의 방송 채널들을 차례대로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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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시간(예로, 다음시간, 몇몇 시간들, 날짜들, 주 등에 대한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 동안 방송 채널 각각으로 전송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각각에 관한 EPG 데이터가 전송되는, EPG 데이터 시스템들이 제안되어 왔다. EPG 데이터는 대역내

(in-band)(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송 채널)로, 또는 대역외(out-of-band)(프로그램들을 전송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

는 것과는 분리된 방송 채널)로 전송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EPG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text data)의 형태로만

되어 왔고, 이로 인해, 주어진 시간 동안 각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된 이러한 텔레비젼 프로그램들의 EPG 디스플레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텔레비젼 프로그램 정보가 일단 제공되면, 그 뒤 사용자는 선택한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

해 자신의 텔레비젼 수신 장치를 적절한 시간에 소망의 방송 채널에 동조시킬 수 있다. 종종, 사용자는 단순하게 표시된 제

목으로부터 특정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또는, 알려진 선택(informed selection)을 이

루기 위해 이용가능한 텔레비젼 프로그램들의 타입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간단한 제목보다 더 많은 정보

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수신될 수 있는 텔레비젼 프로그램들(또는 다른 형태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승인된 EPG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신될 수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상의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을 EPG 데이터가 포함하는, 개선된 EPG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EPG 데이터가 현재 전송되고 있거나 전송될, 사용자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각각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구비하며,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몇몇 프로그램들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

하는 테이블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 단지 선택된 하나에 대한 설명 정보(descripive information)로서 선택적으로 표

시되는, 개선된 EPG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EPG 정보가, 현재 전송되고 있거나 전송될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다수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

로서 디스플레이되고, 상기 축소된 영상들이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에 중첩되어 수신되는, 개선된 EPG 기술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술한 바와 같이, 수신 장치가 현재 표시된 몇몇의 축소된 영상들 중 하나에 의해 식별되는 프

로그램을 운반하는 원하는 방송 채널에 빠르게 동조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여러 다른 목적들, 장점들 및 특징들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확하게 될 것이며, 고유의 특징들은 특히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규정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르면, 전송된 프로그램들을 식별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식별하도록 정상 크

기보다 작은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EPG 데이터의 형태로 그 자체가 전송된다. EPG 데

이터는 방송되고 있는 현재의 프로그램 데이터와 결합되고, 결합된 데이터가 전송된다. 수신기에서, EPG 데이터는 프로그

램 데이터로부터 분리되며, EPG 데이터의 축소된 영상들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정 방송 채널 상의 프로그램에 중

첩되어 디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에 한 모습에 따르면, EPG 데이터는 축소된 크기의 영상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각각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를 표시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여러 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80 개의 다른 방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

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우,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는 주어진 시간 동안(즉, 다음 시간, 다음의 몇몇 시간,

다음날, 몇일 동안) 80개의 채널들 각각을 통해 전송된 각 프로그램을 식별한다.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에 덧붙여,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용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텍스트 데이터는 미리 정해진 시간 동

안 다른 방송 채널들에 수신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표시하는 테이블로서 디스플레이되거나,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

는 어떤 단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더 상세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으로서, 축소된 크기의 영상들은 각 프로그램을 식별하는데 특별히 생성된 단일 프레임 영상들로서, 바꿔

말하면, 각각의 프로그램들로 통상적으로 구성되는 비디오 프레임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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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면 잘 이해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도면들을 참고하되, 유사한 참고번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특히, 도 1 에서, 본 발명과 병합된 전

송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블럭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는 예를 들어, 적절한 지상국으로부터 EPG와 프로그램 데이터가 호환성 수신 장치들(compatible receiving

devices)에 분포된 위성에 전송된다. 여기에 설명된 실시예는 직접 비디오 방송(direct video broadcast; DVB), DSS 및

다른 위성 시스템들 같은 위성 전송 시스템들과 연계되어 설명되었지만, 이 발명의 가르침들은 (VHF 및 UHF 시스템들 같

은) 종래의 공중파 방송 시스템들(over-the-air broadcast systems), 케이블 텔레비젼 시스템 등을 통해 프로그램 및

EPG 데이터의 전송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를 위해, 도 1 은 위성 전송 시스템들과 연

계하여 설명되어 있으며, 상기 위성에는 다수의 트랜스폰더들이 제공되고, 상기 트랜스폰더들 각각은 프로그램 데이터의

몇몇 방송 채널들을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트랜스폰더들은 10개의 방송 채널들(예를 들면, PBS,

NBC, HBO 등)을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지만, 편의 및 간략화를 위해, 각 트랜스폰더는 5 개의 방송 채널들을 전송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프로모션 채널 트랜스폰더(promotion channel transponder)로서 기

술된, 분리 트랜스폰더(separate transponder)는 2 또는 그 이상의 프로모션 채널들(promotion channels)의 전송에 헌신

된다. 또한, 편리함을 위해, 상기 프로모션 채널 트랜스폰더는 단지 2 개의 프로모션 채널들을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많은 수의 프로모션 채널들이 그로 인해 전송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방송 채널들 각각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 제공된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 데이터(V/A)는 스위쳐

(switcher;301)로 공급된다.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 데이터는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언급되었다. 그러한 프로그

램 데이터는 PBS, NBC, TBS 등과 같은 종래의 텔레비젼 방송국들에 의해 제공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구성함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본 발명이 쉽게 응용될 수 있는 텔레비젼 방송국들은 미국에서 운용되는 텔레비젼 방송국들에만 한정되지 않으

며, 도 1 은 미국, 일본 및 그 밖의 나라에 위치한 여러 다른 텔레비젼 방송국들을 설명한다. 또한 이들 방송 채널들 중 하나

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텔레비젼 프로그래밍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꿔말하면, 그러한 프로그램 데이터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에 의해 생성된 적절한 프로그램 정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데이

터(program data)"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에 의해 생성된 프로그램 정보의 다른 형태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프로그래

밍(television programming)을 지칭함을 이해해야 한다.

스위쳐(301)는 방송 채널들의 그룹의 각각의 방송 채널들을 통해 공급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할하기 위해 스위쳐를 제어

하는 프로그램 제어 장치(308)에 연결된다. 그러한 각각의 방송 채널은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술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

달한다. 각각의 방송 채널 상으로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가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5 개 방송

채널들의 각각의 그룹은 각각의 MPEG 엔코더(301-1, 302-2, ... 303-7)에 연결되며, 여기서 상기 비디오 및 오디오 데

이터는 공지된 MPEG 표준에 따라 압축된다. 프로그램 제어 장치(308)는 또한, 도 2 와 연계되어 더 상세히 설명되는 프로

모션 채널 생성기(promotion channel generator; 302)에 2개의 방송 채널들을 연결하기 위한 스위쳐(301)를 제어한다.

프로모션 채널 생성기는, 이하 기술되는 바와 같이,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동작하는데 충분하며, 상기

프로모션 채널 프로그램 데이터는 특별히 흥미있는 텔레비젼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달하는 특정 방송 채널들은 촉진

(promote)하기 위해 사용된 단일 프레임 비디오 데이터(single frame video data)로 구성된 방송 채널 프로그램 데이터와

는 처음부터 다르다. 상기 프로모션 채널 프로그램 데이터는 특정 후원자(soponsor)에 의해 준비될 수 있는 특정 광고 데

이터일 수 있으며, 선택된 프로모션 채널을 통한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의 전송은 그러한 후원자들에 의해 구매된 서비

스이다.

EPG 데이터는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의해 생성되며, 축소된(EPG1) 관측 가능한 영상들을 표시하는 영상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EPG2 및 EPG3 로 기술된)로 형성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EPG 영상 데이터는 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영상을 표시하는 비디오 데이터의 단일 프레임으로서 분리적으로 생성되고 저장된다 (도시되지 않음). 예를 들어, 도 1 에

도시된 전송 시스템이 프로그램 데이터의 80 개의 방송 채널들을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고, 각 방송 채널이 평균 24 시

간 동안 30 개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도록 동작하는 경우, 30 × 80 = 2400 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의 프레임들은 각

24 시간 동안 EPG 영상 데이터(EPG1)로서 저장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스위쳐(301)는 상기 각 방송 채널들

을 통해 스위쳐에 공급된 각 프로그램에 포함된 선택된 프로그램(a selected frame)을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공급한

다. 상기 EFG 생성기는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표준에 따라 이들 프레임을 엔코딩하기 위해 스위쳐

(301)에 의해 선택된 각 비디오 프레임들이 공급되는 JPEG 엔코더(310)를 포함하여, EPG 영상 데이터(EPG-1)를 생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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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텔레비젼 수상기에 수신되어 표시된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는 프로그램들의 다른 카테고리

들(영화, 드라마, 코미디, 스포츠 등)을 나타내는 아이콘들과, 다른 방송 채널들에 채택된 로고들 및 다른 그래픽 디스플레

이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아이콘들, 로고들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들의 전송은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의 많은 데이터 용

량을 차지한다. 그래서, (종래의 전송 및 저장 기술들에 의한 것 처럼)각 수신기에, 상술한 아이콘들, 로고들 및 그래픽 디

스플레이들을 미리 저장하고, 그 뒤, 미리 저장된 아이콘들, 로고들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들을 판독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엑세스 정보를, 상기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의 일부로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엑세

스 데이터는 예들 들어, 도 1 에 기술된 바와 같은, 비트 맵 데이터(bit-map data)이며, 그러한 엑세스 데이터는 EPG 데이

터 생성기(309)에 의해 생성되고 프로모션 채널 생성기(302)에 공급되고, 그로 인해, 스위쳐(301)에 의해 프로모션 채널

들로서 선택된 2 개의 방송 채널들의 프로그램 데이터와 결합한다.

각 MPEG 엔코더(303-1 ... 303-7)는 5 개의 방송 채널들의 각 그룹에 의해 공급된 프로그램 데이터에 포함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한다. MPEG 엔코더(303-1)에 의해 생성된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멀티플렉서

(multiplexer;304-2)에 연결되며, MPEG 엔코더(303-2)에 의해 생성된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멀티플렉서(304-3)에

연결되는 등, 계속해서, MPEG 엔코더(303-7)에 의해 생성된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멀티플렉서(304-8)에 연결된다.

그래서, 각 멀티플렉서(304-2 ... 304-8)는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5개의 방송 채널들에 공급된다. 추가적인 멀티플렉

서(304-1)는, 도 2와 연계되어 더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스위쳐(301)에 의해 선택된 2 개의 방송 채널들로부터 유도된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 뿐만 아니라,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의해 생성된 비트-맵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프로모션

채널 생성기(302)에 연결된다.

EPG 영상 데이터는 EPG 데이터 생성기(309)로부터 각각의 멀티플렉서들(304-1 ... 304-8)에 공급되며, EPG 텍스트 데

이터(EPG2)는 또한 EPG 데이터 생성기에서 이들 멀티플렉서들 각각에 공급된다. 상기 EPG 영상 데이터(EPG1)는 축소

된 크기로 처리된 비디오 데이터의 단일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본원에서는 여전히 화상 데이터로서 언급되고, EPG 텍스트

데이터(EPG2)는 프로그램 가이드 텍스트 데이터로서 언급된다.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텍스트 데이터(EPG2)는 예를 들

어, 80개의 방송 채널과 관련되며, 채널 식별, 프로그램 제목, 방송 시간, 날짜 및 전송될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설명들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 가이드 텍스트 데이터(EPG2)는 현재 전송될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음 24 시간 동안 전송

될 프로그램 같은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에 관련된다. EPG 데이터 생성기(309)는 EPG2 와 유사한 추가

의 프로그램 가이드 텍스트 데이터(EPG3)를 생성하도록 동작하고, 추가의 시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 예를 들면, 추가의

126 시간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도 11A 및 도 11B는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텍스

트 데이터 EPG2와 EPG3 간에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본원에 기술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가이드 텍스

트 데이터(EPG3)는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플렉서(304-1)에 공급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는 프로그램 채널 상으로 전송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전송

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촉진(promoting)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멀티플렉서들(304-1 ... 304-8) 각각은 데이터 출력 채널을 생성하도록, 그에 공급된 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멀티플

렉싱하도록 동작한다. 멀티플렉싱된 EPG1, EPG2 및 압축된 프로그램 데이터로 구성된 각각의 데이터 출력 채널(멀티플

렉서(304-1)로부터의 데이터 출력 채널은 EPG(3)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멀티플렉서들에 의해 생성된 멀티플렉싱된 EPG

및 프로그램 데이터 상에서 디지털 변조를 수행하는 디지털 변조기(305-1 ... 305-8)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각각의 디지

털 변조기는 직교위상 편이 키잉(Quadraphase shift keying; QPSK), EFM, 또는 다른 종래의 디지털 변조를 수행한다. 상

기 디지털 변조기들에 의해 생성된 결과적인 디지털 변조된 데이터 출력 채널들은 신디사이저(synthesizer;306) 및 지상

대 위성 안테나(ground-to-satellite antenna; 307)에 의해 위성에 위치한 각각의 트랜지폰더들에 전송된다. 도 1에 도시

된 실시예에서, 디지털 변조기들 및 신디사이저는 데이터 출력 채널을 멀티플렉서(304-1 ... 304-8)로부터 8개의 트랜스

폰더들 중 대응하는 하나에 전송한다. 상기 멀티플렉서들(304-2 ... 304-8)로부터의 변조된 데이터 출력 채널들이 공급된

트랜스폰더들은 통상의 방송 트랜스폰더들(2, 3, ... 8)로서 언급되며, 멀티플렉서(304-1)로부터의 변조된 데이터 출력 채

널이 공급된 트랜스폰더는 "가이드(guide)" 트랜스폰더로서 공지된, 프로모션 채널 트랜스폰더로서 언급된다. 이들 트랜

스폰더들은 프로모션 채널들 및 방송 채널들을 호환성의 위상 접시 안테나들에 제공된 수신 장치들에 전송하기 위해 사용

된다.

따라서, EPG 데이터는 80개의 방송 채널들 상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경우, 멀티플렉서들(304-1 ... 304-8)로

부터의 데이터 출력 채널 각각은 같은 EPG 데이터를 포함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본원에 설명된 실시예에서, 멀티플렉서

(304-1)로부터의 데이터 출력 채널은 추가의 EPG 데이터, 즉 EPG3를 포함한다.

프로모션 채널 생성기(302)는 도 2에 더욱 상세히 설명된다. 2개의 단일 프레임 생성기들(332-1,333-2)은 스위쳐에 의

해 프로모션 채널들로서 선택된 2개의 방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스위쳐(3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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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예를 들어, 상기 프로모션 채널들은 네트워크 텔레비젼 프로그래밍을 방송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네트워

크 텔레비젼 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구나, 상기 프로모션 채널들은 분리될 수 있고, 헌신된 채널들(dedicated

channels)은 후원된 프로그램들(sponsored programs)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방송할 목적으로 다른 상용의 텔

레비젼 네트워크들처럼 후원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단일 프레임 생성기들 각각은 단일 비디오 프레임들을 생성하

기 위해 프로모션 채널로서 선택된 방송 채널 상으로 공급된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상기 같은 비디오 프레

임은 초, 분, 수분동안, 주어진 시간 간격동안 전송될 수 있다.

상기 단일 프레임 생성기(332-1)로부터의 출력은 단일 프레임 데이터로서 언급되고, 슈퍼임포져(superimposer;333-1)

에 공급된다. 프로모션 채널로서 스위쳐(301)에 의해 선택된 방송 채널에 대한 오디오 데이터는 도 2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단일 프레임 생성기(332-1)로부터 엔코더(334-1)에 연결되며 MPEG 비디오/오디오 엔코더로서 식별된다. 비슷한 방식

으로, 단일 프레임 생성기(332-2)에 의해 생성된 단일 프레임 데이터는 슈퍼임포져(333-2)에 공급된다. 프로모션 채널로

서 스위쳐(301)에 의해 선택된 방송 채널에 포함된 오디오 데이터는 단일 프레임 생성기(332-2)에서 MPEG 비디오/오디

오 엔코더(334-2)에 연결된다. 슈퍼임포져들(333-1,333-2)은 또한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의해 생성된 상술한 엑

세스 데이터를 공급하며 본원에서는 비트 맵 데이터로서 설명된다. 이 엑세스 데이터는 상기 슈퍼임포져에 의해 단일 프레

임 데이터와 결합하며, 상기 결합된 데이터는 MPEG 비디오/오디오 엔코더 중 하나에 연결된다.

각 MPEG 비디오/오디오 엔코더는 단일 프레임 비디오 데이터, 슈퍼임포져 엑세스 데이터 및 그로부터 공급된 오디오 데

이터를 압축하도록 동작한다. 엔코더들(334-1,334-2)로부터 결과적으로 압축된 프로모션 채널 프로그램 데이터는 멀티

플렉서(335)에 의해 함께 멀티플렉싱되며 프로모션 채널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도 1의 멀티플렉서(304-1)에 공급된다.

단일 프레임 생성기(332-1)에 의해 처리된 프로모션 프로그램 데이터의 표시, 슈퍼임포져(333-1) 및 MPEG 비디오/오디

오 엔코더(334-1)는 도 3에 설명되어 있다.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 데이터 뿐 아니라, 로고 디스

플레이(logo display)도 단일 프레임 생성기(332-1)에 의해 생성된 비디오 데이터의 단일 프레임 상에 중첩된다. 여기서,

텍스트 데이터는 "프로모션 채널(promotion channel)", "NHK 채널 1", "프로그램 표시(program presentation)"로 설명

된다. 따라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이예에서, 일본의 NHK 텔레비젼 방송 네트워크에 의해 후원된 프로모셔널 정보를 제

공한다. 상기 단일 프레임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후원자에 의해 지불된 광고 그 자체이다.

도 3에 도시된 NHK 로고는 본 실시예에서는, EPG 데이터 생성기(309)(도 1)에 의해 생성되며, (설명될) 수신 장치에서

저장고, 상기 EPG 데이터 생성기에 의해 생성되어 프로모션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비트0맵 데이터 같은) 적절한 엑

세스 데이터의 전송에 의해 저장기로부터 엑세스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전송되어, 수신되고 디스플레이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장치에

의해 전송된 EPG 데이터로부터 선택적으로 생성된 각각의 디스플레이들을 설명하는 도 4 내지 도 10을 참고하였다. 상술

한 바와 같이, 상기 전송된 EPG 데이터는 자동으로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EPG 데이터는 수신기(도 23)

에 저장되고 도 24에 도시된 타입의 적당한 원격 제어 장치들을 사용자가 작동시키므로서 저장으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

된다. 그러므로, 상기 EPG 디스플레이가 선택되지 않을 때, 현재의 프로그램이 방송 채널로 전송되고 사용자에 의해서 선

택되는 것을 수신 장치 즉, TV 모니터가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가 전송되어져서 그의 수신기에 저장된 EPG 데이터를 이

용하고 싶어 할때, 그는 (이하 설명될)EPG 데이터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신기가 동조된 방송 채널을 통해 수

신되고 있는 프로그램 위에 정상보다 축소된 크기의 몇몇 영상들의 중첩하여 디스플레이한다. 도 4는 수신되고 있는 프로

그램의 "정상 크기"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되어, 프로그램 윈도우로써 언급되어 표시된, 예를 들면, 정지 화상 영상들(still

picture images) 또는 EPG 영상으로 언급된, 5 개의 축소된 크기의 영상의 위치를 도시한다. 이러한 화상 영상은 상술된

바와 같은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의하여 형성된 영상 데이터 EPG1으로부터 재생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카테고리

아이콘을 각각의 정지 화상 영상에 중첩되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상기 정지 화상 영상과 동일한 프로그램 타입을 재빨리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카테고리 아이콘들은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의하여 형성되고 상기 정지 화상 데이터

EPG1과 함께 포함되며, 바꾸어 말하면, 상기 아이콘은 사용자의 수신기에 저장되고 이들로부터 비트 맵 데이터와 같은 적

당한 엑세스 데이터에 의하여 엑세스되는데, 상기 데이터는 상기 생성기에 의하여 형성된 정지 화상 데이터 EPG1을 포함

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EPG 영상 데이터 EPG1은 현재의 방송 채널(예를 들면, 80 방송

채널에 전송된 모든 현재의 프로그램) 상으로 전송될 모든 프로그램을 표시하고 또한 채널상의 주어진 주기 시간(예를 들

면, 다음의 1, 4 혹은 24시간)에 전송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표시한다. 이러한 EPG 영상 데이터는 수신기에 저장되고 선

택적으로 검색되며 또한 사용자의 원격 제어 장치의 작동에 응답하여 표시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종 정지 화상을 표시

및 장식하며, 따라서, 사용자가 보고싶어하는 프로그램을 식별할 것이다. 커서가 부근에 표시되거나 혹은, 정지 화상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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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데, 정지 화상이 전송되는 것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식별되는 방송 채널로 사용자의 수신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정지 화상에 의하여 식별된 프로그램에 따른 EPG 텍스트 데이터를 표시할 목적으로, 이러한 커서

는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바와 같이 원하는 정지 화상에 위치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위에 충접된 프로그램 윈도우와 더불어, 상기 EPG 디스플레이 모드

는 역시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된 "제목줄(title bar)"의 정보를 양호하게 디스플레이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

어서, 상기 제목줄은,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방송 채널과 같이,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상기 프로그램의 제목 및, 선택적으

로는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를 표시하는 아이콘들과 결합된 텍스트 데이터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그의 수신기를 다른 방송

채널로 동조시킬 때, 제목줄에 표시된 정보는 수신기가 이제 이것으로 동조된 프로그램의 카테고리 및 프로그램의 제목,

방송 채널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된다. 상기 제목줄에 표시된 정보가 도 1의 상기 MPEG 엔코더 303-1 ...

303-7에 의하여 인가되고 엔코딩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도 4에 도시된 제목줄에 표시된 정보는 커서에 의하여 선택된 정지 화상에 의하여 식별된 프로그램과 결합될 것이

다. 즉, 이것에 사용자가 커서를 위치시키는 특수한 정지 화상에 종속적으로, 상기 제목줄은 상기 정지 화상에 의하여 식별

된 프로그램의 제목, 프로그램이 전송된 방송 채널 및, 상기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를 표시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제목줄을 도시하며 또한 도 6은 도 4에 도시된 EPG 영상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윈도우를 도시하고

있다.

선택된 정지 화상에 의하여 식별된 프로그램과 결합된 EPG 텍스트 데이터는 원격 조정 장치의 사용자 작동에 의하여 선택

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상기 영상 텍스트 데이터와 같이 EPG 영상 데이터는 수신기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원하는 정지 화상 부근 혹은 그 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후, 컨트롤 장치상의 선택기 버튼을 작동시켜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 및 디스플레이시킬 것을 기대한다. 바람직하게,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도 7에 도시된 정보가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적합한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될 것이지만,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

다. 도 7에 도시된 예시에 있어서, 이러한 EPG 텍스트 데이터는 정지 화상에 의하여 식별된 프로그램의 방송 날짜 및 시

간,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송될 방송 채널, 이러한 프로그램의 형태 및 유형을 포함한다. 전송될 프로그램의 시간, 날짜는

프로그램 정보로서 언급되고 서술될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에 포함된다. 도 7은 도 4 및 5와 함께 서술된 제목줄을 도시

하고 있다.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들(EPG2,EPG3)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서, 사용자의 수신기에 저장되

는데, 이러한 EPG 텍스트 데이터들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어진 시간 주기동안 방송 채널로 전송될 프로그램을 표

시하도록 테이블의 형태로 표시되거나, 혹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수한 채널로 전송될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프로그

램 테이블로서 표시되거나, 혹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특정한 프로그램과 연합된 상세한 프

로그램 표시로서 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도면들에 있어서,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는 상술된 프로모션 채널 디스플레이

상에 중첩된다. 더구나, 도 8, 9, 10에 도시된 EPG 텍스트 데이터가 프로그램 상에 중첩될 수 있고, 그후, 다른 방송 채널

중의 하나에 의하여 수신되거나, 혹은, 상기 디스플레이가 어떠한 배경 영상 없는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full screen

display)가 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프로그램 테이블은 특수한 시간주기동안의 각각의 방송 채널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의 제목을 표시하고

있다. 상기 테이블은 전부 8개의 방송 채널보다 적은 채널을 도시하고(이것은 도시된 예시로서 사용되어 있다). 또한 사용

자는 추가적이며 유사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하여 추가 방송 채널로 전송될 TV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스크롤

링(scrolling)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8의 프로그램 테이블 디스플레이는 3시간동안 전송될 이러한 프로그램을 서술하

고 있으며; 또한 EPG 텍스트 데이터가 프로그래밍의 더 많은 시간들에 관련된 EPG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추가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하여 스크롤하고 이후 전송할 수 있다.

도 9의 프로그램 테이블은, 특정 단일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8의 것

과 유사하다. 도 9의 테이블은 예를 들면 5시간의 동안 전송될 프로그램을 묘사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는 이후의 시간에서

방송 채널로 전송될 부가의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추가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하여 스크롤할 것이다. 도 8 및

9가 명백한 프로그램 정보(즉, 전송시간, 프로그램 제목 및 방송 채널)로 생각되는 것을 디스플레이한 프로그램 테이블을

서술하는 바와 같이, 도 10은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에서 바같이 참조된, 더욱 상세한 디스플레이 정보를 서술하고 있다. 이

러한 정보는 도 1의 EPG 데이터 생성기(309)에 의하여 형성된 EPG 텍스트 데이터 EPG2 (및 EPG3)에 포함되며; 또한 바

람직하게는 매 15분정도의 주기로 갱신된다.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면, 특수한 프로그램, 유형, 이것의 형성시간 및, 사용

자에 대해 사용될 다른 정보의 서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원격 조정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수신기에 저장된 EPG 텍

스트 데이터로부터 검색될 것이다. 예를 들면, 커서가 디스플레이될 특정 정지 화상를 선택하도록 사용되고 그후, 상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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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의 정보 패턴이 상기 정지 화상에 의하여 식별된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도 10에 도시된 디스플레이를 판독하도록 작동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커서가 도 8 혹은 도 9의 프로그램 테이블에 표시된 특수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따라서, 상기 선

택된 프로그램과 결합된 도 10의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시키게 될 것이다.

도 8 및 9에 도시된 프로그램 테이블, 도 10에 도시된 상세한 프로그램 정보 및 도 7에 도시된 정보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한 EPG 텍스트 데이터가 도 1의 멀티플렉서들(304-1 ... 304-8)에 의해 형성된 데이터 출력 채널의 많은 이

용 가능한 전송 용량을 점유하게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 출력 채널이 정지 EPG 영상을 전송하는데 필

요한 모든 EPG 데이터 및 모든 EPG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이러한 데이터 출력 채널의 잔류 데이터 용량은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의 만족스러운 전송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프로모션 방

송채널과 함께 보다는 "정상" 방송 채널의 EPG 데이터를 더욱 소량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 1을 참조하면, 멀티

플렉서(304-1)의 데이터 출력 채널들 보다는 멀티플렉서들(304-2 ... 304-8)의 데이터 출력 채널들 상으로 EPG 데이터

를 더욱 소량으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EPG 데이터 EPG1 및 EPG2 를 멀티플렉서들(304-2... 304-8 및

304-1)에 공급함으로써 달성된다. EPG2 및 EPG3 으로 표현되는 EPG 데이터 사이의 차이는 도 11A 및 11B 에 도식적

으로 도시된다.

도 11A는 "정상" 트랜스폰더들(transponders)에 즉, 멀티플렉서들(304-2... 304-8)로부터의 데이터 출력 채널 상으로 수

신된 정상 방송 채널을 전송하도록 사용된 그러한 트랜스폰더에 의하여 전송, 공급된 EPG 데이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1B 는 프로모션 방송 채널을 전송하도록 할당된 트랜스폰더에 의하여 전송, 공급된 EPG 데이터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데, 이러한 트랜스폰더들은 "가이드" 트랜스 폰더들로서 언급되고, 멀티플렉서(304-1)로부터 데이터 출력 채널 상으로 수

신된다. 정상 트랜스폰더로 공급된 EPG 텍스트 데이터(EPG2)는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적요 프로그램 정보;brief

program information"로서 언급됨)와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상세한 프로그램 정보;detailed program information"로서

언급됨)를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테이블 및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가 예를 들면, 80개의 방송 채널로 전송된 프로그램

과 관련된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테이블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양이 상기 채널에 대한 프로그

램 내용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양의 데이터보다 적기 때문에, 상기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는 더 긴 시간 주기로 전송된 80

개의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를 표시하고 또한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더 짧은 시간 주기로 전송된 80개의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도 8 에 도시된 형태의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EPG2) 는 24 시간 주기 동안의 80

개의 방송 채널로 전송될 프로그램을 표시하며, 그로 인해, 도 10 에 도시된 상기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EPG2)가 4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주기동안 80개의 채널로 전송될 프로그램을 표시하게 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EPG1 은 다음에

1 시간의 주기동안 이러한 채널로 전송될 프로그램을 표시하고;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EPG 영상 데이터는 24 시간

주기동안 전송될 프로그램을 표시한다.

많은 EPG 데이터가 도 11B 에 도시된 가이드 트랜스폰더에 의하여 전송된다. 비록 이러한 가이드 트랜스폰더가 프로모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정상 프로그래밍을 전달할 것이지만, 상기 가이드 트랜스폰더에 의하여 전송된 정상 프로그래밍의

양은 정상 트랜스폰더에 의하여 전달된 것보다 작으며, 따라서 EPG 데이터의 전송 데이터 용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상

기 트랜스폰더는 24 시간의 주기동안 80개의 방송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EPG2)를 전송하며 또한, 상기 트

랜스폰더는 연속적으로 126 시간동안 80개의 방송 채널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

(EPG3) 을 전송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가이드 전송기는, 정지 화상 데이터(EPG1) , 150 시간 주기동안 80개의 방송

채널로 전송된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EPG3 및 EPG2 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다량의 EPG 데이터는 소비자에 의하여 상

대적인 긴 기간(예를 들면, 5 일 이상)을 시청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당히 선택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또한, 도 11B 는 80개의 방송 채널에 대한 가이드 트랜스폰더에 의하여 전송될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예를 들어서, 상기

데이터는 도 10 에 도시)를 도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가이드 트랜스폰더는 다음의 4 시간 이상

의 80개의 방송 채널을 통해 전달된 프로그램과 연합된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 EPG2 를 전송하고 또한, 상기 트랜스폰더는

그 다음을 따르는 66 시간 동안의 방송 채널을 통해 전달된 프로그램과 결합된 EPG3 을 전송한다. 정상 및 가이드 트랜스

폰더로부터의 EPG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충분한 EPG 데이터의 양이 수신기에 저장되어 사용자가 EPG 정지 화상, 다

음의 수일동안 전송될 프로그램 및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프로그램 정보와 마찬가지인 적요 프로그

램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에 의해서 표시된 짧은 시간 주기동안 전송될 이러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가 결합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4 시간 주기동안 전송될 프로그램과 정상 트랜스

폰더에 의해서 전송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가 결합되면, 상기 정상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전송된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

는 4 시간 주기동안에만 전송될 프로그램과 결합된다. 유사하게 상기 가이드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전송된 데이터가 150

시간동안 전송된 프로그램과 관련되므로, 가이드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전송된 데이터는 70 시간동안 전송될 프로그램과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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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는 트랜스폰더 1 로써 식별된 가이드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전송되고, 트랜스폰더 2... 트랜스폰더 8 로써 식별되어

정상 트랜스폰더로 전송된 상기 EPG 데이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가이드 트랜스폰더가 공급되어, 150 시간 주기동안 전

송된 프로그램 및, 동일한 프로그램과 결합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70 시간 주기로 전송된다. 또한 상기 가이드

트랜스폰더는 EPG 정지 영상 데이터를 공급하고 프로모션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 데이터 즉, 도 12 와 결합되어 상술된 단

일 프로그램 데이터를 공급한다. 각각의 정상 트랜스폰더는 24 시간 주기동안 전송될 프로그램과 결합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와, 동일한 프로그램과 결합되지만 4 시간 주기동안 전송된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를 공급한다. 각각의 정상 트랜스

폰더는 또한 다수의 방송 채널에 전달된 프로그램 데이터 및 상기 EPG 영상 데이터를 공급한다. 도 1 과 결합되어 예시로

써 서술된 바와 같이 각각의 정상 트랜스폰더는 5 개의 방송 채널을 전송하도록 작동되지만 실제의 실시에 있어서는 각각

의 정상 트랜스폰더는 10 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상기 가

이드 트랜스폰더는 프로모션 프로그램(물론 EPG 데이터와 함께)의 전송으로 단독 제안되지는 않지만, 2 개의 프로모션 채

널 및 8 개의 방송 채널과 같은 정규 방송 채널을 전송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본 발명은 상술된 설명에 단독으로 제한되지

는 않지만 실제적인 다수의 방송 및 프로모션 채널에 적용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을 부품으로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EPG 데이터 트랜스폰더(309)에 의해서 형성된 EPG 데이터의 한 구성이

이제부터 서술될 것이다.

다른 형태의 보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상기 EPG 데이터는 서비스 정보(SI)와 같은 직접 비디오 방송(DVB)으로 전송된

다. 전자 프로그램 테이블을 형성 및 표시하는데 사용될 데이터가 도 13 에 도시된다. 서비스 설명 테이블(Service

description Table; SDT)은 전송 서비스(즉, 방송 채널), 서비스 명칭 및, 서비스 형태의 공급기를 식별하는 서비스 공급

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상기 서비스 형태는 이것이 단일 프레임 서비스(프로모션 서비스)인지를 지시할 수 있

다. 전송될 프로그램의 제목은 EIT 의 쇼트 이벤트 디스크립터(Short Event Descriptor)내의 이벤트 명칭으로 한정되고

60 바이트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 서버 제목은 EIT 의 콤포넌트 디스크립터(Component Descriptor)로써 표시된다. 현재

날짜, 시간은 시간 및 날짜 테이블(Time and Date Table;TDT)내의 UTC 시간으로 한정되어, 상기 프로그램 시작 시간은

EIT 의 시작 시간으로 표시되고 또한 상기 프로그램 주기는 EIT 의 종료 시간에 의해서 형성된다. 예를 들면, 상기 프로그

램의 바이오런스(violence), 프로패니티(profanity) 및 누디티(nudity)를 대표하는 레이팅 코드(rating code)는 EIT 의 패

어런트 레이팅 디스크립터(Parental Rating Descriptor)에 포함된다. 상기 비디오 모드는 EIT 의 콤포넌트 디스크립터

(Component Descriptor)로써 표시된다. 제공 언어(The provide language;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언어)는 프

로그램 맵 테이블(Program Map Table;PMT)의 ISO639 언어 디스크립터(Language Descriptor)에 표시된다. 사운드 모

드는 상기 EIT 의 콤포넌트 디스크립터에 표시된다. 상기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는 EIT 의 내용 디스크립터(Content

Descriptor)에 설정된다.

도 7 에 도시된 케스트(cast) 같은 프로그램의 상세한 설명, 전체 프로그램 데이터(도 8 의 프로그램 테이블 참조) 및, 채널

프로그램 테이블(channel program table; 도 9 에 도시)은 EIT 의 쇼트 이벤트 디스크립터(Short Event Descriptor)로

언급된 64 바이트 데이터로써 표시된다. 도 7 및 도 10 에 도시된 일람표(또는 내용 설명서)같은 상세한 프로그램 설명들

은 EIT 의 확장 이벤트 디스크립터(Extended Event Descriptor)로서 언급된 256 바이트 데이터로서 표시된다. 아이템

명칭("프로모션 채널 1, NHK"), 아이템 내용("프로그램 소개") 및, 방송국 로고를 포함하는, 도 3 에 도시된 정보와 같은 프

로모션 정보는 SDT 의 프로모션 디스크립터로서 표시된다.

도 14 는 상기 SDT(Service Descriptor Tablre)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SDT는 서비스 명칭, 서비스 제공자 등

과 같은 시스템에 포함된 서비스들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도 14 에 도시된 괄호안의 숫자는 이것에 의하여 식별

된 정보를 표시하는데 사용된 바이트 수를 나타낸다. 선두의 10 바이트는 공통 구조 1(3), 전송 스트림 식별(transport

stream identification; 전송 스트림 id(2)), 공통 구조2(3) 및, 원래의 네트워크 식별(원래의 네트워크 id(2))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전송 스트림 ID 는 동일한 이송 시스템에서 멀티플렉싱된 다른 전송 스트림에서의 SDT 로 부터의 전송 스트림

을 구별하기 위한 라벨로 생각될 수 있다. 상기 원래의 네트워크 ID 는 이송 시스템의 소스로서 작용하는 네트워크를 식별

하기 위한 라벨로 생각될 수 있다.

다음으로 헤더는 서비스 디스크립터 루프[service descriptors loop; 0] 내지 서비스 디스크립터 루프[N] 및, 최종적으로

는 에러-보정 코드(error-correcting code) CRC 32(4)이다. 각각의 서비스 디스크립터 루프는 서비스 id(2), 6 개의 보유

된 비트들(six reserved bits), EIT 스케쥴 플래그(EIT_schedule_flag), EIT 현재/다음 플래그, 구동 상태 및, 프리 CA 모

드(free_CA_mode)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id 는 동일한 전송 스트림에서의 다른 서비스들로부터 이 디스크립터의 서비

스를 구별하기 위한 라벨로서 작용한다. 상기 서비스 id 는 도 18 의 대응 프로그램 맵 테이블(corresponding program

map table; PMT)(프로그램 맵 섹션;program_map_section)에서의 프로그램 수(program_number)로서의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한다. EIT 스케쥴 플래그는 EIT 전송 스트림에서의 EIT 스케줄 정보의 존재 또는 부재를 나타낸다. 상기 EIT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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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플라그는 EIT 전송 스트림내의 EIT 현재/다음 정보의 존재 여부를 표시한다. 상기 구동 상태는 서비스(혹은 방송 채

널)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와, 수분내에(이것은 재생을 위한 VCR을 셋팅업 시키는데 유용하다) 시작할 것인지, 이미 시작

되었는가 혹은, 현재 보류 되었는가의 여부와 같은 서비스(프로그램)의 상태를 나타낸다. 상기 프리 CA 모드는 서비스 또

는 방송 채널이 무료로 엑세스되는지 또는 (요금제 시청, 프리미엄 신청자 등과 같은)조건부 엑세스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

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프리_CA_모드 비트(free_CA_mode bit)의 다음은 연속 디스크립터들의 전체 바이트 길이를 식별하기 위한 디스크립터_

루프_길이(descriptor_loop_length)이다. 인접 서비스_디스크립터[i]는 서비스 타입뿐만 아니라, 텍스트 포맷에서의 서

비스 명칭 및 서비스 공급자의 명칭을 제공한다. 국가_이용가능성_디스크립터(country_availability_descriptor)[i] 그 다

음은 상기 서비스를 엑세스할 수 있는 국가의 리스트와 엑세스할 수 없는 국가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상기 연속적인 디스

크립터들은 프로모션 설명을 포함한다.

도 15 는 이벤트 정보 테이블(EIT)의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선두의 10 바이트들은, 공통 구조 1(3), 서비스 id(2), 공통구

조 2(3) 및, 전송 스트림 식별 전송_스트림_id(transport stream identification_transport_stream_id; 2)로 형성된 헤더

에 대해서 사용된다. 헤더 다음은 원래_네트워크_id(2) 및 최후_테이블_id(last_table_id)(1)이다. 상기 최후_테이블_id(1)

는 최종(final)(혹은 최대의) 테이블_id 이다. 만약 단일 테이블만이 사용된다면, 상기 테이블 id 가 설정된다. 만약 테이블

id 가 연속적인 값들로 가정된다면, 이러한 정보는 연대순으로 저장된다. 연속적으로 이벤트 디스크립터 루프[0] 내지

[N] 및, 최종적으로는 CRC_32(4)로 이어진다.

각각의 이벤트 디스크립터 루프는 서술된 이벤트(혹은 프로그램)의 식별 번호 및, 유니버샬 타임 코디네이츠(Universal

Time Coordinates;UTC) 및 수정된 쥴리언 데이 코디네이츠(Modified Julian Day Coordinates; MJD)에서의 이벤트 시

작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시작 시간(5)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작 시간 필드에서, 상기 MJD- 표시 데이터의 16 개의 적어도

충분한 비트(LSB)와, 4 비트 BCD(binary-coded decimal) 심볼 혹은, 24 비트로 표시된 6 개의 디지트 (digit)가 제공된

다. 예를 들면, 93/10/l2 12:45:00에 이 OXCO78124500 으로 코드화 가능하다. 상기 시작 시간 데이터 다음에는 시간, 분,

초등의 상기 이벤트(프로그램) 기간을 표시한다. 이후에는, 구동 상태, 프리 CA 모드 및, 디스크립터 루프 길이(1.5)가 이

어진다. 그후, 쇼트 이벤트 디스크립터[i](7+α)가 이벤트 명칭을 식별하도록 제공되며 또한 프로그램 테이블의 형태와 같

은 이벤트의 짧은 서술이 제공된다. 다음에는 쇼트 이벤트 디스크립터에 의해서 제공된 서술보다 더욱 자세한 이벤트의(도

10 에 도시된 프로그램 내용의 포맷에서와 같이) 서술을 제공하기 위한 연장된 이벤트 디스크립터[i](11+α)가 연속된다.

이후에는, 오디오_콤포넌트_디스크립터(audio_component_descriptor)[i](6), 비디오_콤포넌트_디스크립터(video_

component_descriptor)[i](3) 및 서브타이틀_콤포넌트_디스크립터(subtitle_component_descriptor)[i](4)가 제공된

다. 상기 연속되는 CA-식별자_디스크립터(CA-identifier_descriptor)[i](4)는 상기 이벤트가 수신을 위채 충전이 필요한

지, 스크램블 되는지의 여부 또는 수신이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도 6 에 도시된 프로그램 윈도우(정

지 화상 데이터)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이벤트_정지_영상_디스크립터[i]와 같은 다른 디스크립터들이 제공된다.

도 16 은 상기 이벤트_정지_영상_디스크립터[i](정지 화상 포맷)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1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어지

는 정보가 정지 화상 데이터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딩 데이터(leading data)로써 8-비트 디스크립터-태그가 설치된

다. 그러면, 8 비트 디스크립터 길이는 전체 포맷 길이를 나타내고, 8 비트 디스크립터 넘버 및 8 비트 라스트-디스크립터

-넘버는 각각 다수의 디스크립터 및 상기 라스트(최대) 디스크립터를 규정한다. 최종적으로 정지 화상의 연속적인 영상 데

이터를 표현하는 영상 구조가 위치된다. 이러한 영상 구조는 8 비트 포맷 식별기, 32 비트 영상_크기_지시기 및, 자체의 영

상 데이터로 형성된다. 상기 포맷 식별기는 영상 데이터의 ID 를 표시한다. 상기 포맷 식별기가 0 × 10 일 때, 영상 데이터

는 흑백 2 진 영상 데이터(black-and-white binary image data)로 식별된다. 만약 포맷 식별기가 0 × 11 이라면, 영상 데

이터는 흑백 256-스텝 영상 데이터로서 식별된다. 만약 포맷 식별기가 0 × 12 라면, 상기 데이터는 각각의 칼라가 8 비트

로 형성되는 RGB 영상 데이터로서 식별된다. 상기 포맷 식별기가 0 × 20 이라면, 상기 영상 데이터는 JPEG 기술에 의하

여 압축된다. 도 1 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그램 윈도우를 형성하는 축소된 크기의 정지 영상 프레임은 JPEG 기술

에 의해서 압축되고, 또한 상기 포맷 식별기는 0 × 20 이 된다. 만약 영상 데이터가 2 진 흑백 영상 데이터일 때, 그 안에

포함된 다수의 비트들은 8 비트의 정수배 될 수 없고, 이 경우에 "더미 데이터(dummy data)"는 이 필드에 "필인(fill in)"하

도록 영상 데이터 필드에 채워진다.

도 17 은 타임 데이터 테이블(Time Data Table;TDT)의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TDT 는 공통 구조 1(3) 및 UTC 타임(5)

으로 형성된다. 상술된 테이블과 더불어, 상기 서비스 정보(SI)는 도 18 에 도시된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과 도 19 에

도시된 프로그램 연합 테이블(PAT)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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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에 도시된 PMT, 공통 구조 1(3), 전송 스트림 id(2), 공통구조 2(3) 및, 프로그램 맵 id 루프[0](4) 내지 [N](4)를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CRC32(4)가 제공된다. 각각의 프로그램 맵 id 루프 [i](4)는 PID 가 포켓 id 를 표시하는 프로그램

맵 PID[i](2)(혹은, 네트워크 PID) 및 프로그램 넘버[i](2)(혹은, 네트워크 PID) 및 프로그램 넘버[i](2)로 형성된다. 상기

프로그램 넘버는 대응 프로그램 맵 PID 를 보정하도록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기 프로그램 넘버가

0x0000 으로 설정될 때 다음에 따르는 프로그램 맵 PID 내의 PID 가 네트워크 PID 로써 작용한다. 0x0000 보다 다른 프

로그램 넘버의 값이 사용자에 의하여 한정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번호 필드에 있어서, 동일한 값은 PAT 에서 취해질 수 없

다. 예를 들어서, 만약 프로그램 번호가 방송 채널을 지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상기 네트워크 PID 는 NIT 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 포켓의 PID 를 한정한다. 비록, 상기 네트워크 PID(상기 프로그램 맵 PID 의 값과 마찬가지로)의 값이 사용자

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다른 사용을 위해서 저장된 값을 부여할 수 없다. 네트워크 PID 는 선택적이다. 상

기 프로그램 맵 PID 는 프로그램 번호에 의하여 한정된 프로그램용의 효과적인 PMT 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 포켓을 포

함한다.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 맵 PID 는 프로그램 번호에 할당될 수 없다.

도 19에 도시된 PAT 에 있어서, 10 바이트 헤더는 공통 구조 1(3), 프로그램 번호(2), 공통 구조 2(3) 및, PCR PID

(1.375)로 형성된다. 상기 PCR PID 는 프로그램 번호에 의하여 한정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 클록 기준(PCR) 필드

효과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 포켓의 PID 를 포함한다. 만약, 개개의 흐름에 대한 한정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PCR 가 없다

면, 이러한 필드는 0 x 1FFF 의 값으로 가정된다. 다음의 디스크립터의 바이트 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정보 길이(1.5)가

제공되는데, 다음에는 CA 디스크립터, 카피라이트 디스크립터, 최대 바이트레이트 디스크립터(MAX bitrate descriptor)

등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정보 디스크립터가 제공된다. 이후에는 스트림 타입 루프 [0](5+α) 내지 [N](5+α) 및, CRC

32(4) 가 제공된다. 각각의 스트림 타입 루프는 스트림 타입(1) 및 초등 PID(2)를 포함한다. 상기 스트림 타입은 페이로드

타입(type of payload)을 한정하거나 혹은, 포켓내에 전송된 초등 스트림이 효소 PID 에 의하여 제공된 PID 를 갖는다. 상

기 스트림 타입의 MPEG2 기술에 의하여 한정된다. 상기 초등 스트림 PID(elementary stream PID)는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스트림 포켓의 PID 및 관련된 초등 스트림의 PID 를 포함한다. 상기 초등 PID 를 따라서 12-비트 ES 정보

길이(1.5); 00인 최초의 2 비트 및, 이러한 비트 이후의 다음 관련 초등 스트림의 디스크립터의 바이트 수가 제공된다. 그

후, CA 디스크립터 및 다른 디스크립터를 포함하는 ES 정보 디스크립터 [N]가 뒤따른다.

공지 기술과 결합된 수신 장치의 한 예시가 도 20 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송신 장치는 도 1에 도시된 장치에 의하

여 전송된 EPG 데이터 복조된 프로그램을 수신 및 디코딩하기 위해서 또한 디코더된 프로그램 및 EPG 데이터를 표시를

위한 모니터(4)에 제공하기 위해서 적당한 안테나(3)에 결합된 수신기/디코더(2)를 포함하는 오디오/비디오 장치(1)로서

일반적으로 참조된다. 안테나(3)는 DSS 디쉬 수신기, 통신 위성 안테나 혹은, 프로그램 치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적합

한 다른 안테나 장치를 포함한다. 수신기/디코더(2)는 아래에 상세히 서술되며 또한 원격 조정 장치(5)내에 포함된 적합한

IR 모듈(51)로부터 이것에 전송된 적외선(IR) 신호에 응답한다. 상기 원격 조정 장치에 의하여 요구된 기능들은 아래에 더

욱 상세히 서술되며; 또한 도 24는 원격 조정 장치의 한 실시예의 명백한 도시도이다. 상기 장치(5)는 방송 채널을 선택하

고, 오디오 볼륨을 조정하며 상술된 바와 같이 EPG 데이터를 이용한다.

수신기/디코더(2)는 적당한 접속 리드(11, 12)에 의하여 모니터(14)에 접속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 리드

(11)는 비디오 및 오디오 정보를 모니터에 인가하고 접속 리드(12)는 제어 정보를 이것에 인가한다. 예시로서, 접속 리드

(11)는 3 개의 분리된 라인을 포함하는데, RF 비디오와, 좌측 채널 오디오 및, 우측 채널 오디오 신호이다. 상기 리드(12)

는 오디오 볼륨 제어, 화상 특성 제어, 전력 온/오프 제어와 같은 적당한 요구를 모니터에 제공할 것이다. 모니터(4)는 종래

의 TV 수신기가 케이블 셋트-탑 박스에 접속되는 것과 동일 방식으로 수신기/디코더에 접속된 종래의 TV 수신기를 포함

한다.

도 21 은 수신기/디코더(2), 안테나(3) 및, 모니터(4) 사이의 전기 접속을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21 은 원격 제어 장치(5)

를 도시한다. 안테나(3)는 위성 전송 신호를 수신기/디코더(2)와 같은 소비자의 비디오 장치에 적합한 주파수 신호로 변환

시키는 저잡음 블록(LNB) 다운 컨버터(3a)에 의하여 수신기/디코더(2)에 접속된다. 상기 수신기/디코더(2)는 상술되고 또

한 도 23 과 연합되어 후술되는 바와 같이, 접속부(11)를 경유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모니터(24)에 인가한다.

또한 제어 신호는 각각의 장치에 제공된 제어 섹션들(2A 및 4A) 사이에서와 같은 모니터 및 수신기/디코더 사이로 전송된

다.

도 22 는 이것의 프론트 패널(40)상에 설치된 전력 온/오프 버튼(111)을 포함하는 수신기/디코더(2)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

고 있다. LED 와 같은 적당한 전력 지시기(112)는 전력이 수신기/디코더로 인가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또한 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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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113, 114)가 제공되는데, 이것은 수신기/디코더가 DSS 전송에 의해서와 같은, 종래의 공중파 (혹은 케이블)를 경유

하거나 혹은, 위성을 경유하여 전송된 방송 채널을 수신하도록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기 위한 것이다. TV/DSS 전환

버튼(123)은 TV 혹은 DSS 작동 모드를 선택한다.

위성 통신은 소비자에 대한 개개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적응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요금 지불과 같은 메세지가 전송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메세지의 수신 지시가 메세지 LED(114)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러한 LED 는 소비자가 예를 들면

모니터(4)상에 메세지를 식별 및 표시할 때 리셋된다.

수신기/디코더(2)는 작동시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메뉴얼을 디스플레이하는 메뉴 스위치(121)와 함께 제공된

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출구 버튼(122)의 사용자에 의한 작동에 응답하여 명확해진다.

커서 위치화 버튼들(117-120)은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커서 디스플레이를 이동시키도록 작동

된다. 따라서 상기 커서는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테이블(도 8)상의 특수한 위치 또는 요구된 EPG 정지 영상으로 이동할

것이다. 선택 버튼(116)이 사용자에 의해서 커서의 위치에 의해서 식별된 특수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작동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적용에 있어서, 선택 버튼(116)의 작동은 커서에 의해서 선택되어 EPG 데이터에 의하여 식별된 특정

한 시간에 방송 채널로 수신기/디코더를 세트한다. 예를 들어 상술된 바와 같이 수신기/디코더(2)는 커서가 위치 설정되는

곳에서 EPG 정지 영상에 의해서 식별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송 채널로 조정된다.

본 발명과 결합된 수신기/디코더(2)의 한 실시예의 흐름도가 도 23 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수신기/디코더는 전단부(20),

CPU(29), 디멀티플렉서(24), 데이터 버퍼 메모리(35) 및 MPEG 디코더(25, 26)와 함께 제공된다. 전단부(20)는 LNB 다

운 컨버터(3a)에 의하여 안테나(3)에 접속되어 안테나에 의해서 수신된 다수의 방송 및 선전 채널을 수신한다. 상기 전단

부는 상기 채널 이상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송 혹은 선전 채널로 조정 작동 가능한 동조기(21)를

포함한다. 동조기(21)의 출력은 이곳으로 동조기(21)가 조정되어 방송 채널로 전송된 프로그램 및 EPG 데이터를 회복시

키는 직교위상 편이 키잉(QPSK) 복조기(22)에 접속된다. 그후 상기 복조된 디지털 데이터는 에러 보정 회로(23)에 의해서

에러 보정에 영향을 받아 회복된 프로그램 및 EPG 데이터는 디멀티플렉서(24)로 인가된다.

CPU(29)가 동조기(21), QPSK 복조기(22), 에러 보정 회로 및 디멀티플렉서(24)에 접속되어 각 회로의 작동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기 CPU 는 비디오 및 오디오 동조기에 사용되는 종래의 방식으로 동조기(21)의 조정 작동을 제어한다. 상기

CPU 는 제어 섹션(2A)에 접속되어 수신기/디코더(2)로부터 전송된 각종 제어 신호를 모니터(4)로 인가 제어하고 또한, 유

사하게 모니터로부터 수신기/디코더로 복귀된 제어 신호를 탐지, 디코딩하게 된다. 전방 패널(40)이 CPU 에 접속되어 전

력 온/오프 버튼(111)이 작동될 때 CPU 가 탐지한다. 또한 IR 수신 섹션(39)이 CPU(29)에 접속되어 원격 제어 장치(5)에

의해서 생성된 CPU 의 각종 요구를 제공하고 IR 신호로써 상기 수신기/디코더에 인가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송 채널이 미리 설정된 예약(subscription), 통과(clearance) 또는 수용

(acceptance)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프로그램들 및 다른 프로그램로서 언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 즉 유료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 채널에 전송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스크랩블되어 암호화되며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디

스플레이 및 암호화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한다. 디멀티플렉서(24)는 이렇게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디코더하기 위해서 해독

화 키 및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구하는 해독화 회로를 양호하게 포함한다. 인터페이서(32)가 디멀티플렉서(24)에 결합되

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판독하는데 사용된 다른 종래의 디지털 회로 및, CPU, ROM, RAM 을 가진 IC 카드상에 설치된 적

당한 회로 장치를 포함한다. 조건 엑세스 모듈(CAM)(33)이 상술된 디지털 회로 전체 혹은 몇몇을 포함하고, 그러므로 수

신된 프로그램을 해독하는데 필요한 해독 키를 가진 디멀티플렉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CAM(33)은 사용자의 비용과

관련된 지불 정보 및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여, 위임된 엑세스를 방지하고 해독 소프르웨어 및 해독 키를 사용하게 된다.

디멀티플렉서(24)는 전단부(font end;20)로부터 수신된 해독 프로그램 및 EPG 데이터를 데이터 버퍼 메모리(35)에 인가

한다. 상기 버퍼 메모리는 DRAM 으로 구성되고 EPG 데이터가 내부에 저장되는 EPG 구역(35A)을 포함할 것이다. 후술되

는 바와 같이, 상기 EPG 구역은 예를 들어, 도 8, 9 에 도시된 프로그램 테이블 혹은 도 10 에 도시된 상세한 프로그램 정

보, 도 7 에 도시된 텍스트 데이터 및 정지 영상, 도 4 에 도시된 정지 영상 데이터와 같이, 선택적으로 검색되고 디스플레

이 된 EPG 영상 및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한다.

비록 버퍼 메모리(35)가 DRAM 으로서 도시되었지만, 상기 프로그램 및 EPG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스테틱 랜덤 액세스 메

모리(SRAM)내에 저장될 것이다. 또한 버퍼 메모리는 전단부(20)의 방송 채널로부터 복귀된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한다.

디멀티플렉서(24)가 CPU(29)에 의하여 제어되어 전단부(20)에 의하여 수신되고 멀티플렉서에 의하여 분리된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35)로부터 판독한다. 수신기/디코터(2)에 의하여 수신되니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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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축 형태이고; 또한 디멀티플렉서(24)가 버퍼 메모리로부터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고 또한 MPEG 비디오 디

코더(25)로 인가하는 것을 상기한다. 유사하게, 상기 디멀티플렉서는 버퍼 메모리(35)로부터 저장된 압축 오디오 데이터

를 판독하고 MPEG 오디오 디코더(26)로 인가한다. 상기 MPEG 비디오 디코더는 메모리 DRAM(25a)과 결합되고 또한

MPEG 오디오 디코더는 메모리 DRAM(26a)과 결합되어 각각 압축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디코딩/압축

풀기 작동을 수행한다. MPEG 디코딩 기술은 공지된 기술이므로 본 발명의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디오 및 오

디오 데이터의 MPEG 디코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여기에 제공되지 않는다.

MPEG 디코더(25)는 휘도 및 색차 신호(Y, C)로 또한 복합 비디오 신호로 비디오 정보가 엔코딩되는 곳으로 디코딩된 비

디오 신호를 예를 들어, NTSC 엔코더(27)로 인가한다. 상기 휘도 및 색차 신호(Y, C)는 각각 버퍼 증폭기(28Y, 28C)에 의

하여 각각의 출력으로 인가되는데, 이러한 출력은 소위, S 비디오 출력으로 구성된다. 상기 복합 비디오 신호가 버퍼(28V)

에 의하여 복합 비디오 출력으로 인가된다. 더불어, 상기 복합 비디오 신호가 종래의 수신기와 일치하는 RF 비디오 출력을

제공하는 RF 변조기(41)에 결합된다.

유사하게, MPEG 오디오 디코더(26)가 여기에 인가된 오디오 프로그램 데이터로부터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복귀시키

고, 또한 이러한 오디오 데이터는 D/A 컨버터(30)에 의하여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된다. 상기 D/A 컨버터는 버퍼 증폭기

(31L, 31R) 방식에 의하여 좌, 우 출력에 접속된 좌, 우 채널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모노 오디오 신호는

D/A 컨버터(30)로부터 RF 변조기(41)로 인가되는데 여기서, 오디오 신호는 NTSC 엔코더(27)로부터 인가될 복합 비디오

신호와 결합되며 그러므로서, RF 변조기의 RF 출력에서의 복합 TV 신호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 TV 신호 출력은

TV/DSS 선택기 버튼(123)에 DSS 모드를 선택하도록 작동할 때 선택하도록 작동할 때 RF 변조기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

러나, 상기 TV 모드가 선택될 때, 신호가 상기 RF 입력으로 인가되는 것마다 상기 RF 출력으로 전환되도록 출력이 NTSC

엔코더 및 D/A 컨버터(30)에 의하여 이곳에 인가되는 것마다, RF 변조기(41)는 바이패스된다. 따라서 수신기/디코더(2)가

VCR 개인 컴퓨터 혹은 다른 오디오/비디오 장치로부터 수신기/디코더에 결합될 모니터(4) 신호에 결합되도록 사용될 것

이다. 여기서, 상기 수신기/디코더는 분리된 입력 포트를 경유하며 이것에 접속된 다수의 상이한 형태의 신호를 수신하고

또한 RF 출력을 경유하여 모니터(4)에 인가될 이러한 신호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도 23 은 각종 메모리 장치(36, 37, 38)를 도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CPU 의 작동을 제어하고 또한 CPU 가 각

종 처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용된다. 예시로서, ROM(37)은, 처리기가 동조 제어 기능, QPSK 복조 기능, 에러 보정 기능

및 데이터 탐색, 분리 및 디코딩 기능을 실행하는 CPU 에 대한 작동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EEPROM(38)을 전력이 턴오프

될 때 삭제될 수신기/디코더의 작동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예시로서, 상기 EEPROM 은, 전력이 턴-오프 되거전에 동

조기(21)와 조정되는 최종 방송 채널의 동일함, 예를 들어 최종 4 주 동안 동조기가 조정되는 방송 채널의 동일함(즉, 사용

자의 "선호하는" 채널의 지시), 동조기(21)의 동조 이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의 결과로서,

전력이 턴-온될 때, CPU(29)는 전력이 턴-오프 전에 수신된 최종 방송 채널로 혹은 사용자의 선호 채널로 조정될 방송 채

널중의 하나로 동조기(21)가 조정한다. ROM(37)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선택을 양호하게 결정한다. 또한 EEPROM

및 ROM 은 전력이 턴-오프 될때 조차도 적당한 타이밍 기능을 CPU(29)가 유지하도록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예시로서,

이것은 상기 CPU 가 시간, 분, 초등의 현재의 시간을 유지하고 또한, 적당한 시간에 도달할때 제어 라인(12)을 경유하여

이것에 접속된 VCR 에 스타트 신호를 인가하고 그러므로, 프로그램된 디코딩 작동을 시작하도록 타임 형성 기능을 제어하

도록 한다. SRAM(36)은 상술되고 또한 다른 처리 작동을 보조되도록 CPU(29)에 대한 작업 메모리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도 4-10 에 도시된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나타내도록 전송되어야 할 다량의 EPG 데이터를 감소시키도록 각종

아이콘 및 로고를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전체량은 EPG 데이터의 부분으로서 전송되지 않게 된다. 더구나, 이

러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비트맵 데이터와 같은 DRAM(25a) 및 엑세스 데이터의 작당 구역에 미리 저장되고, 상

기 EPG 데이터의 부분으로서 전송되고 또한 이러한 예비 저장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엑세스하도록 사용된다. CPU(29)는

이것이 엑세스 데이터의 멀티플렉서(24)에 의한 수신을 감지할 때 상기 MPEG 비디오 디코더를 제어하여 DRAM(25a)으

로부터의 이러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복귀하도록 MPEG 비디오 디코더(25)에 접속된다. 그후, 상기 저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DRAM 으로부터 판독되고, 디코더(25)에 의하여 디코eld되고 (즉, MPEG-확자왼) 또한 비디오 디스플레이상에

NTSC 엔코더(27)로 인가되어, 도 4-10 에 도시된 방식으로 이러한 아이콘 및 로고의 디스플레이를 야기시키게 된다. 도

28 에 결합되어 후술되는 바와 같이, 버퍼(35)의 EPG 구역(35A)에 저장된 EPG 데이터는 EPG 구역으로부터 판독되고,

DRAM(25a)의 추정된 구역에 저장되어,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OSD) 구역으로서 참조되고 또한 MPEG 디코더(25)에 의

하여 상기 OSD 구역으로부터 검색되어 도 4-10 에 도시된 EPG 디스플레이를 형성하게 된다.

도 23 은 CPU(29)를 예를 들면, 전화선에 상호 접속시키기 위한 모뎀(34)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모뎀은 지불 정보, 해독

화 키,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수신기/디코더(2) 및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유사한 접속을 교환하도록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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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원격 제어 장치(5)의 한 실시예가 제공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치는 누름 버

튼으로서 도시된 각종 작동 선택기 스위치와 함께 제공되어 이후로 간단히 버튼으로서 참조된다. 또한 도 24 에 IRT 를 경

유하여 하나 이상의 도시된 버튼의 작동에 의하여 생성된 각종 요구를 수신기/디코더(2)에 전송하는 IR 전송기(51)가 도시

된다.

상기 수신기/디코더(2)로 전송되어 저장된 EPG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영구적으로 접속되어 사용되는 버튼은 원격 제어 장

치의 중앙부에 제공된다. 커서를 이동시키도록 작동된 커서 제어 버튼들(135, 136, 137, 138)은 버튼상에 도시된 화살표

에 의하여 표시된 방향으로 디시플레이 스크린을 엑세스시킨다. 예를 들어, 상기 커서는 도 4 에 도시된 요구되는 정지 화

상 부근에 혹은 도 8 혹은 9 에 도시된 요구되는 프로그램 테이블 입구에 위치 설정되어, 버튼(131)의 작동은 상기 정지 화

상에 의하여 식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버튼(145)의 작동은 버퍼 메모리(35)로부터 도서에 도시된 EPG 데이터를 복귀

시키고, 그후 디스플레이된다. 대신에, 버튼(158)의 작동은, CPU(29)가 동조기(21)를 제어하여 상기 선택된 정지 화상에

의하여 식별된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방송 채널로 조정하게 한다.

버튼(134)의 작동은 CPU(29)가 MPEG 디코더(25)를 제어하여 상기 DRAM 의 OSD 구역내에 저장된 DRAM(25a)로부터

의 메뉴 디스플레이 정보를 판독하게 한다. 이러한 메뉴 정보로 TV 수상기, VCR 등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

가 도 4 에 도시된 정지 화상 디스플레이 및, 도 8, 9 에 도시된 프로그램 테이블 디스플레이 혹은 도 10 에 도시된 프로그

램 내용 표시와 같은 상이한 형태의 EPG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버튼(134)은 버튼(144)과 결합되어 특수한

형태의 EPG 디스플레이가 선택되도록 사용될 것이다.

숫자 키 패드(138)가 예전의 방식으로 방송 채널은 선택하도록 작동된다. 선전 채널이 버튼을 작동시킴으로써 간단한 표

시를 위해서 선택될 것이다. 버튼(157)이 작동되면 동조기(21)가 선전 채널의 방송 주파수로 조정되는 것은 명백하다. 양

호하게, 복수의 선전 채널이 수신될 수 있으며, 하나의 채널에서 다음으로의 동조기에 의한 연속적인 버튼(157)의 작동이

촉진될 것이다.

채널 업/다운 버튼(133) 및 볼륨 업/다운 버튼(132)은 사용자가 연속적인 방송 채널을 스크롤하고 또한 원하는 대로 오디

오 볼륨을 증가 및 감소시키도록 한다.

전력 온/오프 버튼(153)은 수신기/디코더에 대한 전력을 조정한다. 유사하게, TV 전력 온/오프 스위치(152)는 모니터(4)

에 인가된 제어 전력을 조정하는데 사용된다. 뮤팅 스위치(mute swtch;151)의 작동은 모니터의 오디오 출력을 뮤팅시키

고; 또한 스위치(154)의 작동은 이것의 위성 안테나 입력 및 종래의 TV 입력 사이에서 수신기/디코더를 접속 전환시킨다.

스위치는 도 22 에 도시된 스위치(123)와 같은 동일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상기 커서 제어 및 EPG 선택 버튼에 대한 다른 장치가 도 25 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버튼(131)은 도 2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버튼에 의해 둘러싸였다기 보다는 커서-제어 버튼에 인접하여 위치된다.

도 26 은 원격 제어 장치에 포함된 마이크로컴퓨터(171)와 버튼 매트릭스(82) 및 IR 송신기간의 내부 전기적 접속을 설명

한다.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는 CPU(72), ROM(73) 및 RAM(74)을 포함한다. 버튼 매트릭스(82)는 도 24 에 도시된 모든

누름 버튼을 표시하며, 이 버튼 매트릭스는 버튼이 작동되는 것을 검출하여 결정하도록 상기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해 폴링

(pollig)된다. 상기 버튼을 통해 선택된 명령은 상기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해 생성되고 IR 송수신기(51)에 포함된 LED(76)

를 구동하는 LED 구동기(75)에 공급된다, 따라서, LED(76)는 버튼 매트릭스(82)에 포함된 특정 버튼의 작동에 응답하여

마이크로컴퓨터(71)에 의해 생성된 명령을 표시하는 IR 신호를 전송한다.

도 27 은 EPG 데이터가 상기 가이드 및 정상 트랜스폰더에 의해 전송되고, 수신기/디코더(2)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 데

이터와 결합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프로그램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로 이루어지며, EPG 데

이터는 서비스 정보(SI) 데이터에 포함되고, 후에는 EPG 데이터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전송된 형태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포함한다. 패킷은 상기 프로그램 및 SI 데이터로 형성되고, 연속적인 패킷은 12.25GHz 내지 12.75GHz 의 주파

수 범위와 같은 적당한 주파수에서 각각의 트랜스폰더(4 개의 트랜스폰더는 도 27 에 설명되어 있다)에 전송된다. 예를 들

어, 하나의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 데이터는 패킷으로서 구성되고, 정상 트랜스폰더는 10 개의 각각의 방송 채널에 전송된

프로그램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10 패킷을 가진다. 상기 SI 데이터는 도 1 을 참고로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

이, 이들 패킷들과 멀티플렉싱 된다. 위성에 제공된 트랜스폰더 수에 의해서, 방송 채널수의 10 배가 전송된다.

상기 여러 트랜스폰더에 의해 전송된 프로그램 패킷과 SI 데이터는 도 2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기/디코더(2)에 의해

수신된다. 상기 프로그램 및 SI 정보는 각각의 패킷으로부터 분리된다. 전단부(20)(도 23 을 참고하여)는 특정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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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송 주파수에 동조되고, 프로그램 패킷 및 상기 트랜스폰더로부터 수신된 SO 데이터가 복조된다. 상기 멀티플렉서

(24)는 프로그램과 수신된 패킷으로부터 SI 데이터를 분리하여 상기 분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버퍼(35)에 일시적으로 저장

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SI 패킷은 헤더를 포함하며, 이 헤더가 다양한 검출과 동기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EPG 데이

터의 실제 표시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 따라서, 상기 분리된 SI 패킷에 포함된 EPG 데이터는 도 27 에 설명된 바와 같이,

데이터 버퍼(35)의 EPG 영역(35A)에 저장된다. 상기 비디오 패킷은 분리후에, DRAM(25a)에 저장되고, 오디오 패킷은 분

리후에, DRAM (26a)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며, 유사하게, MPEG 디코더(26)는 DRAM(26a)에 저장된 오디

오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수치적 예로서, 각 트랜스폰더 채널의 전송 속도는 30Mbit/초의 정도이다. MPEG 엔코딩과 일치하여, 빠른 움직임을 표시

하는 비디오 영상은 많은 패킷을 가지는 MPEG 에 의해 디스플레이된다. 한편, 뉴스 프로그램, 토크쇼 등과 같은 비교적 작

은 움직임을 갖는 비디오 영상은 적은 수의 패킷을 가지는 MPEG 데이터에 의해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트랜스폰더는 빠

른 움직임을 디스플레이하는 소수의 프로그램과 비교적 적은 움직임을 표시하는 큰수의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이 방법에

서, 각 트랜스폰더에 의해 전송된 평균 패킷수는 대략 같다.

EPG 데이터가 수신기/디코더(2)에서 저장되어 검색되는 방법은 도 28 을 참고로 하여 기술된다. 상기 패킷 헤더 데이터에

의해, CPU(29)는 디멀티플렉서(24)를 제어하여 적당한 메모리 목적에 대해 수입 데이터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EPG 데

이터는 버퍼 메모리(35)에 조정되며, MPEG 비디오 데이터는 DRAM(25a)을 조정하고 MPEG 오디오 데이터는 DRAM

(26a)에 대해 조정된다. 상기 디멀티플렉서는 수신된 EPG,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가 조정되는 적당한 메모리 어드레스

를 저장하는 레지스터(24a)를 포함한다. 물론, 상술된 바와 같이, 모든 검색된 데이터는 초기에 일시적으로 버퍼 메모리

(35)에 저장되고, 상기 데이터는 적당한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내의 적당한 어드레스, 즉, EPG 영역(35a), DRAM(25a) 및

DRAM (26a)에 분포된다.

도 28 은 EPG 영역(35a)의 확대도를 설명한다. 정상 트랜스폰더로부터 검색된 EPG 데이터는 80개의 방송 채널, 정지 영

상 데이터(EPG1), 텍스트 데이터(EPG2)를 포함한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상기 텍스트 데이터는 이들 80개의 채널로

전송된 프로그램중 24 시간 관련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는 또한, 이들 80개의 채

널에 전송된 4 시간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EPG 영상 데이터(EPG1) 및 EPG 텍스

트 데이터(EPG2)가 EPG 영역에 저장된다.

EPG 데이터가 가이드 트랜스폰더로부터 검색될 때, EPG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리콜(recall)된다. 특히, 상기 가이드 트

랜스폰더는 80개의 채널에 전송된 150 시간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 테이블 정보를 표시하는 EPG 텍스트 데이터

(EPG2 + EPG3)를 전송한다. 상기 텍스트 데이터(EPG2 + EPG3)는 또한 이들 80 개의 채널로 전송된 70 시간의 프로그

램에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정보를 포함한다. 도 28 은 상기 가이드 트랜스폰더에 의해 전송된 EPT 텍스트 데이터(EPG2

+ EPG3)의 EPG 영역에 저장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원격 제어 장치가 EPG 영역(35a)에 저장된 EPG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동작할 때, 디스플레이 영역(250)과 같은 개별 부분

에 저장된 데이터는 DRAM(25a)의 OSD 영역(25aA)에 검색되어 기록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5)의 버튼

(144)을 동작시킬 때, 상기 EPG 영상 데이터는 현재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식별하며, 예를 들어, 모든 80 개의 방송 채널들

은 디스플레이 영역(250)에 저장되며 그로부터 판독되어 OSD 영역으로 기록된다. 한편, 상기 사용자가 도 8 에 도시된 테

이블과 같은 EPG 정보의 테이블을 디스플레이할 목적으로 원격 제어 장치를 동작시키면, 상기 EPG 텍스트 데이터는 이들

전송된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테이블 정보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4 시간이 디스플레이 영역(250)에서 판독되어

OSD 영역(25aA)로 기록된다. MPEG 비디오 디코더(25)는 도 3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OSD 영역(25aA)에 저장된 데이터

를 판독하여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EPG 데이터를 NTSC 엔코더(27)에 공급하며, 상기 EPG 데이터는 프로그램 비디오 데

이터에 중첩되고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EPG 영상 데이터가 OSD 영역으로 기록되는 경우) 또는 도 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EPG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가 OSD 영역으로 기록되는 경우) 모니터(4)에 디스플레이된다.

도 28 에 도시처럼, ROM(37)은 CPU(29)에 대한 동작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디스플레이하는데 적당한 형태로 압축된 문

자 데이터(즉, 수신기/디코더(2)에 의해 수신된 텍스트 데이터)를 신장하는데 사용된 압축 코드 변형을 포함한다. 상기

ROM 은 또한 상기 EPG 데이터에 포함된 전단 비트맵 데이터에 응답하여 적당한 문자를 판독하기 위해 CPU 에 의해 사용

된 어드레스 변형 테이블을 포함한다. ROM(37)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미리 저장된 로고들나 아이콘들을 판독하기 위해

EPG 데이터로 전송된 상술한 엑세스 데이터를 사용하는 로고 데이터 어드레스 변형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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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 4 에 도시된 형태의 정지 영상 디스플레이와, EPG 영상과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므로써, 사용자에게 전달

하며, 그에 따라, 현재 전송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각 방송 채널에 전송될 프로그램을 식별한다. 상기 사용자는 도 7 에

디스플레이와 같이, 원격 제어 장치(5)의 적당한 버튼을 동작시킴으로써,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표

시한다. 실제로, 본 발명은 도 8 및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이블 정보를 표시하는 용량과 도 10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표시들은 기술된 바와 같이, "정상" 프로그램 또는 "프로모션" 프로

그램 중 하나인 비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사용자 수신기/디코더에 의해 수신되는 비디오 프로그램 상에 중첩된다. 더구나,

사용자는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 제어 장치를 동작시킴으로써 특정 EPG 정지 영상에 가까이 커서를 위치시키며,

상기 사용자 수신기/디코더에 포함된 동조기는 커서가 위치된 곳에서 EPG 정지 영상에 의해 식별된 방송 채널에 동조된

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 뿐 아니라 다른 실시예를 참고로 도시되고 기술되어 있으며, 당업자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첨부된 청구범위는 위에서 기술된 실시예에 포함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과 상호 협조하는 전송 시스템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2 는 도 1 에 도시된 장치 일부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3 은 도 1 에 도시된 장치에 의해 전송된 프로모션 채널로부터 유도된 프로모션 채널 표시를 설명하는 도면.

도 4 는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EPG 표시를 설명하는 도면.

도 5 는 도 4 에 도시된 제목줄을 설명하는 도면.

도 6 은 본 발명에 따라 EPG 데이터로서 표시된 축소된 크기의 영상을 설명하는 도면.

도 7 은 EPG 영상과 텍스트 표시를 설명하는 도면.

도 8 은 본 발명에 의해 전송된 EPG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일부의 프로그램 테이블 표시를 설명하는 도면.

도 9 는 하나의 방송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테이블 표시를 설명하는 도면.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라 전송된 EPG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프로그램 내용 표시를 설명하는 도면.

도 11A 및 도 11B 는 정상 방송 채널 트랜스폰더와 프로모셔널 채널 트랜스폰더에 의해 전송된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터와

프로그램 내용 데이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도면.

도 12 는 정상 방송 채널 트랜스폰더 및 프로모션 채널 트랜스폰더에 의해 전송된 EPG 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

도 13 은 EPG 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

도 14 는 EPG 데이터에 포함된 서비스 설명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15 는 EPG 데이터에 포함된 이벤트 정보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16 은 정지 화상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17 은 EPG 데이터에 포함된 시간과 데이터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18 은 EPG 데이터에 포함된 프로그램 맵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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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는 EPG 데이터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20 은 본 발명과 협조하는 비디오 수신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

도 21 은 도 20 에 도시된 전기적 접속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22 는 도 20 의 수신기/디코더(2)의 설명도.

도 23 은 본 발명에 다른 수신기/디코더의 하나의 실시예의 블럭 다이어그램.

도 24 는 본 발명에 활용되는 원격 제어 장치의 설명도.

도 25 는 도 24 에 도시된 원격 제어 장치의 일부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6 은 도 24 에 도시된 원격 제어 장치의 일부분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27 은 본 발명에 따라 EPG 데이터가 전송되어 수신된 수단을 표시하는 개략도.

도 28 은 도 23 에 도시된 수신기에서 EPG 데이터가 저장되어 검색되는 수단의 블럭 다이어그램.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4-1 .... 304-8 : 멀티플렉서

307 : 위성 안테나

309 : EPG 데이터 생성기

310 : 엔코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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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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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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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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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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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636602

- 54 -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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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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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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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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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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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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