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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받아, 선택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하고,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널들간 채널 절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채널 절환/관리 방법 및 방송 수신

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르는 방송 수신기의 채널 절환 방법은, 상기 방송 수신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선택에 따라 다

양한 프로그램 종류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채널 절환이 요청되면,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널들간 채널 절환을 이행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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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방송 수상기의 채널 절환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송 수상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선택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류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채널 절환이 요청되면,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널들간 채널 절환을 이행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절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그룹은 비디오 및 오디오 및 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비디오 및 오디오로 구성되는 프로

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비디오 및 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오디오 및 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비디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오디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데이터로 구

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절환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그룹내 채널들 각각의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에 따라 같은 종류의 채널별로 상기 채널들을 정렬하는 단계;

채널 절환시 상기 정렬된 채널 순서에 따라 현재 튜닝 중인 채널에서 인근 채널로 채널 절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절환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각 실제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PID(PACKET ID) 또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데이터 또는 VCT

(VIRTUAL CHANNEL TABLE)를 통해 각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검출하여 각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절환 방법.

청구항 5.

채널 관리 방법에 있어서,

채널 맵의 표시가 요청되는지를 체크하는 제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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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 맵의 표시가 요청되면, 상기 채널 맵을 통해 표시되는 채널들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를 독출하는 제2단계;

상기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에 따라 상기 채널들이 구분되게 표식된 채널 맵을 표시하는 제3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가, 상기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에 따라 상기 채널들을 정렬하여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각 실제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PID(PACKET ID)또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데이터 또는 VCT

(VIRTUAL CHANNEL TABLE)를 통해 각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검출하여 각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맵의 채널들은 방송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으로 표식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맵에는 각기 다르게 표식된 채널들에 대한 방송 종류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표시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관리 방법.

청구항 10.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종류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채널들로 구성된 채널 그룹을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프로그램 종류를 선택받아, 상기 선택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들로 채널 그

룹을 구성하여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채널 절환이 요청되면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

널들간 채널 절환을 이행하도록 제어는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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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그룹은 비디오 및 오디오 및 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비디오 및 오디오

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비디오 및 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오디오 및 데이터로 구

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비디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오디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

는 채널, 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프로그램 종류별 채널 정렬 요청에 따라, 상기 채널 그룹내 채널들 각각의 방송되는 프로

그램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를 독출하고, 상기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에 따라 같은 종류의 채널별로 상기 채

널들을 정렬하여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채널 절환이 요청되면, 상기 정렬된 채널들

중 현재 튜닝 중인 채널에서 인근 채널로 채널 절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3.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해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신호 출력부;

소정 OSD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를 믹싱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 출력부로 제공하는 비디오 신호 처리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채널들에 대한 방송 종류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및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채널 맵의 표시가 요청되면, 상기 채널 맵을 통해 표시되는 채널들에 대한 방송 종류 식

별정보를 독출하고,

상기 방송 종류 식별정보에 따라 상기 채널들이 구분되게 표식된 채널 맵을 표시하기 위한 OSD 데이터를 상기 비디오 신

호 처리부에 제공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등록특허 10-0686152

- 4 -



상기 각 실제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PID(PACKET ID) 또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데이터 또는 VCT

(VIRTUAL CHANNEL TABLE)를 통해 각 채널의 방송 종류를 검출하여 각 실제 채널에 대한 방송 종류 식별정보를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채널 맵의 채널들은 방송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으로 표식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채널 맵을 표시하기 위한 OSD 데이터에 각기 다르게 표식된 채널들에 대한 방송 종류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정렬 요청에 따라, 상기 채널 맵에 표시되는 채널들을 각 채널의 프

로그램 종류 식별정보에 따라 정렬하여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 수신기의 채널 절환/관리 방법 및

그에 따른 방송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와 같은 고품위의 차세대 디지털 방송이 상용화되어 서비스되

기에 이르렀다.

상기 HDTV 수상기의 고성능화에 따라 상기 HDTV 수상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송신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아날로그의 텔레비전 방송 및 유선 방송, DTV 방송과 더불어 오디오 방송이나 텍스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HDTV

수상기도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등록특허 10-0686152

- 5 -



이와 같이 HDTV 수상기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상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사용 습관에 따라 상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할 수도 있고, 일부

만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일부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사용 습관에 따라 비디오 및 오디오로

구성된 프로그램만을 시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 습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선택된 종류의 프로

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그룹을 설정하여, 상기 설정된 채널 그룹내의 채널간 절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

망되었다.

또한 상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한 채널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일련되게 채널 번호가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채널 절환중에 비디오 및 오디오가 포함된 프로그램, 오디오만 포함된 프로그램, 비디오만 포함된 프로그램, 데이터만 포

함된 프로그램 등이 혼합되어 채널 번호가 부여되었다. 이는 상기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에게는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가 오동작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또는 어느 한 종류의 프로그램만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사용상의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한 채널을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일련되게 채널을 정렬하고, 상기 정렬된 상태의

채널간 절환을 가능하게 하며, 상기 정렬된 상태의 채널맵을 표시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

의 개발이 요망되었다.

또한 HDTV 수상기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채널 맵에는 각 채널로 방송

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널 맵에 표시되는 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종류별로 각 채널을 상이하게 표식함으로써, 사용자가

채널 맵의 채널들 각각에 대한 방송 종류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요망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

하여, 선택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하고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널들간 채널 절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채널 절환/관리 방법 및 방송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정렬하여 채널 절환을

가능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정렬된 채널 맵을 표시하는 채널 절환/관리 방법 및 방송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채널 맵에 표시되는 각 채널을 각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식

하는 채널 관리 방법 및 방송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이루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는 방송 수신기의 채널 절환방법은, 상기 방송

수신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선택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종류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채널 절환이 요청되면,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널들간 채널 절환을 이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구성을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제어부(100)는 상기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를 전반적으로 제어함은 물론이며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예에 따른 채널 절환/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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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설명하면, 제어부(100)는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선택된 프로그램 종

류에 대한 채널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하며, 사용자의 채널 절환 요청에 따라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널들간 채널 절환을 이

행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을 프로그램 종류별로 정렬하고, 사

용자의 채널 절환 요청에 따라 상기 정렬된 채널들간의 채널 절환을 이행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방송에 대한 채널들을 표시하는 채널 맵을 상기 프로그램 종류

별로 정렬되게 표시하거나, 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별로 다르게 표식하여 표시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OSD 데이터를 생성하여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로

제공하여, 출력 비디오 신호에 OSD 데이터를 믹싱하여 출력토록 한다.

메모리부(102)는 제어부(100)의 제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며,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채널 그룹 정보 및 가상 채널 테이블, 채널별 방송 종류 식별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채널별 방송 종류는 PSIP

(PROGRAM SERVICE INFORMATION PROTOCOL) 패킷내의 VCT(VIRTUAL CHANNEL TABLE)를 파싱하여 획득

한 PID(PACKET ID)를 토대로 판별된다. 즉, 제어부(100)는 각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패킷이 비디오 패킷만으로 이루어

졌으면 텍스트 프로그램으로 판별하고, 오디오 패킷만으로 이루어졌으면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판별하고, 오디오 및 비디

오 패킷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으로 판별하며, 각 판별 결과에 따른 채널별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

를 메모리부(102)에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PID를 이용하지 않고 EPG(ELECTRONIC PROGRAM GUIDE)를 통해서도 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

램의 종류를 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어부(100)는 상기 EPG 데이터를 통해 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를 검출하여, 채널별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를 생성하여 메모리부(102)에 저장한다.

또한 VCT(Virtual Channel Table)를 통해서도 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어

부(100)는 상기 VCT를 통해 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검출하여, 채널별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를 생

성하여 메모리부(102)에 저장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04)는 키패드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사용자로부터의 각종 명령 또는 정보를 입력

받아 제어부(100)로 제공한다.

튜너부(106)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중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른 채널을 튜닝하고, 튜닝된 채널을 통해 수신된

TS(TRANSPORT STREAM)을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으로 복원하고, 상기 비디오 스트림 및 오

디오 스트림은 비디오/오디오 신호 절환부(110)를 통해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에 제공한다. 그

리고 튜너부(106)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제어부(100)로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는 상기 EPG 데이터가 포함된

다.

비디오/오디오 신호 절환부(110)는 외부신호 입력부(108)를 통해 수신되는 외부신호 또는 튜너부(106)를 통해 수신되는

방송신호를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로 제공한다.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는 비디오/오디오 신호 절환부(110)를 통해 수신되는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함과 아울러 처리하여 비디오 신호 출력부(114) 및 오디오 신호 출력부(118)로 제공한다. 또한 엠

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는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른 OSD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 출력부(114)로

출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믹싱하여 비디오 신호 출력부(114)로 제공한다.

비디오 신호 출력부(114)는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가 제공하는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이 모듈

(116)을 통해 출력한다.

오디오 신호 출력부(118)는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가 제공하는 오디오 신호를 스피커(120)를 통

해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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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며, 설명의 편이상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채널 그룹을 설정하는

과정,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종류별로 채널을 정렬하여 채널 절환을 이행하며, 정렬된 채널로 채널 맵을 구성하

는 과정,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채널 맵에 표시되는 채널식별정보를 프로그램 종류별로 상이하게 표식하는 과정으로 나누

어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채널 그룹을 설정하는 과정을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제어부(1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04)를 통한 채널 그룹 설정 명령이 수신되는지를 체크

한다(200단계).

상기 사용자에 의한 채널 그룹 설정 명령이 수신되면, 제어부(100)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채널 그룹에 포함시킬 프로

그램 종류를 입력받기 위한 안내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OSD 데이터를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로

제공한다.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112)는 상기 OSD 데이터를 출력 비디오 신호에 믹싱하여 출력함으

로써, 디스플레이부(116)의 화면으로 상기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안내 화면이 표시된다(202단계).

상기 도 3에 도시한 안내화면은 프로그램 종류별, 즉 비디오+오디오+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의 방송채널, 비디오

+오디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의 방송채널, 비디오+데이터 프로그램의 방송채널, 오디오+데이터 프로그램의 방송채널,

비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채널, 오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채널, 데이터 프로그램의 방송채널 각각에 대해 채널 그룹에 포함시

키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선택버튼들(300~312)이 포함된다.

상기한 안내화면을 통해 사용자는 채널 그룹에 포함시킬 방송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채널 그룹내에

비디오+오디오+데이터 프로그램의 방송 채널들만을 포함시키거나, 비디오+오디오+데이터 프로그램 및 비디오+오디오

프로그램의 방송 채널들만을 포함시키거나, 비디오+오디오+데이터 프로그램 및 비디오+오디오 프로그램 및 비디오+데

이터 프로그램들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듯 본 발명은 사용자에 취향에 부합되게 채널 그룹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안내 화면을 통한 채널 그룹에 포함시킬 프로그램 종류가 입력되면(204단계), 제어부(100)는 입력된 프로그램 종류

에 따른 채널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한다(206단계).

상기한 채널 그룹의 구성이 완료된 후, 제어부(1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04)를 통한 채널 절환이 요청되는지를 체크

한다(208단계).

상기 채널 절환이 요청되면, 제어부(100)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채널들로 구성된 채널 그룹

내의 채널들간의 채널 절환을 이행한다(210단계).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다양한 종류의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시청하기를 원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로만 채널 그룹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상의 편리함을 극대화시

킨다.

이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종류별로 채널을 정렬하여 채널 절환을 이행하며, 상기 정렬된 채널에 따른 채널 맵

을표시하는 과정을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제어부(1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04)를 통해 사용자가 프로그램 종류별 채널 정렬을 요

청하는지를 체크한다(400단계).

상기 사용자가 프로그램 종류별 채널 정렬을 요청하면, 제어부(100)는 유효한 채널들인 실제 채널들 각각에 대한 프로그

램 종류 식별정보를 메모리부(102)로부터 독출하고, 동일한 프로그램 종류별로 유효 채널들을 정렬한다(402단계).

상기한 채널들의 정렬 후에, 제어부(1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04)를 통해 사용자가 채널 업/다운 등의 채널 절환을 요

청하는지를 체크한다(404단계).

상기 사용자가 채널 업/다운 등의 채널 절환을 요청하면, 제어부(100)는 상기 정렬된 채널들중 현재 튜닝중인 채널의 상/

하에 위치하는 채널을 검색한다(406단계). 상기 현재 튜닝중인 채널의 상/하에 위치하는 채널이 검색되면, 제어부(100)는

검색된 채널을 튜닝하도록 튜너부(106)를 제어함으로써, 채널 절환을 이행한다(4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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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은 프로그램 종류별로 채널을 정렬하여,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사용자가 채널 맵의 표시를 요청하는지를 체크한다(412단계). 상기 채널 맵의 표시가 요청되면, 제어

부(100)는 프로그램 종류별로 정렬된 채널순서에 따른 채널 맵을 표시한다(414단계).

즉, 채널 맵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채널 번호가 아닌 프로그램 종류별로 정렬된 채널순서로 표시된다. 좀더 설명하면,

채널 맵에는 비디오+오디오+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인 채널 3, 15, 50, 82,100, 비디오+오디오로 구

성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인 채널 5, 11, 17, 51, 53, 79, 99, 비디오+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인

채널 16, 20, 61 등의 순서로 채널식별정보가 표시된다.

이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채널 맵에 표시되는 채널식별정보를 방송 종류별로 상이하게 표식하는 방법을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제어부(1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04)를 통해 사용자가 채널 맵에서 프로그램 종류별로

채널을 표식하도록 설정하는지를 체크한다(600단계). 상기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 종류별 채널 표식의 설정이 요청되면,

제어부(100)는 채널 맵의 표시시에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채널을 표식할 것을 나타내는 소정 플래그를 설정한다(602단계)

. 상기한 설정 과정은 상기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메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편리를 위해 상기 설정과정을 생략

할 수도 있다.

상기 제어부(1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04)를 통해 사용자가 채널 맵의 표시를 요청하는지를 체크한다(604단계). 상

기 사용자가 채널 맵의 표시를 요청하면, 제어부(100)는 상기 소정 플래그의 상태를 체크하여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채널

을 표식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606단계). 상기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채널을 표식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으

면, 제어부(100)는 일반적인 채널 맵을 표시한다(610단계).

이와 달리, 상기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채널을 표식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제어부(100)는 채널 맵에 표시되는 모든 채널

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종류 식별정보를 메모리부(102)로부터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프로그램 종류 식별정보에 대

응되게 상기 채널이 표식된 채널 맵을 표시한다(708단계).

상기 채널 맵의 표시예를 도시한 도 7에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각 채널이 각기 상이하게 표식된 채널맵이 표시되어 있

다. 즉, 비디오+오디오+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인 채널 3, 15, 50, 82, 100 등은 적색으로 표식되고,

비디오+오디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인 채널 5, 11, 17, 51, 53, 79, 99는 황색으로 표식되고, 비디오+데이

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인 채널 16, 20, 61은 청색으로 표식된다.

또한 상기 채널 맵의 하단에는 각 색상이 나타내는 프로그램 종류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가 위치하여, 사용자가 각 채널의

색상만으로도 해당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채널 맵에 표시되는 각 채널을 프로그램 종류별로 상이하게 표식함으로써, 사용자가 채널 맵의 채널

각각에 대해 해당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선택된 프로그램 종류에 대

한 채널들로 채널 그룹을 구성하고 상기 채널 그룹내의 채널들간 채널 절환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상의 편리성을 제공하

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들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정렬하여 채널 절환을 가능하게 하

며,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정렬된 채널 맵을 표시하여, 사용상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채널 맵에 표시되는 각 채널을 각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식함으로써, 사용

자가 각 채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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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의 구성도.

도 2, 도 4,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채널 절환/관리 방법의 흐름도.

도 3, 도 5,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화면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어부

102 : 메모리부

104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06 : 튜너부

108 : 외부신호 입력부

110 : 비디오/오디오 신호 절환부

112 : 엠펙 디코더 및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부

114 : 비디오 신호 출력부

116 : 디스플레이 모듈

118 : 오디오 신호 출력부

120 : 스피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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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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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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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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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68615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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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5
  발명의 목적 5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5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6
  발명의 구성 6
  발명의 효과 9
 도면의 간단한 설명 10
  실시예 10
도면 10
 도면1 11
 도면2 12
 도면3 12
 도면4 13
 도면5 13
 도면6 14
 도면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