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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그램정보방송시스템과프로그램정보표시방법및수신장치

요약

각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자체 및 프로그램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다수의 세부항목을 각각 포함하는 다

수의 분류항목이 제공되고, 각각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은 식별데이터에 의해 각각 표시되는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에

의해 표시되며 이는 예정프로그램정보를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예정프로그램정보는 식별데이터및 식별데이터에 대

응하는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의 문자표시를 위한 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와 함께 방송된다. 각종의 방송프

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예정표는 감소된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방송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A)(B)(C)는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 방송시스템의 일실시예에서 방송신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2도는 제 1도(A)∼제 1도(C)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방송신호의 일부로서 방송된 프로그램 예정표 데이터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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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도는 제 1도(A)∼제 1도(C)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방송신호의 일부로서 방송된 프로그램 분류항목의 종류에 대한

일람 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4도는 제 1도(A)∼제 1도(C)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방송신호의 일부로서 방송된 ID-대응 일람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5도는 제 1도(A)∼제 1도(C)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방송신호의 일부로서 방송된 ID-대응 일람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6도는 제 1도(A)∼제 1도(C)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방송신호의 일부로서 방송된 ID-대응 일람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7도는 제 1도(A)∼제 1도(C)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방송신호의 일부로서 방송된 ID-대응 일람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8도는 제 1도(A)∼제 1도(C)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방송신호의 일부로서 방송된 ID-대응 일람데이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9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의 외관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 10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 대한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제 11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내장된 기록/재생 장치부의 일례에 대한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제 12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내장된 기록/재생 장치부에서 기록/재생되는 디스크내의 기록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 13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 이용된 원격제어기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4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검색 및 예약기록에 대한 기능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제 15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의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프로그램예정표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

면이다.

제 16도(A)(B)(C)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검색시 디스플레이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

면이다.

제 17도(A)(B)(C)는 본 실시예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검색시 디스플레이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18도(A)(B)(C)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검색시 디스플레이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

면이다.

제 19도(A)(B)(C)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검색시 디스플레이의 다른 일례를 설명하

는 도면이다.

제 20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검색 및 프로그램 예약처리의 일례에 대한 플로우차

트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21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기록/재생장치부의 특정 재생모드처리의 일례에 대한 플로우

차트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 22도(A)(B)는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예에서 기록/재생 장치부에 이용된 기록매체에 기록된 기록내

용에 관한 정보를 재생하고 디스플레이상에 그 정보를 표시하는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1. 비디오데이터패키트 12. 오디오데이터패키트

13. 예정프로그램정보패키트 14. 프로그램부속정보패키트

15. 기타 패키트 21. 현재시간정보패키트

22. 채널할당정보패키트 23. 예정프로그램정보패키트

24. ID-대응일람데이터패키트 25. 기타패키트

31. 헤더정보 32. 항목종류일람데이터

33. 프로그램타이틀ID대응일람데이터 34. 서브타이틀ID대응일람데이터

35. 출연자ID대응일람데이터 36. 카테고리ID대응일람데이터

51. 프로그램ID 52. 프로그램분할플랙

53. 방송개시시간정보 54. 방송종료시간정보

55, 64. 항목종류 56, 65. 항목ID

70, 수신장치 71. 위성방송안테나

72. 프로그램셀렉터 73. 비디오데이터디코드부

74. 비디오표시처리부 75. CRT디스플레이

75D. 화면 76. 오디오데이터디코드부

77. 오디오데이터처리부 81. 비디오엔코드/디코드부

82. 오디오엔코드/디코드부 83. 원격제어수신/디코드부

90. 원격제어기 91. 전원버튼

92. 기능절환버튼 93. 조이스틱버튼

94. 메뉴저튼 95. 검색버튼

96. 작동버튼 97. 프로그램예약버튼

98. 취소버튼 99. 원격제어신호송신부

100. 시스템제어부 101. 시스템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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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CPU 103. 롬

105. S램 108. 타이머

200. 기록/재생장치부 201. 미니디스크

201A. 카트리지 201B. 디스크

202. 스핀들모터 203. 기록용자기헤드

204. 광픽업 205. 서보제어회로

206. 피드모터 210. 시스템제어기

211. 통신인터페이스 220. 인터페이스

221. 메모리제어기 222. 버퍼메모리

223. 데이터엔코드/디코드회로 224. EFM 및 CIRC엔코드/디코드회로

225. 헤드구동회로 226. RF증폭기

227. 어드레스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될 각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한 정보 및 출연자와 같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요소 정보를 방송하기 위한 

프로그램정보 방송시스템과, 방송시스템에 의해 방송될 프로그램정보를 수신하고 그것을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시

하기 위한 프로그램정보 표시방법과, 텔레비젼수상기와 같은 수신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통 TV시청자가 텔레비젼수상기나 라디오수신기와 같은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청취할

때, 그들은 신문이나 잡지의 TV/라디오 컬럼에 나타난 것과 같은 프로그램예정표를 참고함으로써 방송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예정방송시간을 인식한다.

이때, 예약된 음성 및 비디오 기록(즉, VCR을 프로그램시키는 것)을 위해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것이 희망될 경우, 신

문이나 잡지에 기재된 방송될 프로그램의 방송채널이나 예정방송시간등과 같은 정보가 입력되고 설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신문이나 잡지가 즉시 이용될 수 없을 경우에는, 참고될 프로그램예정표가 존재하 기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약에 대한 입력작동이 실행될 수 없게 된다.

상술한 상황을 고려할때, 예를들어 텔레비젼방송의 경우에 다중텍스트방송시스템등을 거쳐서 비디오신호상에 프로

그램예정표를 겹쳐놓도록 방송하는 것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예정표는 다중텍스트레코더를 가지는 텔레

비젼 수상기의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다. 더우기,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된 디지탈 위성방송(예를들면, 니케이 일레트

로닉스의 주간지 1994년 3월 14일자(603호)의 p101∼p110 참조)에서 또한, 방송예정표의 정보가 소정의 채널에서 

방송된다.

주로 문자를 포함하는 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고성능 텔레텍스트의 전송방법에서, 방송국으로부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 프로그램의 검색을 위한 인덱스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또한 제안되었다(전송될

프로그램의 메뉴테이블이나 전송될 프로그램의 검색을 위한 키워드, ITEJ 기술보고서 16권 71호, BCS'92-38(1992

년 10월) p1∼p6및 BCS'92-38(1992년 10월)p7∼p12 참조).

그러나, 상기의 전송방법인 고성능 텔레텍스트에 이용된 인덱스 검색시스템에 있어서 메뉴테이블은 단지 검색에 이

용되는 것이며,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정보와 같은 정보는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더우기, 문자정보가 전송되는 형식이므로 전송된 데이터의 양이 비교적 많다. 더우기, 다중텍스트방송시스템에나 혹

은 디지탈 위성 방송에서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그로부터 분리된 채널에서 프로그램예정표를 방송하는 시스템

의 경우에, 방송프로그램예정표는 신문이나 잡지에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예정표에

대한 데이터가 그 자체로써 송달된다.

따라서, 전송된 데이터의 양이 현저하게 증가함으로써, 방송국의 명칭이나 프로그램의 명칭 및 방송개시시간과 같은 

프로그램테이블에 대한 정보로서의 필수정보에 첨부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송하

는 것이 곤란하다.

더우기, 프로그램예정표에 대한 정보가 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음악프로그램의 경우에

곡명과 가수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또한 포함할지라도, 사용자는 곡명이나 가수의 이름과 같은 프로그램요소를 검색

하는 경우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판독해야만 하며, 예를들어 특정 가수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검색한

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게 된다.

더우기, 현행의 프로그램예정표에서, 단지 방송될 프로그램에 대한 개시시간이 표시될뿐, 방송종료시간은 다음 프로

그램의 개시시간으로부터 추정될 수밖에 없었다. 부가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요소에 대한 방송

시간에 관한 정보가 이용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음악프로그램에서 여러 곡명중 단지 하나를 추출하고 예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우기, 특정 가수의 모든 곡명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약작동이 불가능하다.

상술의 문제를 고려해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방송국의 수나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될지라도 데이터의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프로그램정보를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정보방송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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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방송시스템에 의해 방송될 프로그램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디

스플레이 화면상에 프로그램예정표를 표시 하기 위한 프로그램정보표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표시방법에 의해 표시된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를 이용함으

로써 쉽게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은 수신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의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방송시스템에 의해 성취될 수 있고, 각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방송프

로그램자체나 프로그램요소를 인식하기 위해 다수의 세부항목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분류항목을 제공하는 것과,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각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과, 예정표 프로그램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각각 식

별데이터에 의해 이들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을 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예정표에 대한 정보를 형성하는 것과, 식별데

이터에 대응하는 세부항목과 분류항목의 문자표시용 데이터 및 식별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와 예정프로그

램정보를 방송하는 것과를 포함한다.

예정프로그램정보는 방송될 각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요소단위에 대해서나 또는 방송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방

송개시시간 및 방송종료시간을 인식하기 위한 시간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 표시방법은 수신된 방송파 신호로부터 방송될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수의 분류항목 

및 모든 분류항목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며 분류항목과 세부항목이 각각 식별데이터로 표시되는 예정프로그램

정보와,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분류항목과 세부항목의 문자표시용 데이터 및 식별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

와를 추출하는 것과,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서 추출된 대응테이블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추출된 예

정프로그램정보의 식별데이터를 문자표시용 대응데이터로 교체하는 것과,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에 기초해서 방송될

프로그램내용의 문자표시용 프로그램예정표를 디스플레이상에 표시하는 것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될때, 프로그램 정보로써 지정된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을 가지는 프로

그램이 예정프로그램정보로부터 추출되며, 추출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디스플레이상에 표시

된다. 선택적으로, 추출된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고, 프로그램 예정표데이터

에 기초한 프로그램예정표가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는 방송될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수의 분류항목 및 모든 분류항목에 대한 세부항목에 의해 

표시되며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이 각각 식별데이터에 의해 표시되는 예정프로그램정보와,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분

류항목 및 세부항목의 문자표시용 데이터 및 식별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와를 수신된 방송파 신호로부터 추

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정보 추출수단과; 프로그램정보추출수단에 의해 추출된 대응테이블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예

정프로그램정보에 대한 식별데이터를 문자표시용 대응데이터로 교체함으로써 예정된 프로그램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를 생성하는 수단과;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에 

기초한 프로그램예정표를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표시제어수단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에서, 프로그램정보 추출수단은 또한 방송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정된 방송시간에 관한 

시간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며, 키입력수단은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시된 프로그램예정표를 참고하여 사용자

에 의해 희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를 지정하기 위한 키입력부를 가지며, 또한 추출된 예정방송시간에 관한 

시간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에 대해 예정방송시간에 키입력부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를 수신하고 선택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가진다.

더우기,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는 기록/재생장치부(200)를 내장하며 이것은 기록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주기록 

데이터영역으로부터 분리된 기록영역(UTOC)에 기록하며, 키입력부에 의해 지정되고 예정방송시간에 제어수단에 의

해 수신되고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에 대한 수신신호를 기록/재생장치부에 의해 기록매체의 주기록 데이

터영역에 기록하고 또한 기록된 수신신호에 관한 정보를 기록매체의 주기록데이터영역으로부터 분리된 기록영역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수단과, 수신신호에 관한 정보를 기록매체로부터 재생하고 또한 그것을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

시하기 위한 재생수단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더우기, 수신장치에 있어서 키입력수단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시된 기록내용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재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구성단위를 광학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키입력부를 가지며, 수신장치는

기록매체로부터 키입력부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요소를 추출하고 지정된 순서에 의해 그것을 재생하

는 기능을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 방송시스템에 있어서, 각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분류항목에 대한 세부항목 및 분

류항목의 결합으로 표시되며,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은 예정프로그램정보를 형성하는 식별데이터에 의해 각각 표시된

다. 이때, 예정프로그램 정보와, 식별데이터와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의 문자표시용 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가 적용된다면, 프로그램 테이블 문자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와 비교할때 정보

의 양은 감소된다. 특히, 방송국의 수와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할때 정보량의 감소효과가 현저하다.

정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종료시간을 인식하기 위한 시간정보를 첨가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방송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식별데이터와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분류항목및 세부항목의 문자표시용 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가 항상 

프로그램 정보로써 방송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요소의 종류에 대한 감소, 증가 또는 

변화에 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 예를들어, 프로그램종류에 대해서, 대응이 한 프로그램정보에서 동일한 식별데이터

와 뉴스 프로그램사이에서와 다른 프로그램정보에서 동일한 식별데이터와 영화프로그램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다.

예정프로그램정보가 방송될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개시시간과 방송종료시간을 인식하기 위한 정보나 또는 각 예정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때문에, 방송종료시간은 또한 모든 프로그램단위에 대해 

확실히 인식될 수 있고, 방송개시시간과 방송종료시간은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요 소단위에 대하여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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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 표시방법에 있어서, 식별데이터로 이루어진 예정프로그램 데이터는 식별데이터로 이

루어진 예정프로그램데이터의 문자표시용 데이터에 의해 표시되는 예정프로그램데이터로 재형성되며, 디스플레이상

에 그 데이터가 표시된다. 이경우에, 프로그램의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될때, 단지 

지정된 분류항목 예를들면 스포츠프로그램에 대한 예정된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다.

더우기, 예를들어 가수의 이름과 같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세부항목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

로 지정될때, 가수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예정표가 준비되고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다. 프로그램예정

표는 방송개시시간 및 방송종료시간이나, 방송개시시간에서 방송종료시간까지의 시간의 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예정표에 있어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예정표에서 또는 것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

를 선택적으로 예약할때,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는 방송개시시간에서부터 방송종료시간까지 선택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신한다.

그후, 수신장치가 기록/재생장치부를 내장할 경우, 선택적으로 수신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는 기록매체에 기

록된다. 이경우에, 기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에 관한 데이터는 주기록 데이터영역으로부터 분리된 기록영역

에 기록된다.

그후, 분리된 기록영역에 기록된 데이터가 재생되고, 예를들어 프로그램의 명칭과 가수의 이름과 같이 주기록 데이터

에 관한 정보는 화면상에 표시된다.

화면상에 표시된 주기록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참고해서, 사용자는 기록순서에 관계없이 재생순서를 바꾸는 동안에 

재생할 수 있고, 또는 단지 그 한부분을 추출함으로써 재생할 수도 있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 방송시스템에 있어서, ID에 의해 표시되고 예정프로그램정

보와 ID-대응일람데이터에 포함된 각 프로그램의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의 종류가 방송신호에 포함되어 방송되기 때

문에, 데이터의 양은 텍스트데이터와 같은 직접표시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예정프로그램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와 비교

할때 감소될 수 있다.

이때, ID-대응일람데이터가 함께 송신되기 때문에, 각각의 ID와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의 종류와의 대응을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정보는 방송을 위해 하나씩 예정된 프로그램 정보에 반영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출연자나 아티스트와 같은 많은 항목들이 있고 또한 새로운 사람을 포함할지라도, 방송을 위해 

ID일람데이터를 적절하게 교체하고 첨가 혹은 삭제함으로써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더우기, 검색키로써 분류정보를 포함하며 예정프로그램정보를 검색하는 ID를 사용함으로, 검색키로써 프로그램요소

에 기초한 프로그램예정표는 또한 쉽게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예정프로그램 정보는 방송개시시간뿐 아니라 방송종료시간에 관한 정 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단위

에 대한 방송시간은 예를 들어 가로좌표상에 시간축을 세로좌표상에 채널(방송국)을 나타냄으로써 프로그램테이블의

그러한 형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식될 수 있게 된다. 예를들면, 검색키로써 특정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이용함으로써 

방송될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를들어, 방송개시시간, 방송종료시간, 각 방송에 대한 방송시간기간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검색의 결과 발견된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의 더 빠른 순서로 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테이블을 준비

한다.

더우기, 본 발명에 의해서, 검색키를 이용함으로써 예를들어 출연자와같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그램 요소로써

의 항목을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특정가수가 출연하는 프로

그램들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예정표를 준비하고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우기, 본 발명에 의해, 각 프로그램에 포함된 요소단위에 기초한 방송개시시간 및 방송종료시간에 관한 정보가 또한

방송되므로, 프로그램단위에 대한 것이 아닌 프로그램요소단위에 대한 프로그램예정표가 표시될 수 있다. 즉, 예를들

어 음악실행프로그램에서, 각 곡명에 기초한 방송예정표가 인식될 수 있다. 그후, 모든 프로그램요소단위에 대한 예정

된 방송에 대한 정보가 예정프로그램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특정가수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추

출하여 준비된 부분프로그램예정표도 또한 표시될 수 있다.

더우기,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는 기록/재생장치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검색에 의해 검색된 프로그

램용 예약을 지정함으로써 예약된 기록을 행할 수 있다. 검색시에, 프로그램은 방송시간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도 분

류항목으로 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종래기술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대한 저장을 설정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저장작동이 상당히 간단하다.

더우기, 기록된 데이터의 내용이 디스크에서 UTOC영역과 같이 주기록 데이터영역에서 분리된 영역에서 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순서는 분리된 영역에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기록순서와 다르게 만들어진다.

더우기, 단지 원하는 프로그램만이 다수의 기록된 프로그램중에서 선택되고 재생될 수 있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 방송정보시스템의 일실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미국에서 시작된 디지탈 위성방송에 적용된다. 현행의 아나로그 그라운드(ground)파방송

에서, 주파수대역은 예를들어 모든 6MHz에 대하여 방송채널로써 이용되는 각각의 분할주파수대역으로 분할되며, 1:

1대응이 방송국과 방송채널사이에 존재하게 되어서, 그 결과 특정 방송국으로부터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방송채널을 

선택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수신될 수 있다.

반면, 이 실시예의 디지탈 위성방송에서는, 채널(여기와 이하에서 방송국에 대응됨)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 채널이 

특정 주파수대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방송주파수대역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그처럼 배열되는 것이다.

즉, 디지탈 위성방송에서, 비디오이미지나 음향은 예를들어 MPEG1 및 MPEG2에 의한 압축데이터의 조건으로 방송

된다. 화면에서 동작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되는 정보량은 적다. 반면, 스포츠프로그램과 같은 격렬한 

동작의 비 디오인 경우에는 화질의 저하없이 방송하기 위해서 대량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상기의 설명을 고려할때,

특정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 방송주파수나 이용된 주파수군은 방송될 정보의 양에 따라 변하게 되어서 방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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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대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정보의 양이 적은 경우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주파수나 주파수군에

서 방송될 수 있다. 반면,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다수의 주파수나 다수의 주파수군이 이경우에 대한 하나의 프로

그램을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디지탈 위성방송에 있어서, 방송파를 이용하는 상황은 채널에 대해 고정되지 않으므로, 채널에 대한 다른 방송주파수

나 주파수군을 어떻게 이용하는가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정보가 방송된다. 이것은 본 명세서에서는 인덱스채널로써 

언급된다.

제 1도(A)∼제 1도(C)는 실선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이 각각 데이터 패키트를 표시되는 방송신호로써 송신된 데이터

의 일례를 나타낸다. 각 패키트는 다양한 길이를 가지며, 이하에 설명될 채널 선택을 위해 요구되는 채널할당정보와 

같은 데이터 패키트는 그것이 항시 소정의 시간기간내에 한번 존재하도록 하기위해 주기적으로 전송된다. 더우기, 각

패키트는 각 패키트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 선두부에 패키트 식별데이터를 가진다.

제 1도(A)는 방송 주파수나 주파수군에서 한 채널에 방송될 주방송신호를 나타낸다. 이 일례에서 주방송신호는 비디

오데이터 패키트(11), 오디오데이터 패키트(12), 예정프로그램정보 패키트(13), 프로그램부속정보 패키트(14)및 기

타 패키트(1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비디오데이터 패키트(11)는 MPEG1이나 MPEG2와 같은 압축폼에 의해 압 축된 동적데이터로 이루어진다. 비

디오데이터 패키트(11)는 모든 특정시간기간중에 항시 하나씩 존재한다. 그러나, 비디오 데이터 패키트(11)는 음악채

널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디오 데이터 패키트(12)는 MPEG/오디오와 같은 압축폼에서 압축된 오디오데이터로 이루어진다. 또한 오디오 데

이터 패키트(12)는 모든 특정시간기간중에 항시 하나씩 존재한다.

예정프로그램정보패키트(13)는 이경우에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 프로그램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 프로그램 부속정보

패키트(14)는 프로그램 타이틀, 방송개시시간, 채널에서 현재방송되고 있는 방송종료시간과 더우기 캡션방송에 대한 

정보와 같은 프로그램부속정보를 포함한다.

이때, 제 1도(B)는 인덱스채널에서 방송되는 인덱스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 일례에서 인덱스데이터는 현재시간정보

패키트(21)와 채널할당정보 패키트(22)와 예정프로그램정보 패키트(23)와 ID-대응 일람데이터에 대한 패키트(24)와

기타 패키트(25)를 포함한다.

현재시간 정보패키트(21)의 현재정보는 현재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성을 이용하는 디지탈방송의 경우에는 방송

범위가 넓은 지역을 걸쳐있기 때문에, 지역에 의존해서 시간차이가 발생되며, 그결과 표준시간이 현재시간정보로써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된다. 이때, 이 일례에서, 수신장치는 수신장치가 설치된 지역의 정보를 나타내는 예를들어 집코

드(zip Code)를 가지고서 설치된다.

이때, 수신장치는 지역표시정보에 기초하여 표준시간으로부터 지역에서의 시 간차이를 판별하고, 그 지역에서의 현

재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수신표준시간에서 시간차이를 더하거나 뺀다. 이때, 수신장치는 예를들어 전원이 켜지는 때

인 특정 사이클에서 내장된 타이머(시계)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과 수신되거나 계산된 현재시간을 비교한다. 만일 어

떠한 시간차이가 있다거나 그 시간차이가 허용오차를 초과한다면, 장치는 수신 또는 계산된 현재시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내장된 타이머의 시간을 계산한다.

채널할당정보패키트(22)는 채널선택이나 절환시에 수신장치에 의해 참고되는 정보이며 이것은 관련시간에 각 프로

그램에 의한 전송파(주파수나 주파수군)의 이용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인덱스 채널로써 방송되는 예정프로그램정보패키트(23)는 모든채널에 대한 예정프로그램정보이다. 패키트(23)의 예

정프로그램정보는 방송시간 및 타이틀뿐아니라 기타 부속정보를 포함하는 예정프로그램데이터로 이루어진다. 후술

되는 바와같이, 수신장치는 예정프로그램데이터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예정표를 준비하고 수신장치의 화면상에 그것을

선택적으로 표시한다.

이경우에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는 방송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예정프로그램 그 자체로써 표시되는 문자데이

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같이 방송의 옆면에 준비된다.

우선, 방송옆면상에, 각각 다수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진 분류항목이 각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그자

체나 프로그램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정보로써 설정되고 준비된다. 그들은 분류항목이 일반분류이고 세부항목이 서브

분류인것 과 같은 관계이다. 분류항목과 세부항목은 방송될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변한다. 이때, 분류항목과 세부

항목은 각각 식별데이터(이하는 ID라 칭함)로써 각각 표시되고, 식별데이터 및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세부항목과 분

류항목의 문자표시용 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가 제공된다.

방송국은 예정프로그램정보를 구성하는 방송될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것에 대한 분류항목과 세부항목으로 한번 표

시한다. 이때, 모든 분류항목과 세부항목은 대응 테이블데이터를 이용하는 ID에 의해 표시되는 데이터로 교체된다. 

그때, 예정프로그램정보는 각 ID표시 프로그램정보에 의해 재구성되고, 인덱스 데이터에 예정프로그램 정보패키트(2

3)로써 방송된다.

더우기, 각 ID및 ID에 대응하는 분류항목및 세부항목의 문자표시용 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는 ID-대응일람

데이터패키트(24)로써 방송된다. 인덱스채널로 방송되는 예정프로그램정보는 모든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예정정보이

다.

예정프로그램정보데이터는 시간정보로써, 만일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에 포함된 각 프로그램요소로 분할될 수 있다면

모든 프로그램요소단위에 대한 방송개시시간 및 방송종료시간을 포함함은 물론, 각 프로그램의 전체에 대해 방송개

시시간 및 방송종료시간을 포함한다. 분할가능한 프로그램의 일례로써, 음악전용프로그램이 그 예로 언급될 수 있다. 

이는 곡명이 전체로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할지라도 음악전용프로그램이 곡명의 단위로 분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도는 예정프로그램 정보패키트(23)의 예정프로그램데이터의 일례를 나타낸다. 제 2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프로

그램 예정데이터의 선두부에, 이것이 예정프 로그램 정보패키트(23)의 데이터인 것을 나타내는 패키트ID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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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트 헤더(PH)가 방송된다. 연속되는 패키트사이즈(P5)는 패키트(23)의 전체길이를 나타낸다. 패키트사이즈(PS)

의 다음으로, 각종 포인터(PI)가 뒤따른다. 이때, 각종 포인터(PI) 다음으로, 제 1채널에 방송국에 대한 일군의 프로그

램정보(CH1)와, 제 2채널에 방송국에 대한 일군의 프로그램정보(CH2)와, 그리고 제 n채널에 방송국에 대한 일군의 

프로그램정보(CHn)가 연속적으로 방송된다.

각각의 일군의 프로그램정보(CH1∼CHn)는 채널정보헤더(Hch)및 수자m(m: 임의의 정수)까지의 프로그램정보(프로

그램 정보1∼프로그램정보m)(PG)로 이루어진다.

채널정보헤더(Hch)는 예를들면 CNN이나 ABC와 같은 방송국의 명칭과 대응채널번호에 대한 텍스트데이터로 이루

어진다.

각 프로그램정보(PG)는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그램ID의 정보(51)와, 프로그램 분할플랙(flag)(52)과, 방송

개시시간(ST)정보(53)와, 방송종료시간(ED)정보(54)와, 상기에서 제공되어지고 (ID로 표현되고 분류항목의 정보는 

여기와 이하에서는 항목종류의 정보로써 언급될 것임)미리 설정된 분류항목의 다수의 종류로부터 선택된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항목의 정보(55)와, 각 항목종류의 정보(55)에 대해 ID로 표현된 세부항목(56)과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항목종류의 정보(55)와 그에 대한 세부항목ID(56)는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그램요소로서의 정보이다.

프로그램분할플랙(52)은 1비트 플랙(F)으로 이루어지며 보통프로그램의 경우 예를들어 방송기간(방송개시시간에서 

방송종료시간까지)내에 단일프로그램단위를 포함하는 영화와 드라마와 뉴스의 경우에 플랙F='0'이며, 프로그램정보

는 제 2도의 상측우편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이하에 설명될 프로그램 서브정보(SB)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예를들어 상술된 바와같이 전체부분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그 프로그램이 곡명이나 가수의 단

위로 분할될 수 있은 음악전용프로그램에서와 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의 경우에, 프로그램분할플랙(F)은 F='1'로써 설

정되는 것이며, 분할프로그램단위에 대한 정보는 프로그램정보(PG)에 포함된다. 제 2도의 하측우편에 표시되는 프로

그램정보(PG)는 그러한 예이며, 다수의 프로그램서브정보(SB)를 포함한다.

각 프로그램서브정보(SB)는 또한 주요프로그램정보항목(51∼56)의 데이터구조와 실제적으로 동일한 데이터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분할 서브프로그램단위에 대한 식별정보와 같은 프로그램서브ID의 정보(61)와, 분할서브프로그램의 

단위에 대한 방송개시간(ST)의 정보(62)와, 분할서브프로그램의 단위에 대한 방송종료시간(ED)의 정보(63)와, 분할 

서브프로그램 단위를 분류하기 위한 다수의 항목종류의 정보(64)와, 각 항목종류의 정보(64)에 대한 세부항목ID로 이

루어진다. 보통, 도면의 예에 보여지는 바와같이, 프로그램 서브정보(SB)는 프로그램 분할플랙을 포함하지 않으나 서

브정보(SB)에 프로그램 분할플랙을 당연히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더욱 세분화되어 분류될 수 있다.

항목종류의 정보(55, 64)로써,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분할프로그램단 위에 대해서 제 1항목종류에서 제 k항목

종류까지(k=1,2,...)의 선택번호에 의해 다수의 항목종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나 각 항목종류의 정보는 텍

스트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ID대응 일람테이블데이터(이하에 설명될 항목종류의 일람데이터)의 패키트(2

4)에 전송된 항목종류에 대한 일람데이터의 ID데이터로써 표시된다.

더우기, 각 항목종류의 모든 정보(55 혹은 64)에 대한 각 ID세부항목은 ID-대응일람데이터(구체적예는 이하에 설명

될 것임)의 패키트(24)에 전송되며, 모든 항목종류에 대한 세부항목의 ID대응 일람데이터에 표시된 ID에 의해 표현된

다.

주요프로그램정보의 항목종류의 정보(55)로써, 예를들어 프로그램 타이틀, 서브타이틀, 프로그램 카테고리, 주연배우

, 조연배우, 게스트스타, 출연자, 아티스트(artist)등이 언급될 수 있다. 더우기, 프로그램서브정보(SB)의 항목종류정

보(64)의 일례로써, 상기의 예에 첨가해서 예를들어 음악프로그램의 경우에 출연자(가수의 이름), 곡명과 관련 레코

드회사명이 언급될 수 있다.

보통,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서브정보(SB)의 항목종류는 주요프로그램정보의 항목종류(55)중 하나와 동일하며, 프

로그램 서브정보(SB)의 항목종류가 주요프로그램정보의 항목종류로부터 구해질때 링크로써 제공한다.

이 예에서, 제 1도(C)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ID-대응일람데이터(24)는 다수의 항목종류의 데이터와 각각의 다수 세부

항목종류에 대응하는 ID일람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즉, 선두부는 우선 패키트가 ID-대응일람데이터(24)인 것을 나타내는 식별정 보를 포함하는 헤더정보(31)로써 정의

된다. 헤더정보(31)다음으로, 인덱스데이터로 방송되는 상태에서 예정프로그램정보에서 각종의 분류항목의 일람데이

터(32)가 뒤따르며 ID-대응일람데이터(33∼36)가 그 뒤에 이어진다.

제 1도(C)의 예로, 일람데이터(33)는 프로그램타이틀에 대응하는 ID일람데이터이며, 일람데이터(34)는 프로그램 서

브타이틀에 대응하는 ID일람데이터이며, 일람데이터(35)는 공연자에 대응하는 ID일람데이터이며, 일람데이터(36)는

프로그램카테고리에 대응하는 ID일람데이터이다. 첨가해서, 곡명ID에 대응하는 일람데이터와 관련레코드회사에 대

응하는 라이센스ID에 대응하는 일람데이터와 같이 기타 필요한 ID-대응 일람데이터는 방송될 프로그램에 따라 방송

국에의해 설정되고 방송된다.

제 3도∼제 8도는 각 일람데이터(32∼36)의 일례를 나타내며, 각각은 문자표시용 데이터의 일례로써 테이블헤더(Ht

b)와, 테이블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사이즈정보(SZ)와, ID정보(37)와, 텍스트데이터(38)로 이루어진다. ID정보(37)와 

텍스트데이터(38)는 레퍼런스에 대응하는 정보이다.

이 예에서, ID정보(37)는 4개의 디지트로된 16진수코드로 표시된다. 도면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텍스트데이터(38)는

사이즈가 변하는 문자코드데이터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종료코드(도면에 n으로 표시됨)는 항상 텍스트데이터(38)의 

마지막에 삽입된다. 더우기, 예를들어 'FFFF'가 테이블 스토퍼(테이블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정보)로써 각종의 ID대응

일람데이터의 마지막에 삽입된다.

제 3도는 항목종류의 일람데이터 일례를 나타내며, 이는 예를들어 '타이틀(TITLE)', '서브타이틀(SUBTITLE)', '카테

고리(CATEGORY)'인 텍스트데이터(38)와 그에 대응하는 ID(37)와의 사이에 대응테이블의 데이터이다, 항목종류의 

일람데이터의 대응ID(37)중 하나는 제 2도에서의 프로그램정보(PG)나 프로그램 서브정보(SB)의 제 1항목종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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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항목종류까지의 각 정보(55나 64)에 기재된다.

제 4도는 항목종류'타이틀'의 ID대응일람데이터를 나타내며, 여기서 테이블헤더(Htb)는 제 3도의 항목종류에 대한 일

람데이터의 텍스트데이터'타이틀'의 ID(=0000)로 표시된다. 이때, 예를들어 '투데이스 뉴스(Today's News)', '코우스

트 투 코우스트(Coast to Coast)', '미스터 포스트맨(Mr Postman)'의 텍스트데이터인 항목종류 '타이틀'에 대한 세부

항목의 텍스트데이터(38)는 그에 대응하는 ID(37b)와 함께 테이블형식으로 표시되어서 타이틀ID에 대응하는 일람데

이터를 구성한다.

제 2도에서의 프로그램정보(PG)나 프로그램 서브정보(SB)의 제 1에서 제 n의 항목종류에 대한 정보(55 혹은 64)에 

있어서, '타이틀'과 같은 항목종류의 우측에 대한 항목ID는 제 4도에 하나의 대응항목(37)으로 표시된다. 프로그램정

보(PG)및 프로그램 서브정보(SB)의 항목종류의 정보와 그 항목ID사이에 상기의 관계는 그외의 항목종류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제 5도는 항목종류'서브타이틀'에 대한 ID대응일람데이터이며, 제 6도는 항목종류' 공연자(Performer)'에 대한 ID대

응 일람데이터이며, 제 7도는 항목종류'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대한 ID대응일람데이터이며, 제 8도는 항목종류'라이센

스(Licence)'에 대한 ID대응 일람데이터이다.

제7도에 나타나는 프로그램 카테고리ID에 대응하는 일람데이터의 일례의 경우에, 4개 숫자ID코드중의 상측 2개 숫

자는 '뉴스(NEWS)'와 '무비(MOVIE)'와 같은 일반적 명칭을 나타내며, 이는 카테고리의 일반분류에 속하게된다. 이때

, ID코드중의 하측의 2개 숫자는 일반분류 카테고리에 대한 서브분류를 구성한다. 특히, 만일 일반분류가 예를들어 '

뉴스'의 카테고리인 경우에, 뒤쪽의 것은 예를들어 '폴리티컬 뉴스(POLITICAL NEWS)'와 '스포츠 뉴스(SPORTS NE

WS)'를 의미한다.

제 2도의 예정프로그램 데이터에 있어서, 그것의 방송종료시간이 방송종료시간을 인식하도록 하기위한 정보로써 방

송되지만, 방송개시시간으로부터의 방송시간기간은 방송종료시간을 인식하도록 하기위해 정보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표시방법에 있어서, 방송될 프로그램 테이블(프로그램 예정표)은 상술한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ID코드와 방송시간정보로 구성된 예정프로그램정보패키트(23)의 데이터및 인덱스 데이터로써 방송되는 패

키트(24)의 ID대응일람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준비되고 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프로그램예정표를 준비하고,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그것을 표시

함으로써 상기 설명된 것과 같은 프로그램정보표시방법을 실행하며, 그것에 대해 검색데이터로써 각종 항목및 세부

항목을 이용하는 TV시청자에 의해 시청되고자 하는 프로그램검색이나 예약기록(녹화나 녹음)을 실행한다.

제 9도를 참고로하여 본발명에 따르는 프로그램정보표시방법을 실행하기위한 본 발명에 따르는 수신장치의 일실시

예가 설명될 것이다.

디지탈방송파가 위성에 의해서 뿐아니고 광케이블을 이용함으로써 또한 전송될 수 있으나, 이하에 설명될 일실시예

는 위성을 이용하는 디지탈방송파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장치의 일례이다. 제 9도는 본 실시예의 수신장치(70)및 수신

장치(70)에 이용되는 원격제어기(90)의 외관을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 수신장치(70)는 기록/재생장치부를 내장한

다. 이 실시예에서 기록/재생장치부는 기록/재생 매체로써 오버라이팅(over writing)이 가능한 광자기디스크의 일례

로서 소위 미니디스크를 이용한다. 수신장치(70)는 그 화면(75D)의 우측 하위코너에 디스크적재부(230)를 가지며, 

안쪽으로 및 바같쪽 방향으로 미끄러져서 그로인해 디스크를 장치의 안쪽및 바깥쪽으로 삽입 및 인출하게 되며, 미니

디스크(201)는 장전부(230)에 장전되거나 꺼내진다.

제 10도는 본 실시예에서 수신장치의 블럭구성의 일례를 나타낸다. 위성방송안테나(71)는 제 1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데이터구성을 가지는 디지탈방송파를 수신하며, 그들은 프로그램셀렉터(72)로 인가된다. 프로그램셀렉터(72)는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같이 시스템제어부(100)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하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채널의 이미지데이

터패키트및 오디오데이터패키트를 추출함은 물론 방송신호에서 인덱스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소위 채널선택을 행

한다.

MPEG1이나 MPEG2시스템에 의해 압축되고 프로그램셀렉터(72)에 의해 추출된 비디오데이터는 디코딩과 데이터확

장과 보간법이 적용되는 비디오데이터디코드부(73)에 인가된다. 비디오데이터디코드부(73)는 비디오데이터를 프레

임이미지의 폼으로 비디오표시처리부(74)로 출력한다. 비디오이미지 처리부(74)는 처리부(74)내에 내장된 프레임메

모리에 지정된 기간에 프레임이미지를 써넣으며, 이 실시예에서는 CRT디스플레이(75)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그것을 

출력한다. 이처럼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의 비디오이미지가 재생되고 CRT디스플레이(75)의 화

면상에 표시된다.

반면, MPEG/오디오의 폼으로 압축되고 프로그램셀렉터(72)로부터 추출된 오디오데이터는 디코딩, 데이터확장과 유

사한 다른 처리가 적용되는 오디오데이터디코드부(76)에 인가되며, 이때 그들은 디지탈신호나 아나로그신호의 형식

으로 출력되고, 오디오출력처리부(77)를 거쳐서 프로그램의 음성을 재생하기위한 확성기(78)로 인가된다. 오디오출

력처리부(77)는 원격제어기(90)을 거쳐 적용된 사용자의 볼륨제어작동및 음질제어작동에 의해 시스템제어부(100)로

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함으로써 볼륨제어 및 음질제어등을 행한다. 오디오신호가 디지탈신호의 형식으로 오디오데이

터디코드부(76)로부터 출력되는 경우에 D/A변환이 또한 적용된다.

시스템제저부(100)는 마이크로컴퓨터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CPU(102)와, 프로그램테이블및 실행된 프로그램을 표

시하기 위한 이미지데이터및 문자폰트데이터와 같은 고정데이터를 담고 있는 롬(ROM, 103)과, 작동영역등에 이용되

는 소멸성의 메모리로써 램(RAM, 104)과, 홀딩이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비소멸성메모리로써 S램(105)과, 출입구(

107)를 거치는 타이머(시계)(108)는 시스템버스(101)에 접속된다.

더우기, 사용자가 원격제어기(90)에 작동을 행할때, 원격제어기는 예를들어 사용자의 작동에 따라 적외선과 같은 원

격제어신호를 원격제어 수신/디코드부(83) 로 송신한다. 원격제어수신/디코드부(83)는 수신원격제어신호를 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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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I/O출입구(도시되지 않음)를 거쳐서 시스템제어부(100)로 그것을 입력한다. 시스템제어부(100)는 입력된 디지

탈원격제어신호를 번역하고, 사용자의 원격제어작동에 따라서 제어를 행하기 위해서 롬(103)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채널선택작동(프로그램선택작동)이 원격제어기(90)에 행해질때, 채널의 비디오데이터패키트와 오디오데이터패키트

등이 추출된다.

데이터패키트의 추출시에, 시스템제어부(100)는 프로그램셀렉터(72)로부터 인덱스채널의 인덱스데이터를 수신하며,

사용자에 의한 원격제어기(90)에 의해 선택된 채널이 할당되는 주파수나 주파수군을 인식한다. 이때, 시스템제어부(

100)는 프로그램셀렉터(72)의 인식 결과에 의존해서 선택제어신호를 송신하며, 프로그램셀렉터(72)는 예를들어 사

용자에 의해 지정된 채널의 비디오데이터패키트와 오디오데이터패키트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된다.

주파수나 주파수군에 대한 채널에 할당된 정보로써 인덱스채널에 의해 현행방송파에 의해 연속적으로 변경된 정보가

상술된 바와같이 채널할당정보패키트(22)로써 소정의 기간에 방송되므로, 이실시예에서 시스템제어부(100)는 상술

과 같이 소정의 기간에 인덱스데이터의 데이터패키트의 요구에 대해 프로그램셀렉터(72)를 요구한다.

시스템제어부(100)로부터의 요구를 수신할때 프로그램셀렉터(72)는 인덱스채널의 데이터패키트를 시스템제어부(10

0)로 되돌린다. 이처럼, 시스템제어부(100)는 채널에 주파수나 주파수군의 할당을 항상 모니터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제어부(100)는 예를 들어 소정의 기간에 현재시간정보(21), 예정프로그램정보패키트(23)및 

인덱스채널의 ID대응테이블데이터(24)의 이동을 위해 프로그램셀렉터(72)를 요구한다. 요구시에, 프로그램셀렉터(7

2)는 요구된 데이터패키트를 시스템제어부(100)로 이송시킨다.

소정의 기간에 시스템제어부(100)로부터 인덱스데이터의 데이터패키트를 얻기위한 요구를 프로그램셀렉터(72)로 송

신하는 대신에, 프로그램셀렉터(72)가 인덱스채널의 데이터패키트(21∼24)과 같은 것의 정보패키트를 그들이 발견

되기만 한다면 시스템제어부(100)에 통지하는(이송하는) 것이 미리 설정되거나 혹은 프로그램셀렉터(72)가 소정의 

기간에 시스템제어부(100)로부터의 요구에 관계없이 이제까지 발견된 지정데이터패키트를 시스템제어부(100)로 통

지하여도 좋다.

이실시예에서 이때 수신장치(70)는 제 10도에 보이는 바와같이 기록/재생장치부(200)를 가진다. 이 실시예에서 기록

/재생장치부(200)는 상기설명과 같이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한 광자기디스크인 소위 미니디스크의 구성을 가진다.

기록요구작동이 원격제어기(90)를 거쳐서 기록/재생장치부(200)에 행해질때 시스템제어부(100)는 비디오데이터를 

비디오데이터더코드부(73)로부터 비디오엔코드/디코드부(81)로 송신하며, 또한 오디오데이터를 오디오디코드부(76)

로부터 오디오엔코드/디코드부(82)로 송신한다.

비디오엔코드/디코드부(81)는 비디오데이터디코드부(73)로부터의 비디오데이터를 기록/재생장치부(200)에 기록된 

형태로 엔코드한다. 이 실시예에서, 예를들어 상기설명의 광자기디스크내로 기록하기 위해 MPEG1의 데이터형태로 

그것이 엔코드 된다.

더우기, 오디오엔코드/디코드부(82)는 오디오데이터디코드부(76)로부터의 오디오데이터를 미니디스크내에 기록될 

형태의 데이터로 엔코드한다. 즉, 그것은 대역 너비가 더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하기위해 오디오데이터를 다수의

대역으로 분할하고 모든 분할대역에 대해 오히려 각 대역사이에 동일한 각 다수의 샘플(오히려 각 대역사이에 동일한

샘플의 수)로 이루어진 블럭을 형성하고, 각 대역이 계수데이터를 얻기위해 모든 블럭에 대해 직교변환을 적용하고, 

계수데이터에 기초하여 모든 블럭상에 비트할당을 실행한다. 이 경우에 데이터압축시스템은 음성에 대한 사람의 청

력특성을 고려하여 고성능으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유럽특허공개번호 0426034). 예로, 음성데이터는 1/5로 압

축된다.

기록/재생장치부(200)가 재생모드에 놓이면, 비디오엔코드/디코드부(81) 및 오디오 엔코드/디코드부(82)는 기록/재

생장치부로부터 각각 재생비디오이미지데이터 및 재생오디오데이터를 수신하고, 그들을 디코드하고, 비디오표시처

리부(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이(75)상에 디코드된 재생이미지데이터를 표시하는 반면, 확성기(78)로부터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 오디오처리부(77)를 거쳐서 디코드된 재생오디오데이터를 재생한다.

제 11도는 기록/재생장치부(200)의 구체적구성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제 11도에서, 도면부호(201)는 광자기디스크(미니디스크)를 나타낸다. 이실시예에서 미니디스크(201)는 먼지 및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카트리지(201A)내에 포함된 직경64mm의 디스크(201B)로 이루어진다. 디스크(201B)는 광스폿

제어(트래킹제 어)를 위해 미리 예비홈으로 형성되며, 이실시예에서 특히 절대어드레스데이트는 트래킹사용을 위해 

동요신호상에 포개진 예비홈내에 기록된다.

디스크(201)는 스핀들모터(202)에 의해 회전한다. 디스크(201B)가 일정한 선형속도로 회전하도록 하기 위해 스핀들

모터(202)의 회전은 서보제어회로(205)에 의해 제어된다. 셔터가 디스크 카트리지(201A)에 장치되며, 셔터는 디스크

카트리지(201A)가 디스크 적재트레이상에 놓이고 장치에 적재될때 열린다. 이때, 광픽업(204)이 디스크(201B)의 열

려진 셔터아래에 대향하는 반면, 기록용자기헤드(203)는 장치의 상부에 대향한다.

광픽업(204)은 피드모터(206)에 의해 디스크(201B)의 방사상으로 이동되고 제어된다. 더우기, 광픽업(204)의 촛점 

및 트래킹제어는 서보제어회로(205)에 의해 행해진다.

기록/재생장치부내에 내장된 시스템제어기(210)는 그안에 적재된 마이크로컴퓨터를 가지며, 전체장치(200)의 작동

을 제어하기위해 통신인터페이스(211)를 거쳐서 시스템제어부(100)에 관해서 이후에 설명될 제어데이터나 UTOC데

이터에 통신을 행한다.

제 11도의 실시예에서 기록/재생장치부(200)는 IC구조를 소개함으로써 가능한한 간단하게 구성된다. 각 부는 시스템

제어기로부터의 모드절환신호에 의해 기록화재생사이에서 모드절환된다.

비디오엔코드/디코드부(81)와 음성엔코드/디코드부(82) 및 기록/재생장치부(200)에 대한 신호시스템은 인터페이스(

220)를 거쳐서 접속되어서 그들 사이에서 기록/재생신호가 나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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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220)를 거쳐 입력된 기록데이터는 메모리제어기(221)를 거쳐서 메모리제어기(221)에 의해 제어된 버퍼

메모리(222)로 한번에 저장된다. 이 실시예에서, 1M∼4M비트데이터용량을 가지는 D램이 버퍼메모리(222)로 이용

된다.

디스크(201B)상에서 기록위치를 트랙점핑이 예를들어 기록도중 진동에 기인해서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록속도의 대

략 5배의 이송속도로 연속적으로 메모리제어기(221)로부터 압축된 데이터를 독출하여서 독출데이터를 섹터구조의 

데이터엔코드/디코드회로(223)로 이동시킨다.

더우기, 트랙점핑의 발생이 기록도중에 검출될때, 메모리제어기(221)는 데이터엔코드/디코드회로(223)로의 데이터

이동을 중단하고, 인터페이스(220)로부터 버퍼메모리(222)로 압축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때 기록위치가 바뀔때 그것

은 버퍼메모리(222)로부터 데이터엔코드/디코드회로(223)까지 데이터이동을 개시하기 위한 제어를 실행한다.

예를들어 진동게이지를 장치에 배치함으로써 트랙점핑이 발생되는지의 여부는 검출될 수 있고, 진동이 트랙점핑을 

야기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더우기, 이 실시예의 디스크(201B)에서, 절대 어드레스데이터가 상기설명과 같이 예비홈에 기록되므로, 기록도중에 

절대 어드레스데이터는 그로부터 디코드된 출력에 의존하는 트랙점핑을 검출하기 위해 판독된다. 더우기, 진동게이

지로부터의 출력 및 절대 어드레스데이터는 트랙점핑을 검출하기 위해 OR작동이 행해진다. 만 일 트랙점핑이 발생되

면 광자기기록용 레이저빔의 파워가 저하되거나 0 으로 감소된다.

이때, 트랙점핑의 발생시의 기록위치는 절대어드레스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더우기 버퍼메모리(222

)는 적어도 이경우에 상술한 바에서 인식될 수 있는 기록위치에 대한 변경을 정정하기위해 트래킹점핑의 발생으로부

터의 시간에 대응하는 압축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은 데이터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 실시예에서, 버퍼메모리(222)의 

용량은 상술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마진을 갖기위해서 상기 설명의 1∼4메가비트의 용량을 가지도록 선택된다.

또한, 이경우에 메모리제어기(221)는 이 기록동안에 정상작동에서 적게 버퍼메모리(222)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기 위해 메모리제어를 행한다. 즉, 그것은 버퍼메모리(222)내에 데이터양이 소정량을 초과할때, 예로 32

섹터(1 CD-롬섹터(약 2킬로바이트)당 1섹터)인 소정량의 데이터가 소정량의 데이터보다 많은 써넣음공간을 항시 확

보하는 버퍼메모리(222)로부터 판독배출되도록 메모리제어를 행한다.

데이터 엔코드/디코드회로(223)는 버퍼메모리(222)로부터 이송된 압축데이터를 CD롬섹터구조의 데이터로 엔코드

한다. 32섹터데이터를 포함하는 36섹터의 데이터는 이하에서 클러스터와 관련된다. 이하에 설명되겠지만, 기록/재생

은 클러스터의 단위로 실행된다.

데이터엔코드/디코드회로(223)로부터의 출력데이터는 EFM 및 CIRC엔코드/디코드회로(224)로 인가된다. 회로(224

)는 에러검출 및 정정코딩을 데이터에 적용하 며 이 경우에 예로 EFM(8-14변조)처리와 같은 적절한 변조처리를 기

록에 적용한다. 이 실시예에서 CD의 CIRC(크로스 인터리브 리드 솔로몬 코드, Cross Interleave Read Solomon Co

de)와 관련해서 인터리브가 변하는 ACIRC(인터리브에 CIRC를 더함)가 에러검출 및 정정용 코드로써 이용된다.

기록데이터는 간헐적 데이터이며 클러스터 접속용 4개의 섹터는 전체로써(이하에서는 연결섹터라함) 36섹터로 이루

어진 1클러스터의 기록데이터를 형성하도록 32섹터데이터의 전후에 첨가된다. 회로(223)및 회로(224)는 하나의 동

일한 IC로써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형성된 기록데이터는 헤드구동회로(225)를 거쳐 기록용자기헤드(203)로 인가된다. 이것은 기록데이터에 의

해 변조된 자계를 디스크(201B)(광자기디스크)에 적용한다. 더우기, 광픽업(204)으로부터의 레이저빔은 디스크(201

B)에 조사된다.

광픽업(204)은 예로 레이저다이오드와 같은 레이저광원, 대물렌즈, 편향빔스플리터 및 실린더렌즈, 그리고 광검출기

와 시준(視準)렌즈와 같은 광학부로 이루어진다.

재생시에, 기록시보다 더 높은 파워에서 일정한 레이저빔은 기록트랙에 조사된다.

데이터는 광조사에 의한 열-자기기록 및 자기헤드(203)에 의한 수정자계에 의해 디스크(201B)상에 기록된다. 자기

헤드(203) 및 광픽업(204)은 그들이 디스크(201)의 방사방향에서 동일하게 이동되도록 구성된다.

더우기, 기록도중 광픽업(204)으로부터의 출력이 RF증폭기(226)를 거쳐 어드레스디코더(227)에 인가되며, 디스크(2

01B)의 트랙을 따라 배치된 예비홈에 동요-기록된 절대 어드레스데이터가 추출되고 디코드된다. 이때 검출된 절대 

어드레스데이터는 EFM및 CIRC엔코드/디코드 회로(224)로 인가되며, 기록데이터에 삽입되고 디스크내에 기록된다. 

더우기, 절대 어드레스데이터는 시스템제어회로(210)로 인가되며 기록위치 및 위치제어를 인식하기 위해 이용된다.

더우기, RF증폭기(226)로부터의 신호는 서보제어회로(205)로 인가되며, 제어신호가 스핀들모터(202)의 선형속도의 

일정한 서보를 위해 디스크(201B)의 예비홈으로부터의 신호로부터 형성되어서 스핀들모터(202)를 속도제어한다.

제 12도는 디스크(210B)상의 기록된 구성을 나타낸다. 즉, 디스크(201B)의 최내주가 리드인(LEAD IN)영역으로 정

의되며, 기록데이터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 의해 써 넣어질 수 있은 UTOC(내용중 사용자테이블)가 뒤따른다. 데이

터영역은 UTOC를 뒤따르며 디스크(201)의 최외주는 리드아웃(LEAD OUT)영역으로 정의된다.

UTOC에서, 디스크(201)상의 데이터영역의 일군의 클러스터의 이용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세그먼트할당 테이블정보

가 기록되며, 그것은 디스크(201)내에 기록된 데이터화일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세그먼트 할당테이블에서 제 12도와 같이 엔트리는 각 화일에 대해 배치되며 각 엔트리에 대해서, 각 화일명칭을 나

타내는 '화일네임(File Name)'과, 각 화일의 속성을 나타내는 '애트리뷰트(Attribute)', 각 화일의 기록날짜를 나타내

는 '데이트(Date)', 각 화일이 기록된 윗면에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스타트 클러스터(Start Cluster)', 각 화일의 데이

터 사이즈를 나타내는 '클러스터 길이(Cluster Length)' 및 화일이 연속적인 클러스터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 연속

되는 클러스터의 엔트리를 나타내는 '링크 포인터(Link-p)'로 각각 기록된다.

디스크(201)에 기록된 화일은 시간에 대해 계속되는 화일 즉 실제시간처리를 요구하는 화일과, 시간에 있어서 연속적

이지 않은 화일 즉 실제시간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화일을 포함하므로, 애트리뷰트정보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 플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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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트)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플랙이 1이면 그것은 대응화일이 시간에 대해 연속적인 것을 의미하며, 반면 플랙이 0

인것은 대응화일이 시간에 대해 연속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애트리뷰트플랙에 의존해서, 데이터는 시간에 관해 연속적인 화일의 경우에 인터럽트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연속적으로 제어되거나, 시간에 대해 연속적이지 않은 화일의 경우 광자기디스크(201B)로

의 액세스가 한번의 판독/써넣음에 의해 완성되도록 제어된다.

이하에 재생에 대한 설명이 행해질 것이다. 재생시에 기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핀들모터(202)및 디스크(201B)는 서

보제어회로(205)에 의해 예비홈으로부터의 신호에 의한 기록시의 일정선형속도와 같은 일정선형속도로 회전속도제

어가 행해진다.

재생동안에, 광픽업(204)은 표적트랙에 조사된 레이저빔의 반사광을 감지하며, 그로인해 예를들어 푸시-풀법에 의해

트래킹에러를 검출하며 예를들어 비점수차법에 의해 촛점에러를 검출하며, 표적트랙으로부터의 반사광의 편광각(Ke

rr회전 각)의 차이는 RF신호로가 재생성된 출력으로 검출된다.

광픽업(204)으로부터의 출력은 RF증폭기(226)로 인가된다. RF증폭기(226)는 광픽업(204)의 출력으로부터 촛점에

러신호 및 트래킹에러신호를 추출하여, 그들을 서보제어회로(205)로 인가하며, 그들을 EFM 및 CIRC 엔코드/디코드

회로(224)로 인가하기위해 재생신호를 이진화한다.

서보제어회로(205)는 촛점에러신호를 0으로 줄이기 위해 광픽업(204)의 광학시스템에 대해 촛점제어를 행하며, 트

래킹에러신호를 0으로 줄이기 위해 광픽업(200)의 광학시스템에 대해 트래킹제어를 행한다.

더우기, RF증폭기(226)로부터의 출력은 예비홈으로부터 절대 어드레스데이터가 추출되고 디코드되는 어드레스디코

더(227)로 인가된다. 이때, 디코더(227)로부터의 절대 어드레스데이터는 EFM 및 CIRC엔코드/디코드회로(224)를 거

쳐서 시스템제어회로(210)로 인가되며, 디스크의 방사방향에서 재생위치를 제어하기위해 이용된다.

더우기, 시스템제어회로(210)에서, 재생된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섹터단위상의 어드레스 정보는 광픽업(204)에 의해 

주사된 기록트랙상에 위치를 제어하는데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재생도중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같이, 디스크(201B)에서 판독배출된 압축데이터는 버퍼메모리(222)에 써넣어지며, 

판독배출된 후 확장된다. 두 데이터사이의 전송데이터에서의 차이때문에 광픽업(204)에 의한 디스크메모리(201B)로

부터의 데이터판독은 예를 들어 버퍼메모리(222)에 축적된 데이터가 소정량보다 적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실행된다.

EFM및 CIRC엔코드/디코드회로(224)에 있어서, RF증폭기(226)를 거쳐서 인가된 신호는 EFM복조되고 에러정정처

리가 행해진다. EFM및 CIRC엔코드/디코드회로(224)에서의 출력은 미니디스크의 섹터구조를 풀기 위해 또한 압축된

상태하에서 오리지날데이터로 데이터를 디코드하기 위해서 섹터구조의 데이터엔코드/디코드회로(223)로 인가된다.

데이터 엔코드/디코드회로(223)로부터의 출력은 메모리제어(221)를 거쳐 버퍼메모리(222)로 한차례 저장된다. 이때,

재생도중 진동등에 의해 재생위치가 점프되는 트랙점프가 재생동안 발생되지 않는다면, 메모리제어기(221)는 압축된

상태로 기록속도의 대략1/5의 이동속도로 회로(223)로부터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판독배출하고 이때 인터페이스(22

0)를 거쳐서 비디오엔코드/디코드부(81)및/또는 오디오 엔코드/디코드부(82)로 판독배출데이터를 이동시킨다.

이경우에, 메모리제어기(221)는 정상작동동안 가능한한 최소요구데이터가 버퍼메모리(222)내에서 축적되도록 하기

위해 메모리제어를 실행한다. 예로 버퍼메모리(222)내의 데이터 양이 소정의 양보다 적도록 감소될때 데이터가 광픽

업(204)에 의해 디스크(201B)로부터 간헐적으로 취해지고 데이터가 소정양의 데이터보다 많은 공간을 항시 확보하

도록 하기위해 데이터엔코드/디코드회로(223)로부터 써넣게 되도록 메모리제어가 실행된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같이, 기록/재생장치부(200)에 의해 재생되고 비디오엔코드/디코드부(81)로 인가된 비디오데이터

는 화면상에 재생하기 위해 비디오표시처리 부(74)를 거쳐 이미지를 CRT디스플레이(75)에 인가되는 MPEG1시스템

에 대응하는 디코딩, 확장및 보간법에 적용된다.

더우기, 기록/재생장치부(200)에 재생된 오디오데이터는 오디오 엔코드/디코드부(82)에서의 확장 및 디코딩과 같은 

처리가 행해지고, 이때 오디오처리부(77)를 거쳐서 확성기(78)로 인가되며 그후에 음성으로써 출력된다.

수신장치에 있어서 프로그램표예정표와 프로그램 검색및 예약의 표시는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상기설명의 수신장치에서, 채널선택 및 기록/재생장치부(200)의 모드절환이 행해지며, 프로그램예정표는 예정프로그

램정보 및 사용자의 원격제어기(90)에의 작동에 의해 CRT디스플레이(75)의 화면상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인덱스

데이터로써 방송되는 ID대응일람데이터에 기초해서 준비됨은 물론이다. 더우기, 프로그램검색 및 비디오 기록예약과

같은 프로그램예약의 다양한 유형은 예정프로그램정보에 포함된 다수의 항목종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원격제어기(

90)의 사용에 의한 선택적 지정작동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원격제어기(90)에는 전술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버튼이 제공된다. 제 13도에는 전원버튼(91), 기능

절환버튼(92), 조이스틱버튼(93), 메뉴버튼(94), 검색버튼(95), 기록/재생장치부(200)로의 각종의 작동버튼(96), 프

로그램예약버튼(97), 취소버튼(98)및 원격제어신호송신부(99)가 나타난다.

조이스틱버튼(93)은 그것을 8방향 즉, 상측, 하측, 좌측, 우측 및 그 사선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조이스틱으로써 기능

하게 되며, 화면상에 상측, 하측, 좌측, 우측및 그 사선방향으로 표시된 포인터커서나 인디케이션 마크(indication ma

rk)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더우기, 버튼(93)이 눌려진다면, 그것은 엔터버튼(결정버튼)으로써 기능한다.

제 14도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검색 및 프로그램예정표의 표시시에 블럭으로써 시스템제어부(100)의 기

능을 설명하는 기능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예를들어 메뉴버튼(94)및 조이스틱버튼(93)을 원격제어기(90)상에서 작동함으로써 사용자가 프로그램예정표의 표시

를 위한 요구를 입력할때, 프로그램예정표의 표시를 요구하는 원격제어신호는 원격제어송신부(99)로부터 적외선빔으

로써 송신된다. 제14도에서와 같이 제어신호수신디코딩부(83)는 원격제어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디코드하며, 

그것을 제어부(110)로 송신한다. 제어부(110)는 원격제어신호에 따라서 이하에 설명되듯이 프로그램예정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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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을 화면(75D)상에 표시한다.

즉, 상술된 바와같이, 요구에 따라 또는 소정의 기간에 인덱스데이터가 프로그램셀렉터(72)로부터 시스템제어부(100

)로 송신되며, 인덱스데이터(제 2도에서의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내에 예정프로그램정보패키트(23)용 데이터가 프

로그램데이터 메모리부(111)내에 저장되며 ID대응일람테이블 데이터패키트(24)는 ID대응일람 데이터메모리부(112)

내로 각각 저장된다.

프로그램예정표를 표시하기위한 요구를 수신할때, 제어부(110)는 그것을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넘겨준다. 표시

데이터생성부(113)는 프로그램데이터메모리부(111)내의 ID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를 항목종류용 일람데

이터와 관련 되는 텍스트데이터 및 ID대응일람데이터메모리부(112)내에 저장된 항목의 모든종류에 대한 ID대응일람

데이터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로 변환하며, 버퍼메모리(설명되지 않음)내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때,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시스템제어부(100)의 롬(103)내에 미리 제공된 프로그램예정표를 준비하기 위한 정

보및 문자폰트를 이용함으로써 텍스트데이터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로부터 프로그램예정표용 표시데이

터를 준비하며, 그 데이터를 비디오표시처리부(74)로 송신한다. 이예에서, 사용자에 의해 용이하게 읽혀질 수 있은 그

러한 사이즈로 프로그램예정표를 표시하는 경우에, 다수의 채널이 한 화면상에 동시에 표시될수 없으므로, 프로그램

예정표의 일부분이 표시되고, 한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양만큼의 데이터가 시스템제어부(100)로부터 비디오표시처

리부(74)로 송신된다.

제 15도는 수신장치(70)의 CRT디스플레이(75)의 화면(75D)상에 표시되는 프로그램예정표(TBL)용 표시부의 일례

를 나타낸다. 프로그램예정표(TBL)에서, 각 프로그램의 정보용 표시프레임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제 2도에 나타난

각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정보(PG)의 다수의 항목종류에 대한 세부항목을 위한 모든 정보가 프로그램예정표로써 

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프로그램예정표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표시항목으로써 단지 고정적으로 프로그램타이틀, 서브

타이틀 및 퍼포머와 같은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에서, 제 1항목종류에서 제 k항목종류

는 프로그램정보(PG)혹은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용(SB)로써 방송국에 의해 각각 지정되고 방송되므로, 프로그램예정

표(TBL)내의 각 프로그램의 표시내용은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의 프로듀서에 의해 정해진 다양한 표시모드로 결정될

수 있다.

즉, 예를들어 표시될 프로그램표시프레임내에 포함될 수 있은 본프로그램정보(PD)의 제 1항목종류부터 제 i항목종류

를 연속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표시모드에서 표시될 수 있다.

예를들면, 드라마나 무비와 같은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 15도에서의 '드라마 미스터 포스트맨(Drama M

r Postman)'과 같이 카테고리 및 프로그램타이틀의 순서로 표시할 수 있으며, 뮤직프로그램과 같은 카테고리의 경우

에는 예를들어 제 15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톱 포티'스 유밍 드림 컴 트루(TOP 40'S YUMING DREAM COMES TR

UE)'로 타이틀 및 아티스트(공연자)의 순서로 표시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서브프로그램(SB)용 항목종류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예정표용 데이터로써 이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

도 또한 가능하다.

이때, 항목종류용 일람데이터의 경우에, 분류항목의 종류가 각각의 현행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되므로, 만일 존

재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카테고리는 프로그램예정표(TBL)에 표시될 수 있다.

제 15도에서, 시간은 가로좌표상에 표시되고, 채널(방송국)은 제 15도의 표시된 프로그램예정표(TBL)에 세로좌표상

에 배열된다. 사용자가 좌측이나 우측방향으로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작동할때는, 표시된 프로그램

예정표(TBL)는 시간축의 방향을 따라서 스크롤되고, 사용자가 전면이나 배면방향으로 조이스틱버튼(93)을 작동할때

는 프로그램예정표(TBL)는 채널의 방향으 로 스크롤되어서, 사용자는 디스플레이(75)상에 표시된 프로그램예정표(T

BL)로부터 시간대와 방속국에 따라 원하는 예정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다.

항목종류 및 항목ID용 데이터는 또한 프로그램을 검색할때 검색데이터를 구성한다. 검색시에, 항목종류용 문자표시

및 세부항목용 문자표시는 화면상에 검색항목(검색키)으로써 표시된다. 즉, 항목종류용 정보(55,64)및 항목ID용 데이

터(56,65)는 모두 표시데이터 및 검색데이터로써 이용된다.

프로그램예정표(TBL)를 이용하는 검색의 일례는 제 14도의 기능적 블럭다이아그램및 제 16도와 제 17도의 화면표

시의 예를 참고로 하여 설명될 것이다.

예를들어, 사용자는 수신장치(70)의 원격제어수신/디코딩부(83)로 요구를 송신하기위해 원격제어기(90)의 검색버튼

(95)및 메뉴버튼(94)을 누른다. 제어부(110)는 원격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시스템제어부(100)를 검색모드로 놓으며, 

이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및 검색부(114)에 통지한다.

이 예에서,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ID대응일람데이터메모리부(112)(제 3도참고)내의 항목종류용일람데이터를 독

출하며, 모든항목종류용 텍스트데이터를 초기검색메뉴용 표시데이터를 형성하는 문자폰트데이터로 변환하며, 이 데

이터를 비디오표시처리부(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이(75)상에 표시한다.

그 결과, 제 16도(A)에서와 같이, 항목종류의 문자표시를 이루는 초기검색메뉴(M1)는 프로그램예정표(TBL)상에 겹

치도록 표시된다. 초기검색메뉴(M1)에서, 문자표시를 둘러싸는 프레임마크(KS)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항목위치를

나타내고, 이는 사용자가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예를들어 전면이나 배면방향 으로 작동할때 표시된

다. 이 과정은 또한 표시데이터생성부(113)에서도 이루어진다.

제 16도(A)의 예는 항목종류로부터 선택된 '아티스트(ARTIST)'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가 검색항목으로써 '아티스트'를 결정할때,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은 제 16도(A)에 나타난 상태

로 눌려진다. 이때, 제어부(110)는 원격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제어신호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 및 검색부(114)로 

송신한다.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사용자에의해 결정된 검색키로써 검색항목(ID로표시됨)을 검색부(114)로 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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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부(114)는 표시데이터생성부(113)에의해 통지된 검색항목에 대한 ID대응 일람데이터를 메모리부(112)내에 저

장된 ID대응일람데이터로부터 추출하며, 그 데이터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이동시킨다.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ID대응일람데이터의 수신된 텍스트데이터를 문자폰트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표시데

이터로 변환하며, 그 데이터를 비디오표시처리부(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이(75)로 인가하며, 화면(75D)상에 메

뉴(M2)로써 표시한다.

이 예에서, 검색부(114)는 항목종류용 일람데이터의 '아티스트'에 대한 ID를 이용함으로써 출연자ID에 대응하는 일람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그 데이터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넘겨주며,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제 16도에 나타나

는 출연자ID에 대응하는 일람데이터내에 포함된 모든 출연자에 대한 문자표시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출연자메

뉴(M2)를 비디오표시처리부(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이(75)상에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관람이나 청취를 원하는 특정의 항목이 예에서는 출연자를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격제어기(90)의 조이

스틱버튼(93)을 이용함으로써 메뉴(M2)로부터 선택한다. 이 메뉴(M2)에서, 어떤 출연자가 선택되었는지가 표시되고

선택된 출연자에 대한 문자표시를 프레임마크(KS)로 둘러쌈으로써 지정된 것이 표시된다.

프레임마크(KS)에 의한 특정출연자에 대한 선택적 지정을 확인한후에, 사용자는 지정을 입력하기위해 원격제어기(9

0)의 조이스틱버튼(93)을 누른다. 이때, 표시데이터생성부(113)가 이 예에서 출연자인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

정된 항목을 검색부(114)에 통지하는 반면, 제어부(110)는 원격제어신호에 기초한 제어신호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

3)및 검색부(114)로 송신한다.

검색부(114)는 검색키로써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된 항목ID(이경우는 출연자ID)를 이용하는 항목종류에 대

한 세부항목ID로써 출연자ID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검색한다. 프로그램서브정보(SB)가 존재한다면, 검색은 프로그램

서브정보(SB)에 대해서도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서브정보(SB)가 존재한다면, 선택적으로 지정

된 출연자가 한 프로그램에 나타나게 되는 시간이 또한 검출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제 16도(C)에 나타나는 바와같은 프로그램예정표상에 표시된다. 즉, 검색메뉴(M1, M2)는 화면(75D)으로

부터 삭제된다. 이때, 제 16도(C)에서, 그 검색결과는 빗금친선으로써 나타나는 바와같이 표시된다. 이 경우에, 만일 

프로그 램서브정보(SB)가 검색결과로써 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색된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전체프레임(AL

)은 표시색상의 변화나 단색의 반전표시로 나타난다. 더우기, 만일 프로그램서브정보가 검색의 결과로써 프로그램내

에 존재한다며, 검색의 목적인 출연자가 프로그램내에 나타나는 시간대만이 시간대는 제 16도(C)의 빗금친선으로 나

타난 PT로써 표시된다.

검색될 프로그램에 더 촛점화를 맞추려면, 원격제어기(90)의 메뉴버튼(94)을 예를들어 다시금 누른다. 이때, 제 16도

(A)에 나타난 바와같이, 초기검색메뉴(M1)는 프로그램예정표(TBL)상에 겹쳐서 다시 표시된다. 이때 사용자는 원격

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작동하고 상기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검색키로써 항목종류를 선택적으로 지정한다.

제 17도(A)의 경우에, '카테고리(CATEGORY)'는 검색키로써 지정되고 결정된다.

이때, 검색부(114)는 ID대응일람데이터메모리부(112)로부터 카테고리 ID일람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표시데

이터생성부(113)로 넘겨준다.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카테고리 ID일람데이터의 텍스트데이터를 문자폰트의 표시

데이터로 변환하며, 그 데이터를 비디오표시처리부(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이(75)의 화면(75D)상으로 제 17도(

B)의 메뉴(M3)와 같이 표시한다.

메뉴(M3)에서, 사용자는 상기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이용함으로써 검색키로 

세부항목을 선택적으로 지정한다. 그후, 조이스틱버튼(93)이 검색키에 대한 결정을 입력하기 위해 눌려질때, 검색부(

114)는 검색키로 선택된 세부항목을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예정표(BTL)내로 사전 검색에 의 해 결정된 다수의 프로

그램에 대한 검색이 행해지고, 청색의 결과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통지한다.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화면에서 메뉴(M1과 M2)를 삭제하기 위해 표시데이터를 처리하며, 단지 검색에 의해 선

택된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예정표(TBL)상에 제 17도(C)에 빗금친선으로 나타난 바와같이 표시색의 변화나 혹은

단색반전표시와 같은 표시처리를 행한다. 상기설명과 같이, 프로그램검색은 검색 조건의 연합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

다.

이와같은 검색에 의해 얻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재생장치부(200)에 의해 비디오기록이나 음성기록을 예약하는 

경우에, 만일 검색의 결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들중의 하나를 예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화면(75D)상에 검

색의 결과로 표시되는 프로그램들중 예약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결정하기위해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

3)을 작동하고 예약버튼(95)을 누른다. 만일 예약될 프로그램이 다수개라면, 조이스틱버튼(93)에 의한 프로그램의 선

택및 결정을 위한 작동은 프로그램의 수만큼 연속적으로 행해지며 그후에 예약버튼(97)이 눌려진다. 더우기, 모든 프

로그램(검색의 결과로써 단일 프로그램인 경우를 포함함)은 검색의 결과로써 예약되어져야 한다면, 예를들어 기능버

튼(92)이 모든 프로그램의 예약을 위한 상태로 절환되도록 하기위해 눌려지고 그후에 원격제어기(90)의 예약버튼(97

)이 눌려진다.

원격제어신호를 수신할때, 제어부(110)는 검색의 결과를 프로그램예약메모리(115)로 이동시키도록 검색부(114)에 

요구하며, 프로그램예약메 모리(115)는 기록가능상태에 놓이게 된다.

검색부(114)는 검색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의 발송개시시간및 방송종료시간에 대한 정보및 채널정보를 프로그램예

약메모리(115)에 써넣는다.

더우기, 이 예에서, 검색부(114)는 또한 예약된 프로그램타이틀(텍스트데이터)을 프로그램예약메모리(115)내에 써넣

는다. 그후에, 제어부(110)는 예약실행부(116)를 구동상태에 놓는다.

예약실행부(116)는 프로그램예약메모리(115)내에 기록된 예약된 프로그램의 방송개시시간과 타이머(108)의 현재시

간을 비교하고, 현재시간이 프로그램예약메모리(115)에 저장된 방송개시시간에 도달할때 예약된 기록을 개시하기 위

한 요구및 메모리(115)에 저장된 예약프로그램의 채널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어부(110)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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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110)는 예약실행부(116)로부터 예약기록의 개시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롬(103)에 예약기록에 대한 프로

그램을 개시한다. 즉, 인덱스데이터내의 채널할당정보를 참고로하여 예약프로그램이나 방송채널의 일군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를 선택하기위한 정보를 형성하고 동일한 것을 프로그램셀렉터(72)로 송신한다. 이처럼, 수신장치(70)는 

예약프로그램을 수신한다. 그후에 비디오데이터 디코드부(73)로부터 예약된 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데이터 및/또는 

오디오데이터 디코드부(76)로부터 예약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데이터는 각각 엔코드/디코드부(81, 82)를 거쳐서 기

록/재생장치부(200)로 인가다.

제어부(110)는 또한 기록모드로 들어가기 위해 기록/재생장치부(200)에 제어 신호를 인가한다. 결과로써, 기록/재생

장치부(200)에서 비디오데이터 및/또는 오디오데이터는 상술의 설명과 같이 디스크(201)내로 기록된다.

이경우에, 프로그램예약메모리(115)로부터 독출된 프로그램의 타이틀은 예약실행부(116)및 제어부(110)를 거처서 

기록/재생장치부(200)로 인가되고, 프로그램 타이틀은 디스크(201B)의 UTOC영역내에 프로그램의 기록된 화일정보

와 관련하여 기록된다.

예약프로그램에 대한 채널에서의 방송신호는 상술의 제 1도(A)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프로그램 부속정보패키트(14)

를 포함하며, 프로그램타이틀에 대한 정보는 패키트(14)로 방송되고, 프로그램부속정보 패키트내의 프로그램타이틀

은 상기설명의 UTOC내로 기록될수있다. UTOC내에 기록되어진 정보로서, 예를들어 프로그램카테고리의 명칭, 출연

자의 이름등과 같은 기타정보는 프로그램타이틀과 함께 또는 대신해서 기록될 수 있다.

이 예에서, 그후 각 예약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종료시간의 정보는 또한 프로그램예약메모리(115)내로 저장되고, 예약

실행부(116)는 타이머(103)의 현재시간이 프로그램예약메모리내의 방송종료시간과 일치한다는것을 그것이 그러한 

일치를 판별할때에 제어부(110)에 통지한다. 제어부(110)는 이러한 정보를 수신하고, 기록상태에서 멈춤상채까지 기

록/재생장치부(200)를 제어하기위해 제어신호를 기록/재생장치부(200)의 시스템제어부(210)로 송신한다. 따라서, 

기록/재생장치부(200)는 프로그램의 종료시에 기록을 멈춤다.

방송신호의 인덱스데이터내에 포함된 현재시간정보패키트(21)에 대한 상술의 설명과같이, 수신장치(70)의 타이머(1

08)가 인덱스데이터내의 현재시간정보에 의해 시간이 측정되기때문에, 사용자는 타이머(108)의 시간보정을 행할 필

요가 없다.

즉, 수신장치(70)가 위치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정보, 예를들면 집코드는 시스템제어기부(100)의 S램(105)내로 등록

된다. 구역-표시정보는 사용자에의해 설정되거나 세일샵 혹은 서비스맨에 의해 S램(105)에 등록된다. 구역-표시정

보로써 요금판 전화번호등이 집코드대신에 이용되어도 좋다.

그후, 수신장치(70)의 시스템제어기부(100)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인덱스데이터에서 패키트(21)의 현재시간

정보를 꺼낸다. 현재시간정보는 상술된 바와같이 표준시간으로써 방송되고, 시스템제어기부(100)는 표준시간으로부

터 그 구역에서의 시간차이를 결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현재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신된 표준시간에 시간의 차이

를 더하거나 차감한다. 그후, 예를들어 전원이 켜질때나 소정의 기간에 시스템제어기는 수신되거나 계산된 현재시간

과 내장된 타이머(시계)에 나타나는 시간을 비교하고, 만일 어떤 시간차이나 혀용된 에러 이상의 시간차이가 있다면, 

수신되거나 계신된 현재시간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타이머(108)에 나타난 시간을 계산한다.

이 예에서, 방송시간대에 대해 서로 겹쳐진 다수의 프로그램이 예약된 프로그램으로써 지정되면, 이른 시간에 시작되

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기록되고, 이 프로그램의 기록종료후에 다른 오버랩된 프로그램이 단지 남은 방송시간대

동안에 기록된다.

상기설명과 같이,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고, 예약되어질 프로그 램이나 분할된 서브프로그램의 방송개시

시간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않고도 단순히 검색키를 선택하고 지정하는 작동에 의해 예약된 비디오기록이나 음성기록

을 실행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프로그램테이블(TBL)을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검색의 일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검색및 더우

기 서브프로그램단위의 검색은 프로그램예정표(TBL)와 관계없이 이하설명과 같이 실행될 수 있다. 여기서 그러한 검

색시에, 검색항목에 의존해서 촛점화된 분할서브프로그램단위에 대한 프로그램예정표는 디스플레이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다.

제 18도및 제 19도는 각각 검색화면의 일례를 나타내는 검색법을 설명하기위한 도면이다. 또한 이 예에서, 시스템제

어부(100)에서의 처리는 제 14도에 나타난 기능적 블럭다이아그램에 의해 표현되므로, 제 14도를 참조하여 우선적으

로 제 18도의 일례를 설명할 것이다.

이 예에서, 사용자가 원격제어기(90)의 검색버튼(95)을 누르고 더우기 메뉴버튼(94)을 누룰때, 제어부(112)는 원격

제어기(90)로부터 원격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제어신호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송신한다. 그후, 표시데이터생성

부(113)는 메모리부(111)내의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와 메모리부(112)내의 ID대응일람데이터를 참고로하여 상술의 

초기검색메뉴(M1)와 동일한 항목종류에 대한 일람테이블(M4)의 표시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을 비디오표시처리부(

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이(75)로 송신한다. 이처럼, 항목종류에 대한 일람테이블(M4)은 제 18도(A)와 같이 화면(

75D)상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작동함으로써 항목종류에 대한 일람테이블(M4)로부터 검색키로 항

목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지정된 항목의 종류는 예를들어 표시색의 변화나 단색의 반전표

시로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다. 처리는 또한 표시데이터생성부(113)내에서 행해진다. 제 18도(A)에서, 선택적으로 지

정된 항목의 종류는 빗금친선으로 나타나며, 거기서 카테고리가 선택적으로 지정된다.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이 검색키로 항목의 종류에 대해 선택적인 지정을 결정하기위해 사용자에의해 

눌려질때, 제어부(110)는 원격제어신호를 수신하며, 제어신호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송신한다. 표시데이터생

성부(113)는 사용자에 의해 검색되어지도록 결정된 항목종류를 검색부(114)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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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부(114)는 메모리부(112)에 저장된 ID대응일람데이터로부터 통지된 항목종류에 대한 ID대응일람데이터를 추출

하고 그 데이터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넘겨준다.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ID대응일람데이터의 텍스트데이터

를 문자폰트데이터로 이루어진 표시데이터로 변환하고, 그 데이터를 이미지표시처리부(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

이(75)로 인가하며, 화면(75D)상에 메뉴(M5)와 동일한 것을 표시한다.

이 예에서, 카테고리에 대한 ID대응일람데이터는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넘겨지고 카테고리에 대한 일람은 제 18

도(B)에 나타난 바와같이 화면(75D)상에 메뉴(M5)로써 표시된다.

사용자는 상술한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특정항목 예

를들어 메뉴(M5)로부터의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선택된 카테고리는 상기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데이터생성부(

113)에서의 처리에 의해 표시색상의 변화및 단색반전표시로 표시된다. 제 18도(B)의 예에서는 '스톡마킷(STOCK M

ARKET)'이 선택된다.

사용자가 이 상태에서 결정을 입력하기 위해 상태에서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누룰때, 제어부(110)는

원격제어신호에 기초한 제어신호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및 검색부(114)로 송신하며,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사용자에의해 결정된 항목의 ID를 검색부(114)에 통지한다.

검색부(114)는 검색키로 통지된 항목ID를 이용하여 메모리부(111)에서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검색

을 행한다. 이예에서, 검색부(114)는 '카테고리'항목종류에 대한 항목ID로서 프로그램 정보(PG)나 프로그램서브정보(

SB)에서 '스톡마킷'의 ID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검색한다. 그후, 검색부(114)는 검색의 결과 예를들어 검색에 의해 발

견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ID, 방송개시시간, 방송종료시간, 프로그램 타이틀(ID), 서브타이틀(ID)나 프로그램 서브ID,

분할된 서브프로그램등의 방송개시시간및 방송종료시간등을 표시데이터생성부(113)로 통지한다.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메모리부(112)내의 ID대응일람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검색결과의 정보로부터의 텍스트데

이터를 문자폰트데이터로 변환하고, 제 18도(C)에 나타난 바와같이 모든항목에 대해 발견된 프로그램이나 분할된 서

브프로그램을 그 방송시간과 함께 프로그램테이블로써 표시한다. 도시된 예에서, 방송시간에 대한 표시는 프로그램의

시간길이 및 방송개시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은 빠른 방송개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표시된

다. 시간길이는 방송종료시간과 방송개시시간사이의 차이로 계산된다.

이예의 경우에, 서로에게 겹쳐진 방송시간대를 가지는 프로그램의 경우를 고려할 때, 만일 검색의 결과 얻어진 프로

그램이 방송시간에 있어서 서로에게 겹친다면, 검색부(114)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대한 겹침을 나타내는 플랙과 

같은 정보를 표시데이터생성부(113)에 송신한다. 표시데이터생성부(113)는 방송시간의 겹침에 대해 사용자의 주의

를 끌기 위하여 방송시간의 겹침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서 밑줄이나 빗금이나 표시색의 변경에 의해 방송시간에 있어

서의 겹침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표시한다. 제 18도(C)에 설명된 예에서, 방송시간에 있어서 서로에게 겹쳐진 프로그

램은 표시에 의해 주의를 끌기위해 점선으로 둘러싸인다.

제 19도는 검색의 화면표시에 대한 다른 일례를 나타낸다. 이예에서, 항목종류에 대한 일람데이터에 기초한 초기검색

메뉴(M4)는 제 19도(A)에 나타나는 바와같고, 항목종류'아티스트(ARTIST)'는 검색키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다.

이 예에서, 방송신호에서 인덱스데이터의 ID대응일람데이터가 출연자ID에 대응하는 일람데이터를 포함하므로, 출연

자ID일람데이터에 대해 텍스트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하는 제 19도(B)에 나타난 것과 같은 출연자일람은 메뉴(M5)로 

표시된다.

그후, 메뉴(M5)에서, 이 예에서 제 19도(B)에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특정 출연자명과 같은 특정항목이 사용자

에 의해 선택될때, 검색부(114)는 출연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거나, 그 출연자에 의해 연주되는 곡명이 존

재하는 프로그램이나 분할서브프로그램을 검색한다. 그후, 프로그램이나 분할서브프로그램 의 발견된 타이틀이나 서

브타이틀로 이루어진 각 항목의 프로그램테이블(tbl)과 그것의 방송개시시간 및 방송시간길이가 제 19도(C)에 나타난

바와같이 디스플레이(75)의 화면(75D)상에 표시된다. 제 19도(C)는 분할서브프로그램에 대한 타이틀명의 일례로써 

곡명을 표시하는 일례를 나타낸다.

상술의 예에서, 검색항목키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각 항목의 프로그램테이블(tbl)이 얻어질 

수 있고, 아티스트에 의한 곡명의 단위에 대한 프로그램테이블은 이 제 19도에 나타난 일례에서와 같이 지극히 편리

하게 표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희망되는 아티스트출연이나 희망되는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이 표시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그램요소단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테이블이 발견되고 표시될 수 있다.

이경우에, 프로그램단위 뿐아니고 방송개시시간 및 방송종료시간에 대한 정보 또한 분할된 서브단위에 포함되므로, 

방송시간에 대한 정보는 프로그램단위에 의해서 뿐아니라 분할된 서브프로그램(프로그램요소)단위에 의해서도 또한 

표시될 수 있다.

그후에,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나, 다수의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요소 혹은 기록/재생장치부(200)에 의한 프로그램테이블내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에 대한 비디오 또는 

오디오기록의 예약 및 검색의 결과로서 표시될 수 있은 각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테이블(tbl)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즉, 제 15도에 나타난 프로그램예정표(TBL)를 이용하는 예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화면(75D)상에 표

시된 각 항목의 프로그램테이블(tbl)내의 프로그램예약작동을 실행하기 위해 조이스틱버튼(93)및 예약버튼(97)과 또

한 원격제어기(90)의 기능버튼(92)을 작동한다.

그후, 이 경우에, 예약프로그램의 채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예약프로그램의 각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테이블(tbl)에 대

한 정보가 프로그램예약메모리(115)내로 저장된다. 그후, 상술예와 상당히 동일한 방식으로, 예약된 프로그램이나 프

로그램요소에 관한 기록작동이 실행된다. 이 예에서, 각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테이블(tbl)내에 표시된 텍스트데이터부

는 디스크(201)의 UTOC내에 각각의 기록되고 예약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에 관련된 데이터로써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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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제 20도는 상술된 프로그램검색 및 프로그램예약시에 시스템제어부(100)내의 처리에 대한 프로우차트도이

며, 처리작동은 플로우차트도를 참고로 하여 설명될 것이다.

검색 및 프로그램예약이 원격제어기(90)에서 지정될때, 원격제어수신/디코딩부(83)는 원격제어신호를 수신하고, 그

것을 시스템제어부(100)로 통지한다. 그후에, 이 실시예에서 시스템제어부(100)는 예정프로그램정보의 패키트(23)및

인덱스채널의 인덱스데이터에 대한 ID 대응일람데이터패키트(24)를 얻기위해 프로그램셀렉터(72)를 요구하며, ID대

응일람데이터패키트(24)를 수신하며, 메모리(단계S1)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후에, 시스템제어부(100)는 패키트(24)내의 항목종류에 대한 일람데이터(32)를 추출하고, 롬(103)내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한 롬(103)에 저장 된 고정데이터(예를들어 이미지 데이터 혹은 폰트데이터)에 의해 비디오램(106)상에 제 

17도 및 제 19도에 나타난 초기검색메뉴(M4)를 준비하며, 디스플레이(75)의 화면(75D)상에 동일한 것을 표시한다(

단계S2).

상기 설명과 같이, 초기검색메뉴(M4)를 관찰하는 동안에 사용자는 원격제어기(90)를 작동한다. 시스템제어부(100)

는 원격제어기(90)로부터 작동입력을 검출하고, 이것이 검색키로써 검색에 대한 선택적 작동인지 선택된 검색에 대한

결정작동인지 혹은 취소버튼(98)의 작동인지를 판별한다(단계S3).

그것이 검색항목에 대한 선택적 작동이라면, 선택된 항목에 대한 검출 및 선택적표시(단색반전표시나 표시색의 변화 

혹은 포인터커서의 표시)가 행해진다(단계S4). 그것이 취소버튼(98)의 작동이라면, 그것은 메뉴표시를 소거하고 처리

를 완결하기 위해 단계(S15)로 뛰어넣을 것이다.

단계(S3)의 판별결과로써, 만일 그것이 결정작동이라면, 제어는 검색키로써 항목을 결정하고(단계S5), 메모리내에 저

장된 ID대응일람데이터로부터 항목ID대응테이블을 판독배출하고, 항목의 명칭에 대한 메뉴를 표시한다(제 18도 및 

제 19도의 메뉴(M5)참조)(단계S6).

항목명칭에 대한 메뉴를 관찰하는 동안 사용자가 원격제어기(90)를 작동하므로, 시스템제어부(100)는 원격제어기로

부터 작동출력을 검출하며, 이것이 항목에 대한 선택적 작동인지, 선택된 항목에 대한 결정작동인지 혹은 취소버튼(9

8)으로의 작동인지를 판별한다(단계S7).

만일 이것이 검색항목에 대한 선택적 작동이라면, 선택된 항목에 대한 검출 및 선택적 표시(단색반전표시나 표시색의

변경 혹은 포인터 커서에 의한 표시)가 행해진다(단계S8). 만일 그것이 취소버튼(98)의 작동이라면, 그것은 메뉴표시

를 소거하고 처리를 완결하는 단계(S15)로 뛰어넘는다.

그후에, 단계(S7)에서의 판별결과, 만일 그것이 결정작동이라면, 제어는 선택된 항목을 결정하고(단계S9), 검색키에 

대한 항목의 ID를 이용하는 메모리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정보를 검색하고, 검색의 결과 예약될 프로그램(이곳과 이하

에서 분할된 서브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일람을 표시한다.(제 18도 및 제 19도내의 각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 테이블(t

bl)을 참조)(단계S10).

화면(75D)상에서 예약될 프로그램에 대한 일람메뉴를 관찰하는 동안 사용자는 프로그램예약에 대해 원격제어기(90)

에 의한 입력작동을 행하므로, 시스템제어부(100)는 원격제어기(90)로부터 작동입력을 검출하고, 이것이 예약프로그

램에 대한 선택적 작동인지, 선택된 예약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작동인지 혹은 취소버튼(98)의 작동인지를 판별한다(

단계S11).

만일 이것이 예약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작동이면, 제어는 선택프로그램을 검출하고 선택을 (단색반전표시나 표시색의

변경이나 혹은 포인터커서에 의한 표시로써)표시한다(단계S12). 더우기, 이것이 취소버튼(98)의 작동이라면, 제어는 

메뉴표시를 취소하고 처리를 완결하는 단계(S15)로 뛰어넘는다.

그후에, 단계(S11)에서의 판별결과 이것이 만일 결정작동이라면, 제어는 선택된 예약프로그램을 결정하고(단계S13),

프로그램의 예약기록등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내에 등록한다(단계S14). 그후, 제어는 메뉴표시를 소거하고 처리를 완

결하는 계속되는 단계(S15)로 간다.

가끔 예를들어 프로그램예약후에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예약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변경되는 곤란함이 있다. 그러

한 경우에, 방송시간이 변경될지라도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같이 예약프로그램은 메모리내에 등록되는 예약프로그램

정보에 프로그램타이틀을 내장함으로써 기록될 수 있다.

즉, 예약된 프로그램의 방송개시시간이 등록된 예에서, 그경우에 방송동안 지정된 채널에서 프로그램부속정보중 프

로그램타이틀은 방송중인 프로그램이 예약된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등록된 예약된 프로

그램의 프로그램타이틀과 비교된다. 그후에, 만일 예약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중이라며, 방송시간은 인텍스

채널내의 예정프로그램정보나 혹은 채널에 대한 예정프로그램정보에 의해 다시금 확실히 된다. 이때, 방송시간이 더 

늦은 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예약프로그램의 방송개시시간 및 방송종료시간은 예정프로그램정보내의 그것으로 변경

되고 메모리내에 갱신되어 등록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약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변경되고 프로그램이 지연되어 방송된다면, 예약프로그램은 확실히 수

신되고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설명과 같은 프로그램검색의 방법에 따라서, 특정 아티스트나 가수의 곡명은 단지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추출

되고 디스크내에 기록될 수 있다. 더우기, 스톡마킷과 같은 모든 특수한 프로그램은 매우 편리한 하나의 동일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다. 더우기, 만일 전자신문등의 기타프로그램이 한밤중에 방송된다면, 예약된 비디오에 대해 디스크내에

프로그램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를들어 디스 크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전환동안 적절한 

때에 동일한 것을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우기, 프로그램타이틀과 같은 기록화일에 관한 정보는 디스크의 UTOC내에 정보로써 기록되므로, UTOC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기록의 순서가 아니고 더 새로운 정보로부터 역순으로 스톡마킷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미니디스크장치에서, 디스크는 보통 UTOC의 정보에 따라서 더오래된 기록날짜의 정보부터 재생된다. 그러나, 사

용자에 의해 재생순서를 지정하는 것과 UTOC내의 정보를 참고로 하는 동안 지정에 따라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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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순서로 재생된다. 이 실시예의 수신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순서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배열된 재생모드를 가진다.

제 21도는 재배열 재생모드를 위한 시스템제어부(100)에서의 처리에 대한 플로우차트도이다.

사용자가 원격제어기(90)를 작동하고 기능메뉴로부터 재배열된 순서로 재생을 선택할때,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그때,

UTOC내의 데이터가 우선 미니디스크(201)로부터 판독된다(단계S21). 시스템제어부(100)는 써넣어진 UTOC정보에

기초한 디스크(201)내의 기록된 내용에 관한 정보의 표시데이터를 형성하고, 이것을 비디오표시처리부(74)를 거쳐서

CRT디스플레이(75)로 인가하고 데이터를 표시한다(단계S22).

예를들어, 제 18도의 일례에서, 제 18도(C)내의 각항목에 대한 프로그램테이블(tbl)에 표시'o'가 첨부된 모든 프로그

램이 예약되고 디스크내로 기록될때, 방송 시간 및 각프로그램의 타이틀에 관련된 정보는 UTOC정보에 기초하여 준

비된 기록내용에 관한 정보로써 제 22도(A)에 나타난 일람으로 표시된다. 더우기, 제 19도에 나타난 일례에서, 제 19

도(C)의 각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테이블(tbl)내에 표시'o'가 첨부된 모든 프로그램이 예약되고 디스크에 기록되며, 예

를들어 각 프로그램의 곡명 및 그 방송시간(시간길이)인 서브타이틀에 관련된 정보는 UTOC정보에 기초하여 준비된 

기록내용에 관련된 정보로써 제 22도(B)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일람으로 표시된다.

사용자는 원격제어기(90)의 조이스틱버튼(93)을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프로그램이나 곡명에 있어서 재생되어지고 희

망되는 재생순서로 화면(75D)상에 표시되고 일람되는 프로그램 혹은 곡명을 선택하고, 결정작동을 행한다. 따라서, 

시스템제어는 원격제어기(90)로부터의 원격제어신호가 대응되는 것이 어떤 작동인지를 판별한다(단계S23).

만일 이것이 재생될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적 작동이라면, 제어는 선택 프로그램을 검출하고, (예를들어 단색반전표시

나 표시색의 변경이나 혹은 포인터커서에 의한 표시에 의한) 선택을 표시하고, 제 22도(A)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각 

프로그램이나 곡명에 대한 문자표시 근처에에 선택순서를 나타내는 수자를 표시한다(단계S24). 만일 원격제어신호가

취소버튼(98)의 작동에 대응한다면, 제어는 단계(S27)로 뛰어넘게 되면 UTOC표시를 소거하고 처리를 완결한다.

단계(S23)에서의 판별결과, 만일 이것이 결정작동이라면, 제어는 UTOC표시를 소거하고(단계S25), 선택적으로 설정

된 재생프로그램이나 재생곡명 및 그 순서에 대한 정보를 기록/재생장치부(200)로 인가하며, 기록/재생장치부(200)

를 재생상태로 놓기 위하여 제어신호를 송신한다(단계S26). 기록/재생장치부(200)는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곡명 및 

그 순서에 대한 지정된 정보를 시스템제어부(210)의 작동램에 저장하고, 그것을 기초로하여 재생을 실행한다. 그결과

, 기록/재생장치부(200)는 단지 지정순서로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곡명을 재생한다.

이 실시예에서 수신장치가 상술의 재배열 재생모드를 가지므로, 그것은 검색키로써 특정조건을 이용하는 대략의 검

색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으며 디스크내에 그 모든것을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필요기록화일을 취하고 지정된 

순서로 그들을 재생할 수 있다.

상기 설명의 실시예에서, 기록/재생장치부(200)는 미니디스크에 대응하는 광자기디스크장치가 이용되나, WO(한번 

써넣음)이나 MO로 참고되는 광디스크를 이용하는 기록/재생장치가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더우기, 기록매체로써 광학적 디스크가 아닌 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이용하는 기록/재생장치가 또한 기록/재생

장치부(200)로써 이용될 수 있다.

더우기, 설명이 위성방송의 예로 설명되었지만, 본발명은 디지탈방송파가 케이블을 거쳐 방송되는 방송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가능함은 물론이다. 더우기, 본 발명은 현재의 아나로그텔레비젼방송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가능하고, 예정

프로그램정보 및 ID대응일람데이터는 예를들어 방송을 위한 텔레비젼신호의 수직의 블랭킹기간동안의 블랭크수평부

에 다중화된 텔레텍스트 신호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중화된다. 더우기, 본 발명은 텔레비젼방송뿐아니라 라디오

방송에도 또한 적용가능하 다.

더우기, 원격제어기는 상기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작동버튼이 아이콘형 배열로 화면상에 표

시되고 포인터커서로서 그것을 지정하는 마우스형 배열이어도 좋다.

더우기, 설명이 프로그램검색의 경우에 항목의 순으로 지정하는 검색의 경우에 대한것일지라도, 다수의 검색조건을 

동시에 설정함으로써 검색할 수 있다. 더우기, 더 상세한 검색이 다수의 검색조건에 대한 논리AND혹은 논리OR작동

을 기초로하여 검색함으로써 시간의 짧은기간내에 행해질 수 있다.

더우기, 상술의 실시예에서, 예약된 비디오기록이나 음성기록과 같은 예약기록이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행해질지

라도, 예약된 프로그램은 단지 관람되거나 청취될 수 있다. 더우기, 수신장치의 디스플레이는 CRT디스플레이대신에 

액정디스플에이와 같은 기타 디스플레이를 쓸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 정보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각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자체 또는 프로그램요소를 인식하기 위해 다수의 세부항목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분류항목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분류항목및 세부항목으로 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예정프로그램정보를 형성하고, 식별데

이터로 상기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을 각각 표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상기 분류항목 및 상기 세부항목의 문자표시를 위한 데이터와 상기 식별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 및 상기 예정프로그램정보를 방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정

보방송시스템.

청구항 2.
프로그램 정보표시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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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방송파신호로부터, 방송될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기 각 분류항목에 대한 세부항목 및 다수의 분류항목으로 표

시되며 상기 분류항목 및 상기 세부항목이 각각 식별데이터에 의해 표시되는 예정프로그램정보와, 상기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상기 세부항목 및 상기 분류항목의 문자표시를 위한 데이터와 상기 식별데이터에 대한 대응테이블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대응테이블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예정프로그램정보의 상 기 추출된 식별데이터를 문자표시를 대

응하기 위한 데이터와 교체하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 예정표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프로그램 예정표데이터에 기초하여 문자표시에 의해 방송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예정표를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정보표시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방법은 프로그램정보로서 예정프로그램 정보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분류항목이나 세부항

목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것과, 사용자에 의해 인식될 수 있은 상태로 디스플레이상에 상기 추출된 프로그램

을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정보표시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예정프로그램 정보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진 프로

그램요소를 추출하는 것과, 단지 추출된 프로그램요소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를 생성하는 것과, 그 프로

그램 예정표데이터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상에 프로그램예정표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경보표시방법.

청구항 5.
프로그램예정표를 표시하기 위한 수신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방송파신호로부터 방송될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수의 분류항목 및 상기 각 분류항목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고

상기 분류항목 및 세부항목은 각각 식별데이터로 표시되는 예정프로그램정보와, 상기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상기 세

부항목 및 상기분류항목의 문자표시를 위한 데이터와 상기 식별데이터를 위한 대응테이블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프

로그램정보 추출수단과,

대응테이블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예정프로그램정보의 상기식별데이터를 문자표시에 대응하는 데이터와 교체

하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예정표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예정표 데이터생성수단과,

상기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프로그램예정표데이터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예정표를 디스플레

이 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표시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프로그램예정표를 표시하기 위한 수신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분류항목이나 세부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키입력수단이 더 장치되며,

프로그램예정표 데이터생성수단은 추출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를 사용자에 의해 인식될 수 있은 상태로 놓기

위해 예정프로그램정보로부터 상기 키입력수단에 선택적지정에 의존하여 선택적으로 지정된 것과 동일한 분류항목

이나 세부항목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를 추출하며,

표시제어수단은 상기 표시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프로그램정보추출수단은 방송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정방송시간에 관한 시간정보를 또한 추출하는 기능을 더 가지

며,

키입력수단은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시된 프로그램예정표와 관련해서 사용자에 의해 희망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

그램요소를 지정하기 위한 키입력부를 가지며, 상기 장치는

추출된 예정방송시간에 관한 시간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의 예정방송시간에 상기 키입력부

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기록/재생장치부를 더 내장하여 이루어지며,

예정방송시간에 제어수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신되고 키입력부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가 상기 

기록/재생장치부내로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기록/재생장치부는 주요기록데이터영역으로부터 분리된 기록영역에 디코드된 내용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며, 상기 장

치는

예정방송시간에 제어수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신되고 키입력부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의 수신

신호를 기록/재생장치부에 의해 기록매체의 주요기록데이터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기록된 수신신호에 관한 정보를 

상기 기록매체의 상기 주요기록데이터영역으로부터 분리된 기록영역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수단과,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수신신호에 관한 정보를 재생하고 디스플레이화면상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재생수단을 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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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키입력수단은 그 표시화면상에 표시된 기록내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재생되는 프

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단위를 임의로 선택하기 위한 키입력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장치는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키입력부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단위를 추출하고 재생하는 기

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키입력부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요소단위에 대한 재생순서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재

생순서에 따라서 선택된 프로그램이나 프로 그램요소를 재생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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