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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 신호 처리방법, 그 디스플레이 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방송 신호 처리방법, 그 디스플레이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방송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은 (a) 제1 방송채널로부터 얻어진 제1 전

체 화면의 일부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제2 방송채널로부터 얻어진 제2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구성된 PIP(Picture-In-Picture)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는 

소정 방송채널을 시청하면서 다른 방송채널의 대응 화면 중 일부 영역에 표시된 정보를 보다 개선된 화질로 동시에 

볼 수 있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PIP 기술을 사용한 종래 디스플레이 방법을 보여주는 참고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V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사용자 입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 예로서 리모트 콘트롤러(3)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셋탑 박스(1)의 상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셋탑 박스(1)의 상세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PIP 화면의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PIP 화면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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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PIP 화면의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신호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PIP(Picture In Picture) 기술

을 바탕으로 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그 디스플레이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PIP란 두 개의 방송채널로부터 각각 수신된 방송 신호를 하나의 화면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P

IP 모드에서는 일 방송채널로부터의 방송 신호로부터 얻어진 주 화면과 다른 방송채널로부터의 방송 신호로부터 얻

어진 부 화면이 하나의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도 1은 PIP 기술을 사용한 종래 디스플레이 방법을 보여주는 참고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제1 전체 화면은 제1 방송 신호에 대응하는 방송 화면을 가리키고 제2 전체 화면은 제2 방송 신호

에 대응하는 방송 화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방송 화면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지원하는 스크린 전체를 커버한다는 의미

로 붙여진 이름이다.

종래 PIP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되는 2 개의 화면 중 보다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화면은 주 화면이라 하고, 보다 좁은 

영역을 차지하는 화면은 부 화면이라 할 때, 제1 전체 화면이 주 화면으로 선택되고 제2 전체 화면이 부 화면으로 선

택되면 제1 전체 화면과 제2 전체 화면은 각각 주 화면과 부 화면의 크기에 맞게 스케일링(scaling)되어 디스플레이

된다.

본 예에서, 주 화면은 제1 전체 화면의 크기와 동일하게 할당되므로 제1 전체 화면은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디스플레

이되지만 부 화면은 주 화면의 내부의 소정 영역에 주 화면보다 작은 크기를 갖도록 할당되므로 제2 전체 화면은 부 

화면에 맞게 축소되어 표시된다.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하나의 방송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방송 신호에 기초한 방송 화면이

라도 다양한 컨텐츠가 표시되는 복수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방송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되고 있

는 화면의 하단에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띠 형상의 화면이 흘러가도록 구성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사

용자가 소정 방송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 화면 중 일부 영역에 표시된 정보 - 위의

예에서는 주식 정보 - 만을 보기를 원하더라도 종래 PIP 모드를 선택하면 대응 부 화면에는 다른 방송채널의 전체 화

면이 축소되어 표시된다. 통상적으로 부 화면의 크기는 주 화면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부 화면에 축소되어 표시된 

다른 방송채널의 전체 화면 중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는 일부 영역(주식 정보가 표시된 영역)의 크기는 더욱 축소되어 

해상도가 저하되므로 해당 정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부 화면에는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 영역의 정보까지 함께 표시되므로 즉, 주식 정보뿐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 함께 표시되므로 화면 구성이 불필요

하게 복잡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정 방송채널의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 화면 중 일부 영역에 표시된

정보만을 보다 개선된 화질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그 디스플레이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 방송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 화면 중 보기 원하는 정보만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그 디스플레이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방송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방송채널

로부터 얻어진 제1 전체 화면이 주 화면으로, 제2 방송채널로부터 얻어진 제2 전체 화면의 일부 영역을 구성하는 부

분 화면이 부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a)단계는 (a1) 상기 제2 전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띠 형상의 화면이 상기 부분 화면으로 구성된 상기 PIP 화

면을 디스플레이하거나 (a2) 상기 제2 전체 화면에 위치한 스톡티커(stockticker) 화면이 상기 부분 화면으로 구성된

상기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목적은 방송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방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제1 방송신호에 대응하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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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전체화면 신호를 얻는 단계; (b) 제2 방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제2 방송신호에 대응하는 제

2 전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부분화면 신호를 얻는 단계; 및 (c) 상기 전체화면 신호와 

상기 부분화면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상기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PIP화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 처리 방법에 의해 달

성된다.

상기 (c)단계는 (c1) 상기 제2 전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띠 형상의 화면을 상기 부분 화면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

함하거나 (c2) 상기 제2 전체 화면에 위치한 스톡티커 화면을 상기 부분 화면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제1 및 2 방송채널로부터 제1 및 2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튜닝부; 상

기 제1 방송신호를 처리하여 제1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전체화면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2 방송신호를 

처리하여 제2 전체 화면의 일부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처리부; 및 상기 전체화면 신호 및 부분화면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상기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PIP화면 신호를 출력하는 화면합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제1 방송신호로부터 상기 제1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상

기 전체화면 신호로서 출력하며, 상기 제2 방송신호로부터 상기 부분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

출하여 상기 부분화면 신호로서 출력하는 비디오 신호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비디오 신호 처리부는 상기 제2 전체 화면에 포함된 스톡티커 화면을 상기 부분 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상기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V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TV 시스템은 셋탑 박스(1) 및 TV(2), 및 리모트 콘트롤러(3)를 포함한다. 셋탑 박

스(1) 및 TV(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치로서, 셋탑 박스(1)는 수신된 방송 신호를 처리하여 TV(2)

로 출력하며, TV(2)는 셋탑 박스(1)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

리모트 콘트롤러(3)에는 각종 기능 버튼 및 제어 버튼이 마련되어 있다. 사용자는 리모트 콘트롤러(3)에 마련된 각종 

버튼을 눌러 셋탑 박스(1) 또는 TV(2)를 작동시킨다. 셋탑 박스(1) 및 TV(2)에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사용자 입

력 수신부(11, 21)가 마련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자 입력 수신부(11, 21)는 적외선(IR: Intra Red) 수신장치로

구현되어, 리모트 콘트롤러(3)로부터의 적외선 신호, 즉 사용자의 채널 선택 정보, 제어 명령, 등 사용자 입력을 수신

한다. 셋탑 박스(1)는 사용자가 선택한 방송채널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TV(2)로 제공한다. TV(2)는 셋탑 박스

(1)로부터 제공된 방송 신호를 디스플레이한다. 특히, 셋탑 박스(1)는 본 발명에 따라 PIP 모드에서 2 개의 방송채널

로부터 각각 수신된 제1 및 2 방송신호를 처리하여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PIP화면 신호를 TV(2)로 출력

하고 TV(2)는 셋탑 박스(1)로부터 수신된 PIP화면 신호를 사용하여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

나아가, 셋탑 박스(1)는 TV(2)에 내장되기도 한다. 셋탑 박스(1)가 TV(2)에 내장되는 경우에는 셋탑 박스라는 별개

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셋탑 박스(1)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은 TV(2)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면 족하다. 나아가, 

셋탑 박스(1)의 사용자 입력 수신부(11)와 TV(2)의 사용자 입력 수신부(21)는 하나로 구현된다.

도 3은 사용자 입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 예로서 리모트 콘트롤러(3)의 개략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콘트롤러(3)에는 온/오프 버튼(31), 4 방향 키(32), 숫자 키 패드(33), TV 

버튼(34). PIP 버튼(35), 채널 이동 키(36) 및 볼륨 조정 키(37)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4 방향 키(32)는 현재 선택된 

방송채널의 번호를 상향이동하거나 하향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PIP 버튼(35)은 본 발명에 따른 PIP 모드를 선택하

는데 사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PIP 버튼(35)을 누른 다음 부 화면으로서 보고자하는 방송

채널의 번호를 입력하거나 원하는 방송채널의 번호를 입력한 다음 PIP 버튼(35)을 누르면 해당 방송채널에 대해 미리

설정된 부분 화면이 부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다만, PIP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 및 부 화면으로 표시될 방송채널

의 선택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나아가, 리모트 콘트롤러(3)에 마련된 다양한 기능 버튼 중 적어도 일

부는 OSD(On Screen Display) 방식의 메뉴 화면으로 구현될 수 있다.

리모트 콘트롤러(3)에는 적외선 발생장치(도시되지 않음)가 내장되어 있다. 이에 각 버튼 또는 키가 눌려지면 해당 적

외선 신호가 발생되어 셋탑 박스(1) 또는 TV(2)의 사용자 입력 수신부(11 또는 21)로 전송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셋탑 박스(1)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셋탑 박스(1)는 튜닝부(12), 신호처리부(13), 및 화면합성부(14)를 포함한다. 튜닝부(12)는 PIP 모

드에서 외부의 방송 소스(external broadcasting source) 중 2 개의 방송채널로부터 각각 제1 및 2 방송신호를 수신

한다. 신호처리부(13)는 튜닝부(12)에 의해 수신된 제1 방송신호를 처리하여 대응 전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한다. 이 신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부분화면 신호라 한다. 또한, 신호처리

부(13)는 튜닝부(12)에 의해 수신된 제2 방송신호를 처리하여 대응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한

다. 이 신호는 전체화면 신호라 한다. 화면합성부(14)는 신호처리부(13)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합성하여,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신호를 TV(2)로 출력한다. 이 신호는

PIP화면 신호라고 부른다.

「전체 화면」은 소정 방송채널로부터 수신된 방송 신호에 대응하는 방송 화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면이 TV(2)의 

스크린 전체를 커버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부분 화면」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전체 화

면을 구성하는 일부 영역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소정 방송 화면에 소정 방송 프로그램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고 전

체 화면 중 일부 영역에 주식 정보가 중첩되어 표시 될 때 주식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만을 의미한다. 「PIP 화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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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방법에 따라 디스플레이된 화면으로서 「주 화면」과 「부 화면」으로 구성된다. 「주 화면」

은 PIP 화면에서 주로 표시되는 방송 화면을 가리키고 「부 화면」은 주 화면에 매립(embedded)되거나 주 화면과 

나란히 배치되어 부수적으로 표시되는 방송 화면을 가리킨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셋탑 박스(1)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셋탑 박스(1)는 튜너(111), 제1 비디오 처리기(122), 제2 비디오 처리기(123), 콘트롤러(100), 및 

믹서(131)를 포함한다. 나아가, 오디오 처리기(121)를 더 구비한다.

콘트롤러(100)는 리모트 콘트롤러(3)를 통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여 대응 제어 명령을 튜너(111), 제2 비디오 처리

기(123), 및/또는 믹서(131)로 출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튜너(111)로는 수신해야 할 방송 신호의 방송채널을 알려

주는 방송 정보를 전송하고, 제2 비디오 처리기(123)로는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PIP 모드를 선택하였을 경우 미리

설정된 부분 화면을 얻기 위해 대응 방송 신호를 처리할 것을 명령하며, 믹서(131)로는 본 발명에 따른 PIP 화면을 합

성할 것을 명령한다. 이를 위해, 콘트롤러(100)는 부분 화면을 얻기 위한 정보가 미리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방송

채널 별로 대응 부분 화면의 모양 및 크기가 설정된다. 즉, 사용자가 PIP 모드를 선택하여 부분 화면으로 보기를 원하

는 방송채널을 입력하면 콘트롤러(100)는 미리 설정된 바에 따른 부분 화면이 표시되도록 튜너(111), 제2 비디오 처

리기(123). 및 믹서(131)를 제어한다.

튜너(111)는 본 발명에 따른 PIP 모드가 선택되었을 경우 콘트롤러(100)로부터 제공된 채널 정보에 따른 2 개의 방

송채널로부터 각각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한다. 제1 비디오 처리기(122)는 전체 화면을 위한 비디오 처리기이고,

제2 비디오 처리기(123)는 부분 화면을 위한 비디오 처리기이다. 즉, 제1 비디오 처리기(122)는 튜너(111)에 의해 수

신된 제1 방송신호로부터 대응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고 처리하여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전체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제2 비디오 처리기(123)는 튜너(111)에 의해 수신된 제2 방송신호로부터 대응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고 처

리하여 부분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2 비디오 처리기(122)는 제2 

방송신호에 따른 제2 전체 화면에 위치한 스톡티커(stockticker) 화면이 부분 화면으로 표시되도록 제2 방송 신호로

부터 대응 비디오 신호를 추출한다.

오디오 처리기(121)는 전체 화면에 대응되는 오디오 신호를 추출하고 처리한다. 선택적으로, 오디오 처리기(121)는 

부분 화면에 대응되는 오디오 신호를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다. 믹서(131)는 전체화면 신호와 부분화면 신호를 합성

하여, 제1 방송채널로부터 얻어진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서, 제2 방송채널로부터 얻어진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 PIP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PIP 화면의 구성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제1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서 표시되고, 제2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제2 전체 화면 중 선택된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서 표시된다. 즉, 제1 비디오 처리기(122)는 제1 방송신호로부터 제

1 전체 화면에 해당되는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전체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제2 비디오 처리기(123)는 제2 방송신

호로부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화면에 해당되는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믹서(131)는 전

체화면 신호와 부분화면 신호를 믹스하여 도시된 바와 같은 PIP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 PIP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 PIP 화면을 구성하는 부 화면은 제2 전체 화면의 하단에 마련된 띠 형상의 부분 화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PIP 화면의 구성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제1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서 표시되고, 제2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제2 전체 화면 중 선택된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제1 비디오 처리기(122)는 제1 방송신호

로부터 제1 전체 화면에 해당되는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전체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제2 비디오 처리기(123)는 제2

방송신호로부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화면에 해당되는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믹서(13

1)는 전체화면 신호와 부분화면 신호를 믹스하여 대응 주 화면과 부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 PIP

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 PIP 화면을 구성하는 부 화면은 제2 전체 화면의 우측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 화

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PIP 화면의 구성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제1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서 표시되고, 제2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제2 전체 화면 중 선택된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제1 비디오 처리기(122)는 제1 방송신호

로부터 제1 전체 화면에 해당되는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전체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제2 비디오 처리기(123)는 제2

방송신호로부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화면에 해당되는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믹서(13

1)는 전체화면 신호와 부분화면 신호를 믹스하여 대응 주 화면과 부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 PIP

화면 신호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 PIP 화면을 구성하는 부 화면은 제2 전체 화면의 우측에 위치한 기둥 형상의 부

분 화면이다.

이처럼 본 발명에서 부분 화면은 전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한다. 즉, 부분 화면은 다양한 형상으로 추출될 수 있다. 또

한, 본 실시예에서 부 화면은 추출된 부분 화면의 100% 배율에 해당하지만 필요에 따라 부분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

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표시하더라도 종래 PIP 모드와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종래 PIP 모드는 

전체 화면을 할당된 부 화면에 맞도록 축소하였지만, 본 발명에 따른 PIP 모드에서는 전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추출한 다음 이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확대 또는 축소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기초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 처리 방법 및 그에 따른 디스플레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9를 참조하면, TV 시스템은 제1 방송채널로부터 제1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제1 방송신호로부터 제1 전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대응 전체화면 신호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TV 시스템은 제2 방송채

널로부터 제2 방송신호를 수신한 다음 수신된 제2 방송신호로부터 제2 전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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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대응 부분화면 신호를 생성한다(901단계). TV 시스템은 생성된 전체화면 신호

와 부분화면 신호를 합성하여,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서,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한

다(902단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 처리 방법 및 그에 따른 디스플레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TV 시스템은 제1 방송채널로부터 제1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제1 방송신호로부터 제1 전체

화면을 얻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처리한다(1001단계). 다음으로, TV 시스템은 제2 방송채널로부터 제2 방

송신호를 수신한 다음 수신된 제2 방송신호에 대응되는 제2 전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처리한다(1002단계). 제1 전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띠 형상의 화면을 상기 부분 화면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제1 전체 화면에 위치한 스톡티커 화면을 부분 화면으로 추출한다. 다음으로, 상기 1001단

계 및 1002단계에서 얻어진 신호들을 합성하여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1003단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IP 화면의 구현 예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참조번호 a는 주 화면으로서 제1 방송신호에 대응하는 전 체 화면을 나타내며 b는 부 화면으로서 

제2 방송신호에 대응하는 부분 화면으로서의 스톡티커 화면을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소정 방송채널의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 화면 중 일부 영역

에 표시된 정보를 보다 개선된 화질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즉, 종래 PIP 모드와 달리 본 발명에 따른 PIP 모드에서

는 부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전체 화면으로 볼 때의 해상도와 동일한 해상도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는 소정 방송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 화면 중 보기 원하는 정보만을 

보다 개선된 화질로 함께 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송신호로부터 얻어진 방송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방송채널로부터 얻어진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제2 방송채널로부터 얻어진 제2 전체 화면의 일부 영

역을 구성하는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구성된 PIP(Picture-In-Picture)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a) 단계는 (a3) 상기 제1 방송 채널로부터 수신한 제1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제1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상기 전체 화면 신호로서 출력하는 단계와, (a4) 상기 제2 방송 채널로부터 수신한 제2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부분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상기 부분 화면 신호로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 상기 제2 전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띠 형상의 화면이 상기 부분 화면으로 구성된 상기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2) 상기 제2 전체 화면에 위치한 스톡티커(stockticker) 화면이 상기 부분 화면으로 구성된 상기 PIP 화면을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4.
방송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방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제1 방송신호에 대응하는 제1 전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전

체화면 신호로서 출력하는 단계;

(b) 제2 방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제2 방송신호에 대응하는 제2 전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표시하기 위

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부분화면 신호로서 출력하는 단계; 및

(c) 상기 전체화면 신호와 상기 부분화면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상기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

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PIP화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c1) 상기 제2 전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띠 형상의 화면을 상기 부분 화면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송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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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c2) 상기 제2 전체 화면에 위치한 스톡티커 화면을 상기 부분 화면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송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1 및 2 방송채널로부터 제1 및 2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튜닝부;

상기 제1 방송신호를 처리하여 제1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전체화면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2 방송신호

를 처리하여 제2 전체 화면의 일부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하는 신

호처리부; 및

상기 전체화면 신호 및 부분화면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부분 화면은 부 화면으로, 상기 제1 전체 화면은 주 화면으로 

구성된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PIP화면 신호를 출력하는 화면합성부를 포함하되,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제1 방송신호로부터 상기 제1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상기 전체화면 신호로서 출

력하며, 상기 제2 방송신호로부터 상기 부분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상기 부분화면 신

호로서 출력하는 비디오 신호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제1 방송신호로부터 상기 전체 화면과 함께 송출되기 위한 오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출력하

는 오디오 신호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 처리부는 상기 제2 전체 화면에 포함된 스톡티커 화면을 상기 부분 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상기 부분화면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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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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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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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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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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