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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프로그램들간을 네비게이팅하는 방법이 기술된다. 텔레비전 수신기는 이용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서브-

이미지들을 갖는 모자이크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다. 수신기는 또한 프로그램 디스크립션을 갖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한다. "테마" 버튼(42) 작동시, 시청자는 예컨대 "영화"와 같은 원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에 응답하

여,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서브-이미지들의 휘도는 감소된다. 이로써, 사용자는 그에게 익숙한 모자이크 구

조를 유지하면서 모지이크 스크린상의 그 위치와 채널들간의 관계를 잃지 않고서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간을

네비게이팅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텔레비전 수신기, 프로그램 디스크립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사이를 네비게이팅(navigating)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그러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기, 및 텔레비전 수신기가 그러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게 하거나 도와주는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텔레비전 송신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들어,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s)의 전송은 텔레비전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탈 텔레비전

전송이 성숙한 기술로 됨에 따라, 요즘들어 제공되고 있는 대량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의 선택에 있어 EPG 가 대중의 선

택을 돕고있다. EPG 는 사용자로 하여금 "지금 방송중인 프로그램" 또는 "다음에 방송될 프로그램"의 오버뷰(overview)를

얻을 수 있게 하며,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예정된 방송 일자 및 시간, 프

로그램의 종류(예컨대, 영화, 연예, 뉴스, 스포츠 등), 등급(rating)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의 특성들을 규정하는 디스크립터

(descriptor)들이 EPG 에 수용된다.

종래의 EPG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인 텔레비전 신호와 함께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한다. 텔레비전 수신기는, 단독

으로 또는 현재 선택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상의 오버레이로서 문자 형태로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사용하는 편리를 보다 개선시킨 텔레비전 프로그램들간을 네비게이팅하는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발명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간을 네비게이팅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복수의 텔레비

전 프로그램들을 서브-이미지의 모자이크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각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각 특성을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립터들을 수신하는 단계,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식별하는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

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서브-이미지들을 인식 가능하게 마킹

(marking)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모자이크 스크린은 이용가능한 프로그램들로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눈에 띄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

페이스가 된다. 이러한 것은, 시청자가 어떤 텔레비전 채널이 예컨대 영화와 같은 원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지

알기를 원할 경우, 그러한 모자이크 오버뷰가 디스플레이된 상태로 유지되는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된다. 마킹되지 않은 서

브-이미지들은 스크린 상에 유지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영화를 방송하는 복수의 텔레비전 채널들과는 무관하게 모자

이크내 동일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일단 사용자가 어떤 채널을 모자이크내의 한 위치에 관계시킨다면, 사용자는 상기 관

계가 테마 탐색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일정한 화면이 얻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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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이미지들의 마킹은 많은 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 별표(asterix)나 다른 특정 심볼이 서브-이미지들에 인접하게 디스

플레이될 수 있으며, 관련 채널명들이 돋보이게될 수도 있고, 서브-이미지들의 테두리 라인의 색상들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서브-이미지들, 즉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서브-이미지들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서브-이미지들

의 휘도, 콘트라스트, 사이즈, 또는 리프레쉬 레이트(refresh rate)(정지 화면으로 정지(freezing)할 때까지)가 낮아진다.

모자이크 스크린은 다양한 수신가능한 텔레비전 채널들로부터 수신기에 의해 국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

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과 함께 송신기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그러한 송신기는 본 출원인의 국제 특허 출원 WO-A-95/

28794 에 공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동일한 송신기가 역시 각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모자이크 신호와 함께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디스크립터들을 전송한다. 상술한 수신기 특성은 비용-효율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바람

직하게,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모자이크 신호 및 디스크립터들은 디지탈적으로 인코딩되어, 단일 비트스트림으로 다중화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는 송신기 및 수신기를 구비하는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송신기에 의해 전송된 모자이크 스크린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억되고 그에 의해 실행되는 제어 프로그램의 흐름도.

도 4 내지 도 9는 도 1에 도시된 텔레비전 수신기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모자이크 스크린들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송신기(1) 및 수신기(2)를 구비하는 시스템을 도시한다. 송신기(1)는 복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TV-1, TV-2, TV-3, ..., TV-N)을 수신한다. 디지탈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텔레비전 신호들은 각각의 MPEG 인코더들

(11.1, 11.2, 11.3, ..., 11.N)에 의해 인코딩된다. 인코딩된 신호들은 위성, 지상 또는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전송 채널(3)을 통한 전송을 위해 멀티플렉서 및 변조기(12)로 인가된다.

송신기는 또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발생기(15)를 구비하며, 상기 발생기(15)는 EPG 데이터를 전송 신호에 부가한

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자체는 당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의 전송 TV 채널에 대해 주어진 기간에 대한 프로

그램 예정표를 포함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EPG 는 또한 예정된 방송 일자, 시간, 제목, 종류(예컨대, 연예, 뉴스,

스포츠, 영화 등), 영화 등급 등 복수의 디스크립터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임의의 실시예에서, 송신기는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의 텔레비전 신호들을 수신하고,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은 예컨대 4*4 서브-이미지들의 모자이크 신호 MOS를 발생하는 모자이크 신호 구성 회로(13)를 구비한다. 모자이크 신호

는 MPEG 인코더(14)에 의해 디지탈적으로 인코딩되어, 전송 신호에 부가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EPG 는 또한 모자이

크 신호 MOS 의 각 서브-이미지의 위치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TV-n)의 프로그램 번호 n과 연계시키는 데이터를 포

함한다. 그러한 연계 메카니즘은 상기한 국제 특허 출원 WO-A-95/28794에 공개되어 있다.

수신기(2)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중 선택된 한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복조기 및 디멀티플렉서(21)를 구비한다. 프로

그램은 그 프로그램 번호 n를 복조기 및 디멀티플렉서에 공급함으로써 선택된다. 선택된 텔레비전 신호는 MPEG 디코더

(22)로 인가되며, 상기 디코더(22)는 스피커(23)에 의한 재생용 오디오 성분 신호와 디스플레이 스크린(24)상의 디스플레

이용 비디오 성분 신호를 디코딩한다. 내장된 EPG 데이터는 복조기 및 디멀티플렉서(21)의 다른 출력 신호가 된다.

수신기는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25)를 구비하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25)는 원격 제어 수신기(27)를 통해 (원격) 제

어 장치(26)로부터 사용자 제어 명령을 수신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다른 공지된 방식으로 수신기의 다양한 종래 동작

을 제어한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번호 n를 복조기 및 디멀티플렉서(21)에 인가함으로써 선택된다. 마

이크로프로세서는 또한 전송된 EPG 데이터 신호를 수신한다. 원격 제어 장치(26)는 커서 제어 키들(261) 및 "EPG" 라벨

의 특정 키(262)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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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는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그래픽 발생기(28)를 구비한다. 온-스크린-디스플레이 신호 OSD는 이

러한 그래픽 발생기에 의해 발생되어, 가산기 스테이지(29)를 통해 스크린상의 비디오 영상에 부가된다. 임의 실시예에 있

어서, 수신기는 또한 휘도 마스크 발생기(30)를 구비하며, 상기 발생기(30)는 휘도 제어 신호(B)를 휘도 제어 스테이지

(31)에 인가한다.

수신기(2)의 동작은 마이크로프로세서(25)에 기억되며 그에 의해 실행되는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도 3은 이러

한 제어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초기 단계(300)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송신기로부터 EPG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러한 정보를 메모리에 기억한다. 단계(301)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EPG" 버튼(도 1의 262)을 누를 때 원격 제어 장

치에 의해 발생되는 소정의 사용자 명령의 수신을 대기한다. 이러한 명령은 프로그램을 "EPG" 동작 모드에 들어가게 한다.

다른 동작 모드들은 본 발명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기술하지 않는다. 단계(302)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

용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로부터 모자이크 신호(도 2 참조)를 갖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를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

이한다. 단계(302)에서, 마이크로컴퓨터는 또한 그래픽 발생기(도 1에서 28)로 하여금 온-스크린-디스플레이 신호 OSD

를 발생시키게 한다. 특히,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OSD 신호는 "다음" 라벨의 버튼(41), "테마" 라벨의 버튼(42), "줌" 라

벨의 버튼(43), 및 시계(44)와 같은 다른 유용한 정보와 같은 온-스크린 버튼을 포함한다.

단계(303)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원격 제어 장치로부터 커서 제어 명령들을 수신하여, 그래픽 발생기로 하여금 스크린

상에 커서를 디스플레이하게 한다. 커서는 어떠한 편리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도 4에서, 커서는 서브-이미지 둘레의 프레

임워크(45a) 또는 온-스크린 버튼 둘레의 프레임워크(45b)와 같은 선택가능한 디스플레이 항목 둘레의 프레임워크로서

도시된다. 커서 제어 키(도 1의 261)로 모자이크 스크린 상의 서브-이미지들을 가로질러 커서를 이동하는 동안, 수신기는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오디오 신호를 재생한다.

단계(304)에서, 원격 제어 장치 상의 EPG 버튼이 다시 눌러졌는지의 여부가 체크된다. EPG 버튼은 모자이크 스크린을 스

위치 온 및 스위치 오프하는 토글 명령이 된다. 만일 키가 다시 눌러진다면, 단계(305)가 실행되어, 이전에 선택된 텔레비

전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된다. 다음, 프로그램은 단계(301)로 복귀하여, 새로운 EPG 명령을 대기한다.

단계(306)에서, 제어 명령은 선택된 디스플레이 항목들 중 어느 항목이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되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어

떤 서브-이미지가 활성화된다면, 그와 관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선택된다.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단계(307)에서, 모자이크 신호 MOS의 각 서브-이미지의 위치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TV-n)의

프로그램 번호(n)와 연계시키며, 관련 프로그램 번호를 복조기 및 디멀티플렉서에 인가한다. 다음, 제어 프로그램은 단계

(301)로 복귀하여 새로운 EPG 명령을 대기한다.

만일 활성화된 디스플레이 항목이 온-스크린 버튼이라면, 단계(308)가 실행되어 "테마" 버튼(도 4의 42)인지의 여부가 체

크된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종류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브-프로그램(309)을 실행한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 시청자는 영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서브-프

로그램(309)은 "연예", "뉴스", "스포츠" 등과 같은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종류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다. 대안적으로, 다

양한 테마들에 대한 온-스크린 버튼(42)이 있다.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습득하면, 서브-프로그램(309)은 그러한 프로

그램을 현재 전송하고 있는 텔레비전 채널을 EPG 데이터에서 조사하여, 연계 정보로부터 모자이크 스크린상의 관련 서브

-이미지의 관련 부분을 유도한다. 다음, 단계(310)에서, 각각의 서브-이미지들은 스크린상에 인식가능하게 마킹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단계(310)에서의 서브-이미지들의 마킹은, 그래픽 발생기로 하여금 상기 서브-이미지들에

인접하게 특정 심볼을 디스플레이하도록 한다. 도 5에는 한 예가 도시된다. 서브-이미지 둘레에 색상 테두리를 디스플레

이하거나 이들 채널명을 디스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소정의 프로그램

을 나타내는 서브-이미지는 다른 서브-이미지의 가시도(visibility)를 줄임으로써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원치 않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서브-이미지들이 디스플레이되는 스크린 영역에 디스플레이

되는 비디오 신호의 휘도를 감소시키는 휘도 마스크 신호(B)를 휘도 마스크 발생기(도 1의 30)로 하여금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도 6에 도시되며, 그림자가 있는 영역은 감소된 휘도를 갖는 서브-이미지를 나타낸다. 휘도를 대신하여, 콘드

라스트, 색포화도 또는 색상과 같은 서브-이미지의 다른 디스플레이 파라미터가 감소될 수 있다. 관련 서브-이미지를 마

킹할 때, 제어 프로그램은 단계(304)로 복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모자이크 스크린(단계 307)으로부터 전체 스크린 프로

그램을 선택하게 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전의 프로그램(단계 305)으로 복귀하게 할 수 있다.

단계(311)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활성화된 온-스크린 버튼이 "다음" 버튼(도 4의 41)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단계(312)를 실행시키며, 여기에서 수신기는 "다음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오버뷰를 디스플레이한

다. 항목 "다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특정 시점을 설명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선택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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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G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텔레비전 채널에 대하여 방송될 다음의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

가능한 실시간 서브-이미지가 없다면, 이들 모두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모자이크 구조를 유지하면서 문자 형태로 표시된

다. 바람직하게, "다음" 오버뷰는 상술한 마킹 특징과 결합된다. 제 2 선택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EPG 데이터베이스에

서, 예컨대 지금부터 반 시간(본 예에서는 20.30시)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 방송될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본 실시예에서, 현

재 방송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그 때까지 종료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제 실시간 서브-

이미지는 모자이크 스크린상에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문자 형태로 표시된다. 이러한 실시

예의 예가 도 7에 도시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채널(ITV, CH4, ZDF, RTL+, SAT1, TF2 및 BRT)는 20.30시에서

여전히 현재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이다. 관련 서브-이미지는 수신된 모자이크 신호로부터 취해지며, 프로그램이 영화가

아니라면 휘도는 줄어들게 된다. 다른 채널들은 20.30시에 다른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이다. 관련 EPG 데이터(본 예에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프로그램 제목)는 수신된 모자이크 신호의 언더라인 서브-이미지를 지우는 윈도우내에 디스플레이

된다. 다시, 발생된 프로그램이 영화가 아니라면 윈도우는 감소된 휘도로 디스플레이된다. 시계(46)는 오버뷰가 적용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다음, 제어 프로그램은 단계(304)로 복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모자이크 "다음" 오버뷰(단계307)로부

터 전체 스크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이전의 프로그램(단계 305)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활성화된 온-스크린 버튼이 "테마" 또는 "다음" 버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 다른 처리 기능이 단

계(313)에서 실행된다. 다른 온-스크린 버튼들 중 한 버튼은 "줌" 버튼(도 4의 43)이 된다. 줌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대

다수의 수신가능한 텔레비전 채널들로부터 4*4 모자이크 스크린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것은 도 8의 예로 도시되

며, 여기에서 줌 버튼은 커서(47)에 의해 8*8 모자이크 스크린의 4분면 중 하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는 마킹 특

징이 역시 8*8 모자이크 스크린 모드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브-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식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 4분면에서 즉시 대부분의 영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줌 기능은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된 "전체-스크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갖는 동시 디스플레이 동안 모자이크 스크린으로부터

행 및 열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도 9에는 한 예가 도시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사용자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으로부터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용이하게 "신속 이동"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상기한 설명에 있어서, 모자이크 신호는 송신기에 의해 구성되어 그 자체로 전송된다. 모자이크 신호는 또한 수

신기에 의해 국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동일한 상황이 서브-이미지들을 식별하는 채널명들에 적용된다. 그러한 수신기

는 당 분야에 공지된 것이다. 이들은 이용가능한 텔레비전 채널들을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수신하도록 배치되며, 각 서브-

이미지를 발생하도록 신호를 처리하고, 상기 서브-이미지들을 필드 또는 프레임 메모리에 기억한다. 그러한 수신기에서,

소정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마킹(도 3의 310)하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 실례로, 관련 서브-이미지들의 사이즈 또는 리

프레쉬 레이트가 감소될 수 있다.

요약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들간을 네비게이팅하는 방법이 기술된다. 텔레비전 수신기는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나타내

는 서브-이미지를 갖는 모자이크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수신기는 또한 프로그램 설명을 갖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수신한다. "테마" 버튼(42)을 작동시킬 때, 시청자는 예컨대 "영화"와 같은 원하는 프로그램 형태를 입력시킬 수 있다. 이에

응답하여,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서브-이미지의 휘도는 감소된다. 이로써, 사용자는 그에게 익숙한 모자이크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지이크 스크린상의 그 위치와 채널 사이의 관계를 잃지 않고서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간

을 네비게이팅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네비게이팅(navigating)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복수의 서브-이미지들을 서브-이미지들의 모자이크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예정된 방송 시간 및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의 각각의 특성들을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립터들을 수신하는 단계;

선택된 시간 및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식별하는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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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시간에 상기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서브-이미지들을 인식 가능하게

마킹(mark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비게이팅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이고 상기 선택된 시간에

방송하기 위해 예정된 것이라면 상기 각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축소 버전(miniature version)을 서브-이미지로서 디스

플레이하고, 상기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이 아니라면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내에 포함된 각각의 텔레비전 프로그

램의 그림 표현(pictorial presentation)을 서브-이지미로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비게이팅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 단계는, 상기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서브-이미지들

의 리프레쉬 레이트(refresh rate)를 상기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서브-이미

지들의 리프레쉬 레이트 보다 높게 확립(establish)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비게이팅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 단계는, 상기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이미

지들의 사이즈를 상기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이미지들의 사이즈

보다 크게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비게이팅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이미지들 중 사용자 선택된 서브-이미지와 관련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음성 신호를 재생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네비게이팅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자이크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선택된 행 또는 열과 상기 행 또는 열로부터 선택된 텔레비전 프로

그램을 동시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네비게이팅 방법.

청구항 7.

텔레비전 수신기에 있어서:

복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서브-이미지의 모자이크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모자이

크 디스플레이 수단;

예정된 방송 시간 및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각각의 특성을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립터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선택된 시간 및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식별하는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모자이크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선택된 시간에 상기 선택된 디스크립터 값을 갖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대응하

는 서브-이미지들을 인식 가능하게 마킹하도록 배치되는, 텔레비전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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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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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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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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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554190

- 10 -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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