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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녹화된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녹화설정된 시간에, 녹화요청된 채

널에서 수신되는 영상신호를 녹화한 후, 상기 채널의 프로그램 방송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그 녹화된 시간내에 복수의 프

로그램이 제공되는 지를 확인하고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각각의 프로그램의 비율에 근거하여 상기 녹화된 영상신호

의 타이틀을 결정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녹화, 방송시간, 프로그램, 타이틀, 결정, 디스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예약녹화 구간과 프로그램 방송시간과의 관계를 예시한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녹화 프로그램의 타이틀 결정 방법이 적용된 광 기록매체의 기록/재생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이

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녹화 프로그램의 타이틀 결정방법이 적용된 녹화 흐름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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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방송신호로부터 획득저장되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를 예시한 것이고,

도 5a 및 5b는 예약녹화 구간과 프로그램 방송시간과의 관계 및 이에 따라 녹화구간의 타이틀이 결정되는 예를 각각 도시

한 것이고,

도 6은 예약녹화 구간과 프로그램 방송시간과의 또 다른 관계를 예시한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녹화 프로그램의 타이틀 결정 방법이 적용된 광 기록매체의 기록/재생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이

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광픽업 10: 튜너

11: 디지털 복조부 12: 기록 DSP부

13: 광 구동부 20: RF부

21: 재생 DSP부 22: 디먹서

23: A/V 디코더 24: 합성기

30, 30': 마이컴 31: 서보 제어부

32: 메모리 33: OSD부

34: 시계부 61: 동기신호 복조기

62: PES 엔코더 63: PES 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녹화된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방송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사용자들은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녹화한 후 이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는 경우가 빈

번하다.

그런데,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녹화시에는, 나중에 시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

를 지정하게 되는 데,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정확히 예상되는 시간대에 방송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사용자는 원하

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대보다 더 길게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전 및/또는 후의 일부가 절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방송 프로그램 시간보다 여유있게 예약녹화시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실제 방송시간대

가 어긋나게 되면,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실제 예약녹화에 의해 녹화되는 구간(101)은 사용자가 녹화를 원하는 특정 채

널의 프로그램(102)외에 전 및/또는 후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상당량 포함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620175

- 2 -



한편, 디스크 레코더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녹화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그 프로그램 타이틀(title)

을 자동으로 지정함으로써 녹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여줄 때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이 녹화되었는 지를 타이틀로부터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도 1과 같이 녹화된 시간내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있게 되면 사용자가 녹

화를 원했던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정하여 그 타이틀을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로 결정하여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녹화된 구간에 대해 사용자가 녹화를 원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정확히 추정하여 그 녹화구간의 타이틀로서 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녹화설정된 시간에, 녹화요청된 채널에서 수신되는 영상신호를 녹화한 후, 상기

채널의 프로그램 방송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그 녹화된 시간내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를 확인하고 복수의 프로

그램이 제공되면 각각의 프로그램의 비율에 근거하여 상기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녹화시간대비 각각의 프로그램의 시간 비율에 따라 상기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로 결

정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설정된 녹화시간동안의 기록 데이터량대비 각각의 프로그램의 데이터량의 비율에 따

라 상기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을 결정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실고 있는 패킷들이 운반하는 데이터를 모아

서 상기 프로그램 방송시간 정보를 획득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아날로그 방송신호의 수직동기 신호내의 특정 수평동기 필드에 변조되어 있는 신호에서 데

이터를 복조하여 구한 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상기 프로그램 방송시간 정보를 획득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녹화물의 타이틀 결정 방법 및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녹화물의 타이틀 결정 방법이 적용된 광 기록매체의 기록/재생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녹화하고 재생하는 장치이다.

도 2의 광 기록매체 기록/재생장치는,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동조하는 튜너(10), 동조된 신호에서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

예를 들어 트랜스포트 패킷(transport packet)들로 구성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을 복조하고 패킷헤더를

조사하는 디지털 복조부(11), 상기 트랜스포트 패킷 시퀀스(sequence)를 ECC(Error Correction Code) 포맷으로 구성한

후 기록을 위한 신호로 변조하는 기록 DSP부(12), 입력 신호에 따라 광픽업(2)에 기록빔 구동전류를 인가하는 광 구동부

(13), DVD+/-R과 같은 광 기록매체(1)의 신호를 읽어내거나 또는 상기 광 구동부(13)로부터의 신호를 기록하는 상기 광

픽업(2), 상기 읽혀진 신호로부터 이진화된(binarized) 재생신호와, 포커싱 에러(FE) 신호 및 트래킹에러(TE)를 위한 전기

적 신호를 출력하는 RF부(20), 상기 이진화된 재생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원하는 재생 DSP부(21), 상기 복원된 디지털

데이터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디먹싱(demuxing)하여 엔코딩된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로 출력하고 또한 상기 복원된 디

지털 데이터에서 관리정보 및 네비게이션(navigation) 정보를 분리추출하는 디먹서(22), 상기 엔코딩된 오디오 비디오 데

이터를 디코딩하여 오디오 비디오 신호로 출력하는 A/V 디코더(23), 문자 및 그래픽 신호를 생성하는 OSD부(33), 상기 비

디오 신호와 상기 문자 및 그래픽신호를 합성출력하는 합성기(24), 상기 포커싱 에러신호와 트래킹에러 신호에 따라 상기

광픽업(2)과 그 입사빔( 기록 및 재생을 위한 )을 제어하고 상기 광 기록매체(1)를 회전시키는 스핀들모터(M)를 구동하는

서보 제어부(31),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32), 현재 날짜 및 시간을 추종하는 시계부(34),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

고 기록/재생동작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마이컴(30)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녹화 프로그램의 타이틀 결정방법의 일 실시예인 도 3의 방법에 대해 도 2의 기록/재생장치의 동작과 함께 상

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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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의 기록/재생장치에서는, 동작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상기 튜너(10)에서 현재 설정된 채널의 방송신호가 동조되면

상기 디지털 복조부(11)가 동조된 신호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복조하며, 복조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특정 패킷

ID, 예를 들어 '00'의 값을 갖는 트랜스포트 패킷( 이하, 'TP'라 함 )들을 분리하여 그 패킷에 실려있는 데이터를 상기 마이

컴(30)으로 전송한다. 이 데이터는 현재의 채널에 방송되는 또는 방송될 예정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프로

그램 타이틀, 방송시간, 기타 프로그램의 간단한 설명 등의 조각(fragment)이다.

따라서, 상기 마이컴(30)은 상기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은 후 이를 정해진 포맷에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동조된 채널

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를 구성하여 상기 메모리(32)에 저장한다(S10).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 의해 채널이 전환되

면 그 채널에 대해서도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여 전환된 채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도 또한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

은 방법에 의해 상기 메모리(32)에는 도 4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가 저장된다. 상기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는

모든 채널에 대해 획득될 필요가 없으며, 예약녹화를 위해 특정 채널을 동조하는 시점에 그 채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시

간표만을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사용자는 상기 기록/재생장치에 구비된 사용자 입력수단, 예를 들어 리모컨(Remote controller)과 같은 입력장치를

통해 자신이 녹화하고자 하는 채널, 그리고 프로그램의 예상 방송시간대를 입력하여 예약녹화를 설정한다(S11). 이 입력

은 상기 마이컴(30)에 미리 구비된(embeded)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입력을 위한 화면은 상기 마이컴(30)의 제어에 의해 상기 OSD부(33)에서 생성하는 문자 및 그래픽화면으로 구성된

다. 리모컨 신호의 수신은 통상의 적외선 수신수단( 미도시 )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상기 마이컴(30)에 의해서 해석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예약녹화를 설정하게 되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상기 기록/재생장치는 대기상태가 된다. 대기상태에서

는, 시간 확인과 사용자의 전원 On/Off 요청을 확인할 수 있는 동작에 필요한 구성요소이외에는 동작전력을 제공하지 않는

다.

상기 마이컴(30)은 대기상태에서 상기 시계부(34)에서 추종하고 있는 현재의 날짜/시간이 상기 설정된 예약녹화 시간대의

시작시간이 되는 지를 감시한다(S12). 시작시간 또는 1~2분전이 되면 모든 구성요소에 동작전원을 인가하여 동작상태로

전환하면서 상기 튜너(10)를 제어하여 예약녹화된 채널을 동조시키게 된다. 예약녹화 시작전에 채널을 동조시키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 방송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상기 서보 제어부(31)를 제어하여

상기 장착된 디스크(1)가 적정한 기록배속이 되도록 회전시킨다.

동조된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기 디지털 복조부(11)에 의해 트랜스포트 패킷들로 복조되는 데, 방송 시작

시간부터는 이 패킷들은 상기 기록 DSP부(12)에 의해 에러정정을 위한 ECC포맷으로 구성된 후 기록용 신호로 변조되어

상기 광 구동부(13)와 광픽업(2)을 통해 회전하고 있는 상기 디스크(1)에 트랙을 따라 기록되기 시작한다. 이 기록동작은,

상기 설정된 예약녹화 시간대의 종료시간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S13).

상기 시계부(34)로부터 확인되는 시간이 녹화 종료시간이면(S14), 상기 마이컴(30)은 현재의 기록동작을 종료하고, 기록

된 구간에 대한 타이틀을 결정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상기 마이컴(30)은 상기 메모리(32)에 획득저장되어 있

는 각 채널의 프로그램 시간표에서 상기 녹화된 채널의 프로그램 시간표를 검색하여, 상기 녹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적

어도 일부가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을 찾는다. 그리고, 찾아진 프로그램들 중에서 상기 녹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내에서 가

장 긴 방송시간을 갖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읽어서 녹화된 구간에 대한 타이틀로 결정한

다(S15).

도 5a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약녹화에 의해 녹화된 시간이 오후 8:40 분에서 9:45분이고, 그 시간대에 세 개의 프로그

램(Program A, B, C)의 적어도 일부가 방송된 경우, 프로그램 A의 포함시간은 8:40분부터 8:50분까지 10분, 프로그램 B

의 포함시간은 8:50분부터 9:38분까지 48분, 그리고 프로그램 C의 포함시간은 9:38분부터 9:45분까지 7분이 된다. 따라

서, 녹화된 시간내에 가장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B이므로 본 발명에 따라 8:40분부터 9:45분까지 녹화된 구

간(500)에 대해, 프로그램 B의 타이틀, "토크 쇼"를 상기 메모리(32)에 저장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에서 읽어서

그 구간(500)의 타이틀로 부여한다.

다른 실시예로서, 녹화시간내에 포함된 시간길이가 아닌 기록된 데이터 크기의 비율로 녹화 구간의 타이틀을 결정할 수도

있다.

상기 마이컴(30)은 녹화가 시작되면,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 시간표를 검색하여 녹화설정된 시간내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시점을 검출하여 이를 기억한 다음, 각 경계 시점 또는 녹화종료시점이 되면 그 때까지 상기 디스크(1)에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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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크기를 각각 검출저장한다. 그리고, 녹화가 종료되면 각 구간의 데이터량에 따라 녹화 구간의 타이틀을 결정한

다. 예를 들어, 도 5a의 경우에, 8:40부터 8:50까지 기록된 데이터 크기(DS1), 8:50분부터 9:38분까지 기록된 데이터 크기

(DS2), 그리고 9:38분부터 9:45분까지 기록된 데이터 크기(DS3)를 각각 검출한 다음, 전체 데이터량, 즉

DS1+DS2+DS3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이터 크기를 갖는 구간의 프로그램 타이틀을 상기 녹화 구간의 타이틀

로 결정한다.

전술한 방법에 의해 녹화된 구간에 대해 타이틀이 부여되면 상기 마이컴(30)은 녹화된 시간과 채널, 그 타이틀 그리고 녹

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도 5b와 같이( 도 5a의 예에 대해 ) 하나의 녹화 엔트리(entry)로 구성하여 상기 디스크(1)의 관리

정보 영역에 기록한다(S16). 녹화 위치에 대한 정보는, 녹화된 구간에 대한 위치정보를 갖고 있는 셀(Cell) 정보를 인덱싱

(indexing)할 수 있는 번호이거나, 녹화된 구간에 대해 할당된 파일명 또는 녹화된 구간에 대한 물리적 시작 및 끝주소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디스크상의 구간위치를 알려주는 공지의 다양한 정보일 수 있다.

한편, 예약녹화의 구간에 적어도 일부가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 후반부에 녹화된 프로그램의 길

이가 전체 녹화시간의, 예를 들어 40%이상이면 후반부의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녹화구간의 타이틀로 결정한다. 50%이하

임에도 후반부 프로그램의 타이틀로 결정하는 이유는, 통상, 방송 프로그램의 실제 방송이 예정된 시간대보다 늦게 방송되

는 경우가 빨리 방송되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방송지연의 경우에는, 녹화구간 시간대의

두 프로그램의 포함 시간대가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 6과 같은 경우라고 하면, 녹화구간(600)내에 프로

그램 B의 전체 녹화시간에 대한 비율이 약 46.2% (=30/65) 이어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제시된 비율 40%를 넘어서

므로 프로그램 B의 타이틀을 상기 녹화된 구간(600)의 타이틀로 결정하여 녹화 엔트리로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녹화구

간에 2개의 프로그램이 속하는 경우, 후반부 프로그램의 시간의 비율이 너무 낮으면, 예를 들어 전체의 40%이하이면 이는

전반부의 프로그램의 타이틀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예약녹화 시간대에 원하지 않는 방송의 상당부분, 즉

60%이상이 녹화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녹화 및 타이틀 결정이 적어도 1회 이상 이루어지고 나면 녹화리스트가 생성되는 데, 이 녹화리스트는 사용자의

녹화 프로그램 확인요청시에 상기 디스크(1)로부터 읽혀진다. 상기 디스크(1)로부터 상기 광픽업(2)에 의해 읽혀진 고주

파 신호는 상기 RF부(20)와 재생 DSP부(21)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는 데, 이 때 관리 및 네비게이션 정보( 상기

녹화리스트 포함 )의 데이터는 상기 마이컴(30)에 전해지고 A/V 데이터 스트림은 후단의 디먹서(22)에 전달된다.

상기 재생 DSP부(21)로부터 전달되는 녹화리스트 정보를 상기 메모리(32)에 임시 저장한 다음, 출력화면에 맞게 구성하

여 상기 OSD부(33)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화면상에 출력된 리스트에서 하나의 녹화 엔트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녹화된 구간에 대한 타이틀을 보고서 자신이 원하는 녹화 프로그램을 리스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화면 표시된 녹화리스트에서 하나의 녹화 엔트리가 선택되면 상기 마이컴(30)은 그 선택된 엔트리의 녹화구간 위치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서보 제어부(24)를 제어하여 상기 광픽업(2)을 해당 위치로 이동시켜 읽기 동작이 이루어지게 한다. 읽혀지

는 녹화구간의 데이터 스트림은 앞서 설명한 바에 따라 상기 디먹서(22)에 전달되고, 디먹서(22)는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

림에서 엔코딩된 A/V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A/V 디코더(23)에 인가함으로써 A/V 신호로 출력되게 한다. 이로써 사용

자는 녹화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신호가 아닌 아날로그 방송신호에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아날로그 방송신호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NTSC방식일 때, 수직 동기신호내의 특정 정해진 위치의 수평

동기신호에, 예를 들어 2바이트의 정보 조각(fragment)이 변조되어 실리게 된다. 따라서, 도 7과 같이 기록/재생장치를 구

성하면 아날로그 방송신호에 대해서도 상기 설명된 도 3의 방법이, 예를 들어 도 5a 및 도 6에와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적

용되어 녹화구간에 대한 타이틀이 결정되어 이를 사용자에게 녹화리스트로서 보여줄 수 있다.

도 2의 장치와는 다른 도 7의 기록/재생장치의 구성으로서, 동기신호 복조기(61), PES 엔코더(62), 그리고 PES 디코더

(63)가 포함된다. 상기 동기신호 복조기(61)는 앞서 언급한 특정 동기신호에 변조되어 있는 2-바이트의 데이터를 검출하

여 마이컴(30')에 제공하고, 상기 PES 엔코더(62)는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 후 이를, 예를 들어 MPEG방식

으로 엔코딩하고 그 엔코딩된 데이터를 오디오와 비디오의 PES (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들로 변환하여 먹

싱(muxing)한 다음 기록 DSP(12)에 인가한다. 그리고, 재생단에 있는 PES 디코더(63)는 상기 PES 엔코더(62)의 역작용

을 수행하는 데, 입력되는 먹싱된 PES 패킷 시퀀스로부터 오디오 및 비디오 PES 패킷분리하여 이로부터 각각 A/V 신호를

디코딩 출력한다.

한편, 상기 마이컴(30')은 상기 입력되는 2바이트의 정보 조각들을 모아서 이를 정해진 포맷으로 구성함으로써 도 4와 같

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를 구성하여 녹화된 구간에 대한 타이틀 결정시에 참조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620175

- 5 -



한편, 본 발명은 전술한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여러 가지로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은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

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에 의한 실시가 이하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기술사상 역시 본 발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르면, 예약녹화한 시간대가 녹화를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실제 방송시간과 다소 어

긋나더라도 예약녹화에 따라 녹화한 구간에 대한 프로그램 타이틀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결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올바른

녹화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녹화 설정된 시간내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를,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결과,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에 녹화된 각각의 프로그램의 시간길이에 따라,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동안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을,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 중 임의의 한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타이틀로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물의 타이틀 결정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상기 영상신호 녹화전에 수신된 해당 채널의 방송신호로부터 검출하여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물의 타이틀 결정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을 그 영상신호의 녹화시간과 함께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물의 타이틀 결정방법.

청구항 5.

녹화 설정된 시간내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를,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결과,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동안의 총 기록량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동안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을,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 중 임의의 한 프로그램에 대

응하는 타이틀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물의 타이틀 결정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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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영상신호를 녹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방송신호의 임의 채널을 동조하여 영상신호와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하는 수신부;

상기 검출된 영상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기록된 신호를 읽어내는 기록/재생부;

상기 검출되는 프로그램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부; 및

사용자로부터 녹화 설정된 시간에 상기 수신부를 제어하여 녹화 요청된 채널의 영상신호가 출력되어 상기 기록/재생부에

의해 상기 기록매체에 녹화되도록 하고,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내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를, 상기 저장부의 프

로그램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고,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에 녹화된 각각의 프로그램의 시간

길이에 따라, 상기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을,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 중 임의의 한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타이틀로 결정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방송신호의 임의 채널을 동조하여 영상신호와 프로그램 정보를 검출하는 수신부;

상기 검출된 영상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기록된 신호를 읽어내는 기록/재생부;

상기 검출되는 프로그램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부; 및

사용자로부터 녹화 설정된 시간에 상기 수신부를 제어하여 녹화 요청된 채널의 영상신호가 출력되어 상기 기록/재생부에

의해 상기 기록매체에 녹화되도록 하고,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내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를, 상기 저장부의 프

로그램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고, 복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 동안의 총 기록량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기 녹화 설정된 시간 동안 녹화된 영상신호의 타이틀을,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 중 임

의의 한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타이틀로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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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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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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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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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620175

- 11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6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6
청구의 범위 6
도면 7
 도면1 8
 도면2 8
 도면3 9
 도면4 9
 도면5a 10
 도면5b 10
 도면6 10
 도면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