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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및 정보검색방법이 개시된다. 송출기로부터 송출되는 디지털 신호에서 방송신호 및/

또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와, 및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는 검색어를 저장하되,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저장하는 제1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는 서버를 포함하며, 서버는 제1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

를 추출하여 송출기로 전송하며, 디지털 수신장치는 송출기로부터 송출된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

색어를 설정된 정렬 패턴에 따라 디스플레이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검색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를 시청자에게 제시함

으로써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PG, 디지털 방송신호, 검색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의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 검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화면의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의 제1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수신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도 4a 및 도 4b는 도 2에 따른 검색모드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4c는 소정의 검색모드에서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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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7은 도 2에 도시된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100, 510, 610 : 송출기 200, 520, 620 : 디지털 수신장치

300, 530, 630 : 서버 500 : 단말기

215 : 검출부 220 : 방송신호 처리부

230 : 목록생성부 235 : 안내정보 저장부

240 : 추출부 250 : 그래픽 엔진부

265 : 제어부 270 : 통신 인터페이스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수신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

한 상세정보 중 검색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를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사용자가 용이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

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방송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방송 시스템에 비해 다수의 채널 즉, 상당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공한

다. 이러한 다수의 채널에서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선택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

ctronic Program Guide, 이하 'EPG'라 한다) 서비스이다.

EPG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대를 통해 또는 소정의 방송신호를 송신하는 채널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PG 서비스는 디지털 TV의 화면상에 방송 프로그램 일정표와 같은 EPG 정보를 제공

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선택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채널 번호, 방송 시간, 시놉시스 등 다양한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EPG 정보는 디지털 TV 수신장치에 저장되며, 디지털 TV 수신장치는 저장된 EPG 정보를 활용하여 방송 프

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를 간편히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안된 방식에는 텍스트(text)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와 카테고리(category) 선택에 의한 검색모드가 있다.

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의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 검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화면의 실시예이다.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는 디지털 TV와 통신이 가능한 원격제어기 또는 무선키보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TV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도 1a와 같은 키보드 화면을 디스플레이시킨 후,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한 뒤, 서치(search)키를 

제어하면, 저장된 EPG 정보 중 입력된 검색어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를 검색하여, 도 1c와 같은 검색 결과

창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이다.

한편, 카테고리 선택에 의한 검색모드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방송 프로그램을 도 1b와 같이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디

스플레이시킨 후, 소정의 카테고리(예를 들어, 스포츠) 및 그에 대한 하위메뉴(예를 들어, 축구, 골프, 야구 등) 중 어느

하나(예를 들어, 골프)가 순차적으로 선택되면, 선택된 하위메뉴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도 1c와 같은 검

색 결과 창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 1a와 같은 종래의 검색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는 키보드 이용에 익숙치 않거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검

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많은 시간을 소요한 다. 또한, 시청을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어를 모르거나 미결정

시, 소정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입력된 검색어에 대한 검색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도 1b와 같은 종래의 검색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는 시청을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카테고리를 모르거나 

사전에 결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검색될 때까지 선택된 카테고리에

대한 하위메뉴를 검색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검색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를 시청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원하는 방

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송출기로부터 송출되는 디지털 신호에서 방송신호 및/또

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 및 외부

기기로부터 입력되는 검색어를 저장하되,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상기 입력되는 검색어를 저장하는 제1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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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구비하는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는 상기 제1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

나의 검색어를 추출하여 상기 송출기로 전송하며,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상기 송출기로부터 송출된 상기 소정 순위

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정렬 패턴에 따라 디스플 레이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된 검색어를 상기 제1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외부기기는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와 접속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이다.

또한,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검출하는

검출부; 검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상기 정렬 패턴에 따라 정렬하여 검색

어 목록을 생성하는 목록생성부; 사용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요구되면, 생성된 상기 검색어 목록이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검색어 목록 중 소정의 검색어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가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검색어 목록 및 상기 선택

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그래픽 엔진; 상기 그래픽 엔진으로부터 제

공되는 상기 검색어 목록 및/또는 상기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선택된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나아가, 상기 서버는, 상기 방송상세정보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저장하는 제2데이터 베이스;를 더 포

함하며,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 및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상기 송출기로 전송한

다.

나아가, 상기 검출부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검출

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에서 적어도 하나의 고유명사를 추출하는 고유명사 추출부; 및 추출된 상기 고유명사

를 저장하는 고유명사 저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고유명사를 토대로 한 검색모

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 및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모드 중 어느 하나의 검색모드에 의한 검색이 요구되면, 요

구된 상기 검색모드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검출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저장하는 안내정보 저장부; 및 검출된 상기 소

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저장하는 검색어 저장부;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외부기기로부터 송출된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외부기기는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와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입

출력이 가능한 단말기이다.

한편,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송출기로부터 송출되는 디지털 신호에서 적어도 하

나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송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로부터 송출된 검색어를 저장하되,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상기 송출된 

검색어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

에서 추출하여 전송 하는 서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로부터 송출된 상기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

이스로 전송하며,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추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상기 적어

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디지털 수

신장치는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정렬 패턴에 따라 디

스플레이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검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상기 정

렬 패턴에 따라 정렬하여 검색어 목록을 생성하는 목록생성부; 사용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요구되면,

생성된 상기 검색어 목록이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검색어 목록 중 소정의 검색어가 선택

되면, 상기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가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

기 검색어 목록 및 상기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그래픽 엔진; 

상기 그래픽 엔진으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검색어 목록 및/또는 상기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선택된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인터넷이 가능한 웹텔레비전이다.

한편,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망 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 제공서버

와 접속된 디지털 수신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에 있어서, 송출기로부터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로 송

출된 디지털 신호 중 소정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상기 인터넷망을 통해 

상기 제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전송된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상기 제공서버에 마련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되,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에서 검색되는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

된 검색어 중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 및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송출기

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소정의 검색어는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디지털 수

신장치에 설정된 소정의 검색모드 화면을 통해 입력 및/또는 선택된 검색어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소정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서 상기 소정 순

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

를 설정된 정렬 패턴에 따라 정렬하여 검색어 목록을 생성하는 단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요구되면, 생성된 

상기 검색어 목록을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검색빈도수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디스플레이된 

검색어 목록 중 상기 소정의 검색어가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소정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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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선택된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상기 인터넷망을 통해 상기 제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인터넷망과 통신가능하게 접속된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단

말기로부터 검색된 검색어는 상기 제공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된다.

나아가, 상기 소정의 검색모드는 검색빈도수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 중 고유명사를 추

출하여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 및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모드 중 

어느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디지털 수신장치(200)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400)에 의해 서버(300)와 접속되며, 송출기(100)

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수신한다.

송출기(100)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을 통해 디지털 신호를 송출한다. 디지털 신호에는 디지털 방

송신호 및 디지털 방송신호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안내정보가 포함된다.

디지털 방송신호가 지상파 방송인 경우 방송 프로그램 안내정보는 디지털 방송신호와 동일한 주파수를 통해 송출되

며, 디지털 방송신호가 케이블 방송 또는 위성 방송인 경우 방송 프로그램 안내정보는 디지털 방송신호와는 상이한 

주파수를 통해 송출된다.

또한, 디지털 수신장치(200)가 지상파 수신장치인 경우에 방송 프로그램 안내정보는 EPG 정보에 해당된다. 이하에서

는 지상파 방송에 의한 디지털 방송신호 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디지털 수신장치(200)는 외부입력장치(미도시)로부터 수신된 적외선 등의 신호를 처리하고, 송출기(100)로부터 송출

된 다수의 디지털 신호 중 튜너(미도시)를 통해 선국된 채널의 디지털 방송신호 및/또는 채널에 관련된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디스플레이부(미도시)에 표시하는 셋탑박스, 또는 디지털 TV이다.

여기서,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는 다수의 디지털 방송신호(즉,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로 이루어지며

, 그 예로서 EPG 정보를 들 수 있다. 또한, 외부입력장치(미도시)는 적외선과 같은 무선신호를 송출하는 원격제어기 

뿐만 아니라 유무선방식의 키보드와 같은 타 입력장치도 적용될 수 있다.

서버(300)는 제1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라 한다)(310), 제2DB(320) 및 서버 제어부(330)를 갖는다.

제1DB(310)에는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는 검색어가 저장되며, 이 때 검색어는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저장된

다. 검색어는 사용자가 EPG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기기에 마련된 소정의 EPG 검색화면을 통해 

입력 및/또는 선택된다.

또한, 검색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는 외부기기의 예로는 다수의 디지털 수신장치(200)를 비롯하여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컴퓨터, 셀룰러폰, PCS와 같은 단말기(500) 등을 들 수 있다. 외부기기로부터의 검색어 입력방법 및 제1DB(3

10)로의 전송에 대해선 후술할 도 3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2DB(320)에는 다수의 방송상세정보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 즉, EPG 정보가 저장된다. EPG 정보는 

각 채널별로 저장되되, 각 채널에 편성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버 제어부(330)는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는 검색어가 제1DB(310)에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저장되도록 제

어하며, 그 외 서버(3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즉, 서버 제어부(330)는 제1DB(310)에 다수의 외부기기로부

터 입력되는 검색어 및 검색어에 대한 검색빈도수가 룩업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되, 검색빈도수를 기준으로 저장되도록

한다. 즉, 검색빈도수가 최상위인 검색어부터 최하위인 검색어순으로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버 제어부(330)는 제1DB(310)에 저장된 다수의 검색어 중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추출하여 소정 주기로 송출기(100)로 전송한다.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는 검색빈도수가 최상

위인 검색어부터 소정 순위까지의 검색어이다. 이에 의해, 송출기(100)는 방송신호, EPG 정보 뿐만 아니라 소정 순위

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디지털 수신장치(200)로 송출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400)는 외부기기로부터 송출된 검색어를 제

1DB(310)로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외부기기 및 서버(30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미도시)를 구비하며, LAN(Local Area Network)선(

450) 또는 무선으로 통신가능하게 접속된다.

ISP(400)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 방법은 인터넷망 또는 기지국을 이용한 전송 방법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지는 자는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설명은 생략한다.

도 3은 도 2의 제1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수신장치(200)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디지털 수신장치(200)는 안테나(205), 방송신호 수신부(210), 검출부(215), 방송신호 처리

부(220), 검색어 저장부(225), 목록생성부(230), 안내정보 저장부(235), 추출부(240), 고유명사 저장부(245), 그래픽

엔진부(250), 명령인가부(255), 메인 저장부(260), 제어부(265) 및 통신 인터페이스부(270)를 갖는다.

방송신호 수신부(210)는 안테나(205)를 통해 수신되는 다수의 디지털 신호 중 사용자에 의해 기설정된 채널에 대한 

디지털 신호를 선국한다. 선국된 디지털 신호에는 선국된 채널과 관련된 디지털 방송신호 및 EPG 정보 뿐만 아니라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도 포함된다.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는 서버(30

0) 및 송출기(100)를 통해 안테나(205)로 전송된 데이터이다.

검출부(215)는 선국된 디지털 신호에서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검출한 후, 그

외의 디지털 방송신호,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각각 출력한다.

EPG 정보는 디지털 방송신호의 영상신호 패킷 중 특정 영역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규약되어 있으므로, 특정 영역의

정보를 검출 및 디코딩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도 EPG 정보와 마찬가

지로 영상신호 패킷 중 특정 영역에 실려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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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된 디지털 방송신호 중 음향신호는 음향신호 처리부(221)로, 영상신호는 영상신호 처리부(223)로 입력되며, EP

G 정보는 안내정보 저장부(235),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는 검색어 저장부(225)로 입력된다. 

한편, 방송신호 중 음향신호 및 영상신호는 방송신호 수신부(210)에 의해 분리되어 검출부(215)로 입력되는 것도 가

능하다.

방송신호 처리부(220)는 음향신호 처리부(221), 스피커(222), 영상신호 처리부(223) 및 디스플레이부(224)를 갖는

다.

음향신호 처리부(221)는 기존의 디지털 수신장치(미도시)에 구비되어 있는 음향신호 처리회로와 유사하다. 다시 말

하면, 음향신호 처리부(221)는 수신된 음향신호를 디코딩한 후, 아날로그 형태의 음향 데이터로 생성한다. 생성된 음

향 데이터는 스피커(222)를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영상신호 처리부(223)는 수신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한 후, 디코딩된 영상신호를 RGB 방식으로 엔코딩하여 디스플레

이가능한 영상 데이터로 생성한다. 생성된 영상 데이터는 디스플레이부(224)를 통해 디스플레이된다.

디스플레이부(224)는 영상신호 처리부(223)에서 생성된 영상 데이터 및/또는 그래픽 엔진(250)에 의해 생성된 각 검

색모드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다. 디지털 수신장치(200)에 적용가능한 디스플레이부(224)는 예를 들

어, PDP(Plasma Display Panel),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신호 처리부(223)는 후술할 그래픽 엔진(250)으로부터 전송되는 검색모드 화면과 같은 소정의 화면 정보

를 현재 디스플레이하고자 하는 영상신호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부(224)로 전송한다. 이 때, 영상신호 처리부(223)

는 소정의 화면 정보가 디스플레이부(224)의 전화면(full screen)을 차지하도록 또는 일부 화면을 차지하도록 중첩시

킬 수 있다.

검색어 저장부(225)에는 검출부(215)로부터 입력된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가 저장된다. 검색

어 저장부(225)에 저장된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는 검색빈도수가 높은 것으로서 사용자가 EP

G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목록생성부(230)는 검색어 저장부(225)에 저장된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정렬 패턴

에 따라 정렬하여 검색어 목록을 생성한다. 설정된 정렬 패턴의 예로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들 수 있으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성된 검색어 목록은 그래픽 엔진(250)으로 출력된다.

안내정보 저장부(235)에는 검출부(215)에서 검출된 EPG 정보가 저장된다. 저장된 EPG 정보는 설정된 다수의 검색

모드에서 소정의 검색어가 입력 및/또는 선택되면, 후술할 제어부(265)의 제어에 의해 소정의 검색어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설정된 다수의 검색모드는 사용자가 보다 용이하게 EPG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일종의 응용 프로

그램(즉, 소프트 웨어)에 의해 제공된다. 이 러한 검색모드에는 기존의 도 1a에 도시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 

및 도 1b에 도시된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모드 뿐만 아니라, 후술할 도 4a의 검색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및 도 4b의 고유명사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등이 있다.

추출부(240)는 안내정보 저장부(235)에 저장된 EPG 정보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검색어를 검출한다. EPG 정보에

서 고유명사를 검색어로 검출하도록 기준이 설정된 경우, 추출부(240)는 EPG 정보에서 고유명사는 모두 검색어로서 

검출한다. 고유명사의 예로는 프로그램 명, 주인공 이름 등이 추출될 수 있다.

고유명사 저장부(245)에는 추출부(240)에서 추출된 고유명사와 같은 검색어가 저장된다. 저장된 고유명사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에 대한 화면표시요청신호가 인가되면, 제어부(265)의 제어에 의해 고유명사 저장부(245)는 저장된 고

유명사를 그래픽 엔진(250)으로 출력한다.

그래픽 엔진(250)은 목록 생성부(230)에서 생성된 검색어 목록과, 안내정보 저장부(235)에 저장된 EPG 정보 및 고

유명사 저장부(245)에 저장된 다수의 고유명사를 디스플레이부(224)에 구현하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로 각각 생성한 

후, 영상신호 처리부(223)로 출력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수의 검색모드 중 검색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에 대한 화면표시요청신호

가 인가되면, 그래픽 엔진(250)은 제어부(265)의 제어에 의해 목록생성부(230)에서 생성된 검색어 목록을 입력받아 

표시가능한 이미지 데이터로 생성한다.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는 도 4a에 도시된 검색모드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부(22

4)에 구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유명사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 또는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모드에

대한 화면표시요청신호가 인가되면, 그래픽 엔진(250)는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미지 데이터로 생성하며, 생성

된 이미지 데이터는 각각 도 4b,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검색모드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부(224)에 구현된다.

명령인가부(255)는 디지털 수신장치(200)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선택 또는 수행하기 위한 명령을 제어부(265)로 발

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이를 위해, 명령인가부(255)는 다수의 숫자키, 방향키, 확인키 등을 포함하는 기능키(

미도시)를 구비하며,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본체에 마련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명령인가부(255)는 소정의 검색모드에 대한 화면표시 요청신호를 제어부(265)로 인가하기 선택키

(255a) 또는 버튼(미도시)을 갖는다. 또한, 소정의 검색모드에 대한 화면표시 요청신호가 원격제어기와 같은 외부입

력장치(미도시)로부터 송출되는 경우, 사용자 조작신호를 수신하는 수광장치(미도시)가 본체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메인 저장부(260)에는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제어부(265)는 사용자의 키입력 및/또는 선택에 의해 명령인가부(255)로부터 인가되는 신호 및 메인 저장부(260)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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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과 관련된 제어부(265)의 동작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정의 검색모드에 대한 화면표시 요청

신호가 제어부(265)로 인가되면, 제어부(265)는 그래픽 엔진(250) 및 영상처리 신호부(223)를 제어하여 도 4a와 같

은 초기 검색화면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도 4a와 같은 초기 검색화면이 제공되면 사용자는 명령인가부(255)에 구비된 방향키(미도시)를 이용하여 소정

의 검색모드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할 수 있다. 소정의 검색어가 입력 및/또는 선택되면, 제어부(26

5)는 선택된 검색어에 대응하는 방송상세정보를 그래픽 엔진(250)으로 제공하도록 안내정보 저장부(235)를 제어한

다.

그리고, 제어부(265)의 제어에 의해 그래픽 엔진(250)은 제공된 방송상세정보를 이미지 데이터로 생성하여 영상신호

처리부(223)로 전송한다. 이에 의해,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하위메뉴 또는 방송상세정보가 도 4c와 같은 화면으로 디

스플레이된다.

또한, 제어부(265)는 소정의 검색모드에서 선택된 검색어를 서버(300)로 전송하도록 후술할 통신 인터페이스부(270

)를 제어한다.

통신 인터페이스부(270)는 범용직렬버스(Universal Serial Bus : USB) 모듈과 같은 디지털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디지털 수신장치(20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270), LAN선(450) 및 ISP(400)를 통해 서버(300)와 접속된

다. 이에 의해, 디지털 수신장치(200)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검색모드에서 입력 및/또는 선택된 검색어는 서버(300)로

전송된다.

서버(300)로 전송되는 검색어는 서버 제어부(330)의 제어에 의해 검색빈도수에 따라 제1DB(310)에 저장되며, 주기

적으로 송출기(100)로 송출되므로 디지털 수신장치(200)는 갱신되는 검색빈도수가 높은 다수의 검색어를 수신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디지털 수신장치(520)는 송출기(510)로부터 디지털 방송신호,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

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수신한다.

서버(530)는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저장하는 제1 및 제2DB(532, 534) 및 서

버 제어부(536)를 갖는다. 서버(530)는 ISP(540)를 통해 외부망(550)과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다. 자세히 설명하면, 

외부망(550) 및 서버(53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미도시)를 구비하며, LAN선(540a) 또는 무선으로 통신가능하게 접

속된다. 도 5의 ISP(540)는 도 3의 ISP(400)와 실제 기능이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외부망(550)은 도면에 도시된 컴퓨터, 또는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 셀룰러 폰, PCS 등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단

말기를 말한다. 사용자가 외부망(550),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소정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EP

G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색어를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검색어는 ISP(540)를 통해 서버(

530)로 전송되어 제1DB(532)에 저장된다. 이 때, 검색어는 서버 제어부(536)의 제어에 의해 검색빈도수에 따라 순위

별로 저장된다.

또한, 전송된 다수의 검색어 중 검색빈도수가 높은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는 서버 제어부(536

)에 의해 주기적으로 송출기(510)로 전송되며, 다시 디지털 수신장치(520)로 송출된다.

디지털 수신장치(520)의 동작 및 기능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동작 및 기능과 거의 유사하

다. 따라서, 도 5의 디지털 수신장치(520)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도 5의 디지털 수신장치(520)는 ISP

(540)와 미연결되므로, 소정의 검색모드에서 소정의 검색어가 입력 및/또는 선택되어도 선택된 검색어는 서버(530)

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이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디지털 수신장치(200)와 다른점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디지털 수신장치(620)는 송출기(100)로부터 디지털 방송신호 및 EPG 정보를 수신하며, ISP(400)

에 의해 서버(300)로부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수신한다.

도 6의 디지털 수신장치(620)의 동작요소 및 기능은 도 2 및 도 3의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동작요소 및 기능과 거

의 유사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도 6의 디지털 수신장치(620)는 LAN선(640a) 및 ISP(640)에 의해 서

버(630)와 통신가능하게 접속되어 있다. 또한, 도 6의 디지털 수신장치(620)는 인터넷이 가능한 웹 TV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지된 기술이기에 그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6의 디지털 수신장치(620)는 도 3의 디지털 수신장치(200)에서와 같이 소 정의 검색모드를 제공하며, 제공된 검

색모드의 입력창을 통해 입력된 검색어 또는 카테고리에서 선택된 검색어는 디지털 수신장치(620)의 통신 인터페이

스(미도시)를 통해 서버(630)로 전송된다.

도 6에 도시된 서버(630) 및 ISP(640) 또한 도 2에 도시된 서버(300) 및 ISP(400)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ISP(640)를 통해 디지털 수신장치(620)로부터 전송된 검색어는 서버(630)의 제1DB(632)에 저장된다. 제1DB(632)

에 저장된 검색어는 서버 제어부(636)의 제어에 의해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저장된다. 이러한 순위별로 저장되

는 검색어는 주기적으로 서버 제어부(636)의 제어에 의해 ISP(640) 및 LAN선(640a)을 거쳐 디지털 수신장치(620)

로 송출된다.

한편, 도 6의 제3실시예에서 디지털 수신장치(620)는 웹 TV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므로 EPG 정보 또한 송출기(

610)가 아닌 EPG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630)로부터 ISP(640)를 통해 직접 수신할 수 있다. 이 때 EPG 정보는 서버(

630)의 제2DB(634)에 저장되어 있다.

도 7은 도 2에 도시된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7의 S705단계 내지 S765단계와 S785단계 내지 S795단계는 디지털 수신장치(200)에 구비된 제어부(265)의 제

어에 의해 디지털 수신장치(200)내에서 동작되며, S770단계 및 S775단계는 디지털 수신장치(200)와 통신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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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된 서버(300)에서 동작되며, S780단계는 디지털 신호를 송출하는 송출기(100)에서 동 작된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도 7에 도시된 흐름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제어부는 안테나(205)를 통해 수신되는 디지털 신호 중 기설정된 채널에 대한 디지털 신호

를 선국하도록 튜너(210)를 제어한다(S705). 선국된 디지털 신호는 디지털 방송신호,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

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포함한다.

S705단계가 수행되면, 제어부(265)는 선국된 디지털 신호 중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검출하도록 한다(S710). EPG 정보 및 검색어 검출방식은 도 2의 검출부(215)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검출된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는 각각 안내정보 저장부(235) 및 검색어 저장부(

225)에 저장된다(S715).

그리고, 제어부(265)는 추출부(240)를 제어하여 안내정보 저장부(235)에 저장된 EPG 정보에서 고유명사만을 추출

하여 고유명사 저장부(245)에 저장되도록 한다(S720).

명령인가부(255)의 선택키(255a)가 선택되어 검색모드 화면표시 요청신호가 인가된 후(S725), 제어부(265)는 그래

픽 엔진(250)을 제어하여 도 4a에 도시된 검색모드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도 4a의 검색모드 화면은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제조과정시 초기값으로 주어진 검색화면이다.

도 4a의 검색모드 화면에서 검색빈도수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가 선택되면(S730), 제어부(265)는 목록 생성부(230

)를 제어하여 검색어 목록을 생성 한다. 그리고, 그래픽 엔진(250)을 제어하여 도 4a와 같은 검색화면을 생성하기 위

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한다.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는 영상신호 처리부(223)에서 원 영상에 중첩되도록 또는

단독적으로 디스플레이부(224)에 디스플레이된다(S735).

도 4a와 같이 디스플레이된 검색모드에서 소정의 검색어, 예를 들어, 'EPISODE 1'이라는 검색어가 선택되면(S740), 

제어부(265)는 안내정보 저장부(235)에 저장된 EPG 정보에서 선택된 검색어 즉, 'EPISODE 1'에 대한 방송상세정보

를 검색한다.

검색방식은 EPG 정보 중 선택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는 모두 검색하도록 구현될 수 있

다. 검색된 방송상세정보는 그래픽 엔진(250)으로 전송되어, 이미지 데이터로 생성된 후, 영상신호 처리부(223)를 거

쳐 도 4c와 같은 검색결과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된다(S745).

도 4c의 화면 중 명령인가부(255)로부터 시청을 원하는 소정의 방송 프로그램이 선택되면(S750), 제어부(265)는 선

택된 방송 프로그램 제공 루틴을 실행한다(S755). 그러나, S750단계에서 소정의 방송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으면, 

S725단계로 리턴된다.

그리고, 제어부(265)는 S740단계에서 선택된 검색어를 통신 인터페이스(270)를 통해 서버(300)로 송출하도록 한다(

S760). 서버(300)의 서버 제어부(330)는 디지털 수신장치(200)로부터 송출되어 LAN 선(450) 및 ISP(400)450전송

된 선택된 검색어가 제1DB(310)에 저장되도록 한다(S765). S765단계에서 검색어는 검색빈도수 에 따라 순위별로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버(300)는 EPG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2DB(320)를 구비한다. 이에 의해, 서버(300)는 주기적으로 EPG 정

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송출기(100)로 전송한다(S770).

송출기(100)는 디지털 방송신호 뿐만 아니라 서버(300)로부터 전송되는 EPG 정보 및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

도 하나의 검색어를 디지털 수신장치(200)로 송출한다(S775).

한편, S720단계 수행 후, 명령인가부(255)로부터 검색모드 화면표시 요청신호가 인가되지 않으면(S725), 제어부(26

5)는 디지털 수신장치(200)의 전원이 ON 될 때 선국된 방송신호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제공 루틴을 실행하도록 한다

(S780).

또한, S725단계 수행 후, 도 4a의 검색모드 화면에서 검색빈도수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외의 검색모드 중 어느 하

나가 선택되면(S730), 제어부(265)는 그래픽 엔진(250)을 제어하여 선택된 검색모드에 대한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도

록 한다(S785).

도 4a의 검색빈도수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외의 검색모드에는 기존의 도 1a에 도시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

드, 도 1b에 도시된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모드 및 도 4b의 고유명사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등이 있다.

S785단계가 수행되어 소정의 검색모드가 선택된 후, 사용자에 의해 명령인가부(255)로부터 소정의 검색어가 입력 

또는 선택되면(S790) 제어부는 S745단계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S785단계에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

모드가 선택 되면, 사용자는 명령인가부(255)를 이용하여 도 1a에서와 같이 'Golf'라는 검색어를 입력한다. 그러면 제

어부(265)는 안내정보 저장부(235), 그래픽 엔진(250) 및 영상신호 처리부(223)를 제어하여 도 1c와 같은 검색결과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한편, S765단계에서, 서버(300)는 디지털 수신장치(200)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단말기(500)에서 검색

되는 검색어도 수신가능하다. 즉, 단말기(500)로부터 수신되는 검색어도 제1DB(310)에 저장되어 기저장된 검색어의

검색빈도수에 누산된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

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

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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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EPG 정보의 검색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검색어를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되,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검색빈도수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색빈도

수별로 저장된 검색어는 디지털 수신장치로 전송되어 사용자가 보기 편한 검색화면으로 디스플레이되며, 시청자는 

자주 검색되는 인기검색어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쉽게 EPG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

장되는 인기검색어는 검색빈도수에 따라 갱신되며, 인기검색어는 주기적으로 디지털 수신장치로 전송되므로 시청자

는 갱신된 검색화면을 통해 EPG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출기로부터 송출되는 디지털 신호에서 방송신호 및/또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 및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는 검색어를 저장하되,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상기 입력되는 검색어를 저장하는 제1데

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는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는 상기 제1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추출하여 상기 송출기로

전송하며,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상기 송출기로부터 송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정렬 패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된 검색어를 상기 제1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외부기기는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와 접속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

한 컴퓨터, 셀룰러 폰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검출하는 검출부;

검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상기 정렬 패턴에 따라 정렬하여 검색어 목록을

생성하는 목록생성부;

사용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요구되면, 생성된 상기 검색어 목록이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검색어 목록 중 소정의 검색어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검색어 목록 및 상기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그래픽 엔진;

상기 그래픽 엔진으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검색어 목록 및/또는 상기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선택된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

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방송상세정보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저장하는 제2데이터 베이스;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 및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상기 송출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부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검출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에서 적어도 하나의 고유명사를 추출하는 고유명사 추출

부; 및

추출된 상기 고유명사를 저장하는 고유명사 저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고유명사를 토대로 한 검색모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 및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모드 중 어느 하나의 검색모드에 의한 검색이 요구되면, 요구된 상기 검색모드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어느 하나의 검색모

드로부터 입력 및/또는 선택된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

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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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저장하는 안내정보 저장부; 및

검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저장하는 검색어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기기로부터 송출된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

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외부기기는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와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단말기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8.
송출기로부터 송출되는 디지털 신호에서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하며, 상

기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송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로부터 송출된 검색어를 저장하되,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상기 송출된 검색어를 저장하

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전

송하는 서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로부터 송출된 상기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며, 상기 데이터 베이

스로부터 추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수신장치로 전송

하기 위 한 경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정렬 

패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검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상기 정렬 패턴에 따라 정렬하여 검색어 목록을

생성하는 목록생성부;

사용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요구되면, 생성된 상기 검색어 목록이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검색어 목록 중 소정의 검색어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검색어 목록 및 상기 선택된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그래픽 엔진;

상기 그래픽 엔진으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검색어 목록 및/또는 상기 방송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선택된 검색어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

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는 인터넷이 가능한 웹텔레비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정보검색 시스템.

청구항 11.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 제공서버와 접속된 디지털 수신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에 

있어서,

송출기로부터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로 송출된 디지털 신호 중 소정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상기 인터넷망을 통해 상기 제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전송된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상기 제공서버에 마련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되,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에서 검색되

는 검색빈도수에 따른 순위별로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된 검색어 중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 및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추출하여 상

기 송출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소정의 검색어는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디지털 수신장치에 설정된 소정의 검색모

드 화면을 통해 입력 및/또는 선택된 검색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신호에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상기 소정 순위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검색어를 설정된 정렬 패턴에 따라 정렬하여 검색어 목록을 생성

하는 단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요구되면, 생성된 상기 검색어 목록을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검색빈도수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디스플레이된 검색어 목록 중 상기 소정의 검색어가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소정의 검색어에 대한 방송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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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선택된 상기 소정의 검색어를 상기 인터넷망을 통해 상기 제공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망과 통신가능하게 접속된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단말기로부터 검색된 검색어는 상기 제공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

.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검색모드는 검색빈도수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상기 방송프로그램 안내정보 중 고유명사를 추출하여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토대로 하는 검색모드,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모드 및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모드 중 어느 하

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의 정보검색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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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



등록특허  10-0468171

- 12 -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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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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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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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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