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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채널(프로그램)이 절환될때 화상의 혼잡과 화상의 불가시성 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절환장치 및 그 방법이

다. 미리 결정된 채널의 프로그램의 화상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절환시키기 위해 

지시되어 있을때, 단계(SP111)에서는 현재 수신된 프로그램의 화상은 음향이 뮤팅되기 위해 고정화상으로 변환된다.

그런다음 단계(SP212)에서, 채널의 수신프로세스 절환후 시작된다. 단계(SP113)에서 프로세스는 채널절환 프로세

스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채널절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단계(SP111)에서의 고정화상과 뮤팅상태는 단

계(SP114)에서 해제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AV시스템의 구조 일례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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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도는 제 1도에 나타난 AV시스템의 전기적 연결상태를 나타내는 블럭 다이아그램이다.

제 3도는 제 1도에 나타난 IRD(2) 정면의 구조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 4도는 제 1도에 나타난 IRD(2)의 내부를 나타내는 구조일례를 나타내는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제 5도는 제 1도에 나타난 원격조정기(5)의 상측면의 구조일례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제 6도는 제 5도에 나타난 선택버튼 스위치(131)를 구성하는 소형 막대형 스위치의 구조일례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

제 7도는 제 6도에 나타난 레버(162)의 수평면상에서의 조작방향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8도는 제 5도에 나타난 원격조정기(5) 내부의 구조일례를 나타내는 블럭 다이아그램이다.

제 9도는 채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시그먼테이션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0도는 송신측에서 엔코더에서의 처리 및 엔코더의 출력을 수신하기 위한 IRD(2)의 처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11도는 제 4도에 나타난 D램(25a)의 메모리영역구간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2도는 제 4도에 나타난 EPG영역(35A)에 메모리된 EPG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3도는 정렬목록의 준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4도는 정렬목록의 준비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제 15도는 정렬목록에 메모리된 포인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6도는 제 4도에 나타난 일실시예의 조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제 17도는 제 16도에 나타난 단계(SP23)에서 표시된 메뉴의 표시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18도는 제 17도에 나타난 메뉴를 이용하는 수신 채널 화상에 윈도우로써 오버랩표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19도는 제 16도에 나타난 단계(SP25)에 표시된 제너럴 가이드의 표시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20도는 제 19도에 나타난 제너럴 가이드를 이용하는 수신 채널 화상에 윈도우로써 오버랩표시를 나타내는 도면이

다.

제 21도는 제 16도에 나타난 단계(SP25)에서 제너럴 가이드 표시처리의 상세한 설명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제 22도는 제너럴 가이드표시상태에서 프로그램 선택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제 23도는 제 16도에 나타난 단계(SP25)에서 제너럴 가이드 표시처리의 상세한 설명을 나타내는 또다른 플로우차트

이다.

제 24도는 제너럴 가이드표시상태에서 프로그램 선택처리를 설명하는 또다른 플로우차트이다.

제 25도는 채널 절환시의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제 26도는 원격조정기의 또다른 구조일례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에 대한 부호설명

1. AV시스템 2. IRD

3. 안테나 4. 모니터장치

5. 원격조정기 11. AV라인

12. 제어라인 20. 프론트 엔드(Front End)

21. 동조기 22. QPSK복조회로

23. 에러정정회로 24.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

25. MPEG 비디오 디코더 26. MPEG 오디오 디코더

25a. D램 25aA. OSD영역

27. NTSC엔코더 29. CPU

30. D/A변환기 32. 인터페이스

33, CAM 35. 데이터 버퍼메모리

35A. EPG영역 36. S램

37. 롬 38. EEP롬

39. IR수신부 40. 프론트패널

41. RF변조기 3a. LNB

51. IR송신부 111. 전원버튼스위치

112, 113, 114. LED 131. 선택버튼스위치

133. 채널 업다운 버튼스위치 134. 메뉴버튼스위치

143. 제너럴가이드 버튼스위치 138. 숫자버튼스위치

145. 케이블버튼스위치 146. 텔레비젼 버튼스위치

147. DSS버튼스위치 148∼150. LED

200. 버튼스위치 201∼204. 방향버튼스위치

212. 커서 220. 프로그램명칭표시영역

240. 전체 EPG목록 250. 표시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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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위성을 거쳐 방송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정보에 기초한 디지탈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고 또

한 방송 채널 프로그램을 절환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텔레비젼 신호 수신 및 프로그램 절환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최근, 텔레비젼 신호를 디지탈화하고 방송위성 및 통신위성과 같은 위성을 거쳐 신호를 전송하며, 각 가정과 같은 원

거리 위치에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 거의 200채널을 

확보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극히 대량의 정보를 방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수신된 주파수의 절환 및 예를 들어 MPEG디코더에 의한 화상 디코딩 프로세싱이 사용자의 선택키 조작후에

초기화될때, 희망되는 수신화상은 동기화 및 디코딩프로세싱에 요구되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 표시될 것이다. 더욱 이,

수신가능한 채널의 수가 증가될때, 사용자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채널)이 결정될때까지 채널이 빈번히 절환되어서 

각 채널절환에 대한 동기화 및 디코딩프로세싱을 위한 시간이 경과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이러

한 지연은 사용자에게 불쾌감의 원인이 된다.

더욱이, 응답시간에 대한 상술한 문제점에 더하여서, 만일 채널을 절환하기 위한 조작이 복잡하다면, 채널을 즉각적

으로 절환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상술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의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제어표시상에서 커서이동에 따라 미리 수

신조작을 시작함으로서 사용자가 간단한 조작으로 즉각적으로 희망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절환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과 또 다른 목적은 희망되는 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의 제공에 의해 성취되었다.

수신기는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예로 제 4도에 나타나는 프론트 엔드(20), 디멀티플렉서(24), MP

EG 비디오 디코더(25)와 MPEG 오디오 디코더(26))과; 커서를 이동함으로써 복수의 프로그램중에서 희망되는 프로

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 화면 신호를 출력할 때에 조작되는 선택 화면 출력수단(예로 제 5도에 나타난 가이드 버

튼스위치(143))과; 커서를 이동하는 때에 조작되는 이동수단(예로 제 5도에 나타난 방향이 정해져서 조작되는 선택버

튼스위치(131))과;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에 조작되는 선택수단(예로 제 5도에 나타난 선택이 조

작되는 선택버튼스위치(131)가 있음)과; 수신수단을 제어하며, 이동수단의 조작에 상응하여서 커서가 이동될 때 선택

수단의 조작 전에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제어수단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르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는 희망되는 채널의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예로 

제 4도에 나타난 프론트 엔드(20), 디멀티플렉서(24), MPEG 비디오 디코더(25)와 MPEG 오디오 디코더(26))과; 수

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수단(예로 제 1도의 모니터장치(4))과; 커서를 

이동함으로써 복수의 프로그램중에 희망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표시수단상에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선택 화면 

신호를 출력할 때에 조작되는 선택 화면 출력수단(예로 제 5도의 가이드 버튼스위치(143))과; 커서를 이동할 때에 조

작되는 이동수단(예로 제 5도의 방향잡혀서 조작되는 선택버튼스위치(131))과;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선택

할 때에 조작되는 선택수단(예로 제 5도의 선택이 조작되는 선택버튼스위치(131))과; 수신수단을 제어하고, 이동수단

의 조작에 상응해서 커서가 이동될 때 선택수단의 조작전에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제어수단(

예를 들어 제 4도의 CPU(29)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더욱이, 본 발명은 선택수단의 조작전 커서가 이동수단의 조작에 상응해서 이동될 때 제어수단의 제어에 상응하는 수

신수단에 의해 그 신호가 수신되는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의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오디오신호 출력 장

치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제어화면 출력에 대한 선택이 조작될 때, 선택된 화면은 윈도우로써 이용되어서 화면은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화상

위에 오버랩된다.

선택된 화면의 수평축과 수직축중의 하나는 채널축으로써 이용되는 반면 다른 축은 시간축으로써 이용된다. 두 축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버튼 아이콘은 행렬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다.

커서는 예를 들어 다른것과 상이한 명암이나 색상을 미리 결정된 버튼 아이콘에 제공함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는 텔레비젼 신호의 일부분으로써 방송되는 선택 화면상에 표시되는 버튼 아이콘의 

표시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메모리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예를 들어 제 4도의 EPG영역(35A))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의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는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해 요금지불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판단수단이나 회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이 수신될 때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 본 발명의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는 요금이 지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인가되지 않은 수신자에 대해 프로그램의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회로(예를 들어 제 22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SP68))를 포함한다.

수신수단은 개별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는 반송파가 복수의 채널에서 디지탈 화상과 음향 정보로 다중화된 방송파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수단(예를 들어 제 4도의 프론트 엔드(20))과, 복조수단에 의해 복조된 신호로부터 제어수단에 의

해 지시된 채널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수단(예를 들면 제 4도의 디멀티플렉서(24))을 제공한다. 제어수단이 동일

한 반송파에서 채널을 절환할때, 제어수단은 추출수단에 소정 채널의 추출을 지시한다. 제어수단이 상이한 반송파 사

이에서 채널을 절환할 때, 제어수단은 복조수단에 반송파의 주파수 절환을 지시하며, 추출수단에 소정채널의 추출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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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정된 채널 프로그램의 텔레비전 신호가 수신부에 수신되고 수신된 신호가 출력되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 방법은 복수의 프로그램 중에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단계와,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지정하기 위해 선택화면상에 미리 결정된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는 단계와,

커서의 위치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와, 선택된 화면의 표시가 일시정지될 때 선택조작을 실행하는 

단계와, 커서가 이동될 때 선택 조작에 앞서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의 수신조작을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원격조정기는 복수의 프로그램 중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 화면을 표시하고, 미리 결

정된 프로그램을 지정하기 위한 이동 조작에서 선택 화면상의 미리 결정된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선택수단으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한 손가락으로 커서 이동조작 및 선택조작을 실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작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의 원격조정기와 관련된다.

상기 설명과 같이, 본 발명의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와 텔레비젼 신호 수신방법에 의하면, 선택 화면상에 커서가 이동

될 때, 확실시된 조작에 앞서 이동위치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이 즉시로 수신되므로 그 결과 프로그램의 절환이 즉시로

실행될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르는 원격조정기에서 (커서의) 이동 조작 및 선택 조작은 보통 한 손가락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

문에, 희망되는 프로그램은 많은 프로그램 중에 즉각적으로 또 간단하게 선택되고 확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성, 원리 및 유용성은 같은 부분이 같은 도면부호나 문자로 지시되는 첨부도면과 함께 읽혀질 때 후술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 명백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제 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AV(오디오 비디오)시스템의 구조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실시예에서, AV시스템(1

)은 파라볼라 안테나(3)를 거쳐 도시되지 않은 위성(방송 위성이나 통신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I

RD(집적 수신기/디코더)(2)와 모니터장치(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모니터장치(4)와 IRD(2)는 AV라인(11)과 제어라

인(12)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AV시스템은 지시가 원격조정기(5)에 의해 적외선(IR) 신호로 IRD(2)에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다시 말해, 원격

조정기(5)의 버튼스위치(50)중의 미리 결정된 버튼스위치가 조작되고 실행될 때, 그 버튼에 상응하는 적외선 신호가 I

R송신부(51)로부터 방출되어서 IRD(2)의 IR수신부(39)(제 4도에 도시됨)에 의해 수신된다.

제 2도는 제 1도에 나타난 AV시스템의 전기적 연결상태를 나타낸다. 파라볼라 안테나(3)는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신

호를 미리 결정된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고 그것을 IRD(2)로 공급하기 위한 LNB(저잡음 블럭 다운컨버터)(3a)를 가진

다. IRD(2)는 예를 들어 복합 비디오 신호라인, 오디오 L(좌측채널) 신호라인 및 오디오 R(우측채널) 신호라인을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AV라인(11)을 거쳐 출력을 모니터장치(4)에 공급한다.

더욱이, IRD(2)는 AV장치 제어신호 송신 및 수신부(2A)를 가지며, 모니터장치(4)는 AV장치 제어신호 송신 및 수신

부(4A)를 각각 가진다. 이들 부분(2A)와 (4A)는 유선 SIRCS TM (소니 적외선 원격 제어 시스템)이 내장된 제어선(12

)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제 3도는 IRD(2) 정면의 구조일례를 나타낸다. IRD(2)의 좌측면에 전원버튼스위치(111)가 장치된다. 이 전원버튼스

위치(111)는 파워가 켜지거나 꺼질 때 조작된다. 파워가 켜질 때, LED(112)의 불이 켜진다. LED(112)의 우측면에 L

ED(113)과 LED(114)가 장치된다. LED(113)는 DSS(디지탈 위성 시스템)모드가 위성으로부터 신호(DSS)를 수신하

거나 출력하기 위해 선택될 때 불이 켜진다. RF변조기(41)(제 4도참조)를 거쳐서 RF 출력단자로부터 RF입력단자로 

케이블 상자 로부터 입력된 RF신호를 출력하도록 텔레비젼 모드가 선택될 때 LED는 꺼진다. LED(114)는 미리 결정

된 메세지나 신호가 위성을 거쳐 IRD(2)로 송신될 때 켜진다(턴온된다). 사용자가 확인을 위해 모니터장치(4)상에 메

세지를 출력하고 표시할 때, LED(114)는 꺼진다.

TV/DSS버튼 스위치가 켜질 때, DSS모드가 설정된다. TV/DSS버튼스위치가 꺼질때, TV모드가 설정된다. 메뉴버튼

스위치(121)는 메뉴가 모니터장치(4)상에 표시될 때 조작된다.

선택버튼스위치(116)의 상, 하, 좌, 우측에, 상측버튼스위치(117)와 하측 버튼스위치(118)와 좌측 버튼스위치(119)

와 우측 버튼스위치(120)가 배열된다. 상측버튼스위치(117)와 하측 버튼스위치(118)와 좌측 버튼스위치(119)와 우

측 버튼스위치(120)는 커서가 상,하측방향으로 그리고 좌,우측 방향으로 이동될 때 조작된다. 선택버튼 스위치(116)

는 선택이 결정(선택)될 때 조작된다.

제 4도는 전술의 DSS를 수신하기 위한 IRD(2)의 내측면의 구조일례를 나타낸다.

파라볼라 안테나(3)의 LNB(3a)로부터의 RF신호출력은 복조를 위해 프론트 엔드(20)의 동조기(21)로 공급된다. 동조

기(21)로부터의 출력은 QPSK복조회로(22)로 공급되어서 QPSK복조된다. QPSK복조회로(22)로부터의 출력은 에러

가 검출되며 필요할 때는 정정되고 보정되도록 하기 위해 에러정정회로(23)로 공급된다.

CPU, 롬 및 램으로 구성된 IC카드로 이루어진 CAM(조건부 액세스 모듈)(33)에 있어서, 디코딩을 위해 요구되는 하

나의 키는 디코딩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된다. 위성을 거쳐 전송된 신호가 엔코딩될 때, 이 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해서 

키와 디코딩 처리가 요구된다. 이때, 이 키는 카드 독출기 인터페이스(32)를 거쳐 CAM(33)으로부터 독출되고 디멀티

플렉서(24)로 공급된다. 디멀티플렉서(24)는 엔코드된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해 이 키를 이용한다.

부수적으로, 이 CAM(33)은 디코딩을 위해 요구되는 키와 디코딩 프로그램과 더욱이 청구된 요금정보 등을 저장한다.

디멀티플렉서(24)는 프론트 엔드(20)에 있는 에러정정회로(23)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 버퍼

메모리(S램: 정적 임의 접근 메모리장치)(35)에 이 입력을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런 후에 디멀티플렉서(24)는 이 데

이터를 가끔 독출하여서 디코드된 비디오 신호를 MPEG 비디오 디코더(25)로 공급하며 디코드된 오디오신호를 MPE

G 오디오 디코더(26)로 공급한다.

또한, 상기 수신수단의 출력과 고정화상 출력수단의 사이를 선택적으로 절환하고, 상기 방송프로그램의 미리 결정된 

화상을 고정화상으로써 일시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고정화상 출력수단은 MPEG 비디오 디코더(25)와 D램(25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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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데, 상기 MPEG 비디오 디코더(25)는 입력 디지탈 비디오신호가 D램(25a)에 적절하게 레코딩되도록 함으

로써 MPEG법에 의해 압축된 비디오신호의 디코딩프로세스를 실행 행한다. 디코드된 비디오신호는 NTSC법에 의해 

휘도신호(Y), 크로마신호(C), 복합신호(V)로 변환되도록 하기위해 NTSC엔코더(27)로 공급된다. 휘도신호 및 크로마

신호 는 각각 버퍼증폭기(28Y) 및 (28C)를 거쳐 S 비디오신호로 출력된다. 또한, 복합신호는 버퍼증폭기(28V)를 거

쳐 출력된다.

부수적으로, 이 MPEG디코더(25)로써, SGS-톰슨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의 LSI(STi3500)가 디코드된 MP

EG2가 이용될 수 있다. 개략설명은 니케이 BP사에 의해 출판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에 1994년 3월 1일자(603호) 1

01∼110페이지에 마틴 볼튼에 의해 소개된다.

더욱이, ASCII사에 의해 1994년 8월 1일자로 출판된 최근 MPEG교과서 231∼253 페이지에 MPEG2-전송흐름이 

설명된다.

MPEG 오디오 디코더(26)는 디멀티플렉서(24)로부터 공급된 디지탈오디오신호가 D램(26a)에 적절하게 메모리되도

록 하여서, MPEG법에 의해 압축된 오디오신호의 디코딩처리를 실행하도록 한다. 디코드된 오디오신호는 D/A변환기

(30)에서 D/A 변환된다. 우측채널상의 오디오신호가 버퍼증폭기(31S)를 거쳐 출력되는 반면, 좌측채널상의 오디오

신호는 버퍼증폭기(31L)를 거쳐 출력된다.

RF변조기(41)는 NTSC엔코더(27)에 의해 출력된 복합신호와 또한 D/A변환기(30)에 의해 출력된 오디오신호를 RF

신호로 변환하고 그로부터 출력한다. 더욱이, 이 RF변조기(41)가 TV모드를 설정할 때, RF변조기는 VCR로 출력되는

케이블 상자와 같은 AV장치나 또는 다른 AV장치로부터 그대로 입력된 NGSC법의 RF신호를 검사한다.

이 실시예의 경우에, 이들 비디오신호와 오디오신호는 AV라인(11)을 거쳐서 모니터장치(4)로 공급된다.

CPU(중앙처리장치)(29)는 롬(37)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각 종류의 프로세싱을 실행한다. 예를들어, CPU(29)는 

동조기(21), QPSK디코딩회로(22)와 에러정정회로(23)에 제어한다. 더욱이, CPU(29)는 AV장치 제어신호 송신 및 

수신부(2A)를 제어하여서 미리 결정된 제어신호를 제어라인(12)을 거쳐 다른 AV장치로 출력하도록 한다. 더욱이, C

PU(29)는 다른 AV장치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한다.

프론트패널(40)의 조작버튼스위치(제 3도)를 조작함으로써 미리 결정된 지시를 CPU(29)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가능

하다. 더욱이, 원격조정기(5)가 조작될 때, 적외선신호는 IR송신부(51)로부터 방출된다. 이 적외선신호는 광수신결과

가 CPU(29)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IR수신부(39)로부터 수신된다. 따라서, 또한 원격조정기(5)를 조작함으로써 미

리 결정된 지시가 CPU(29)로 입력될 수 있다.

더욱이, 디멀티플렉서(24)는 프론트 엔드(20)로부터 공급된 MPEG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해서 EPG

데이터를 통합한다. EPG데이터는 데이터 버퍼 메모리(35)의 EPG영역(35A)에 공급되고 기억된다. EPG정보는 현재

의 순간부터 수십시간 후까지 각각의 방송채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예를들어 프로그램채널, 방송시간, 제목, 카테고

리등)를 포함한다. EPG정보가 빈번히 전송되기 때문에, EPG영역(35A)은 가장 최근의 EPG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CPU는 EPG영역(35A)에 저장된 EPG데이터로부터 정렬목록을 준비하며, 정렬목록은 S램(36)에 메모리된다

. 상세한 설명은 이하 에 설명될 것이다.

EEP롬(전기적 삭제가능 프로그램의 독출전용기억장치: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38)은 전원이 꺼진 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요구되는 데이터(예를 들어 동조기(21)의 4주 프로그램 수령경력, 전원이 

꺼지기 직전에 수신된 채널번호(최후의 채널))를 적절하게 메모리한다. 예를 들어, 전원이 켜질 때, 최후 채널과 같은 

채널이 다시금 수신된다. 최후 채널이 메모리되지 않을 때, 롬(37)에 디폴트로 저장된 채널이 수신된다. 더욱이, CPU

(29)는 조작에 있어서 슬립모드가 설정될 때 전원이 파워오프인 때에 조차도 프론트 엔드(20), 디멀디플렉서(24)와 

데이터 버퍼메모리(35)와 같은 최소의 회로를 설정한다. CPU(29)는 수신신호에 포함된 시간정보로부터 현재의 시간

을 계수함으로써 각 회로가 미리 결정된 시간에 미리 결정된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를 실행한다. 예를 들

어, 타이머 자동레코딩은 외부VCR과 관련되어서 실행된다.

더욱이, 미리 결정된 OSD(온-화면 표시)데이터가 발생되는 것이 요구될 때, CPU(29)는 MPEG 비디오 디코더(25)를

제어한다. MPEG 비디오 디코더(25)는 D램(25a)의 OSD영역(25aA)(제 13도)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제어에 상

응해서 미리 결정된 OSD데이터를 발생한다. 그후에 데이터가 더 독출되고 출력된다. 이것은 미리 결정된 캐릭터와 

그림(예를 들어 메뉴(제 17도))과 제너럴 프로그램 가이드(제 19도)가, 표시될 모니터장치(4)에 적절하게 출력되도록

한다.

제 5도는 원격조정기(5)의 버튼스위치(50)의 구조일례를 나타낸다. 선택버튼스위치(131)는 여덟방향으로 즉 상, 하,

좌,우 및 이들 네개의 기본방향사이에 네개의 대각선방향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 선택버튼스위치(131)는 또한 원격

조정기(5)의 상측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누름 및 조작(선택조작)할 수 있다. 메뉴버튼스위치(134)는 메뉴화면이 모

니터장치(4)상에 표시될 때 조작된다. 엑시트(exit) 버튼스위치(135)는 최초정규화면으로 복귀할때 조작된다.

채널 업다운 버튼스위치(133)는 수신된 방송채널번호가 높거나 낮을때 조작된다. 볼륨버튼스위치(132)는 볼륨이 높

거나 낮을 때 조작된다.

0∼9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숫자버튼스위치(10키)는 표시된 숫자가 입력될 때 조작된다. 엔터 버튼스위치(137)는 

숫자버튼스위치(138)의 조작이 완결되어 번호 입력이 종결된 것을 의미하게 될때 조작된다. 채널이 절환될때, 새로운

채널번호, 콜싸인(명칭), 로고와 메일 아이콘을 포함하는 표제(banner)가 3초동안 표시된다. 이러한 표제는 전술한 

부분을 포함하는 단순한 구조와 프로그램(방송프로그램) 명칭과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더 포함하는 상

세한 구조를 포함한다. 표시버튼(136)은 표시된 이러한 표제의 종류가 절환될 때 조작된다.

모니터장치(4)의 입력이 텔레비젼세트에 통합된 비디오 입력단자나 동조기로부터의 입력(VCR 등)으로 절환될때 텔

레비젼/비디오 절환 버튼스위치(139)가 조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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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DSS 절환 버튼스위치(140)는 텔레비젼 모드나 DSS모드가 선택될때 조작된다. 숫자버튼스위치(138)가 채

널을 절환하기 위해서 조작될 때, 절환전의 채널이 메모리되며, 점프 버튼스위치(141)는 채널이 절환전의 최초의 채

널 로 복귀할 때 조작된다.

랭귀지버튼(142)은 프로그램이 두개나 그이상의 랭귀지로 방송되는 경우에 미리 결정된 랭귀지가 선택될 때 조작된

다. 가이드 버튼스위치(143)는 제너럴 가이드(제 19도)가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모니터상에 표시될때 조

작된다.

케이블 버튼스위치(145)와 텔레비젼 버튼스위치(146) 및 DSS버튼스위치(147)는 기능을 절환하기 위한, 즉, 원격조

정기(5)로부터 방출된 적외선신호 코드의 장치카테고리를 절환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케이블 상자에 지정된 장치 카테고리의 코드가 적외선신호로써 조사되는 결과로 케이블을 거쳐 전송된 신호가 케이

블상자(도시되지 않음)에 수신되고, 모니터장치(4)상에 표시될 때 케이블 버튼스위치(145)는 조작된다. 동일한 방법

으로, 텔레비젼 버튼스위치(146)는 모니터장치(4)에 통합된 동조기에 의해 수신된 신호가 표시될 때 조작된다.

DSS 버튼스위치(147)는 위성을 거쳐 수신된 신호가 IRD(2)에 수신되고 모니터장치(4)에 표시될 때 조작된다. LED(

148, 149, 150)는 각각 케이블 버튼스위치(145), 텔레비젼 버튼스위치(146), DSS버튼스위치(147)가 켜질 때 불이 

켜진다. 따라서, 각 종류의 버튼이 켜질 때, 장치의 어떤 카테고리에 코드가 송신되는지를 나타낸다.

케이블 전원버튼스위치(151), 텔레비젼 전원버튼스위치(152), DSS전원버튼스위치(153)가 조작될 때, 케이블 상자, 

모니터장치(4) 또는 IRD(2)의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는 것이다.

뮤팅 버튼스위치(154)는 모니터장치(4)의 뮤팅상태가 설정되거나 해제될 때 조작된다. 슬립버튼스위치(155)는 미리 

결정된 시간이 될 때나 또는 미리 결정된 시간이 경과되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하기 위해 슬립모드가 설정

되거나 해제되는 때에 조작된다.

제 6도는 선택버튼스위치(131)로 이용되는 소형의 막대형 스위치의 구조일례를 나타낸다. 이 소형의 막대형스위치는

레버(162)가 본체(161)로부터 돌출되는 구조를 가진다. 선택버튼스위치(131)가 수평면상에 여덟방향으로 조작될때,

장치는 작동방향에 상응해서 회전한다. 선택버튼스위치(131)가 선택작동될 때(수직으로 작동될 때), 레버(162)는 수

직방향으로 아래로 눌러진다.

부수적으로, 이 소형의 막대형 스위치로써, 예를 들어 알프스 엘렉트릭 주식회사 제 모델 RKJXL1004가 이용될 수 있

다. 이 소형의 막대형스위치의 본체(161)는 대략 6.4mm의 두께를 가진다.

제 7도는 레버(162)의 수평면상에서의 여덟작동방향을 나타낸다. 이 도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레버(162)는 (A)

에서 (H)까지로 나타나는 수평면상의 여덟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다.

제 8도는 원격조정기(5)의 내부의 구조일례를 나타낸다. 제 8도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소형의 막대형스위치의 본체(1

61) 내부의 접촉점 (A)에서 (H)는 제 7도에 나타난 (A)에서 (H)까지의 여덟방향에 상응한다. 레버(162)가 방향(A)에

서 방향(D까지로 조작될 때, 단자(A)에서 단자(D)까지 중의 어느 하나는 단자(C1)로 전도된다.

또 레버(162)가 방향(E)에서 방향(H)까지로 조작될 때, 단자(E)에서 단자(H)까지중의 하나는 단자(C2)로 전도된다. 

또한, (H)와 (A)사이와 (D)와 (E)사이에는 두개의 단자(C1)(C2) 모두가 전도된다. 더욱이, 레버(162)가 수직의 방향

으로 조작될 때, 단자(1)과 (2)가 전도된다.

본체(161)에서 이들 단자의 전도상태는 마이크로프로세서(71)로 이루어진 CPU(72)에 의해 모니터된다. 따라서, CP

U(72)는 선택버튼스위치(131)의 방향조작과 선택조작을 감지할 수 있다.

CPU(72)는 제 5도에 나타난 원격조정기(5) 및 다른 버튼스위치(50)의 조작을 검출하기 위해 버튼스위치행렬(82)을 

계속적으로 주사(scan)한다.

CPU(72)는 롬(73)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각종 프로세싱을 실행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가 램(74)에 적절하게 저

장된다.

CPU(72)는 적외선신호를 출력하기 위해 LED드라이버(75)를 거쳐 LED(76)를 구동한다. 다음으로, 직접 방송위성시

스템의 상세한 설명은 니케이 BP사에 의해 1994년 10월 24일자로 발행된 L.W.버터워쓰, J.P.고드윈 및 D.라드벨이 

쓴 니케이 일렉트로닉스의'기술 지원 미국 정보 수퍼 하이웨이'의 180∼189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제 9도는 직접 방송위성시스템의 엔코더에 의해 실행된 전송데이터의 발생과정을 나타낸다. EPG데이터는 가이드 데

이터, 채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한다. 가이드 데이터는 전체 프로그램가이드와 관계되는 데이터를 말한

다. 채널 데이터는 채널과 관계된 데이터를 말한다. 프로그램 데이터는 프로그램과 관계된 데이터를 말한다. 그 상세

한 설명은 제 12도를 참고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들 데이터항목 중에, 채널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 채널마다 분할된다. 소정수의 채널 데이터는 시그먼트로

써 합산된다. 제 9도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채널1과 채널2에서의 채널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시그먼트

1에서의 데이터라 한다. 채널3과 채널4에서의 채널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시그먼트2에서의 데이터라 

한다. 채널5와 채널6에서의 채널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각의 시그먼트3에서의 데이터라 한다.

그때 이들 채널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는 소정 크기의 패키트로 분할된다. 각각의 헤더는 각각의 패키트에 첨가되

어진다. 데이터는 이 패키트 단위로 전송된다. 전송측 엔코더에서, 제 10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채널 데이터와 프

로그램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항목뿐 아니라 가이드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항목까

지도 패키트화되고, 이들은 12.2 GHz∼12.7 GHz의 주파수를 가지는 BSS대역에서 고출력 트랜스폰더가 장착된 위

성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채널(최대 9)에서 하나의 패키트는 다중화되고 각 트랜스폰더에 할당된 미리 

결정된 주파수신호로 전송된다. 즉, 각 트랜스폰더는 하나의 반송파를 가지고 복수 채널의 신호를 전송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트랜스폰더의 수가 23일때, 최대로 207(=9×23)의 채널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것이다.

IRD(2)에서, 하나의 소정 트랜스폰더에 상응하는 하나의 주파수 반송파가 수신되고, 프론트 엔드(20)에서 복조된 다.

이것으로, 최대로 9채널에서 패키트데이터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디멀티플렉서(24)는 데이터 버퍼메모리(3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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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조출력으로부터 얻어진 각각의 패키트를 일시적으로 메모리하고 그것을 독출한다.

EPG데이터(가이드 데이터, 채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패키트와 관련하여, 헤더를 제외한 데이터부가 EPG

영역(35A)에 메모리된다. 비디오 패키트는 MPEG비디오 디코더(25)에 공급되어서 디코딩된다. 오디오 패키트는 MP

EG 오디오 디코더(26)에 공급되어서 디코딩된다.

제 10도에 나타난 엔코더에서의 프로세싱의 상세한 설명은 전술의 니케이 일렉트로닉스에서의 '기술 지원 미국 정보 

수퍼 하이웨이'의 180∼189페이지에 기재되어있다. 각 트랜스폰더에서 전송속도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스케

듈링이 실행된다. 각 트랜스폰더에 할당된 각 반송파에 대한 전송속도는 40 Mbits/sec이다.

예를들어, 스포츠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화상의 경우에, MPEG비디오 데이터는 많은 패키트를 차지

한다. 따라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때, 하나의 트랜스폰더로 전송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가 매우 적어진다.

한편, 뉴스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의 화면처럼 약하게 움직이는 화상을 가지는 MPEG비디오 데이터는 약간의 패키트

를 가지고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 때, 하나의 트랜스폰더를 가지고 전송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수는 많아진다.

제 11도는 D램(25a)의 내부의 사용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모니터장치(4)의 화면이 720x480픽셀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각 픽셀의 휘도는 8비트로 표시된다. 색상차이는 1 픽셀 대 2 픽셀의 비율로 8비트로써 표시된다.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트의 수는 4147200(720x480x1.5x8)비트가 된다. 한 단어가 64비트로 이루어진다고 가

정할 때, 픽셀의 수는 64800단어에 상응한다. 16진수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0xFD20단어가 된다.

D램(25a)을 제어하는 MPEG 비디오 디코더(25)에서 레지스터에 설정될 수 있는 수로써는 이값은 너무 크다. 이 값이

5비트만큼 LSB측으로 이동될 때, 0xFD20 이 0x7EQ가 된다. 더욱이, 이 레지스터에 설정된 값은 4의 배수가 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값보다 큰 4의 배수와 거의 유사한 수로 0x7EQ를 설정함으로써, 그 값은 0x7EC가 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 버퍼 메모리0에서 버퍼 메모리2까지는 I픽쳐, P픽쳐 및 B픽쳐의 화상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

여 제공된다. 각각의 용량은 64896단어로 설정된다. 더욱이, OSD데이터 메모리 영역으로써, 18176단어 영역이 확보

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입력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트 버퍼 메모리영역으로서, 49280 단어영역이 확보된다.

제 12도는 데이터 버퍼메모리(35)의 EPG영역(35A)에 저장된 EPG데이터(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의 메모리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제 9도 및 제 10도를 참조로하여 앞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CPU(29)는 전송측 엔코더에 엔코딩

되고 제 12도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패키트 단위로 전송된 EPG데이터를 EPG영역(35A)에 메모리한다.

제 12도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프로그램 가이드의 데이터)(EPG데이터)는 가이드 데이터, 채

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순서로 계속하여 메모리된다.

이러한 가이드 데이터는 현재날짜를 표시하는 날짜와, 현재시간을 표시하는 시간과, 전체 시그먼트의 수를 표시하는 

시그먼트의 수와, 각 시그먼트번호와, 트랜스폰더 번호가 각 시그먼트 번호와 상응하게되는 트랜스폰더 목록과, 시그

먼트에 의해 점유된 채널의 헤드에서 번호의 목록인 채널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가이드 데이터 다음에, 채널 데이터는 시그먼트1, 시그먼트2, 시그먼트3 등의 순서로 배열된다. 각 시그먼트

에서, 소정수의 채널 데이터항목이 배열된다.

이 실시예에서, 채널1과 채널2에서의 데이터는 시그먼트1에 배열되고, 채널3과 채널4에서의 데이터는 시그먼트2에 

각각 배열된다.

각 채널 데이터는 채널의 번호를 표시하는 채널번호와, 방송국의 콜싸인(명칭)을 표시하는 채널명칭과, 방송국의 로

고를 나타내기 위한 로고ID와, MPEG비디오 데이터와 MPEG오디오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IDs와, 채널(예를

들어 채널1)이 가지는 프로그램의 수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의 수와, 소정채널의 제 1 프로그램 데이터가 메모리되는 

위치(어드레스)(예를 들어, 채널2의 경우에, 시작 프로그램 데이터 프로그램2-1이 메모리되는 어드레스까지 프로그

램 시그먼트의 시작(제 12도에서는 프로그램1-1의 시작))로부터 오프셋 값을 표시하는 제 1 프로그램의 오프셋과를 

포함한다.

더욱이, 프로그램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제목과, 방송의 시작시간을 표시하는 시작시간과, 

프로그램의 시간길이를 표시하는 시간길이와, 프로그램의 장르(카테고리)를 표시하는 카테고리와, 장르(카테고리)의 

상세한 분류를 표시하는 하위카테고리와, 프로그램의 연령제한을 표시하는 시청률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 상세한 설명(예를들어 페이퍼뷰(Pay Per View)가 엔코드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조건)과

를 포함한다.

그러한 프로그램 데이터는 각 시그먼트마다 간략화하여 배열된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시그먼트1에서의 프로그램 데

이터는 프로그램1-1에서 프로그램1-8까지와 같이 여덟개의 채널1에 있는 데이터와, 프로그램2-1에서 프로그램 2-

7까지와 같이 일곱개의 채널2에서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제 13도는 제너럴 가이드에 대한 화면이 모니터장치(4)상에 표시될 때까지 데이터처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CPU(29)는 프론트 엔드(20)로부터의 입력된 데이터의 전송 어드레스를 디멀디플렉서(24)에 통합된 레지스터(24a)

에 미리 설정한다. 프론트 엔드(2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가 데이터 버퍼메모리(35)에 일시적으로 메모리된 후에, 데

이터는 디멀티플렉서(24)로부터 독출되고, 레지스터(24a)에 설정된 전송 어드레스로 전송된다.

상기 설명된 바와같이, 각 패키트는 헤더가 부가된다. 디멀티플렉서(24)는 이 헤더를 참조하여 MPEG 비디오 디코더

(25)에 MPEG비디오 데이터를 공급한다. 그때 디멀티플렉서(24)는 MPEG오디오 데이터를 MPEG 오디오 디코더(26

)로 전 송한다. 그리고 나서, 헤더에 내포된 데이터IDs가 가이드 데이터나 채널 데이터나 프로그램 데이터일 때, 이들 

EPG데이터는 레지스터(24a)에 설정된 EPG영역(35A)의 미리 결정된 어드레스에 메모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 1

2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EPG데이터는 EPG영역(35A)에 메모리된다.

부수적으로, 헤더는 이러한 전송의 완결시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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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예를들어 120키로바이트를 가지는 EPG영역(35A)의 용량에서 EPG데이터가 메모리될 때, 디멀티

플렉서(24)는 CPU(29)에 만원(full-up)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CPU(29)는 제어신호를 수신할 때 EPG데이터의 통

합을 일시 중지한다. 그후에, EPG가 표시될 때, 압축된 EPG데이터의 확장, 선별, 디코딩프로세스와 같은 디코딩조작

이 실행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EPG데이터가, 예를 들어 200채널의 현재시간으로부터 4.5시간 후까지 EPG영역(35A)으로 통합될

때, 이러한 EPG데이터(가이드 데이터, 채널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는 어떤 트랜스폰더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즉

, 동일한 EPG데이터가 어떤 트랜스폰더로 전송된다.

다음으로, CPU(29)는 미리 결정된 채널에서 EPG영역(35A)에 메모리된 EPG데이터로부터의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

해서 정렬목록(230)을 준비하며, 정렬목록은 S램(36)(이 정렬 목록의 준비처리는 제 14도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

될 것이다)에 메모리된다. 이 정렬목록(230)은 모든채널(예를 들어 200채널)의 현재시간부터 4.5시간후까지 각 프로

그램을 검색하기 위한 모든 EPG목록(240)과 상응한다.

CPU(29)는 모든 EPG목록(240)로부터 미리 결정된 표시영역(250)에 있는 채널(예를 들어, 이하에 설명될 제 19도에

서의 일곱개 채널)의 미리 결정된 시간범위(예를 들어 이하에 설명될 제 19도에서 현재시간이후의 1.5시간까지)에서

의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EPG영역(35A)으로부터 독출하고, 독출된 데이터는 비트 맵 데이터로써 D램(25a)의 OSD영

역(25aA)에 기록된다. 그때 MPEG 비디오 디코더(25)는 OSD영역 (25aA)에서 비트맵 데이터를 독출하고, 제너럴 가

이드(제 19도) 등과 같은 가이드 EPG가 모니터장치(4)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모니터장치(4)

에 출력한다.

OSD데이터로써 캐릭터 등이 표시될 때, EPG영역(35A)에 메모리된 캐릭터데이터가 압축되고, 사전이 최초 프로세싱

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롬(37)은 압축코드 변환사전을 메모리한다. 이러한 압축코드 변환사전은 음절사

전과 단어 사전을 포함한다. 준비된 한 종류의 음절사전과 세 종류의 단어사전이 있다.

단어는 2바이트데이터로 표시되고 제 1의 1바이트는 세종류의 단어사전의 종류를 표시하는 번호를 말하며, 이들은 0

,1, 또는 2로 지정된다. 2바이트 데이터 중에서, 미리 준비된 단어는 잔류의 1바이트를 가지고 0에서 255까지의 순서

로 배열된다. 한 단어는 번호로 표현된다. 전송측에서의 엔코더가 미리 결정된 단어를 전송할 때, 단어는 이들 2바이

트 코드를 전송함으로써 전송된다. 롬(37)에서, 엔코더측에 준비된 이러한 변환사전과 동일한 사전이 준비되며, 이 변

환사전은 2바이트 코드를 최초의 단어로 복원하기 위해 이용된다.

더욱이, 준비된 단어외의 다른 캐릭터가 전송될 때, 미리 준비된 252종류의 음절 중의 미리 결정된 하나가 결합되어

서 한 단어를 전송하게 된다. 이 음절은 1바이트 코드로 표현된다.

롬(37)은 캐릭터코드와 자형의 비트 맵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상응되는 목록(어드레스 변환 목록)을 메모리한다.이 

변환 목록을 참조해서, 미리 결정된 캐릭터 코드에 상응하는 비트 맵 데이터는 독출되고, OSD영역(25aA)에 기록될 

수 있다. 물론, 롬(37)은 미리 결정된 어드레스에 이 비트맵 데이터를 메모리한다.

더욱이, 롬(37)은 로고를 표시하기 위해 로고데이터를 메모리한다. 동시에, 롬(37)은 로고ID와 ID에 상응하는 로고데

이터(비트 맵 데이터)를 호출하기위해 어드레스 변환목록을 메모리한다. ID에 상응하는 어드레스에 메모리된 로고데

이터를 독출하고 또한 OSD영역(25aA)에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로고ID가 명백화될때, 각 방송국에서의 로고는 모

니터장치(4)상에 표시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S램(36)에 메모리된 정렬목록은 채널번호의 순서로 준비된다. 정렬목록이 특정의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추출하거나 카테고리등을 이용함으로써 그 순서를 바꾸기 위해 이용될 때, 이 정렬목록은 재기록된다. 그러나,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정렬목록은 채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위치정보(포인터)가 저장된 목록이다. 프로그

램 데이터 및 채널 데이터의 포인터는 한 세트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 데이터 및 채널 데이터가 재기록될 때, 데이 

터는 세트단위로서 전환된다.

제 14도는 S램(36)에 기록된 정렬목록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세싱일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0채널에서 4.5시간의 EPG를 가정할 때, 최대로 9개의 프로그램이 한 채널에 전송되도록 하기위해 각 

프로그램의 최소시간은 0.5시간(30분)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최대로 1800(=200x9)프로그램이 200채널에 전송될 수 있다. 이때, 제 14도에 나타나는 프로세싱일례에서, 

정렬목록의 세트수는 1800으로 설정된다.

처음에, 단계(SP1)에서, 변수N은 0으로 초기화된다. 그때, 변수L은 1로 초기화된다. 이 변수N은 정렬 목록의 세트번

호(어드레스)를 표시한다. 예를들어, 세트번호는 0에서 1799까지를 취한다. 더욱이, 변수L은 채널번호를 표시하고 1

에서 200까지의 범위에서 어느 한 값을 취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는 채널번호L(이경우 채널번호1)에 상응하는 EPG영역(35A)에서의 어드레스PCL(이경우 PC1)를

S램(36)의 정렬목록N의 어드레스N(이 경우에 N=0의 채널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설정하는 단계(SP2)를 착수한다. 결

과로써 이 경우에 어드레스PC1는 어드레스0의 채널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채널1의 EPG영역(35A)에 설정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는 제 1프로그램의 오프셋과 프로그램의 수가 채널번호L의 채널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단계(SP

3)를 착수한다. 이 제 1프로그램의 오프셋은 단계(SP5)에서 프로그램L-M을 검색하기 위해 이용된다.

프로세스는 변수M을 1로 초기화하는 단계(SP4)를 착수한다. 이 변수M은 1에서 9까지의 어느 값으로 설정되는 동일

한 채널에서 프로그램의 수를 표시한다. 더욱이, 단계(SP5)에서, 프로그램L-M(이경우에 프로그램1-1)과 상응하는 

EPG영역(35A)의 어드레스를 정렬목록에서의 어드레스N(이경우에 N=0)에서의 프로그램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설정

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프로그램1-1의 EPG영역(35A)에서의 어드레스PP1-1는 어드레스0의 프로그램 데

이터의 포인터로써 설정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는 변수M이 프로그램의 수이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P6)에 착수한다. 변수M가 

동일채널에서 프로그램의 수보다 작을때, 프로세스는 단계(SP7)에 착수하고, 변수N과 M은 1만큼 중가되어서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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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M=2를 제공하게된다. 더욱이, 단계(SP8)에서, 채널번호L(이 경우에 채널번호1)과 상응하는 EPG영역(35A)에서

의 어드레스PC1는 정렬목록에서 어드레스N(이경우에 어드레스1의 채널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설정된다.

그때, 프로세스는 단계(SP5)로 되돌아가고 그후에 프로세싱은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단계(SP5)에서 단계(SP8)까지 프로세스를 반복함으로써, PC1은 정렬목록의 어드레스0에서 어드레스7까지에 제 15

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채널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메모리된다. 더욱이, 프로그램1-1에서 프로그램1-8까지에서의 

EPG영역(35A)에 어드레스PP1-1에서 어드레스PP1-8까지는 정렬목록에서 어드레스0에서 어드레스7까지의 프로그

램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각각 메모리된다.

상술한 프로세싱이 완결될 때, 단계(SP6)에서 변수M이 프로그램의 수와 동일하다는 것이 판단된다. 바로 이때, 프로

세스는 단계(SP9)에 착수한다. 단계(SP9)에서 변수N이 1799이상인지 여부나 또는 상응하는 채널 데이터가 빠져나

가지 않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이들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프로세스는 변수N과 변수 L이 1씩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 단계(SP10)에 착수한다. 이 경우에, L이 L=2로 설정되는 반면 N은 N=8로 설정된다.

그후에, 프로세스는 동일한 프로세싱을 반복해서 실행하기 위해 단계(SP2)로 되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제 15도에 나

타난 바와 같이, PC2는 PP2-1에서 PP2-7까지가 프로그램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각각 기록되는 반면, 정렬목록의 어

드레스8에서 어드레스14까지에 채널 데이터의 포인터로써 기록된다. 그후에 프로세스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다음으로, 제 16도에 나타난 플로우차트를 참고하여, 모니터장치(4)가 제너럴 가이드를 표시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대

해 프로세싱일례가 설명된다. 처음으로, 단계(5P21)에서, 원격조정기(5)의 미리 결정된 버튼스위치가 조작되는지 여

부가 판단되어지고 스위치가 조작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즉, 원격조정기(5)의 CPU(72)가 미리 결정된 버튼이 버튼스위치행렬(82)이나 또는 선택버튼스위치(131)의 본체(16

1)를 거쳐 조작되는지를 감지할 때, LED(76)는 조작된 버튼스위치에 상응하는 적외선신호를 출력하기 위해 LED드

라이버(75)를 거쳐 조작된다.

IRD(2)의 CPU(29)는 IR수신부(39)를 거쳐 이 적외선신호의 입력을 수신하여서 원격조정기(5)에서의 버튼스위치 중 

어느것이 입력신호로부터 조작되는지를 판단한다.

그때, 단계(SP21)에서, 미리 결정된 버튼이 조작되는 것이 판단되는 경우에, 프로세스는 조작된 스위치가 메뉴버튼스

위치(134)인지 여부가 판단되는 단계(SP22)에 착수한다. 메뉴버튼스위치(134)가 조작된다고 판단될 때, 프로세스는 

단계(SP23)에 착수하고, CPU(29)는 메뉴표시 프로세싱을 실행한다. 다시 말해서 CPU(29)는 EPG영역(35A)에 기억

된 EPG데이터(프로그램가이드데이터)에 상응하는 DRAM(25a)의 OSD영역(25aA)내에 예를 들어 제 1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메뉴내에 비트맵 데이터를 기입한다. 그런 다음 이 비트맵데이터는 DRAM(25aA)으로부터 독출되어 NT

SC방법데이터로 변환되도록 MPEG 비디오디코더(25)로부터 NTSC엔코더(27) 내로 입력된다. 이 NTSC방법 데이터

는 모니터장치(4)에 공급되며, AV라인(11)을 통해서 S비디오신호 혹은 복합신호로써 모니터에 표시된다.

이것은 제 1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때 수신되고 표시된 채널화상에 제 17도에 나타낸 주메뉴가 겹치는 결과를 초

래한다. 그런 다음 메뉴는 윈도우로써 모니터장치(4)의 CRT(4A)상에 표시된다. 이것은 미리 결정된 윈도우 표시영역

내의 데이터가 MPEG방법으로 압축된 비디오데이터의 디코우드프로세싱의 프로세스에서 독출되면 각 기간동안 DR

AM(25a)내의 OSD영역(aA)으로부터 비트맵 데이터를 독출하고 출력함으로써 실현된다.

제 18도에 나타낸 주메뉴화면에서 윈도우는 버튼아이콘(소프트 버튼)이 각 영역에 미리 결정된 모드를 선택하기 위

해 표시되도록 9개의 영역으로 분할된다. 사용자는 커서(본 실시예에서는 미리 결정된 버튼아이콘이 커서로써 사용되

도록 다른 버튼아이콘과는 다른 명도, 색상 및 깜박임으로 표시되며, 제 18도에 나타낸 경우에 커서는 제너럴가이드

의 버튼아이콘에 위치된다)를 선택버튼스위치(131)를 직접적으로 조작시킴으로써 수평표면상의 여덟방향의 어느 방

향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버튼스위치(131)가 제너럴가이드의 버튼아이콘으로부터 좌측방향으로 조작되면 커서는 다른 가이드

의 버튼아이콘위로 이동된다. 또한 선택버튼스위치가 좌하측방향으로 향해 대각으로 조작되면 커서는 제너럴가이드

의 버튼아이콘으로부터 스포츠가이드의 버튼아이콘으로 이동된다.

예를 들어 선택버튼스위치(131)가 단지 상하좌우의 네방향으로 조작될 수 있을 경우에는, 제너럴가이드의 버튼아이

콘으로부터 스포츠가이드의 버튼아이콘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해 커서는 좌측으로 순식간에 이동된 다음 하측으

로 이동되도록 요구받거나 혹은 하측으로 순식간에 이동된 다음 좌측으로 이동되도록 요구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경우에는 두번의 동작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전장치가 선택버튼스위치(131)가 상하좌우의 네 방

향뿐만 아니라 대각의 방향으로도 동작될 수 있도록 구성될 경우에, 커서는 한번에 제너럴가이드의 버튼아이콘으로

부터 스포츠가이드의 버튼아이콘으로 이동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미리 결정된 버튼아이콘 상에 커서를 이동시킴으로써 미리 결정된 모드를 선택한 다음 선택버튼스위치(1

31)를 수직으로 압축시키는 동안 선택동작(수직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선택을 결정한다.

단계(SP24)에서 제너럴가이드의 버튼아이콘은 선택결정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선택된다. 제너럴가이드의 버튼아이콘

이 선택되고 확보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제너럴가이드 표시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SP25)를 수행한다. 

제너럴가이드의 표시방법의 자세한 것은 이후 제 21도에 의거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단계(SP24)에서 제너럴가이드의 버튼아이콘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 프로세스는 다른 버튼아

이콘이 선택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계 (SP27)을 수행한다. 버튼아이콘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에는 프로세

스는 메뉴표시를 계속하기 위해 단계(SP23)로 되돌아간다.

그런 다음 단계(SP27)에서 제너럴가이드이외의 버튼아이콘이 선택되고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

는 선택되고 결정된 버튼아이콘에 상응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SP28)을 수행한다.

반면에, 단계(SP22)에서 원격조정기(5)로부터의 입력이 메뉴버튼스위치(134)의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프로세스는 가이드버튼스위치(143)가 조작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계(SP26)를 수행한다. 가이드버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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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143)가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제너럴가이드 표시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SP25)

를 수행한다.

한편, 단계(SP26)에서 제너럴가이드 버튼스위치(143)이외의 버튼스위치가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로세

스는 이미 조작되어 있는 버튼스위치에 상응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SP28)를 수행한다.

상기 설명된 바와같이 제너럴가이드는 메뉴를 통해 표시될 수 있으며 또한, 가이드버튼 스위치를 조작시킴으로써 곧

바로 표시될 수도 있다.

제 16도에 나타낸 단계(SP25)의 제너럴가이드 표시프로세스는 제 19도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의 비트맵이 DRAM(

25a)의 OSD영역(25aA)내에 기입되도록 하기 위해 실행된다. 그런다음, 비트맵은 MPEG 비디오디코더로부터 독출

된다. 비트맵은 그때 디멀티플렉서(24)로 선택된 방송채널내의 화상과 오버랩되며, 제 20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윈도

우로서 표시된다.

본 실시예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에 있어서, 수직축은 채널축으로써 사용되며, 각 방송국의 콜사인(방송국의 명칭)과

채널번호가 표시된다. 수평축은 시간축으로써 사용되며, 방송시간이 표시된다. 두개의 축에 의해 조정된 미리 결정된

위치에 프로그램 명칭이 행렬로 표시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7개의 채널의 현재시간으로 부터 1시간 반동안 프로

그램 명칭은 각 채널마다 표시된다. 원격조정기(5)의 선택버튼 스위치(131)가 지시되어 조작되면, 서로 다른 명도와 

색상으로 표시된 커서(212)는 지시조작에 상응하는 버튼 아이컨으로 이동된다.

이하 상세한 사항들이 설명될 것이다. 제 20도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에 있어서, 프로그램 명칭이 행렬(바둑판무늬)

로 표시되는 영역은 프로그램 명칭 표시영역(220)이라 언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 명칭 표시영역(220)은 제 13도에 

나타낸 표시영역(250)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런다음 이 프로그램 명칭 표시영역(220)의 범위내에서, 상(실행자의 상

측), 하(실행자의 앞측), 좌,우측으로의 선택버튼 스위치(131)의 지시조작에 따라, 커서(212)는 각각 상하좌우의 방향

으로 이동된다.

여기에서 선택버튼 스위치(131)가 프로그램 명칭 표시영역(220)의 상하좌우측 끝으로 커서(212)가 이동된 상태에서

지시되어 조작되면, 프로그램 명칭 표시영역(220)의 표시목록은 돌돌 말려진다. 예를 들면 커서(212)가 프로그램 명

칭 표시영역(220)의 최하측 행에 위치하게 되고, 선택버튼 스위치(131)가 하측방향으로 지시되어 조작되면, 프로그

램 명칭 표시영역(220)의 표시목록은 한행에 의해 말려 올라가게 된다. 커서(212)가 최하측 행에서 멈춰지기 때문에 

그 결과, 제 13도에 나타낸 전체로써 EPG를 명확히 표시하는 전체EPG목록(240)에서, 커서(212)는 한행에 의해 아

래로 이동된다. 상측, 하측, 좌측, 우측방향에 따라, 표시목록은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EPG목록(240)의 끝까지 말려진

다.

또한 선택버튼 스위치(131)는 상하좌우의 네방향 뿐만 아니라 좌상, 우상, 좌하, 우하의 여덟방향으로 지시되어 조작

될 수 있다. 커서(212)의 상술한 이동은 선택버튼 스위치(131)의 여덟방향조작에 따라서 여덟방향으로 조작될 수 있

다.

커서(212)를 이동시키기 위한 선택버튼 스위치(131)의 여덟방향조작과, 계속해서 조작되는 커서(212)가 위치한 프

로그램의 선택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버튼 스위치(131)의 수직조작(선택조작)과 같은 일련의 조작들은 다른 손가락으

로 원격조정기(5)를 쥐지 않고도 엄지손가락만으로도 조작될 수 있어서 조작성능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네방향의 커서키와 선택버튼으로 제공된 원격조정기가 커서의 이동과 유사한 조작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면

, 다수의 조작들이 프로그램이 선택될 때까지 수반된다.

예를 들면 제 20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그램 명칭 표시영역의 네 번째행과(220) 가장 좌측열(TBS 233에서 9:3

0∼10:00 사이의 프로그램 명칭을 나타내는 빗금친영역)에 표시된 커서(212)를 가장 낮은 행과 가장우측의 열(SCF1

에서 10:30∼11:00 사이의 프로그램 명칭을 나타내는 빗금친 영역)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선택버튼은 하향 커서

키가 세번 눌리고 우향커서키가 두번 눌린후 눌러져야만 한다. 전부해서 총 여섯번의 눌림조작이 요구되며, 또한, 매

번 눌려지는 버튼이 다르며 원격조정기는 다른손으로 들어야 한다.

따라서 상술한 네방향 커서키 대신에 여덟방향 커서키를 제공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격조정기 자체의 소형화를 방해하는 원격 조정기의 조작표면에 넓게 차지하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더 많은 프레스버튼이 배열되기 때문에 프레스버튼의 조작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선택버튼이 엄지손가락으로 선택버튼 스위치(131)를 누르는 수직조작으로 프로그램의 선택을 확보

키 위한 선택버튼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 선택버튼 스위치(131)가 엄지손가락 하나로 자유롭게 여

덟방향으로 지향되어 조작되는 경우에 여덟방향으로 커서(212)를 이동시키는 커서키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결

과 커서(212)의 이동으로부터 프로그램 선택까지의 일련의 조작이 다른 손으로 원격조정기를 잡지 않고서도 언제나 

엄지손 가락만을 사용함으로써 조작될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제너럴가이드 상에는 EPG(제너럴가이드)의 명칭과 현재 선택된 방송국의 로고와, 프로그램의 목록과 현재날

짜 등이 표시될 수 있다.

제 21도는 단계(SP25)에서 제너럴가이드 표시프로세스의 상세한 것들을 나타낸다. 우선, 단계(SP40)에서, 채널화상

을 MPEG 비디오디코더(25)의 레지스터내에 수신된(독출된) 고정화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설정이 CPU(29)에 의해

수행된다. 고정화상의 설정은 버퍼메모리를 재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 11도에 나타낸 버퍼메모리 0 ∼ 버퍼메

모리 2 중에서 하나의 메모리를 계속하여 독출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다음, 단계(SP41)에서, 제너럴가이드의 괘선(줄을 그은선) 등과 같은 고정된 표시 목록과 시작시간과 콜싸인 등과 같

은 변수표시목록들은 DRAM(25a)의 OSD영역 (25aA)내에 기입된다. 이후, 단계(SP42)에서, 정렬목록의 어드레스에

상응하는 변수 N은 0으로 초기화된다. 그런 다음, 단계(SP43)에서, 제 19도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의 7개의 콜싸인(

채널)와 이러한 싸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명칭의 행수를 나타내는 변수L은 1로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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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단계(SP44)에서, 압축된 채널명칭의 캐릭터스트링은 압축된 코드변환 사전과 ROM(37)에 저장된 캐릭터

코드 및 비트맵 변환 목록을 참조하여 본래의 캐릭터 스트링에 재저장 되도록 하기 위해 SRAM(36)의 정렬목록의 어

드레스 N 내에서 채널데이터의 포인터를 기초로 하여 독출된다.

또한, 캐릭터스트링(채널명칭)내의 비트맵 데이터는 판별되어 OSD영역(25aA) 내에서 L행(이경우 제 1행)내의 채널

명칭의 항목에 기입된다.

예를 들면 제 19도에 나타낸 실시예에 있어서, 'TOON'이라는 채널명칭이 기입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채널 명칭은 

또한 채널번호로도 기입된다. 다시 말해서 'TOON'에 상응하는 번호'227'이 기입된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는 시작시간과 시간길이가 정렬목록의 어드레스 0의 프로그램 데이터의 포인터를 기초로 하여 독

출되는 단계(SP45)를 수행한다. 시작시간과 시간길이에 상응하는 동등한 위치내에서,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버튼아

이콘(그에 대한 데이터도 또한 ROM(37)에 저장된다)도 또한 기입된다. 또한, 프로그램 제목이 독출되고 프로그램 제

목의 캐릭터 스트링이 압축코드 변환사전과 캐릭터코드 및 비트맵 변환목록을 참조하여 저장된다. 또한, 비트맵 데이

터는 판별되어 버튼아이콘상에 기입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Toon' 의 9:30PM∼11:00PM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명칭이 기입된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SP46)를 수행하고, 단계(SP45)에서 기입된 버튼 아이컨의 동등위치와 채널데이터를 다

음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선택되는 동안의 준비로 SRAM(36)내에 저장시킨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단계(SP47)에서 한행의 콜싸인과 프로그램 명칭이 OSD 영역(25aA)내에 기입되었다고 판단

될 때까지 변수 N은 단계(SP50)에서 1씩 증분되며, 단계(SP44, SP45, SP46, SP47, SP50)에서 루프프로세스가 반

복된 다. 단계(SP47)에서 한 행이 완전히 기입되었다고 판단될 때, 변수 L은 1씩 증분된다 (이 경우에 있어 변수 L은 

L=2에 설정된다).

그런 다음 단계(SP49)에서 변수 L이 8인지의 여부가 판별된다(7개 채널의 기입조작이 완결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별

된다). 이 경우 변수 L이 L=2로 설정되기 때문에, 다음행(채널)의 제 1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어드레스 N의 설정후, 프

로세스는 단계(SP44)로 되돌아가서 다음프로세스를 반복실행한다.

따라서 7개의 콜싸인과 프로그램 명칭은 단계(SP44, SP51)에서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입된다. 기

입조작이 완결되면, 단계(SP49)에서 기호 L이 L=8로써 주어졌다고 판단되어 프로세스는 완결된다.

덧붙여 말하면, 제 21도에 나타낸 프로세스에서 간결성을 위해 표시목록은 삭제되었다. 실제적으로, 캐릭터, 로고 등

과 같은 모든 정보항목들은 OSD영역(25aA)에 기입된다.

이어서, 제 20도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제 22도에 나타낸 플로우차트를 참조하면, 미리 결정

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어 있다. 사용자는 커서(212)를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 

명칭이 기입된 버튼아이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선택버튼 스위치(131)를 지시하고 선택한다. 프로그램 선택이 결정

되면, 선택버튼 스위치(131)는 수직으로 조작된다(선택조작).

우선 단계(SP61)에서, 프로세스는 몇몇 입력이 원격조정기(5)로부터 수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그런 후, 

입력이 수행되면, 프로세스는 입력이 선택조작의 입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계(SP62)를 수행한다. 입력이 

선택조작 입력이 아니면 프로세스는 방향조작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계(SP64)를 수행한다. 방향

조작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선택버튼 스위치(131)이외의 버튼스위치는 어떤 특정한 조작도 그 경우에 수행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어 조작되며, 다음 원격조정기(5)로 부터의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 단계(SP61)로 되돌아 간다

.

단계(SP64)에서, 선택버튼 스위치(131)가 지시되어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면, 프로세스는 단계(SP65)를 수행하고, 프

로세스는 조작방향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커서(212)를 이동시키기 위해 실행된다. 다시 말하면, 비트맵 데이터 기입위

치는 선택버튼 스위치(131)의 조작에 상응하는 버튼 아이컨위치로 바뀌게 된다.

이후, 단계(SP66)에서, 커서가 위치된 버튼 아이컨상의 프로그램의 트랜스폰더(일정한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자동적

으로 응답을 보내는 무선트랜시버) 번호가 얻어진다. 이 트랜스폰더 번호는 가이드 데이터의 채널목록에서 시그먼트

번호를 명료화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그먼트번호로부터 트랜스폰더 목록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데이터ID는 채널데이터의 데이터 IDs로부터 독출된다.

그런 후, 프로세스는 심지어 프로그램이 페이퍼뷰(Pay Per View)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표시되는지의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계(SP67)를 수행한다. 미리 결정된 메시지는 판별이 매번 YES 혹은 NO를 입력시킴으로써 이

루어 지도록 CRT(4A) 상에 표시된다. 이는 전체 작동을 복잡하게 한다. 그런 다음 예를 들어, IRD(2)가 획득되면, 심

지어 프로그램이 페이퍼뷰(Pay Per View)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표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입력된다. 프리셋 정보는 EEP롬(38)에 기억된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판단은 이 메모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이 페이퍼뷰(Pay Per View) 프로그램이 아니고, 심지어 프로그램이 페이퍼뷰(Pay Per View)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표시되었다고 판단되면, 프로세스는 단계(SP69)를 수행한다. 그런 후, 단계(SP66)에서 독출된 

트랜스폰더 번호는 프론트엔드(20)의 국선택 조정루틴으로 설정된다. 결과적으로 프론트엔드(20)의 동조기(21)는 C

PU(29)에 의해 설정된 트랜스폰더 번호의 반송파를 수신한다. 그렇지만, 커서가 이동되는 위치에 있는 버튼아이콘이

버튼아이콘에 상응하는 채널의 데이터로써 동일한 반송파와 함께 송신되면(두개의 트랜스폰더 번호가 동일하면), 반

송파(주파수)의 절환은 이 프로세스가 생략되는 결과가 되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는 국선택 조정루틴이 프론트엔드(20)(나타내지 않음)의 레지스터의 상태로부터 고정되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단계(SP70)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단계(SP69)에서 설정된 트랜스폰더 번호의 반송파가 수신되

는 것이 확고해 진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는 디멀티플렉서(24)의 레지스터(24aA) 내에 합체되도록 패킷의 ID(단계(S

P66)에서 독출한 ID)를 설정시키기 위해 단계(SP71)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디멀티플렉서(24)는 단계(SP69)에서 

설정된 트랜스폰더 번호의 반송파에 포함된 패킷으로부터 단계(SP66)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의 패킷과 트랜스폰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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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출력하는 프로트엔드(20)를 끌어내며, 그것을 데이터 버퍼메모리(35)의 버퍼영역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그런후 단계(SP72)에서, 통상의 엑세스 체크가 수행된다. 다시말해서, 페이퍼뷰 프로그램이 엔코드되기 때문에, 그것

들은 디코딩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페이퍼를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엔코드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

요치 않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건너뛰게 된다. 이후, 그 프로세스는 단계(SP73)에서, 디멀티플렉서(24)의 레지스

터(24a)에 소정의 설정을 실행하여, 비디오 데이터가 비디오 디코더(25)에 공급되고, 오디오 데이터가 MPEG 오디오

디코더(26)에 송신되도록 수행한다.

이후, 단계(SP74)에서, 디코우딩의 시작은 MPEG 비디오디코더(25)와 MPEG 오디오디코더(26)의 레지스터(보이지 

않음)에 설정된다. 결과적으로 단계(SP66)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의 화상데이터와 음향데이터는 디코우드 되어 MPEG

비디오디코더(25)와 MPEG 오디오디코더(26)로 부터 출력된다. 그런 다음 데이터는 공급되어 표시되고 그런 다음 음

향으로 출력된다.

그런다음 프로세스는 원격조정기(5)로부터 다음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 단계(SP61)로 되돌아간다. 커서가 또한 이동

되는 경우에는, 비슷한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덧붙여 말하면, 단계(SP66)에서 단계(SP74)까지의 프로세

스가 실행되는 동안, 새로운 커서의 이동이 입력되는 경우에는, 그때에 달할때까지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새로운 커서의 이동에 상응하는 프로세스는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단계(SP67)에서, 페이퍼뷰(Pay Per View)프로그램의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단

계(sp68)를 수행하고, 블루팩(Blue Pack)화상의 출력은 MPEG 비디오디코더(25)로 지시된다.

결과적으로, 단계(SP74)의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 20도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의 배경화상으로써 커서(

212)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의 화상이 표시되고, 화상프로그램에 수반하는 음향신호가 출력된다. 한편, 커서(212)에

의해 표시된 프로그램이 페이퍼뷰(Pay Per View)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표시가 요구되지 않도록 레지스트되면, 배

경화상은 완전히 파랗게 되고 음향은 출력되지 않는다.

커서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이 페이퍼뷰(Pay Per View)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는 수신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경우가 방지될 수 있다. 즉,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는 동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프로그

램상의 아이컨을 지나는 것이 발생될때만 수신되고 요금은 사용자에게 청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버튼 스위치(131)는 커서(212)에 의해 즉시 프론트엔드(20)에 표시된 프로그램 수신의 지시가

출력되어 수신조작이 시작되는 결과가 되어 미리 결정된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시되어 조작되다. 결과적

으로,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선택버튼 스위치(131)를 선택하고 조작시키기 전에, 프로그

램의 수신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선택버튼스위치(131)가 선택되고 조작되면, 프로그램의 수신은 이

미 완결되는 것이다. 심지어 프로그램의 수신조작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은 수신조작이 시작되는 경우의 시

간과 비교할때 더 짧은 시간에 모니터장치(4)에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단계(sp62)에서, 수직조작인 선택조작이 수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MPEG 비디오디코더(25)의 레

지스터내에 OSD 표시해제를 설정하기 위한 단계(SP63)를 수행한다. 이것이 제너럴가이드의 윈도우 화면의 표시를 

해제시키는 것이다.

또한, 단계(SP63)에서, 제 21도에 나타낸 단계(SP40)에서 설정된 고정화상 출력의 해제도 또한 설정된다. 결과적으

로, 절환 후 화면의 디코우딩이 단계(SP74)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절환후의 채널화상은 즉시 고정화상이 지워진 후 

수신채널로써 표시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너럴가이드가 표시되면, 배경화상은 고정화상으로써 고정된다. 그런 후 커서

가 이동되고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이 제너럴 가이드의 화면상에 선택되면, 제너럴가이드의 화면은 지워지고, 이와 동

시에 선택된 채널화상이 표시된다. 결과적으로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이 제너럴가이드 화면상에 선택될 때 배경화면의

혼잡과 불가시성이 방지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너럴가이드 화면의 표시에 있어서, 이전에 표시되었던 채널화상은 고정화상으로써 고정

된다. 또한 커서가 제너럴가이드상에 이동될 때 고정화상으로써 배경화상을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제 23도 및 제 24도는 이러한 경우의 프로세스 예를 나타낸다. 제 23도는 제 21도에 나타낸 프로세스에 상응하는 프

로세스를 나타낸다. 제 24도는 제 22도에 나타낸 프로세스에 상응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제 23도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 표시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제 21도에 나타낸 제너럴가이드 표시프로세스와 같다. 

그렇지만 제 23도에서는, 제 21도에 나타낸 단계(SP40)의 프로세스가 생략되었다. 다시 말해서 본 실시예에서는, 제

너럴가이드 화면이 표시되면, 배경화상은 고정화상으로 변환되지 않고 생동감 있는 화상으로써 남는다.

이어서 제 24도에 나타낸 프로그램 선택프로세스가 설명될 것이다. 본 프로그램 선택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제 22도

에 나타낸 프로그램 선택프로세스와 같다. 그렇지만 제 24도에 나타낸 프로그램 프로세스에서, 단계(SP91)는 단계(S

P67)와 단계(SP69)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단계(SP74)와 단계(SP61)의 사이에 단계(SP92)가 삽입되어 있다. 그런 

후, 단계(SP63)의 프로세스는 단계(SP93)의 프로세스로 변환된다. 제 24도의 다른 프로세스는 제 22도의 사본처럼 

같다.

즉, 본 실시예에서 선택버튼 스위치(131)가 지시되어 조작되면 커서는 이미 이동된 버튼 아이컨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의 데이터가 단계(SP66)에서 독출되도록 하기위해 단계(SP65)에 이동된다.

단계(SP67)에서 프로그램의 표시가 심지어 프로그램이 페이퍼뷰(Pay Per View)프로그램일지라도 설정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MPEG 비디오디코더(25)의 레지스터로의 화상출력이 고정화상이 되고 음성출력은 MPE

G 오디오 디코더(26)의 레지스터내에서 뮤팅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단계(SP91)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커서가 다른 

프로그램의 버튼 아이콘에 이동되면, 커서가 이동되기 전의 생동감 있는 화면으로써 표시된 프로그램은 고정화상으로

변환되고 음향신호는 뮤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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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단계(SP69)∼단계(SP74)에서, MPEG 비디오디코더(25)와 MPEG 오디오디코더(26)는 프로그램의 수신프

로세스와 커서가 이동되는 버튼아이콘에 상응하는 디코우딩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그런 후, 이러한 프로세스가 완결되면, 프로세스는 고정화상 설정을 해제시키기 위해 단계(SP92)를 수행하고, 뮤트 

설정이 단계(SP91)에서 수행된다. 결과적으로, 커서가 이동되기 전의 버튼아이콘에 상응하고 이미 고정화상으로써 

표시되었던 고정 화상은 커서가 이미 이동된 후 프로그램의 생동감 있는 화상으로 변환된다. 그후 프로세스는 새로운

원격조정기(5)로부터의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 단계(SP61)로 되돌아간다.

단계(SP62)에서, 선택버튼 스위치(131)가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MPEG 비디오디코더(25)의

레지스터에 OSD표시의 해제를 설정하기 위해 단계(SP93)를 수행한다. 이 단계가 이미 표시된 제너럴가이드의 화면

을 지운다. 그런 후 화면의 절환후 이미 표시된 버튼 아이콘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생동감있는 화상이 표시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커서가 새로운 버튼아이콘으로 이동되면, 배경상에 표시된 화상은 커서가 

이동된 버튼 아이콘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수신프로세스가 즉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고정화상으로서 제공된다. 

그런 후 수신프로세스가 완결되면, 고정화상은 커서가 이동되는 프로그램의 생동감 있는 화상으로 변환된다. 그러므

로 사용자는 상술한 실시예와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이미 절환되었던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단계(SP66)와 단계(SP92)의 프로세스 전에 새로운 버튼 아이콘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해 커서가 

새로운 버튼아이콘으로 이동된 후 조작이 단계(SP65)에 입력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중단된다. 그런 후, 

커서가 이동되는 버튼아이콘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채널)에 대한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또한, 제 4도에 나타낸 IRD(2)에서 프로그램(채널)의 절환이 원격조정기(5)의 채널 업다운버튼 스위치(133)를 조작

시킴으로써 입력되는 경우와, 혹은 채널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숫자버튼스위치(138)가 조작되는 경우에는, 고정화상 

프로세스는 절환시간에 실행된다.

다시 말해서, 제 25도의 플로우차트에 나타낸 채널(프로그램)절환 프로세스는 채널을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한 지시를

입력하기 위해 채널 업다운버튼 스위치(133)를 조작시키거나, 혹은 미리 결정된 채널번호를 직접 입력하기 위해 숫자

버튼스위치(138)를 조작시킴으로써 실행된다.

단계(SP111)에서 고정화상으로 현재 수신된 프로그램의 화상을 변화시키고 음향을 뮤팅시키기 위한 프로세스가 실

행된다. 다시 말해서 각 프로세스는 MPEG 비디오디코더(25)와 MPEG 오디오디코더(26)의 레지스터 내에 설정된다.

따라서 이미 표시되었던 화상은 고정화상이 되고, 음향신호는 채널절환이 입력되면 뮤팅된다.

이후 프로세스는 절환후 프로그램(채널)의 수신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단계(SP112)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CP

U(29)는 새로운 입력채널에 상응하는 디멀티플렉서(24)의 필요에 응하여 프론트엔드(20)를 새로운 채널(절환후 채

널) 의 수신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제어한다.

단계(SP113)에서 프로세스는 절환프로세스가 완결될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후, 프로세스는 단계(SP111)에서 설정된

고정화상과 음향의 뮤팅을 해제시키기 위하여 절환프로세스의 완결하에 단계(SP114)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절환

후 채널의 생동감 있는 화상이 표시될때, 생동감 있는 화상에 상응하는 음향신호가 출력된다.

그러므로 채널절환 시간에 화상의 혼잡과 화상의 불가시성 상태가 방지될 수 있다.

제 26도는 원격조정기(5)의 다른 구조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여덟방향으로 조작될 수 있는 제 5도에 나타낸

선택버튼 스위치(131)대신에, 상하좌우 방향으로의 방향버튼 스위치(201∼204)와 선택조작이 수행될 수 있는 버튼

스위치(200)가 제공되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케이블 버튼스위치(145)와 텔레비젼 버튼스위치(146) 및 DSS버

튼 스위치(147)가 발광모드 내측에 제공되었다. 제 5도에서 나타낸 LED(148∼150)는 제거되었다. 버튼스위치(145

∼147)의 배면측에 배열된 LED 보이지 않음)는 그것들이 조작에 따라서 밝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른 버튼스위치는 비록 배열 및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제 5도에 나타낸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커서는 미리 결정된 명도 및 색상이나 깜박임으로 표시된다. 또한 커서를 버튼아이콘의 독

립된 화살표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지는 커서가 미리 결정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포인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제너럴가이드 모드에 선택된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이 다른 모드에서 선택

되는 경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모니터장치(4)(텔레비젼 셋트)에 실질적으로 합체될 수 있는 IRD(2)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

해서도 설명되었다.

본 발명의 상기 상세한 설명의 견해에 있어서, 이후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진의 및 범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변환과 수정 및 변화가 기술에 있어 능숙한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그러한 변환과 수정 및 변화들은 본 발명에 의해서 완전히 연구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미리 결정된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되는 상기 방송 프로그램을 절환 할 때 조작되는 조작수단과,

상기 방송 프로그램의 미리 결정된 화상을 고정화상으로써 일시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고정화상 출력수단과,

상기 고정화상 출력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을 제어하고, 상기 고정화상을 소정 시간 출력하고, 상기 고정화상의 출력이

해제된 후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를 출력시키는 제어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그램 절환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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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의 절환이 지시되면 상기 수신수단을 제어하고 이와 동시에 프로그램의 절환

후 상기 프로그램의 수신프로세스를 시작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고정화상 출력수단을 제어하며, 상기 프로그램의 수

신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의 절환후 완결된 후에 상기 고정화상의 출력을 해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하여 구성된 프로그

램 절환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프로그램의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수단을 또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로그램 절환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화상 출력수단은 상기 고정화상이 출력되면 음향신호를 뮤팅시키고, 상기 고정화상 출력수단은 상기 고정

화상출력이 해제되면 상기 음향신호의 뮤팅을 해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프로그램 절환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수단은 상기 프로그램의 채널을 상승 및 하강시키기 위한 업다운 버튼인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프로그

램 절환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수단은 상기 프로그램의 채널번호를 입력시키기 위한 숫자버튼스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프로그

램 절환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버튼 아이콘들을 가지는 선택화면이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의 화상을 겹치는 윈도

우로써 출력되면 조작되는 선택화면 출력수단과, 상기 선택화면이 출력되면 상기 고정화상을 출력하는 고정화상 출

력수단과, 커서가 상기 선택화면의 미리 결정된 버튼 아이콘상에 상기 버튼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해 이동되면 조작되

는 상기 조작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절환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버튼 아이콘들을 가지는 선택화면이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화상을 겹치는 윈도우

로써 출력되면 조작되는 선택화면 출력수단과,

커서가 상기 버튼 아이콘을 상기 선택화면의 미리 결정된 버튼아이콘상에 선택시키기 위하여 이동되면 조작되는 상

기 조작수단과,

상기 커서가 또 다른 버튼 아이콘상에 이동되면 커서가 이동되기 전에 상기 버튼 아이콘에 상응하는 상기 고정화상을

출력시키는 상기 고정화상 출력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절환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수단은 커서가 이동되면 조작되는 커서이동수단과, 상기 커서에 의해 지적된 상기 버튼 아이콘이 선택되면 

조작되는 버튼 아이콘 선택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절환장치.

청구항 10.
미리 결정된 채널의 프로그램의 화상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프로그램의 절환이 지시될 때, 절환되기 전의 

상기 프로그램의 화상을 일단 고정화상으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고정화상을 해제하고 절환된 후의 상기 프로그램의 화상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프로그램 절환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프로그램 절환전의 상기 프로그램의 화상은 고정화상에 형성되고, 프로그램 절환 후의 상기 프로그램의 수신 프 로세

스는 상기 프로그램의 절환이 지시되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프로그램 절환방법.

청구항 12.
희망되는 채널 프로그램을 위해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에 있

어서,

상기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과,

커서를 이동시킴으로써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 중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화면 신호를 출력할때

조작되는 선택화면 출력수단과,

커서를 이동시킬때 조작되는 이동수단과,

커서에 의해 표시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에 조작되는 선택수단과,

수신수단을 제어하고, 커서가 이동수단의 조작에 상응하여 이동될때 선택수단의 조작전에 커서에 의해 표시된 프로

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등록특허  10-0409187

- 15 -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가 상기 이동수단의 조작에 상응하여 이동될때, 상기 선택수단이 조작되기 전에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 에 

상응하는 상기 커서에 의해 지시되고,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프로그램의 음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음

향신호 출력수단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화면은 상기 선택화면 출력수단이 조작되면 상기 수신수단으로 수신된 화상을 오버랩되도록 윈도우로써 사

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화면의 수평축이나 수직축 중의 한축은 상기 프로그램의 방송채널의 한 축으로써 사용되는 반면에, 다른축

은 버튼아이콘이 양축에 의해 조정된 위치에서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행렬로 배열되는 결과가 되어 시간축

으로써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는 명도 혹은 색상이 다른 버튼아이콘의 명도 및 색상과 다른 미리 결정된 버튼아이콘을 제공함으로써 표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버튼아이콘의 표시위치에 관한 정보가 상기 텔레비젼 신호의 일부로써 상기 선택화면 방송상에 표시되도록 기

억시키기 위한 메모리수단을 또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에 의해 지시된 상기 프로그램이 수신되거나 수신되지 않았을때 요금이 청구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판단수단을 또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요금이 상기 커서에 의해 지시된 상기 프로그램의 영수증에 청구되면 상기 프로그램의 수신을 방지하는 방지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개개의 주파수가 상기 채널의 디지탈화상과 음향정보가 다중 송신된 방송파에 지정된 반송파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

수단과,

상기 복조수단에서 복조된 신호로부터 상기 제어수단에 의해 지시된 상기 채널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채널이 상기 동일한 반송파로 절환되면 상기 추출수단에 관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채널의 추출을 지시하고, 상

기 채널이 상기 추출수단에 관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채널의 추출을 지시하는 동안 상기 다른 반송파들 사이에서 절

환되면 상기 복조수단에 상기 반송파의 주파수 절환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1.
미리 결정된 채널의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프로그램의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수단과,

커서를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다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출력시키기 위한 선택화면 출력수 단

과,

화면이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면 조작되는 상기 출력수단과,

상기 커서가 이동되면 조작되는 이동수단과,

상기 커서에 의해 지정된 상기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조작되는 선택수단과,

상기 선택수단이 커서가 이동되면 상기 이동수단의 조작에 상응하여 조작되기 전에 상기 수신수단을 제어시킴으로써

상기 커서에 의해 지시된 상기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에 의해 지시된 상기 프로그램의 음향신호와, 상기 커서가 이동되면 상기 이동수단에 상응하는 상기 선택수

단의 조작전에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상응하는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되는 상기 프로그램을 출력시키기 위한 

음향신호 출력수단을 또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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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로써 사용된 선택화면은 상기 선택출력수단이 조작되면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화상에 오버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화면의 수직축과 수평축 중의 한축은 상기 프로그램의 방송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축은 시간

축을 구성하고 버튼아이콘은 상기 양축에 의해 조정된 위치에서 상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행렬로 배열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는 미리 결정된 명도나 색상과는 다른 상기 버튼 아이콘의 명도나 색상을 제공함으로써 표시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여 구성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 신호의 일부로써 방송되는 상기 선택화면상에 표시된 상기 버튼 아이콘의 표시위치에 관한 정보를 기

억시키기 위한 메모리수단을 또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에 의해 지정된 상기 프로그램의 수신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수단을 또

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에 의해 지정된 상기 프로그램의 수신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면 상기 프로그램의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수단을 또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29.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을 개개의 주파수가 상기 채널의 디지탈화상과 음향정보가 다중 송신된 방송파에 지정된 반송파를 복

조하기 위한 복조수단과,

상기 복조수단에서 복조된 신호로부터 상기 제어수단에 의해 지시된 상기 채널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수단 과

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채널이 상기 동일한 반송파로 절환될때 상기 추출수단에 관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채널의 추출

을 지시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채널이 상기 추출수단에 관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채널의 추출을 지시하는 동안 

상기 다른 반송파 사이에서 절환될때 상기 복조수단에 상기 반송파의 주파수의 절환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

청구항 30.
미리 결정된 채널의 프로그램의 텔레비젼 신호가 수신수단에 수신되어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방법

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지정하기 위해 상기 선택화면상에 커서를 이동시키는 단계와,

다수의 상기 프로그램으로부터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화면 상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커서에 지정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화면의 표시가 중지되면 선택작동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조작이 상기 커서가 이동되면 수행되기 전에 상기 커서에 의해 지정된 상기 프로그램의 수신조작을 시작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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