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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 가림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정상적으로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

그램의 화면을 제공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 및/또는 각 방송사별 또는 채널별로 지정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수신되는 방송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정보를 제 1 안내정

보로서 검출하고, 저장하는 단계;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를 수신하고, 제 2 안내 정보로서 저장하는 단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제 1 안내 정보에서 각 채널을 통해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를 제 3 안

내 정보로서 검출하는 단계; 제 2 안내 정보와 제 3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방송 프로

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현재 시청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 가림으로 인하여 시청감도가 저하되

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토대로 한 채널 네비게이션(navigation)이 용이하여 원하는 채널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화면의 예이다.

도 3b는 방송 프로그램의 상세한 안내 정보에 대한 화면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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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를 구비한 수신 시스템의 기능 블록 도

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의 동작 흐름 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 히,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를 

다양한 타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중에서 지상파 수신 시스템의 경우에, 방송국에서 정기적으로 송출하는 EPG(

Electric Program Guide, EPG라고 약함)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상기 EPG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 방송 프로그램의 채널 번호, 방송 프

로그램의 방송 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명 또는 컨텐츠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기 EPG 정보를 수신하

여 저장할 수 있는 지상파 수신 시스템은 저장된 EPG정보를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구비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 제공 기능은 사용자가 프로그램 안내를 요구할 경우에,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도 1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영상은 스케일링(scaling)하여 사이즈를 축소시키거나 삭제하고 거의 전 화면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

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시킨다. 또한, 디스플레이 되는 안내 정보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다른 시

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 제공 방식은 많은 량의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

램의 안내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간동안 현재 시청중인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시청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채널을 전환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 기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안내 정보 화면은 도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채널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 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널 네비게이션이 번거로워 원하는 채널을 빠르게 선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시청 가능한 채널

수가 많은 경우(예를 들어 30채널 이상인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 시간, 방송 채널, 프로그램 명 등

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 방송사별 또는 채널별로 하이라이트(highlight) 프로그램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프로

그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시청 감도가 저하되는 것을 최소

화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토대로 한 채널 네비게이션이 용이하도록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 방송사별 또는 채널별로 지정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저장되어 있는 안내 정보중에서 각 채널을 통해 현재 방

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검출된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가능한 영역 중에서 일부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저장단계에서

저장된 안내 정보중 개요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개요 정보를 디스플레이 가능한 영역 중 일부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

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프로그램단위로 해당되는 정지영상 또는 아이콘을 상기 개요 정보에 포함시켜 디스플레이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프로그램단위로 해당되는 스냅 샷(snapshot) 또는 동영상을 개요 정보

에 포함시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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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정보가 선택되면, 안내 정보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한 안내 정보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 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수신되는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정보를 제 1 안내정보로서 검출하고, 저장하는 단계;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를 수신하고, 제 2 안내 

정보로서 저장하는 단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제 1 안내 정보에서 각 채널을 통해 현재 방송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를 제 3 안내 정보로서 검출하는 단계; 제 2 안내 정보와 제 3 안내 정보를 디스

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방송 카테고리별 안내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제 3 안내 정보가 디스플

레이 되는 영역에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방송 카테고리별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제 2 안내 정보와 제 3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 1 

안내정보가 요구되면, 디스플레이 가능한 전 영역을 이용하여 제 1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제 3 안내 정보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채

널을 선국하는 루틴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는, 수신되는 방송신호에 포함되

어 있는 안내 정보를 검출하는 안내 정보 검출부; 검출된 안내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사용자에 의해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안내 정보중에서 현재 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를 저장부로

부터 출력시키는 시스템 제어부; 저장부로부터 출력되는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가능한 영역중에서 일부 영역에 디

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

하는 저장부; 사용자로부터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저장부에 저장된 안내 정보중에서 개요 정보가 출력되도록 제어하

는 시스템 제어부; 저장부에서 출력되는 개요 정보를 디스플레이 가능한 영역중에서 일부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디

스플레이 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에 있어서, 수신되는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정보를 검출하는 안내 정보 검출부; 안내 정보 검출부로부

터 검출된 안내 정보를 제 1 안내 정보로서 저장하는 제 1 저장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각 채널별 또는 방송

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 2 안내 정보로서 저장하는 제 2 저장

부; 사용자로부 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제 1 저장부로부터 현재 각 채널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 3 안내 정보로서 출력되도록 제어하고, 제 2 저장부로부터 2 안내 정보중에서 개요 정보가 제 4 

안내 정보로서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 제 3 안내 정보와 제 4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가능한 영역중에

서 일부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도이다. 즉,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

그램화면 1(200)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방송 프로그램 안내를 요구하면, (210)과 같은 방송 프

로그램 안내 정보를 포함한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 (210) 화면은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그램화면1(200) 상에 간

소화된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정보가 (211)영역에 중첩되어 디스플레이 되고,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메

뉴 정보가 (212)영역에 중첩되어 디스플레이 되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21

3) 영역에 중첩되어 디스플레이 된다.

이러한 (210) 화면은 도 3a에 도시된 화면과 유사하다. 도 3a의 경우에 A영역(TV)이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그램의

화면이고, B영역이 간소화된 EPG 영역(211)에 해당되고, C영역은 방송 카테고리별 리스트를 원할 경우에 제어되는 

영역이다. 상기 C영역은 메뉴 영역(212)에 설정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 D영역이 메뉴 영역(212)에 해당되고, E영역

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안내 정보 영역(213)에 해당된다. 도 3a의 B영역에서 상하 방향키 또는 방향 버튼을 제어하

면 현재 디스플레이 되는 채널 이외의 채널에 대한 간소화된 EPG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 상기 EPG 정보는 방송 프

로그램 안내 정보이다. 따라서, 상기 EPG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210)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메뉴영역(212)에 구비되어 있는 'Exit'키가 제어되면, (200)화면으로 

리턴 된다. Exit 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이 때, (200) 화면은 현재 수신중인 방

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므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이 바뀐다. 따라서 (200) 화면으로 리턴 된다는 것은 

현재 수신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시청하는 루틴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210) 화면에서 디

스플레이 되는 TV화면은 (200)화면과 동일한 사이즈의 화면이다.

그러나, (210)화면에서 메뉴 영역(212)에 구비되어 있는 'full EPG'가 선택되면, (2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

이 가능한 전 영역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안내 정보 제공 서비스가 수행된다. 상기 'fu

ll EPG'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

을 안내 받고자 할 때 'full EPG'가 선택되고, (220)화면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이 된다. (222)는 (200)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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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케일링하여 사이즈를 줄인 화면이다.

(220)화면에서 메뉴영역(221)에 구비되어 있는 'Exit 1'이 제어되면, (210)화면으로 리턴 된다. 그러나, 'Exit 2'가 제

어되면, (200) 화면으로 리턴 된다. 메뉴 영역(221)에 구비되는 'Exit'에 대한 키는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Exit'키가 

하나로 구성된 경우에, 'Exit'키가 제어되면, (210)화면과 (200)화면 중 하나로 리턴 되도록 구현된다.

(210) 화면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안내 정보 영역(213)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하나가 선택되면, (230)과 같이 선택

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 (230) 화면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다. (230) 화면의

메뉴 영역(231)을 통해 'exit 1'이 선택되면, (210) 화면으로 리턴 되고, 'exit2'가 선택되면, (200)화면으로 리턴 된다

. 이 때, 'exit'키는 상술한 메뉴 영역(2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키로 설정될 수 있다. 하나의 키로 설정되는 

경우에 'exit'키가 제어되면, (210) 화면과 (200) 화면 중 하나로 리턴 되도록 구현된다.

(210) 화면의 간소화된 EPG 영역(211)에서 하나의 채널이 선택되면, 선택된 채널이 튜닝 되어 (240)와 같이 선택된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방송 프로그램 화면 2)이 디스플레이 된다. 이 (240)화면 역시 실시

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화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를 구비한 수신 시스템이 기능 블록 도

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를 구비한 수신 시스템은, 안테나(401), 방

송신호 수신부(402), 음향신호 처리부(403), 스피커(404), 영상신호 처리부(405), 디스 플레이 부(406), 안내 정보 검

출부(407), 제 1 저장부(408), 시스템 제어부(409), 명령 인가부(410), 그래픽 엔진(411), 네트워크 정합부(412), 제 

2 저장부(413)로 구성된다.

방송 신호 수신부(402)는 튜너와 같은 것으로, 시스템 제어부(409)에 의해 제어되어 안테나(401)를 통해 수신되는 

방송 신호 중에서 선국 된 채널의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된 방송 신호는 방송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안내 정보

가 포함된 정보이다. 안내 정보는 예를 들어, 상술한 EPG와 같은 정보이다. 방송신호 수신부(402)는 수신된 방송 신

호중에서 음향 신호는 음향신호 처리부(403)로 전송하고, 수신된 방송 신호중에서 영상 신호는 영상신호 처리부(405

)로 전송된다.

음향 신호 처리부(403)는 기존의 수신 시스템에 구비되어 있는 음향 신호 처리회로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상기 수신 

시스템이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그와 유사한 셋 탑 박스(set-top box)인 경우에 음향 신호 처리부(403)는 수신된 음

향신호를 디코딩하고, 디코딩 된 음향신호를 아날로그 형태의 음향 데이터로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음향 신호 처리부

(403)에서 출력된 음향 데이터는 스피커(404)를 통해 사용자(또는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력된다.

영상신호 처리부(405)는 방송신호 수신부(402)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신호가 디스플레이 부(406)를 통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예를 들어, 상기 수신 시스템이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그와 유사한 셋 탑 박스인 경우에, 영상

신호 처리부(405)는 수신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하고, 디코딩 된 영상신호를 RGB 엔코딩하여 디스플레이 부(406)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영상신호로서 생성한다.

특히, 영상신호 처리부(405)는 후술할 그래픽 엔진(411)으로부터 전송되는 안내 정보와 같은 정보로 구성된 화면 정

보를 현재 생성하고자 하는 영상신호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 부(406)로 전송한다. 상기 그래픽 엔진(411)으로부터 

전송되는 화면 정보는 디스플레이 부(406)의 전 화면을 차지하도록 중첩시키거나 일부 화면을 차지하도록 중첩시킬 

수 있다.

안내 정보 검출부(407)는 방송 신호 수신부(402)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신호에서 안내 정보만을 검출한다. 안내 정보

는 영상신호 패킷 중 특정 영역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으므로 그 특정 영역의 정보를 디코딩하여 얻

을 수 있다. 안내 정보는 수신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역정보이다. 지상파 수신 시스템

의 경우에 상기 안내 정보는 EPG에 해당된다. 검출된 안내 정보는 제 1 저장부(408)에 저장된다.

네트워크 정합부(412)는 시스템 제어부(409)에 의해 제어되어 인터넷(미 도시됨)과 같은 통신망과 정합되어 상기 통

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를 수

신한다. 상기 안내 정보는 방송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서버로부터 제공될 수 있으나 방송국과는 별개의 인터넷 서버

로부터 제공 될 수 있다. 즉,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버로부터 상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

는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안내 정보는 상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의 개요 정보와 상세 정보를 포함한다. 개요 정보는 

도 3a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안내 정보 영역(E)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명과 방송국 

또는 채널과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지영상 또는 아이콘이나 동영상 또는 스냅샷(snapshot)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세 정보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다. 수신된 안내 정보는 제 2 저

장부(413)로 전송된다.

제 2 저장부(413)는 상기 개요 정보와 상세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한다. 저장방식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상기 

개요 정보를 토대로 해당되는 상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정의된 구조로 저장된다. 제 2 저장부(413)는 상기 개요 정

보와 상기 상세 정보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

그래픽 엔진(411)는 시스템 제어부(409)에 의해 제어되어 제 1 저장부(408)로부터 전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로 구성된 화면과 제 2 저장부(413)로부터 전송되는 안내 정보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L'자 형태로 중첩되

어 디스플레이 되도록 입력된 안내 정보의 형태를 형성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그래픽 엔진(411)으로부터 출력되는 

안내 정보는 영상신호 처리부(405)에서 원 영상과 바로 중첩이 될 수 있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출력된다.

시스템 제어부(409)는 명령 인가부(410)로부터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요구되는 신호가 전송되면, 제 1 저장부(

408)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현재 각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를 검출하고, 출력되도록 제

어한다. 그리고 시스템 제어부(409)는 제 1 저장부(408)로부터 출력되는 안내 정보는 도 2의 간소화된 EPG 영역(21

1) 또는 도 3a의 B영역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래픽 엔진(411)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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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제어부(409)는 제 2 저장부(413)에 저장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의 안내 정

보중 개요 정보를 검출하고,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제 2 저장부(413)에서 출력되는 개요 정보는 도 2의 하이라이트 

정보 영역(213) 또는 도 3a의 (E)영역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래픽 엔진(411)을 제어한다.

그리고 시스템 제어부(409)는 명령 인가부(410)로부터 기존에 제공되었던 'full EPG'가 요구되는 경우에, 제 1 저장

부(408)에 저장된 모든 안내 정보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 화면을 통해 디스플레이 되면서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그램은 스케일링시켜 사이즈가 축소되도록 제 1 저장부(408), 그래픽 엔진(411) 및 영상신호 처리부(405)를 제

어한다.

명령 인가부(410)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및 명령들을 입

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수신 시스템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 및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의 동작 흐름 도이다. 도 4를 참조하여 

도 5에 도시된 흐름도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5는 수신되는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정보가 제 1 저장부(408)에 저장되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제 2 저장부(413)에 저장된 것으로 가정한 뒤의 처리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 

다.

제 501 단계에서 명령인가부(410)를 통해 프로그램 안내가 요구되면, 제 502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409)는 채널

별 프로그램 안내 리스트 및 하이라이트 프로그램(PRO라고 약하기도 함) 안내 정보를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

스플레이 한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제어부(409)는 제 1 저장부(408)에 저장되어 있는 안내 정보중에서 현재 각 채널

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만을 검출하고, 검출된 안내 정보는 그래픽 엔진(411)으로 전송되도록 제어한

다. 또한, 제 2 저장부(413)에 저장되어 있는 안내 정보중에서 개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만 검출하고, 검출된 개요 

정보는 그패픽 엔진(411)으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 프

로그램 안내 정보가 중첩된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

제 503 단계에서 명령인가부(410)를 통해 제어 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고, 입력된 제어 정보가 방송 카테고리

별 리스트 요구인 경우에, 제 504 단계에서 제 505 단계로 진행되어 시스템 제어부(409)는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 리

스트 디스플레이 영역(211)에 방송 카테고리별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한다. 방송 카테고리별 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시

스템 제어부(409)에 사전에 설정된 정보이다. 따라서 시스템 제어부(409)는 설정된 방송 카테고리별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 엔진(411)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부(406)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제 506 단계에서 명령 인가부(410)로부터 다른 카테고리별 리스트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면, 제 507 단계에서 시스

템 제어부(409)는 다음 순위의 카테고리별 리스트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어한다. 이 때, 다른 카테고리별 리스트 요

구는 명령 인가부(410)에 구비되어 있는 상하 이동 키 또는 상하 이동 버튼을 이용할 수 있다. 제 508 단계에서 카테

고리가 지정되면, 제 509 단계에서 시스템 제어부(409)는 지정된 카테고리의 상세한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

이 되도록 제어한다. 즉, 지정된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제 1 저장부(408)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해당되는 안내 정보

를 검출하여 그래픽 엔진(411)으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이 때, 상세한 안내 정보는 도 3a의 (B)영역에 디스플레이 

되는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 리스트와 같이 디스플레이 되거나 도 1과 같이 전 화면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될 수 있

다.

제 509 단계에서 카테고리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제 506 단계로 리턴 된다. 제 506 단계에서 다른 카테

고리별 리스트가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제 503 단계로 리턴 된다.

한편, 제 503 단계에서 제어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고, 입력된 제어정보가 다른 채널에 대한 정보 요구인 것으

로 판단되면, 제 510 단계에서 제 511 단계로 진행되어 다음 순위의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시킨

다. 이는 상기 방송 카테고리별 리스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즉, 명령 인가부(410)에 구비되어 있는 상하 이동키 또

는 이동 버튼을 제어하여 현재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채널 이외의 채널의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시스템 제어부(409)

는 해당되는 채널의 안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 1 저장부(408)와 그래픽 엔진(411)을 제어한다.

제 503 단계에서 제어 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고, 입력된 제어 정보가 'full EPG'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 

512 단계에서 제 513 단계로 진행되어 시스템 제어부(409)는 TV 영상을 스케일링하여 사이즈를 줄이고, 'Full EPG'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 1 저장부(408), 그래픽 엔진(411) 및 영상신호 처리부(405)를 제어한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 그리고 제 503 단계로 리턴 된다.

제 503 단계에서 제어 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고, 입력된 제어 정보가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선택정보이면, 제 5

14 단계에서 제 515 단계로 진행되어 시스템 제어부(409)는 현재 선택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 2 저장부(413) 및 그래픽 엔진(411)을 제어한다. 그리고 제 503 단

계로 리턴 된다.

제 503 단계에서 제어 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고 입력된 제어 정보가 채널 선택 정보인 경우에 시스템 제어부(4

09)는 제 516 단계에서 제 517 단계로 진행되어 해당 채널 선국 루틴으로 진행된다.

제 503 단계에서 제어 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고. 명령 인가부(410)로부터 입력된 제어 정보가 'exit' 제어신호

인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 제어부(409)의 현재 진행중이던 작업을 종료한다. 이는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이전의 화면 상태로 리턴 될 수도 있고, (200) 화면으로 리턴 될 수도 있다.

제 503 단계, 제 504 단계, 제 510 단계, 제 512 단계, 제 514 단계, 제 516 단계 및 제 518 단계는 명령 인가부(410)

로부터 입력되는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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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를 현재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일부 영역에 중첩되도록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현재 시청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 가림

을 최소화하여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화면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안내 정보 제공으로 인해 현재 시청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감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 요구 시, 현재 다른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토대로 한 채널 네비게이션(navigation)이 용이하여 원하는 채널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사별 또는 채널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나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

할 수 있어 제공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 정보 타입을 다양화시켰을 뿐 아니라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용이하

게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따라

서, 본 발명에서 권리를 청구하는 범위는 상세한 설명의 범위 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청구범위로 정해질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

하는 단계;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상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저장단계에서 저장된 안내 정보중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의 

개요 정보를 상기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중 일부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개요

정보는 각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정지 영상 또는 아이콘을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각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스냅 샷(snapshot) 또는 동영상을 상기 개요 정

보에 포함시켜 디스플레이 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정보가 선택되면, 상기 안내 정보에서 선택

된 개요 정보에 대응되는 프로그램의 상세한 안내 정보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

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및 저장단계는, 상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관련된 안내 정보를 인

터넷과 같은 통신망으로부터 수신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9.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수신되는 방송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정보를 제 1 안내정보로서 검출하고, 저장하는 단계;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을 안

내하는 정보를 수신하고, 제 2 안내 정보로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제 1 안내 정보에서 각 채널을 통해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

그램을 안내하는 정보를 제 3 안내 정보로서 검출하는 단계;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상기 제 2 안내 정보와 상기 제 3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중 일부 영역에 상기 제 2 안내 정보와 제 3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상기 제 2 안내 정보와 상기 제 3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 1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디스

플레이 가능한 전 영역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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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방송 카데고리별 안내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제 3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에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상기 방송 카테고리별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안내 정보와 상기 제 3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 되는 제 2 안내 정보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제 3 안내 정보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채널을 선국하는 루틴으로 진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에 있어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관련

된 안내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상기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안내 정보중에서 상기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의 개요

정보가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

상기 저장부에서 출력되는 개요 정보를 상기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중에서 일부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부를 포함하고,

상기 개요 정보는 각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정지 영상 또는 아이콘을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개요 정보에는 각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동 영상 또는 스냅샷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는 상기 개요 정보가 상기 디스플레이 가능한 영역중에서

일부 영역에 원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형성하여 제공하는 그래픽 엔진을 더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 되는 개요 정보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면, 상기 저장부로부

터 상기 선택된 개요 정보에 대응되는 상세 정보가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

청구항 23.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에 있어서,

수신되는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정보를 검출하는 안내 정보 검출부;

상기 안내 정보 검출부로부터 검출된 안내 정보를 제 1 안내 정보로서 저장하는 제 1 저장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각 채널별 또는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안

내 정보를 제 2 안내 정보로서 저장하는 제 2 저장부;

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제 1 저장부로부터 현재 각 채널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 3 안내 정보로서 출력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 2 저장부로부터 상기 2 안내 정보중에서 각 

채널별 또는 각 방송사별로 지정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또는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정보를 제 4 안내 정보로서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

현재 시청중인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상기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제 3 안내 정보와 제 4 

안내 정보를 상기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중 일부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 3 안내 정보와 상기 제 4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제 1 안내 정보가 요구되면,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제 1 저장부로부터 상기 제 1 안내 정보가 출력되도록 제어하고, 디스플레이 가능한 전 영역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어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 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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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안내 정보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면,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제 2 저장부에서 선택된

개요 정보에 대응되는 상세 정보가 출력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부는 상기 상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제공장치.

청구항 25.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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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등록특허  10-0453039

- 10 -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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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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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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