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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는 폭넓게 사용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해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본 발명을 통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는 채널과 라벨을 선택하여, 채널
과 라벨을 결합시키기 위해 하나의 목록으로부터 대응하는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을 선택한다. 제1실시예
에서 상기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은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그래프 형상 로고이거나 또는 서비스 마크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텔레비전 수상기용 채널 라벨링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데에 적합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일부분의 블록도이다.

재2a도 내지 제2c도는 본 발명에 따라 발생되는 화면 표시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제3a도 및 제3b도는 화면 상에 표시되는 채널 라벨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채널 라벨링(channel labelling) 기능을 갖는 텔례비전 수상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최근의 대부분의 텔레비전 수상기들은 채널 라벨링 기능을 구비하고 있고, 사용자는 각각의 채널에 적당
한 라벨의 입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채널 라벨링은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문자 중에서 각각의 문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원격 제어 장치의 알파벳형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이와 같
은 채널 라벨링 기능은, 예컨대 미국 인디아나주 인디아나폴리스 소재의 톰슨 콘슈머 일렉트로닉스사에 
의해 제조되는 RCA CTC-140 섀시형 텔례비전 수상기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근래의 케이블 텔레비전은 125개나 되는 다수의 채널을 서비스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래의 
라벨링 방법으로는 많은 시간 및 사용자의 인내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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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자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하여 광범위하
게 사용 가능한 텔레비전 네트워크용의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게 되었
다. 사용자는 채널과 라벨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채널을 선택하고, 그 채널에 대응하는 사전 프로
그램된 라벨을 리스트 중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은 텔
레비전 네트워크의 그래픽으로 형상된 로고(logo) 또는 서비스 마크(service mark)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텔레비전 수상기는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수신하여, 그 신호를 튜너 어셈블리(102)로 
공급하는 RF 입력 단자(100)를 포함하고 있다. 튜너 어셈블리(102)는 튜너 제어기(104)의 제어하에서 특
정 RF 신호를 선택해서 증폭하는데, 이 튜너 제어기(104)는 신호선(103)을 통해서 동조 전압을 튜너 어셈
블리(102)로 제공함과 동시에, 양방향으로 사용되는 폭이 넓은 화살표로 나타낸 신호선(103')을 통해서 
대역 전환 신호를 튜너 어셈블리(102)로 제공한다.

튜너 어셈블리(102)는 수신된 RF 신호를 중간 주파수(IF) 신호로 변환하여, IF 출력 신호를 영상 IF(VIF) 
및 음성 IF(SIF) 증폭기와 검출기(130)로 공급한다. VIF/SIF 증폭기와 검출기(130)는 그 입력 단자로 공
급되는 IF 신호를 증폭하여, 그 내부에 포함된 영상 정보와 음성 정보를 검출한다. 이와 같이 검출된 영
상 정보 신호는 영상 신호 처리부(155)의 하나의 입력으로서 공급된다. 영상 신호 처리부(155)의 다른 입
력은 온 스크린 표시 및 그래픽 치리 회로(140)에 결합된다. 상기 검출된 음성 정보 신호는 음성 신호 처
리부(135)로 공급되어 증폭 처리된 이후에, 스피커 어셈블리(136)로 공급된다.

튜너 제어기(104)는 시스템 제어 마이크로컴퓨터(μC)(11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동조 
전압 및 대역 전환 신호를 발생시킨다.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기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동일한 것이다. 마이크로컴퓨터(110)는 적외선(IR) 수신기(122) 및 텔레비전 수상
기 자체에 부착된 전용 키보드(120)로부터 사용자가 개시하는 명령을 수신한다. IR 수신기(122)는 원격 
제어  장치(125)로부터  송신되는  적외선(IR)을  수신한다.  마이크로컴퓨터(110)는  중앙  처리 장치

(CPU)(112)와, 프로그램 메모리(ROM)(114)를 포함하고 있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16) 내에 채널과 
관련된 데이타를 저장한다. RAM(116)은 마이크로프로세서(110)의 내부 또는 외부에 배치될 수 있으며, 또
한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중 어느 형태로 구성하더라도 좋다. 또한,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RAM"은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하고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117)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는 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수상기의 스위
치를 오프시켰을때 메모리의 내용올 보전하기 위해서 적당한 예비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컴퓨터(110)는 예비 전원(145)으로 작동하고, 제어 라인(151)을 통하여 동작 전원(150)을 제어하
여, 텔례비전 수상기의 나머저 부분에 선택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마이크로컴퓨터(110)는 타이머
(118)를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컴퓨터(또는 제어기)(110)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제어 신호에 
의해 튜너 제어기(104)는 튜너 어셈블리(102)를 제어하며, 사용자가 전용 키보드(120) 또는 적외선(IR) 
수신기(122)에 의해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특정 RF 신호를 선택한다.

튜너 어셈블리(102)는 중간 주파수(IF)의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 신호를 영상 중간 주파수(VIF) 증폭단, 
AFT 회로, 영상 검출기 및 음성 중간 주파수(SIF) 증폭단으로 구성되는 VIF 및 SIF 증폭기와 
검출기(이하, 간략히 처리부라 칭한다)(130)에 공급한다. 상기 처리부(130)는 제1기저대 복합 영상 신호
(TV)와 음성 반송파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음성 반송파 신호는 음성 검출기 및 스테레오 디코더를 포함
하는 음성 신호 처리부(135)로 공급된다. 음성 신호 처리부(135)는 제1기저대 음성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 
신호를 스피커 어셈블리(136)로 공급한다. 제2기저대 복합 음성 신호 및 제2기저대 음성 신호는 외부 신
호원에 의해 영상 입력(VIDEO IN) 단자 및 음성 입력(AUDIO IN) 단자로 각각 공급된다.

제1 및 제2기저대 영상 신호(TV)는 선택 회로(도시 생략)를 갖는 영상 신호 처리부(155)에 결합된다. 마
이크로컴퓨더(110)의 제어하에서, 온 스크린 표시(OSD) 및 그래픽 처리부(140)는 문자 신호와 그래픽 신
호를 발생시키고, 이들 신호들을 처리된 영상 신호내에 포함되는 영상 신호 처리부(155)의 제2입력단으로 
공급한다.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하고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117)는 마이크로컴퓨터
(110)에 결합되어, 비휘발성 기억 소자로서 자동 프로그래밍 채널 데이타 및 사용자가 입력하는 채널 데
이타를 저장한다.

영상 신호 처리부(155)의 출력에 있어서 처리된 영상 신호는 키네스코프 구동 증폭기(156)로 공급되고, 
증폭된 이후에, 칼라 수상관 어셈블리(158)의 전자총으로 공급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영상 신호 처
리부(155)의 출력에 있어서 처리된 영상 신호는 동기 분리기(160)에도 공급되어, 수평 구동 신호와 수직 
구동 신호가 분리되며, 편향부(170)로 공급된다. 편향부(170)로부터의 출력 신호는 칼라 수상관 어샘블리
(158)의 편향 코일로 공급되어, 전자빔의 편향을 제어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텔례비전 수상기는 온 스크
린 표시 및 그래픽 처리부(140)를 제외하면, 예컨대, 미국 인디아나주 인디아나폴리스 소재의 톰슨 콘슈
머 일렉트로닉스사에 의해 제조되는 RCA CTC-140 섀시형 칼라 텔레비전으로부터 잘 알려져 있다.

지금부터 본 발명을 제1도의 나머지 부분, 제2a도 내지 제2c도의 메뉴 표시, 및 제3a도 및 제3b도의 화면 
표시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제2a도는 채널(11)의 라벨을 입력하기를 원하는 사용자가 호출된 메뉴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라벨을 변
경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125)의 +키와 -키를 사용해서 라벨(LABEL) 라인을 강조하고, 메
뉴를 통해 상·하로 이동시키며, 선택(SELECT) 키를 눌러서 라벨 라인을 선택한다. 다음에, 사용자는 +키 
및 -키를 눌러서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 리스트를 검색한다. 제2b도는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 NBC를 도시하
고 있다. 사용자가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 NBC를 입력하기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격 제어 장치(125)의 
선택(SELECT) 키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만일, 사용자가 적당한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입력 라벨을 찾을 때까지 리스트를 통해 검색한다.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라벨을 선택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원하는 라벨이 판독될 때까지 원격 제어 장치(125)의 +키, -키 및 선
택키를 눌러서 자기 자신의 라벨을 입력할 수 있다. 이 점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2c도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라벨인 USER'S LABEL을 도시하고 있고, 제3b도는 텔레비전 수상기(300b)의 화면(310b)상에 표시
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라벨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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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의 온 스크린 표시 및 그래픽 처리부(140)는  마이크로컴퓨터(110)의  제어하에서 수상관 어셈블리
(158)의 화면 상에 표시하기 위한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컴퓨터
(110)는 디지탈 제어 버스(131)를 통해 온 스크린 표시 및 그래픽 처리부(140)와 통신한다. 온 스크린 표
시 및 그래픽 처리부(140)의 기능 중 하나는 각종 크기의 그래픽 로고 또는 서비스 마크를 화면상에 발생
시킬 수 있다. 제3a도는 화면(31Oa)의 우측 상부 코너에 NBC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한 로고의 영상 이미
지를 표시하는 텔레비전 수상기(300a)를 도시하고 있다. 이 로고는 ROM에 저장되어 있고, 온 스크린 표시 
및 그래픽 처리부(140)에 의해 발생된다. 텔레비전 채널과 그래픽 로고를 결합하는 절차는 텍스트 문자 
라벨의 선택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즉, 사용자는 적당한 라벨, 예컨대 NBC를 찾을 때까
지 사전 프로그램된 텍스트 문자 라벨의 리스트를 검색해 간다. NBC를 선택한 직후에, 사전 프로그램된 
그래픽 로고가 메모리 내에 존재하면, 마이크로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온 스크린 표시 및 그래픽 처
리부(l40)는 그래픽 로고를 대응하는 텍스트 문자 라벨의 대체에 사용한다.

본 발명을 구성해서 테스트된 버젼은 108개의 사전에 형셩된 라벨과 사용자가 입력하는 19개의 라벨을 위
한 메모리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전 수상기용 채널 라벨링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데이타를 입력하는 수단(120,125)과; 상기 
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116,117)과; 상기 메모리 수단에 결합되어, 상기 메모리 수단으로부터 상
기 데이타를 판독하고,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데이타에 응답해서 상기 저장된 데이타를 텔레비전 채널
과 결합시키는 제어 수단(110)을 구비하고, 상기 입력된 데이타는 장치의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지 않은 
복수개의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들중 하나의 라벨을 나타내며, 상기 제어 수단에 결합되고, 사용자에 의해 
텔레비전 채널이 선택된 경우, 상기 선택된 텔레비전 채널과 결합된 상기 복수개의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
들중 하나의 라벨을 나타내는 상기 저장된 데이타에 대응하는 텍스트 문자 및 그래픽 신호를 생성하여 화
면에 표시하는 온 스크린 표시 및 그래픽 발생 수단(140)을 더 구비하고, 프로그래밍 모드중에 사용자는 
하나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상기 복수개의 사전 프로그탬된 라벨의 모든 라벨들을 표시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상기 선택된 채널과 결합되는 상기 표시된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들중 임의의 하
나의 라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용 채널 라벨링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은 네트워크 로고 또는 서비스 마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
레비전 수상기용 채널 라벨링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은 텍스트 문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
상기용 채널 라벨링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모드중에 상기 복수개의 사전 프로그램된 라벨의 각각은 연속적으로 표
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용 채널 라벨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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