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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일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및 그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동일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단말기

는 입력부와, 디지털 방송 데이터 및 EPG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디지털 방송 데이터 또는 EPG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부와, 상기 수신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관리부와, 상기 입력부를 통한, 동일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관리부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채널별 EPG 데이터를 검출하고 그 채널별

EPG 데이터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 시청 중에 다른 방송 채널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 정보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고, 그 검색 결과에 의거한 채널 변경이 가능하여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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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동일 시간대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명령 혹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부와,

디지털 방송 데이터 및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관리부와,

상기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상기 관리부에 저장할 때 각 채널별 프로그램마다 방송 시간 정보를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하

여 저장하고, 상기 입력부를 통한 소정 시간대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 요청이 감지되면 상기 소정 시간대를 상기 소정

의 형식으로 변환한 값과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의 시간 정보를 상기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한 값들을 비교하여 해당되는 프

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상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

신용 단말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한 값은 초(second) 단위의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요청에 응답하거나 일정 주기가 도래하면 상기 관리부에 저장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업데이트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요청이 입력된 시간 또는 그 시간 전후의 소정 시간 범위 이내를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기 위한 시간대로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또는 그 시간 전후의 소정 시간 범위 이내를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

출하기 위한 시간대로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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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검출된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채널 명 및 프로그램 명을 포함하는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가 출력된 상태에서 하나의 채널이 선택된 경우 상기 검출된 채널별 프로그

램 안내데이터로부터 그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출력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된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출력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채널 변경 요청이 입력되면 그 요청에 응

답하여 채널을 변경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상기 출력부 화면의 소정 위치에 온-스크

린-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10.

제1항 혹은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상기 출력부 화면 하단에 한 줄 슬라이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함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채널마다 프로그램별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정보를 상기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상기 관리부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정보 제공을 원하는 시간대가 감지되면, 상기 시간대를 상기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하고, 상기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과 비교하여 상기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범위에 속하면 해당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기초

로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출력부에 디스플레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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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소정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 요청이 감지되면 상기 소정 시간대를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소정 시간대의 상기 소정 형식의 변환값과 프로그램 안내데이터의 각 채널별 프로그램들의 방송 시간 정보를 상기 소

정 형식으로 변환한 값들을 비교하여 상기 시간대에 해당하는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하기 위해 출력하는 제1 출력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로부터 하나의 채널이 선택된 경우 상기 검출된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그 채

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판독하여 출력하는 제2 출력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출력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채널 변경 요청이 입력되면 그 요청에 응답하여 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출력과정은 상기 선택된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를 디지털 방송 데이터 출력 화면의 소정 위치에 온-스크린-디스

플레이 방식으로 출력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출력과정은 상기 선택된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상기 디지털 방송 데이터 출력 화면 하단에 한 줄 슬라이드 방

식으로 출력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과정은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기 전에 기 저장된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단

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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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소정 주기가 도래하면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수신해서 각 채널별 프로그램마다 방송 시간 정보를 상기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해놓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수신해서 각 채널별 프로그램마다 방송 시간 정보를 상기 소정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해놓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과정은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기 전에 상기 요청이 입력된 시간 또는 그 시간 전후의 소정

시간 범위 이내를 상기 시간대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과정은 상기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기 전에 상기 시간대 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입력받고 그 시

간 전후의 소정 시간 범위 이내를 상기 시간대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에는 채널명 및 프로그램명이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출력과정은 상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디지털 방송 데이터 출력 화면의 하단에 한 줄 슬라이드 방식으로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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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정 시간대는 현재 시간이며, 상기 현재 시간은 사용자에 의한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자동으

로 확인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요청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부와,

디지털 방송 데이터 및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관리부와,

상기 입력부를 통해 소정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 요청이 감지되면 상기 관리부로부터 상기 시간대에 해당되

는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

를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상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

신용 단말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동일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는 디지

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디지털 방송이라 함은 종래의 아날로그 방송을 대체하여 고화질과 고음질, 그리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송 기술 및 이동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동 중에도 디지털 방

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디지

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라 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MB란

무지향성 수신 안테나를 장착한 개인 휴대용 수신기 또는 차량용 수신기 등을 통해 이동 중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송을

다채널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도 1은 DMB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예시도이다.

DMB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은 데이터 송출센터(10)와, 위성(20)과, 수신 장치들{예컨대, 이동통신 단말기(30), 차량

용 수신기(40), 및 가정용 수신기(50)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송출센터(10)는 DMB 데이터(예컨대, 화상, 음성, 및 데이터 신호 등)를 압축한 후 변조하여 위성(20)으로 송출한

다. 위성(20)은 데이터 송출센터(10)로부터 송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한 후 주파수 변환하여 다시 지상으로 전송한다.

수신 장치들(30, 40, 50)은 위성(20)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복조한 후 압축을 풀고 본래의 신호들로 각각 변

환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장점 중의 하나는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에 비하여 채널 효율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다. 즉, 아

날로그 방송에서는 하나의 물리적인 채널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에서는 하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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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채널에 수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가 바로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이하 'EPG'라 함) 서비스이다.

EPG 서비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국{혹은 케이블 방송의 서비스 운영자(Service Operator: SO)}에서 방송에 관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청자가 그 프로그램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EPG 서비스는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 제목, 방영 시작 시간 및 종영 시간 등의 정보(이하 'EPG 데이

터'라 함)를 제공한다.

도 2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에 저장된 EPG 데이터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EPG 데이터는 채널 및 시간별로 프로그램 정보들{예컨대,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설명, 등급 등}을 포함한다.

도시된 표에 따르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채널 1(CH 1)을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는 디지털 방

송 시청자들에게 채널 1(CH1)에 해당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EPG 데이터로부터 시간대별(09:00 ~

10:00, 10:00 ~ 11:00)로 방영되는 프로그램 이름(제1프로그램, 제2프로그램, ...)과, 프로그램 설명(제1프로그램 설명,

제2프로그램 설명, ...)과, 등급(18, 15, ...) 등을 추출하여 출력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EPG 데이터는 소정 주기를 가지고 제공되거나 EPG 데이터의 변경 시에 제공된다. 그러므로 도 1에 예

시된 수신 장치들(30, 40, 50)은 상기 EPG 데이터를 수신하여 내부에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저

장된 EPG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EPG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한 후 그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 3a 내지 도 3d는 종래의 실시 예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들이다. 즉, 도 3a 내지 도 3d는 방

송 프로그램 정보 안내를 위해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화면들에 대한 예시도들이다.

도 3a는 채널 가이드 초기 화면의 예이고, 도 3b는 도 3a의 화면에서 사용자가 '비디오 채널'을 선택한 경우에 대한 화면의

예이고, 도 3c는 도 3b의 화면에서 사용자가 'ch06'을 선택한 경우에 대한 화면의 예이고, 도 3d는 도 3c의 화면에서 사용

자가 '올드 보이'를 선택한 경우에 '올드 보이'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예컨대, 출연진, 감독, 등급 등)을 표시한 화면의 예이

다.

도 3a 내지 도 3d와 같은 안내용 화면들은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의 표시부 전체에 표시되거나 일부에 실제 방송데이

터와 함께 표시된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정보의 확인을 위해 현재 시청 중이던 방송의 시청을 중

단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 방송 데이터를 위한 화면과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내용 화면이 모두 작게 표시

되어 방송 시청이나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정보의 확인이 모두 불편한 단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에는 도 3c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한 채널의 방송 내용(프로그램들)을 시간대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동

일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불편하였다. 즉, 종래에는 동일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

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용자가 동일 시간대의 각 채널별

방영 프로그램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채널마다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동일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방송 시청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동일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

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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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는 외부 제어 명령을 입력받는 입력부와, 디

지털 방송 데이터 및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디지털 방송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출력하

는 출력부와,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관리부와, 상기 입력부를 통한, 동일 시간대의 채널별 방

송 프로그램 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관리부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를 검출하고 그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도록 제어

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동일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방법은 소정 시간대의 채널

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기 저장된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상기 시간대의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

터를 검출하는 과정과, 그 채널별 프로그램 안내데이터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

과, 상기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출력하는 제1 출력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때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에 대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100)는 DMB 제어부(110), DMB 수신부(120), EPG 관리부(130),

입력부(140), 표시부(150) 및 스피커(160)를 포함한다.

DMB 제어부(110)는 입력부(140)를 통해 입력되는 명령어 및 기 저장된 동작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전용

단말기(100)의 동작을 제어한다. DMB 수신부(120)는 DMB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방송 데이터(이하 'DMB 데이터'

라 칭함) 및 프로그램 안내데이터(이하 'EPG 데이터'라 칭함)를 수신하여 DMB 제어부(110)로 전달한다. EPG 관리부

(130)는 DMB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상기 수신된 EPG 데이터를 저장/관리한다.

입력부(140)는 외부 명령을 입력받아 DMB 제어부(110)로 전달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100)가 디지털 방송 수

신전용 단말기인 경우 입력부(140)는 키패드 등과 같이 사용자의 조작 신호를 직접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구현될 것이고, 이동통신 기능과 디지털 방송 수신 기능을 함께 가지는 디지털 방송 수신겸용 단말기인 경우에는 이동통신

기능을 제어하는 주제어부(도시하지 않음)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예: 정보 요청, 채널 변경 등) 혹은 데이터(정보 확인을 원

하는 시간대 등)를 입력하도록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상적인 이동통신 기능(예: 통화)을 위해 마련된 키패드를 통한

사용자 입력이 본 발명에 따른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안내와 관련된 입력으로 인식되면 이동통신 기능을 제어하는 주제어

부가 디지털 방송 수신 처리 부분으로 전달해주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표시부(150) 및 스피커(160)는 상기 수신된 DMB 데이터 또는 EPG 관리부(130)에 저장된 EPG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

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시각적으로 및 청각적으로 출력한다. 표시부(150)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로 구현할 수 있다.

특히 DMB 제어부(110)는 입력부(14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동일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서 방영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

램 안내 요청이 입력되면 그에 응답하여 EPG 관리부(130)에 저장된 EPG 데이터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하고 그 프로그램 정보를 표시부(150) 및/또는 스피커(160)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상기 동일

시간은 현재 시간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DMB 제어부(110)는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EPG 관리부(130)에 저장된 EPG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킨 후 그 업데이트된 EPG 데이터에 의거하여 해당 시간대의 채널

별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함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동일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는 사용자

가 현재 시간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정보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그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고 있는 화면의 모습을 나타낸 도면들이다.

상기 도 4 내지 도 6c에 의거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동일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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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부(140)를 통해 동일 시간대(예컨대, 현재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서 방영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안내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이 입력되면, DMB 제어부(110)가 이를 인식하고(S201), 현재 시간을 확인한다(S203). 그리고 DMB 제어부

(110)는 EPG 관리부(130)로부터 그 시간대의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한다(S205). 이를 위해 DMB 제어부(110)는

동일 시간대를 결정하기 위한 소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을 동일 시

간대로 볼 것인지, 현재 시간으로부터 전후 5분을 포함한 시간을 동일 시간대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

보에 의거하여 동일 시간대의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서

방영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키(예컨대, '메뉴-키'등)를 별도로 할당함이 바람직하

다.

동일 시간대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 검출이 완료되면 이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한다(S207). 이때 사용되는

방식은 온-스크린-디스플레이(On Scree Display: OSD) 방식이다. 특히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 하단에 한 줄 슬라

이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데, 한 줄 슬라이드 방식이란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특정 위치에 한 줄로 천천히 스

크롤시키면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 6a는 이러한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의 디스플레이 예를 나

타낸 것이다. 즉, 도 6a에는 디지털 방송 데이터가 출력되는 화면의 하단에 현재 시간대에 다른 채널들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정보가 한 줄 슬라이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예(CH1 대장금 CH2 결혼하고... )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이때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정보는 채널별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채널명과

해당 채널에서 방영중인 프로그램명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현재 시청 중인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

면서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함으로써 현재 시청 중인 프로그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재 시간에 다른 채

널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가 디스플레이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소정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면(S209),

DMB 제어부(110)는 대응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S211). 즉, 입력부(140)를 통해 채널 선택 정

보{예컨대, 특수기호(*) + 채널번호(13), 즉, '*13'}가 입력되면 DMB 제어부(110)는 EPG 관리부(130)로부터 그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출하여 표시부(150)를 통해 디스플레이한다.

예를 들어,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시작 시간, 종료시간, 대표 출연자, 감독 및 등급 등의 상세 정보를 추출하여 디스플레이

한다. 이때 상기 프로그램 상세 정보는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b에

는 디지털 방송 데이터가 출력되는 화면의 하단에 상기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한 줄 슬라이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예

(CH1 14:00 ~ 16:00 출연: 이영애, 지진희)가 도시되어 있다. 하지만, 상기 프로그램 상세 정보의 디스플레이 방식이 도

6b에 예시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기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도 6c에 예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상세 정보 표

시창을 통해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상기 선택된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상세 정보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채널 변경을 요청하면(예컨

대, '확인'키를 누르면)(S213), 상기 선택된 채널로 채널을 변경한다(S215). 이로써 사용자는 현재 시간에 다른 채널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채널로의 채널 변경 또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상세 정보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채널별 프로그

램 정보를 다시 요청하면(예컨대, '취소'키를 누르면), DMB 제어부(110)는 전술한 과정(S207)에서 디스플레이했던 채널

별 프로그램 정보를 다시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용자가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확인한 후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를 다

시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본 발명을 구현함에 있어 동일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서는 방송 시간을 빨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EPG 데이터를 저장할 때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 정보를 소정의 형식(예: 숫자)으로 변환해

서 저장한 후에 이를 사용해서 특정 시간대의 방송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방송의 시작 시간이 2004년 6

월 23일 17:00:00이고 종료 시간이 2004년 6월 23일 21:00:00이라고 가정한다.

시작 시간을 2004년을 기준으로 아래 (1), (2), (3)과 같이, 년, 월, 일에 대하여 계산해보면 15,181,200초이다.

(1) 년도 계산: 2004 - 2004 = 0

(2) 날짜 수 계산: 0 x 365 + (31 + 29 + 31 + 30 + 31 + 23)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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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월별 날짜 수, 2004년은 윤년)

(3) 초 단위로 시간 계산: 175일 x 24시간 x 3600초 = 15,120,000

17시 x 3600 + 0분 x 60초 + 0초 = 61,200

같은 방법으로, 종료 시간을 계산하면 15,195,600초이다.

상기와 같이 계산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EPG 데이터에 삽입시켜 저장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별로 4바이트의 필

드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기 15,181,200초와 15,195,600초를 HEX 값으로 변환하면 각각 0x00E7A590, 0x00E7DDD0

이다.

typedef struct{

unsigned short EvtID;

unsigned char StartTime[8];

unsigned char Duration[3];

DWORD TimeStart;

DWORD TimeFinish;

unsigned char FreeMode;

unsigned char EvtNameLen;

unsigned char EvtName[MAX_EVT_NAME];

unsigned char EvtNameExtLen;

unsigned char EvtNameExt[MAX_EVT_NAME_EXT];

} EPG_PGM_INFO;

상기 프로그램은 C언어로 적성된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시작과 종료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해서 저장해놓으면, 사용자로부터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 안내 요

청이 있을 때, 현재 시간을 초 단위로 변환해서 EPG 데이터에 있는 값과 비교하여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의 정보를 가져

오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간을 2004년 6월 23일 19:34:23이라고 하면, 초 단위로 계산하면 15,251,663초이고, HEX

로 표현하면 0xE8B8CF가 된다. 이 값은 상기 시작 시간 0x00E7A590과 종료 시간 0x00E7DDD0 사이에 있는 값이므로

현재 시간에 방송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에 보여 주면 된다.

이상은 현재 시간대를 가정하여 설명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간대에 대한 정보 안내도 가능하다.

즉, 현재 시간은 7:00:00이지만 사용자가 16:30:00의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

16:30:00을 별도로 입력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 5의 단계(S203)에서 현재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동작 대신에 사

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시간 데이터를 감지하는 동작을 하도록 구현하면 된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시간

데이터를 초 단위로 환산하여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시간대에 방송될 프로그램을 찾으면 된다. 상기 예와 같

이 동일자의 다른 시간대가 아니어도 된다. 만일 송출 측에서 오늘과 내일의 방송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면 오늘과 내일의 어느 시간대라도 가능하고, 사흘 동안의 방송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사흘에 포함

되는 어느 시간대라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정보 제공자의 정보 제공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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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PG 데이터의 수신은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요청을 한 때에 실시될 수도 있고, 상기 요청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실시해놓았다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일정

시간 간격이란 예를 들어 만일 프로그램 정보 제공 측에서 하루에 4번 버전(version)이 바뀐 정보를 제공한다면 버전 변경

주기마다 수신하면 된다. 만일 버전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시청을 시작할 때 한 번만 수신해놓아도 된

다. 다시 말해서, EPG 데이터의 수신 역시 프로그램 정보 제공자의 정보 제공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청 중에 다른 방송 채널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 정보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상기 검색 결과에 의거하여 용이하게 시청하고자 하는 채널로의 채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 사용의 편리성이 더욱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예시도,

도 2는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에 저장된 EPG 데이터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a 내지 도 3d는 종래의 실시 예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용 단말기에 대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동일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그리고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고 있는 화면의 모습을 나타낸 도면들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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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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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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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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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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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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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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