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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기능 티브이의 두화면 동시 표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티브이의 두화면 동시 시청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의 웹 페이지와 현재의 웹 페이지를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에게  정보  검색의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창안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
(TLINE)가 소정 개수 이상인지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전체 라인수(TLINE)가 소정 개수 이하이면 하
나의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전체 라인수(TLINE)가 소정 개수 이상이면 하나의 화면을 두화면
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인터넷 기능 티브이의 블록도. 

도 2는 도 1에서 텍스트 데이터의 확대를 보인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두화면 동시 표시를 보인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위한 신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두화면 동시 표시를 보인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위한 신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10 : 마이크로 컴퓨120 : 두화면 영상 처리부 

121,122 : 프레임 메모리 123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130 : 디스플레이부 140 : 인터넷 정보 처리부 

141 : 마이크로 프로세서142 : 램(RAM) 

143 : 롬(ROM)144 : 플래시(Flash) 메모리 

145 : 비디오 처리부 146 : 모뎀(MODEM)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티브이(TV)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 기능 티브이에서 두화면을 동시에 시청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기능 티브이의 두화면 동시 표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터넷(Internet)의 여러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데, 한 예로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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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 아닌 주부 등을 위한 가정용 서비스의 제공이다. 

이러한 가정용 서비스는 인터넷 티브이(Internet TV)에서 리모콘으로 해당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 이용
할 수 있다. 

이때, 인터넷의 웹(Web) 페이지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시청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티브이 화면으
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피씨(PC)는 시청 거리가 1m 내외로 모니터 가까이에서 시청을 하지만 티브이(TV)는 화면이 크고 시청 
거리가 2∼3m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시청을 하므로 피씨(PC) 화면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는 웹(Web) 페이
지를 티브이(TV) 화면으로 보기에는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인다. 

또한, 티브이 화면의 해상도는 컴퓨터 모니터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글자를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티브이 화면에서 시청하기 위하여 글자를 확대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술은 웹 페이지의 글자를 확대하는데, 글자를 확대할 경우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인터넷의 정보량이 적어지므로 티브이의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글자수가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웹 페이지의 데이터량이 한 화면분량이상인 경우 일부의 정보만을 표시하게 되어 전체 
화면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티브이의 두화면 동시 시청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의 웹 페이지
와 현재의 웹 페이지를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정보 검색의 편리성을 제공하
도록 창안한 인터넷 기능 티브이의 두화면 동시 표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TLINE)가 소정 개수 이상인지 판별하
는 단계와, 상기에서 전체 라인수(TLINE)가 소정 개수 이하이면 하나의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에
서 전체 라인수(TLINE)가 소정 개수 이상이면 하나의 화면을 두화면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수행
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홈 페이지의 특정 항목이 선택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특정 항목이 선택되면 현재의 페이지를 이전 페이지하여 화면의 좌측에 표시하고 선택 항목의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로 하여 화면의 우측에 표시하는 단계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 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위한 인터넷 기능 티브이의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 접
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그 저장된 정보를 티브이용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인터넷 정
보 처리부(140)와, 이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의 비디오 출력 신호를 두화면 처리 제어 신호에 따라 선
택적으로 두화면 처리하는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와, 이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의 영상 출력 신호를 
처리하여  씨알티(CRT)에  전송하여  영상으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130)와,  상기  인터넷  정보 처리부
(140)를 제어하면서 두화면 표시가 필요한 경우 상기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에서 두화면 처리하도록 제
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110)로 구성한다. 

상기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는 인터넷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는 모뎀(146)과, 인터넷 처리중의 필
요 정보의 저장 또는 연산을 위한 램(142)과, 프로그램의 갱신 또는 브라우저의 캐시 메모리 역할 혹은 
전자 우편 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144)와, 실행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롬(143)과, 상기 모뎀
(146)으로 수신되는 인터넷 정보를 티브이용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으로 전송
하는 비디오 처리부(145)와, 마이크로 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인터넷 처리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41)로 구성한다. 

상기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는 마이크로 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두화면 처리의 경우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에서의 비디오 신호를 분할하여 각기 저장하는 프레임 메모리(121)(122)와, 상기 프레임 메모
리(121)(122)의 출력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아날로그 변환하여 디스플레이부(130)에 출력하는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기(123)으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동작 및 작용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가 한 화면 분량을 넘는 경우 화면을 두 개로 분리하여 홈 
페이지 전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인터넷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특정키를 입력하면 이를 감지한 마이크로 컴퓨터(110)는 인터
넷 정보 처리부(140)에 인터넷 접속을 명령하게 된다. 

이때,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는  마이크로  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마이크로  프로세서(141)가 롬
(143)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뎀(146)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게 된다. 

이 후, 인터넷에 접속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141)는 모뎀(146)으로 수신되는 인터넷의 홈 페이지 데이터
를 입력으로 그 텍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확대하고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TLINE)가 '480' 라인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는데, 만일, 전체 라인수(TLINE)가 '480' 라인 이상이면 이를 마이크로 컴퓨터(110)에 알리
게 된다. 

상기에서 텍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확대하는 이유는 티브이(TV)의 경우 일정 거리에서 시청하는 것으로 현
재 컴퓨터 모니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홈 페이지는 텍스트의 크기가 작으므로 멀리서 시청할 때 인식하

8-2

1019970013658



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텍스트 크기의 확대는 도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HTML 텍스트 데이터중 폰트 크기의 정보를 갖고 있
는 <hn></hn> 정보를 변환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로써 멀리서도 쉽게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TLINE)가 '480' 라인을 넘지 않는 경우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는 
마이크로 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2개의 프레임 메모리(121)(122)중 하나에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
의 비디오 처리부(145)에서 변환된 티브이용 비디오 신호를 저장하고 그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디지털/아
날로그 변환기(123)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부(130)에 전송함에 의해 씨알티(CRT)에 홈 
페이지의 전 화면을 표시하게 된다. 

만일,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TLINE)가 '480' 이상이라면 마이크로 컴퓨터(110)는 두화면 영상 처리부
(120)에 두화면 처리를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므로 상기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는 인터넷 정보 처리
부(140)의 비디오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480' 라인까지의 데이터는 프레임 메모리(121)에 저장하고 그 
'480' 라인 이후의 데이터는 프레임 메모리(122)에 저장하여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23)에서 순차적으
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부(130)에 전송함에 의해 그 디스플레이부(130)에서 씨알티(CR
T)의 화면에 두화면의 영상으로 표시하게 된다. 

즉,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TLINE)가 '480' 라인 이상인 경우 종래에는 한 화면에 표시함으로 도3 의 
(a)와 같이 표시되어 '480' 라인 이 후의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데, 본 발명을 적용하면 도3 의 (b)와 
같이 표시되어 전체 데이터를 표시하게 된다. 

상기의 동작은 도4 의 신호 흐름도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되어진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이전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인터넷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특정키를 입력하면 이를 감지한 마이크로 컴퓨터(110)는 인터
넷 정보 처리부(140)에 인터넷 접속을 명령하게 된다. 

이때,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는  마이크로  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마이크로  프로세서(141)가 롬
(143)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뎀(146)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게 된다. 

이 후, 인터넷에 접속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141)가 모뎀(146)으로 수신되는 인터넷의 홈 페이지 데이터
를 연산하여 그 텍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확대하고 그 텍스트 데이터를 비디오 처리부(145)에서 티브이용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는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로부터의 텍스트 데이터를 프레임 메모리
(121)에 저장하고 그 저장 데이터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23)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디스플
레이부(130)에 출력함에 의해 씨알티(CRT)의 화면에 홈 페이지를 표시하게 된다. 

이때, 마이크로 컴퓨터(110)는 키 입력을 점검하여 현재의 홈 페이지에서 한 항목이 선택되는지 점검하여 
항목이 선택되는 경우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인터넷 정보 처리부(140)는 인터넷으로
부터 그 항목의 홈 페이지를 수신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확대한 후 티브이용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
여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의 프레임 메모리(122)에 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화면  영상  처리부(120)가  마이크로  컴퓨터(110)의  제어에  의해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123)가 프레임 메모리(121)(122)의 저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부
(130)에 출력함에 의해 씨알티(CRT)의 화면에 도5 의 (a)와 같이 두화면을 표시하게 된다. 

이 후, 도5 의 (a)와 같이 두 개의 홈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을 때 이전 페이지에서 다른 항목 예를 들어, 
도5 의 (b)와 같이 '미국'이 선택된 경우 이전의 홈 페이지는 동일하게 표시되고 동시에 현재의 홈 페이
지는 '미국'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게 된다. 

또한, 도5 의 (a)와 같이 두 개의 홈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을 때 현재 페이지에서 한 항목 예로, '대구'
를 선택한 경우 도5 의 (c)와 같이 현재의 페이지를 이전 페이지로 표시함과 동시에 '대구'에 대한 정보
를 현재 페이지에 표시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동작은 도6 의 신호 흐름도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되어진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일 실시예의 경우 홈 페이지의 분량이 한 화면 분량 이상이
면 두 개의 화면으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다른 실시예의 경우 이전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동시에 한 화
면에 표시함으로써 많은 분량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  페이지의  전체  라인수(TLINE)가  소정  개수  이상인지  판별하는  제1  단계와,  상기에서  전체 라인수
(TLINE)가 소정 개수 이하이면 하나의 화면에 표시하는 제2 단계와, 상기에서 전체 라인수(TLINE)가 소정 
개수 이상이면 하나의 화면을 두화면으로 분리하여 홈 페이지의 전체 정보를 표시하는 제3 단계를 수행함
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기능 티브이의 두화면 동시 표시 방법. 

청구항 2 

홈 페이지의 특정 항목이 선택되는지 판단하는 제1 단계와, 상기에서 특정 항목이 선택되면 현재의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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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전 페이지로 하여 화면의 좌측에 표시하고 선택 항목의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로 하여 화면의 우측
에 표시하는 제2 단계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기능 티브이의 두화면 동시 표시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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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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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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