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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케쥴 데이터를 이용한 예약녹화시스템에서의 녹화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한  예약녹화시스템에서의  녹화정보  음성출력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영상프레임의 수직 블랭킹 구간에 있는 프로그램 스케쥴데이터를 이
용하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테이프에 녹화된 스케쥴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녹화정보 음성출력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테이프에 녹화된 각 프로그램을 고속 탐색하여 영상신호에서 블랭킹 구간에 기록된 스
케쥴데이터를 음성으로 합성시켜 출력함으로써, 사용자가 빠른 시간내에 테이프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프
로그램명과 프로그램의 방송국명, 녹화된 날짜, 시간 등의 녹화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한 예약녹화시스템에서의 녹화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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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스케쥴 데이터를 이용한 녹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제2도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본 발명에 따른 녹화정보 음성출력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제3도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본 발명에 따른 녹화정보 음성출력방법의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한 예약녹화시스템에서의 녹화정보를 음성 출력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영상프레임의 수직 블랭킹 구간에 있는 프로그램 스케쥴데이터를 이
용하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테이프에 녹화된 스케쥴데이터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녹화정보 음성출력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예약녹화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방송프로그램의 스케줄정보를 참조하여 녹
화하고자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정보를 얻고, 이를 예약녹화 메뉴를 통하여 입력함으로서 예약녹화를 
설정하는 방법과 방송프로그램의 스케줄정보가 코드화되어 게재된 신문등에서 코드번호를 참조하여, 예약
녹화설정시 이를 입력하도록 하는 VCR플러스방식이 있다.

보다 진보된 예약녹화방법으로서는 VPS(video program system)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송국에서 각 영상프
레임마다 수직 블랭킹 구간에 있는 소정 스캔라인마다 프로그램 스케쥴의 디지털 정보를 크드화한 데이터
(스케쥴데이터)를 영상신호와 함께 방송하면, VCR에서는 수신된 해당채널의 스케쥴데이터를 복호화하여 
TV 화면에 프로그램스케쥴을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예약녹화한
다. 상기 예약녹화방법은 한국에서는 KBPS(Korea Broadcasting Program System)으로 칭한다.

상기 예약녹화방법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TV 스크린을 통하여 프로그램 스케쥴정보를 볼 수 있으며 간단한 
조작에 의해 녹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예약녹화할 수 있다.

그러나, TV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된 RF신호를 신호처리하여 추출한 스케쥴데이터는 예약녹화시에만 활용하
여 왔으나 보다 다양한 스케쥴데이터의 이용이 요구되어 왔다.

본 발명은 상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창출한 것으로서, 스케쥴데이터 예약녹화 방식으로 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정보를 TV를 켜지 않고 음성 출력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녹화정보 음성출력 장치를 제공하
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스케쥴데이터 예약녹화 방식으로 녹화된 프로그램의 녹화정보를 음성으로 사용자
에게 알려주는 녹화정보 음성출력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프레임의 수직 블랭킹 구간에 전송되는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하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테이프에 녹화된 프로그램의 녹화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출력장치에 
있어서,

스케쥴데이터를 갖는 영상신호가 저장된 테이프를 플레이백하여 복합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재생부;

상기 영상재생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분리하여 디코드하는 스케쥴데이터처리부;

상기 스케쥴데이터처리부에서 출력한 스케쥴데이터를 음성합성하는 음성합성부;

상기 음성합성부에 합성된 음성신호를 출력시키는 스피커부; 및 상기 스케쥴데이터처리부와 음성합성부를 
제어하는 마이컴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프레임의 수직블랭킹 구간에 전송되는 스케쥴데이터
를 이용하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테이프에 녹화된 프로그램의 녹화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출력방
법에 있어서,

되감기를 수행하여 테이프를 스타트 위치로 하는 과정;

빨리감기를 수행하며 테이프에 기록된 비스(VISS: video index search system)신호를 감지하는 과정;

상기 비스신호가 감지되면 정상속도로 테이프에 기록된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과정;

상기 재생된 영상신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분리 추출하는 과정; 및 상기 추출된 스케쥴데이터를 음성합성
하여 오디오신호로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한 예약녹화방식의 녹화 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한 녹화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제1도에서, 튜너부(10)를 통하여 입력된 TV 방송프로그램과 스케쥴데이터가 포함된 RF(radio frequency) 
신호는 복조부(11)에서 복조되어 복합영상 (composite video)신호로 출력한다.

데이터슬라이서부(data slicer)부(13)는 상기 복합영상신호에서 수직블랭킹 구간의 소정의 스캔라인에 있
는 비트 스트림(bit stream)의 스케쥴데이터를 분리하여 디코더부(14)에 출력한다.

여기서 분리된 비트 스트림의 스캐쥴데이터는 디지털 신호로 비트 스트림으로 구성되며 디코더부(14)는 
마이컴제어부(15)의 제어에 따라 상기 비트 스트림의 스케쥴데이터를 유입하여 방송프로그램명, 방송국
ID(identification), 현재시간 및 날짜 등의 데이터로 디코딩하여 믹스부(12)에 출력한다. 이 때, 믹스부
(12)는 복조부(11)에서 출력된 복합영상신호와 함께 스케쥴데이터를 믹스하여 출력한다.

제2도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본 발명에 따른 녹화정보 음성출력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제2도에  도시된  장치는  영상재생부(200),  스케쥴데이터처리부(210),  메모리부(22),  마이컴제어부(230), 
음성합성부(240), 스피커(25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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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생부(200)는 테이프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데크부(202)와 재생된 영상신호를 신호처리하는 
영상신호처리부(204)를 포함한다.

스케쥴데이터처리부(210)는 재생된 영상신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분리하는 데이터슬라이서부(212), 데이
터슬라이서부(212)에서 출력된 비트 스트림의 스케쥴데이터를 문자데이터로 디코드하는 디코더부(214)를 
포함한다.

제2의 구성에 따른 동작을 살펴보면, 미도시된 테이프에는 일반영상신호외에 스케쥴데이터가 저장되어 있
으며 녹화시에 자동으로 데크부(202)에 의해 비스(VISS: video index search system) 신호가 기록된다. 
데크부(202)에서 상기 기록된 스케쥴데이터를 포함하는 영상신호를 FM(frequency modulation)신호로 재생
하여 출력하면 영상신호처리부(204)는 FM신호를 신호처리하여 복합영상신호로 출력한다.

데이터슬라이서(212)는 복합영상신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분리하여 비트스트림의 스케쥴데이터를 출력한
다. 디코더부(214)는 스케쥴데이터의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여 녹화된 날짜, 시간, 방송국ID, 프로그램명
의 문자데이터를 출력한다. 메모리부(224)에서는 마이컴제어부(230)의 제어를 받아 디코더부(214)에서 출
력된 문자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시에 저장된 문자데이터를 출력한다. 음성합성부(240)는 디코더부(214)
에서 디코드된 녹화된 날짜, 시간, 방송국ID의 문자데이터를 음성신호로 합성하여 스피커(250)로 출력한
다.

제3도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본 발명에 따른 녹화정보 음성출력방법의 흐름도이다.

제3도의  흐름도에  따른  동작을  살펴보면,  제300단계는  녹화된  테이프를  되감기(FBW:  fast  backward 
winding)를  수행하여 테이프를 스타트 위치로 한다.  제302단계는 녹화된 테이프를 빨리감기(FFW:  fast 
foward winding) 동작을 수행하면서 비스신호를 탐색한다. 제304단계는 각 프로그램이 녹화되어 있는 위
치를 알리는 비스신호가 감지되면 제306단계로 진행하여 빨리감기 동작을 멈추고 정상속도로 녹화된 영상
신호를 재생하고 제308단계에서는 재생된 영상신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추출한다. 제310단계에는 스케쥴
데이터의 추출이 완료되면 제312단계에서 추출된 스케쥴데이터를 디코드하여 방송국ID, 녹화된 날짜, 시
간 등의 문자데이터를 저장한다. 제314단계는 상기 저장된 문자데이터를 음성합성하여 출력한다.

제322단계에서 테이프 끝부분인가를 확인하여 끝부분이 아닐경우에는 제324단계로 진행하여 다른 프로그
램이 녹화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스신호를 탄색하며 빨리감기 동작을 수행한다.

한편, 제316단계에서 테이프의 끝부분이 확인되면 제318단계에서 되감기 동작을 수행한다. 제320단계는 
메모리에 저장된 문자데이터를 음성합성하여 방송국ID, 녹화된 날짜, 시간 등의 데이터를 음성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테이프에 녹화된 각 프로그램을 고속 탐색하여 탐색된 영상신호의 블
랭킹 구간에 기록된 스케쥴데이터를 음성으로 합성시켜 출력함으로써, 사용자가 빠른 시간내에 테이프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명과 프로그램의 방송국ID, 녹화된 날짜, 시간 등의 녹화정보를 간편하게 확
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프레임의 수직 블랭킹 구간에 전송되는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하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테이프에 녹화
된 프로그램의 녹화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출력 장치에 있어서, 스케쥴데이터를 갖는 영상신호가 
저장된 테이프를 플레이백하여 복합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재생부; 상기 영상재생부에서 출력된 영상신
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분리하여 디코드하는 스케쥴데이터처리부;  상기 스케쥴데이터처리부에서 출력한 
스케쥴데이터를 음성합성하는 음성합성부; 상기 음성합성부에 합성된 음성신호를 출력시키는 스피커부; 
및 상기 스케쥴데이터처리부와 상기 음성합성부를 제어하는 마이컴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
정보 음성 출력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재생부는 상기 테이프를 플레이백하여 FM신호를 출력하는 데크부와 FM 신호를 
복합영상신호로 출력하는 영상신호처리부로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정보 음성 출력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데이터처리부는 재생된 영상신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분리하는 데이터슬라이
서부와 스케쥴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더부로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정보 음성 출력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부에서 디코드된 스케쥴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정보 음성 출력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합성부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의 방송국명, 녹화된 날짜와 시간을 음성으로 
합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정보 음성 출력장치.

청구항 6 

영상프레임의 수직 블랭킹 구간에 전송되는 스케쥴데이터를 이용하는 예약녹화시스템에서 테이프에 녹회
된 프로그램의 녹화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되감기를 수행하여 테이프를 스타트 위치로 
하는 과정; 빨리감기를 수행하며 테이프에 기록된 비스신호를 감지하는 과정; 상기 비스신호가 감지되면 
정상속도로 테이프에 기록된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과정; 상기 재생된 영상신호에서 스케쥴데이터를 분리 

5-3

1019960000868



추출하는 과정; 및 상기 추출된 스케쥴데이터를 음성합성하여 음성신호로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녹화정보 음성 출력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끝을 검지하여 테이프 끝이 검지되지 않으면 빨리감기를 수행하며 다른 프
로그램을 찾기 위해 비스신호를 검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녹화정보 음성 출력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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