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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시부터 20:49분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A)의 EPG 오브젝트를 복사하여 제 1 클론 EPG 오브젝트와 제 2 클론 EPG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제 1 클론 EPG 오브젝트의 상대 개시 시간으로서 00분을 설정하고, 상대 종료 시간으로서 59분을

설정한다. 제 2 클론 오브젝트의 상대 개시 시간으로서 00분을, 또한 상대 종료 시간으로서 49분을 각각 설정한다. 상대 시

간을 기준으로 하여, 클론 EPG 오브젝트를 1시간 폭의 시간대마다 할당한다. 프로그램(A)의 제1 클론 EPG 오브젝트는

19 시간대에 할당되고, 제2 클론 EPG 오브젝트는 20 시간대에 할당된다. 검색은 각 시간대마다 행해진다. 이와 같이, 소

정의 방송 시각의 프로그램을 신속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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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프로그램의 방송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가 다중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한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포함된 방송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을

소정의 폭의 시간대로 할당한 검색용 테이블을 작성하는 작성 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작성 수단은 프로그램의 쟝르마다 검색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검색해야 할 방송 시각을 입력하는 입력 수단과,

입력된 방송 시각과 상기 검색 테이블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검색을 실행하는 실행 수단과,

검색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정보를 상기 기억 수단으로부터 판독하여 표시 처리를 행하는 처리 수단을 더 설치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4.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프로그램 검색 방법에 있어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한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는 단계와,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포함된 방송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을

소정의 폭의 시간대로 할당한 검색용 테이블을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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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작성 수단은 프로그램의 쟝르마다 검색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검색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와,

검색해야 할 방송 시각을 입력하는 단계와,

입력된 방송 시각과 상기 검색 테이블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검색을 실행하는 단계와,

검색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정보를 판독하여 표시 처리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검색 방

법.

청구항 7.

적어도 프로그램의 방송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가 다중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한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기초하여 표시 처리를 행하는 수단과,

전원이 오프되기 직전의 시청 내용이 프로그램 가이드와 프로그램 화상 중 어느 것인지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전원이 온되었을 때,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시청 내용에 대응하여 초기 화상으로서,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소정의 프로그램 화상을 표시시키는 표시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제어 수단은,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시청 내용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추천 프로그램, 또는 전원이 오프되기 직전에 시청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쟝르와 동일한 쟝르의 프로

그램을 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9.

적어도 프로그램의 방송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가 다중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방법에 있어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한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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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기초하여 표시 처리하는 단계와,

전원이 오프되기 직전의 시청 내용이 프로그램 가이드와 프로그램 화상 중 어느 것인지를 기억하는 단계와,

전원이 온되었을 때,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시청 내용에 대응하여 초기 화상으로서,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소정의 프로그램 화상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되어 있는 시청 내용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추천 프로그램,

또는 전원이 오프되기 직전에 시청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쟝르와 동일한 쟝르의 프로그램을 표시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신기 및 프로그램 검색 방법과 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복수의 프로그램 중에서 소망의 프로그램을

신속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수신기 및 프로그램 검색 방법과 수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텔레비젼 방송은 특히 위성 방송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하여, 그 채널의 수도 10O 채널 이상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채널의 수가 많아지면, 다수 채널의 프로그램 중에서 소망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프로그

램 제공자측으로부터, 프로그램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자 가이드(Electrical Program Guide; EPG)을 전송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EPG를 이용하여 소망의 프로그램을 신속히 또한 확실히 선택하여 수신 표시시키거나 그 프로그램을 녹

화 예약할 수 있다. 도 1은 이러한 EPG의 프로그램 선택 화면의 표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본 예에 있어서는 4×4로 분할된

소화면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축소 화상이 표시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소화면은 커서(201)에 의

해 선택된다.

도 2는 이러한 프로그램 선택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되는 원격 제어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에 있어

서는 번호 버튼(202)과 커서 버튼(203)이 설치되어 있다. 채널의 수가 많아지면 번호 버튼(202)에 의한 프로그램의 선택

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통상 도 1과 같은 프로그램 선택 화면에서는 커서 버튼(203)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선택을 행한다.

사용자는 이 커서 버튼(203)을 조작함으로써, 커서(201)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망의 프로그램의 축

소 화상 위에 커서(201)를 위치시키고, 결정 버튼(204)을 조작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도 3은 EPG의 프로그램 선택 화면의 다른 표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에 있어서는, 채널 리스트(211)로서 6개의 채널

이 표시되고, 각 채널마다 방송되는(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프로그램 표(213)로서 시간대별로 표시되어 있

다. 사용자는 도 1에 도시한 경우와 같이, 원격 제어 장치의 커서 버튼(203)을 조작하여, 커서(212)를 소망의 프로그램 위

에 위치시키고 결정 버튼(204)을 조작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선택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 소정의 방송 시각의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디스플레이에 표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검색에 시간이 걸려 사용자가 검색을 지령하고 나서 검색 결과가 표시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져 조작성이 악화

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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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종래의 EPG는 신문이나 프로그램 정보지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채널과 방송 시각에 의해 규정되는

프로그램란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각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각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프로그램 선택이 번잡해지고 신속하게 소망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또한 확실히 소망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는 적어도 프로그램 방송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가 다중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한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

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는 분리 수단과,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포함된

방송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을 소정의 폭의 시간대로 할당한 검색용 테이블을 작성하는 작성 수단을 설치한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검색 방법은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프로그램 검색 방법으로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방

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고,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포함된 방송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을 소정의 폭의 시간대로 할당한 검색용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한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는, 적어도 프로그램 방송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가 다중된 방송 신호를 수신

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한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

는 분리 수단과, 분리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에 기초하여 표시 처리를 하는 수단과, 전원이 오프되기 직전의 시청 내용이

프로그램 가이드와 프로그램 화상 중 어느 것인지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전원이 온되었을 때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

어 있는 상기 시청 내용에 대응하여 초기 화상으로서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소정의 프로그램 화상을 표시시키는 표시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수신 방법은, 적어도 프로그램 방송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가 다중된 방송 신호를 수

신하는 것으로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방송 신호로부터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분리하고, 분리된 프로그

램 가이드 정보에 기초하여 표시 처리하고, 전원이 오프되기 직전의 시청 내용이 프로그램 가이드와 프로그램 화상 중 어

느 것인지를 기억하고, 전원이 온되었을 때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시청 내용에 대응하여 초기 화상으로서

상기 프로그램 가이드 또는 소정의 프로그램 화상을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을 적용한 AV 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예에 있어서는 세트 톱 박스로서 구성되는

수신 장치(1)에는 모니터(5)가 접속되어 있다. 프로그램 방송 회사(61)로부터 송신되는 프로그램 및 EPG는 위성(162), 방

송 안테나(63), 또는 인터넷 등을 거쳐 수신 장치(1)에 의해 수신된다. EPG는 프로그램 방송 회사(61)로부터 분배되는 것

이외에, 도시하지 않은 텔레비젼 가이드 서비스 회사 등으로부터도 분배된다. 수신 장치(1)는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7)

를 조작함으로써 출력되는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한 신호에 대응하는 처리를 행하고, 소정의 프로그램 또는 EPG의

화상을 모니터(5)에 표시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도 5는 도 4에 도시한 AV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AV 시스템에 있어서는 수신 장치(1), 비디오 덱(2), CD

플레이어(3), 증폭기(4) 및 모니터(5)가 IEEE 1394 버스(6)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수신 장치(1)는 튜너(11), 튜너(13) 및 통신 모듈(14)을 갖고 있다. 튜너(11)는 안테나(12)를 통해 지상파 또는 위성으로부

터의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한다. 튜너(13)는 케이블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한다. 통신 모듈(14)은 전화 회선에 접속되어, 인

터넷, 그 밖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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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처리 모듈(15)은 튜너(11, 13) 또는 통신 모듈(14)로부터 공급된 영상 신호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CPU(16)는

R0M(20)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종 처리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시계(17)는 항상 계시(計時) 동작을 하

고 있고, CPU(16)에 대하여 시각 정보를 준다. 원격 제어 장치 수신 모듈(18)은 원격 제어 장치(7)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여, 그 수신한 신호에 대응하는 신호를 CPU(16)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AV 제어 모듈(19)은 IEEE 1394 버스(6)에 접속되고, IEEE 1394 버스(6)에 접속되어 있는 다른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비

디오 덱(2), CD 플레이어(3), 증폭기(4), 모니터(5) 등 사이에서의 신호의 수수에 관한 인터페이스 처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RAM(21)에는 CPU(16)가 각종 처리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이 필요에 따라 기억된다.

하드 디스크(22)에는 EPG을 비롯한 각종 정보가 기억되도록 되어 있다. 내부 버스(23)는 수신 장치(1) 내부의 각 모듈 등

을 서로 접속하고 있다.

비디오 덱(2)은 IEEE 1394 버스(6)와의 사이의 인터페이스 처리를 행하는 AV 제어 모듈(31)과 각종 정보를 기억하는 메

모리(32)를 갖고 있다. CD 플레이어(3)도 비디오 덱(2)과 마찬가지로 AV 제어 모듈(41)과 메모리(42)를 갖고 있다. 증폭

기(4)는 IEEE 1394 버스(6)와의 사이의 인터페이스 처리를 행하는 AV 제어 모듈(51)과 각종 데이터 등을 기억하는 메모

리(52)를 갖고 있는 것 외에도, 스피커(53)가 접속되어 있다.

도 6과 도 7은 원격 제어 장치(7)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전원 버튼(101)은 수신 장치(1)의 전원을 온 또는 오프할 때

조작된다. 쟝르 선택 버튼(102)은 소정의 쟝르를 선택할 때 조작된다. 이 예에서는 「뉴스」,「스포츠」,「버라이어

티」,「정보」,「애니메이션」,「쇼핑」,「일기 예보」,「영화」,「드라마」,「교육」,「음악」 밑「추천」의 각 쟝르 선

택 버튼이 설치되어 있다.

쟝르 선택 버튼(102)의 아래쪽에는 프로그램 선택 커서 버튼(103)이 설치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 선택 커서 버튼(103)은

커서를 위쪽에 이동할 때 조작되는 버튼(103C), 커서를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조작되는 버튼(103D), 복귀 조작을 할 때 조

작되는 버튼(103A), 진행 조작을 할 때 조작되는 버튼(103B) 및 결정 처리를 할 때 조작되는 버튼(103E)으로 구성되어 있

다.

소망 버튼(104)은 소정의 프로그램을 소망 프로그램 리스트에 등록할 때 조작된다. EPG 전환 버튼(105)은 복수 종류의

EPG 중에서 소정의 종류의 EPG를 선택할 때 조작된다.

원격 제어 장치(7)의 좌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버튼(106)은 보조 화면을 표시시킬 때 조작된다. 원격 제어 장치(7)의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 조절 다이얼(107)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림으로써 음성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조

정 다이얼은 누르면 음성 출력 방식의 선택 모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려, 예를 들어, 2개

국어 등의 소망의 음성 출력 방식을 선택하고, 재차 누르면 현재의 음성 출력 방식이 선택된 음성 출력 방식이 바뀌도록 되

어 있다.

커버(108)는 개폐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열면 도 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번호 버튼(109) 및 각종 설정 버튼(110)이

나타난다. 번호 버튼(109)은, 예를 들어, 전화번호 등의 숫자를 입력할 때 조작된다. 각종 설정 버튼(110)은 소정의 설정을

행할 때 조작된다.

원격 제어 장치(7)의 소정의 버튼을 조작하면 적외선 신호가 발생하여, 수신 장치(1)의 원격 제어 장치 수신 모듈(18)에 수

신된다. 원격 제어 장치 수신 모듈(18)은 조작된 버튼에 대응하는 신호를 CPU(16)에 출력한다. CPU(16)는 조작된 버튼에

대응하는 처리를 실행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도 8은 송신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데이터 발생 장치(81)는 비디오 덱 등으로 구성되고, 방송하는 프로

그램 데이터를 발생한다. 패킷화 회로(82)는 이 프로그램 데이터를 패킷화하여 다중화 회로(85)에 출력한다.

EPG 데이터 발생 장치(83)는 프로그램 데이터 발생 장치(81)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마다 EPG 오브젝트를 발생한다. 이

EPG 오브젝트는 에디터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것에는 후술하는 도 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EPG 오브젝트를 식별하

는 EPG ID, 프로그램 타이틀, 방송국을 식별하는 방송국 ID, 채널을 식별하는 채널 ID, 프로그램의 장르를 식별하는 쟝르

ID, 프로그램 방송 개시 시가, 방송 종료 시각, 광고 이미지, 출연자 리스트, 프로그램 내용 텍스트, 음향 효과, 소망 정보,

소개 보조 데이터,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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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명세서에 있어서, EPG 오브젝트란 소위 오브젝트 지향형 프로그램의 개념에 있어서, EPG를 구성하는 부품 프로그

램으로 하여, 오브젝트 형식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EPG에서의 음향 효과와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는 제어 정보 발생 장치(83A)로부터 발생되는 것이고, 음향 효과는 그 EPG

오브젝트가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음향 효과를 돔, 야외 음악, 오페라하우스, 구장, 무도관 등에서의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다.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를 규정하는 것이다.

EPG 데이터 발생 장치(83)로부터 발생된 EPG 데이터는 오브젝트화되어, EPG 오브젝트로서 패킷화 회로(84)에 공급되어

패킷화된 후 다중화 회로(85)에 공급된다.

다중화 회로(85)는 패킷화 회로(82)로부터 공급된 프로그램 데이터와, 패킷화 회로(84)로부터 공급된 EPG 오브젝트의 데

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 회로(86)에 출력한다. 출력 회로(86)는 다중화 데이터를 소정의 방식으로 변조하여 안테나(87)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이, EPG 오브젝트에는 프로그램 방송 시각이나 프로그램 소개 내용 이외에 효과적인 연출을 행하기 위한 음향 효

과, 프로그램의 소개 구성을 연출하거나 광고 등의 연출을 행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EPG 오브젝트내

에 이들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이고 변화가 풍부한 프로그램

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도 8의 송신 장치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프로그램 데이터 발생 장치(81)에 의해 발생된 프로그램 데이터는 패

킷화 회로(82)에 의해 패킷화된 후, 다중화 회로(85)를 거쳐 출력 회로(86)에 공급되고, 안테나(87)로부터 전송된다.

한편, 이 송신 장치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하여, 적시에 EPG 데이터가 오브젝트화되고 다중화되어 송신된다.

이 EPG 송신 처리에 대해서 도 9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최초로 단계 S1에 있어서, 송신하는 것은 레귤러 EPG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레귤러 EPG란 1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송신

되는 EPG를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5시 00분에서 5시 59분까지의 사이는, 예를 들어, 1분마다 동일한 EPG 데이터가 송

신되고, 6시 00분에서 6시 59분까지의 사이에는 갱신된 EPG 데이터가 송신된다. 이하 마찬가지로, EPG 데이터는 기본적

으로 1시간마다 새로운 것으로 갱신된 것이 송신된다.

단계 S1에 있어서, 송신하는 EPG가 레귤러 EPG이라고 판정된 경우, 단계 S5로 진행하여, EPG 패킷의 헤더에 레귤러 노

테이션(Regular Notation) 헤더가 부가된다. 그리고,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헤더(121) 다음에는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사이즈(122)가 배치되고, 또한 그 다음에, EPG 오브젝트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이터(123)가 배치된다. 도 10에

도시하는 통신 패킷에 있어서는, 헤더(121)에는 후술하는 레귤러 노테이션(Regular Notation), 익스텐드 타임 노테이션

(ExtendTimeNotation), 프로그램 체인지 노테이션(ProgramChangeNotation) 및 익스프레스 인포메이션 노테이션

(ExpressInforNotation)을, 사이즈(122)에는 데이터 길이를, 데이터(123)에는 EPG 오브젝트, 프로그램 정보의 갱신 데

이터 및 긴급 메시지를 각각 격납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패킷화 회로(84)에 공급되어 패킷화된다. 그리고, 단계 S9에서 다중화 회로(85)에 의해 패킷화 회로(82)

로부터 공급된 프로그램 패킷과 다중화되고, 단계 S10에서 출력 회로(86)에 의해 안테나(87)를 거쳐 출력된다.

한편, 단계 S1에서, 송신하는 EPG가 레귤러 EPG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단계 S2로 진행하여 연장 EPG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연장 EPG는 프로그램이 연장된 경우에 필요에 따라 송신되는 EPG이다. 단계 S2에 있어서, 연장 EPG라고 판정

된 경우에는 단계 S6으로 진행하여, EPG 패킷의 패킷 헤더에 익스텐드 타임 노테이션(ExtendTimeNotation) 헤더가 부

가되어 패킷화 회로(84)에서 패킷화된다. 이때 EPG 패킷의 데이터로서 연장된 프로그램의 시각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이 패킷도 단계 S9에 있어서, 다중화 회로(85)에서 프로그램 패킷과 다중화되어, 단계 S10에서 출력 회로(86)로부터 안테

나(87)를 통해 출력된다.

단계 S2에 있어서, 연장 EPG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단계 S3으로 진행하여 변경 EPG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변경

EPG는 프로그램의 예정을 변경하기 위한 패킷이고, 변경 때마다 송신된다. 이 경우에는 단계 S7로 진행하여 패킷화 회로

(84)에 있어서, 프로그램 체인지 노테이션(ProgramChangeNotation) 헤더가 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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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3에서 변경 EPG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단계 S4에서 속보 EPG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속보 EPG는 프로그

램에 관한 정보를 임시로 송신하는 것이다. 단계 S4에서 송신하는 것은 속보 EPG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단계 S8로 진행하

여, 패킷화 회로(84)에 있어서, EPG 패킷 헤더에 익스프레스 인포메이션 노테이션(ExpressInforNotation) 헤더가 부가된

다.

단계 S7 또는 단계 S8에서 헤더가 부가된 패킷은 상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단계 S9 또는 단계 S10에서 프로그램

패킷과의 다중화 처리가 행해진 후 출력된다.

단계 S4에 있어서, 송신하는 것은 속보 EPG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단계 S1로 되돌아가, 그 이후의 처리가 반복 실

행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EPG 오브젝트는 수신 장치(1)에 있어서, 도 11의 흐름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신된다.

즉, 튜너(11)는 안테나(12)를 통해 송신 장치가 송신한 패킷을 수신하면, 이것을 복조하여 복조 결과를 CPU(16)에 출력한

다. CPU(16)는 단계 S11에 있어서, 수신한 데이터로부터 프로그램 데이터의 패킷과 EPG 오브젝트를 분리하여, EPG 오

브젝트를 하드 디스크(22)에 기억시킨다. 주전원이 온된 후, 최초로 EPG 오브젝트가 이렇게 하드 디스크(22)에 기억된

후, 단계 S12로 진행하여, 현재 시각이 EPG 오브젝트의 갱신 시각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의 경우, EPG 오브젝트는

1시간에 1회 갱신되므로, 예를 들어, 현재 시각이 5시 정각, 6시 정각 등 갱신 시각이 되었을 때, 단계 S11로 되돌아가 다

시 송신되어 온 EPG 오브젝트를 추출하여 기억, 갱신하는 처리가 실행된다.

단계 S12에 있어서, 현재 시각이 EPG 오브젝트의 갱신 시각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단계 S13으로 진행하여, 수신한

EPG 오브젝트가 레귤러 EPG 오브젝트 이외의 EPG 오브젝트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수신한 EPG 오브젝트가 레귤러

EPG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단계 S12로 되돌아가, 단계 S12와 단계 S13의 처리가 반복 실행된다.

단계 S13에 있어서, 수신한 EPG 오브젝트가 레귤러 EPG 이외의 오브젝트, 즉, 연장 EPG 오브젝트, 변경 EPG 오브젝트,

또는 속보 EPG 오브젝트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단계 S14로 진행하여, 그 수신한 EPG 오브젝트에 대응하여 하드 디스크

(22)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EPG 오브젝트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리가 실행된다. 그 후, 단계 S12로 되돌아가, 그 이후의 처

리가 반복 실행된다.

EPG 오브젝트는 송신된 직후는 방송 개시 시각, 프로그램 타이틀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보만을 갖는다. 이 정보를 갱

신하기 위해 몇 개의 갱신 메시지가 있다. 기본적인 메시지의 구성은,

[key, messageType, message]

와 같이 정의된다. key는 채널 ID, 방송국 ID, 방송(개시, 종료) 시각으로 구성되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지정한

다. messageType는 갱신 처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message는 갱신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정보이고,

messageType에 따라서는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경우, message는 null로서 정의된다.

이하에 각각의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epgChangeSynopsisText

message:[key, EPG_CHANGE_SYNOPSIS_TEXT, newSynosis]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다. message에는 변경할 프로그램 내용이 텍스트 데이터로 격납된

다.

·epgChangeCast

message:[key, EPG_CHANGE_CAST, newCast]

출연자 리스트를 갱신한다. 출연자 리스트는 문자열의 배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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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epgChangeAtomospher

message:[key, EPG_CHANGE_ATM0SPHERE, newAtomospher]

음향 효과를 변경한다.

·epgDe1eteProgram

message:[key, EPG_DELETE_PR0GRAM, null]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epgReplaceProgram

message:[key, EPG_REPLACE_PR0GRAM, newEpg]

프로그램을 치환한다.

·epgNestContents

message:[key, EPG_NEST_C0NTENTS, newContents]

프로그램의 소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동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등 뒤에서 송신되는 데이터와의 링크를 행한다.

·epgExtendTime

message:[key, EPG_EXTEND_TIME, newTime]

프로그램의 방송 종료 시간의 연장을 전한다.

EPG 오브젝트는 프로그램 단위로 구성된다. EPG 오브젝트에는 상술하였듯이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동화상, 음성 등의 보

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을 하드 디스크(22)에 모두 기억시키도록 하면, 하드 디스크의 기억 용량을 상당이 큰

것으로 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PG 오브젝트에는 당초, 텍스트나 방송 시간 등의 필요 최소한

의 정보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화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은 필요로 되는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송신하도록 할 수 있

다. 그리고, 방송이 종료한 프로그램의 EPG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보존이 지령되지 않는 한 삭제한다.

도 12는 CPU(16)가 갖는 프로그램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제어 매니저는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7)를 조작하는 것

으로, 어떠한 지령을 입력하였을 때, 입력을 메인 매니저에 통지한다. EPG 매니저는 EPG 오브젝트를 관리한다. 표시 매니

저는 EPG 오브젝트 등에 기초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표시를 관리한다. 이벤트 매니저는 시각에 대응하여 실행되는 이벤트

를 관리한다. 모듈 매니저는 IEEE 1394 버스(6)에 접속되어 있는 각종 기기나, 내부 버스(23)에 접속되어 있는 각종 모듈

등을 관리한다. 메인 매니저는 각 매니저를 관리한다.

즉, 제어 매니저는 메인 매니저에 이용자로부터의 입력을 알린다. EPG 매니저는 메인 매니저로부터의 EPG 검색 처리 의

뢰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이벤트 매니저는 메인 매니저로부터 이벤트 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메인 매니저에 이벤트 통지

를 한다. 표시 매니저는 메인 매니저로부터 표시 의뢰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모듈 매니저는 메인 매니저로부터 각 모듈로

의 메시지의 송수신 의뢰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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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G 매니저는 프로그램 단위의 EPG 오브젝트가 수신되면 각 EPG 오브젝트에 대하여 메시지를 송신하고, 그 쟝르나 방

송 시각 등의 통지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을 정리하여 프로그램란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7)의

장르 선택 버튼(102) 중 소정의 쟝르 버튼을 조작하면, 제어 매니저는 이것을 검지하여 메인 매니저에 통지한다. 메인 매니

저는 이 통지를 받으면 EPG 매니저에 대하여, 지정된 쟝르의 프로그램 검색을 요구한다.

EPG 매니저는 이 요구에 대응하여, 지정된 쟝르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표 중에서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를 메인 매니저

에게 통지한다. 메인 매니저는 EPG 매니저로부터 이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프로그램을 표시하도록 표시 매니저에 요

구한다. 표시 매니저는 이 요구에 대응하여, 예를 들어,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화상을 표시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생

성한다. 메인 매니저는 표시 매니저에 생성시킨 화상 데이터를 모듈 매니저에 전송한다. 모듈 매니저는 이 화상 데이터를

IEEE 1394 버스(6)를 통해 모니터(5)에 출력하여 표시시킨다. 이것에 의해, 모니터(5)에는, 예를 들어,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프로그램 가이드가 표시된다.

이 표시예에 있어서는 화면 위쪽에 쟝르명이 표시된다. 쟝르명의 오른쪽에는 그 프로그램 방송 일시가 표시된다. 화면 좌

측에는 5개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로고로 표시된다.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7)의 버튼(103C 또는 103D)을 조작하면,

5개의 프로그램 로고 중 어느 하나 위에 위치하는 커서(132)가 상하로 이동한다. 커서(132)가 위치하는 프로그램의 축소

화상이 화면 중앙에 표시된다.

또한, 이 표시예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화상 오른쪽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텍스트가 표시된다. 그리고, 프로

그램의 화상 아래쪽에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텍스트 또는 광고가 표시된다. 화면 아래쪽에는 각종 메시지가 표시

된다.

또한, 도 13 중의 파선으로 둘러싸인 영역(131)은 프로그램 소개에 관해서 표시 형식이 특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표시를 도시하고 있다.

도 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EPG 오브젝트에는 EPG 오브젝트를 식별하는 EPG ID, 프로그램 타이틀, 방송국을 식별하는

방송국 ID, 채널을 식별하는 채널 ID, 프로그램의 쟝르를 식별하는 쟝르 ID, 프로그램 방송 개시 시각, 방송 종료 시각, 광

고 이미지, 출연자 리스트, 프로그램 내용 텍스트, 음향 효과, 소망 정보, 소개 보조 데이터,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 등이 포

함되어 있다. 도 13의 표시 내용은 도 14에 도시하는 EPG 오브젝트의 프로그램 내용 텍스트에 기초하는 것이며, 광고는

광고 이미지에 기초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로고는 소개 보조 데이터에 기초하는 것이다.

도 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EPG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이므로, 다른, 예를 들어, 예약 녹화 이벤트 오브젝트나 프로그램

알람 이벤트 오브젝트 등과의 사이에서 메시지를 수수하여 이벤트를 실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송신되어 하드 디스크(22)에 기억되는 EPG 오브젝트는 그 프로그램 방송 시각과 채널을 기준으로 프로

그램 표 상에 배치하면, 도 1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된다. 즉, 이 프로그램 표는 신문이나 프로그램 정보지 등에 소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표와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표를 기초로 하여, 소정의 방송 시각의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각 EPG 오브젝트의 방송 시각은,

시분초 단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EPG 매니저는 EPG 오브젝트

가 하드 디스크(22)에 기억되면 검색 테이블을 작성한다. 도 16은 이러한 EPG 매니저가 실행하는 검색 테이블 작성 처리

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최초로, 단계 S21에 있어서, EPG 매니저는 소정의 EPG 오브젝트에 대하여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프로그램 방송 개시 시

각(H1M1S1)과, 방송 종료 시각(H2M2S2)의 전송을 요구한다. EPG 오브젝트는 이 요구에 대응하여 기억하고 있는 방송 개

시 시각과 방송 종료 시각을 EPG 매니저에 전송한다. EPG 매니저는 이 방송 개시 시각과 방송 종료 시각을 받아들이면,

단계 S22에서 상대 시간을 설정하고 클론 EPG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도 17의 프로그램 구성(14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A)이 19시 00분부터 개시되어 20시 49분에 종료

되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B)이 20시 50분부터 개시되어 20시 59분에 종료되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C)이 21시

00분부터 개시되어 21시 29분에 종료되고, 프로그램(D)이 21시 30분부터 개시되어 21시 59분에 종료되는 프로그램이라

고 하자. 이 경우, 각 프로그램의 EPG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으로 클론 EPG 오브젝트가 생성된다. 그리고, 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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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그램 구성(14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시간 폭의 시간대마다 상대 시간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A)은

19시 00분부터 20시 49분까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1 클론 EPG의 상대 개시 시각은 00분이 되고, 상대 종료 시각

은 59분이 된다. 또한, 제 2 클론 EPG의 상대 개시 시각은 00분이 되고, 상대 종료 시각은 49분이 된다.

프로그램(B)의 클론 EPG 오브젝트에 있어서는 상대 개시 시각이 50분이 되고 상대 종료 시각이 59분이 된다. 프로그램

(C)의 클론 EPG 오브젝트에 있어서는 상대 개시 시각이 00분이 되고, 상대 종료 시각이 29분이 된다. 프로그램(D)의 클론

EPG 오브젝트에 있어서는 상대 개시 시각이 30분이 되고, 상대 종료 시각이 59분이 된다. 도 14에는 이러한 상대 개시 시

각과 상대 종료 시각이 등록된 EPG 오브젝트가 도시되어 있다.

다음에, 단계 S23으로 진행하여, EPC 매니저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클론 EPG 오브젝트를 검색 테이블에 할당하는 처

리를 실행한다. 예를 들어, 도 17의 프로그램 구성(14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A)의 제 1 클론 EPG 오브젝트는

19시부터 20시까지의 19시대인 시간대에 할당되고, 프로그램(A)의 제 2 클론 EPG 오브젝트는 20시부터 21시까지의 20

시대의 시간대에 할당된다. 프로그램(C)의 클론 EPG 오브젝트도 20시대인 시간대에 할당된다. 프로그램(C)과 프로그램

(D)의 클론 EPG 오브젝트는 모두 21시부터 22시까지의 21시대의 시간대에 할당된다.

이와 같이, 1시간 이상의 길이를 갖는 프로그램은 각각의 시간대에 중복하여 할당이 행해진다.

또한, 각 시간대에서는 상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 클론 EPG 오브젝트가 배열된다.

다음에, 단계 S24로 진행하여, 모든 EPG 오브젝트의 처리가 종료됐는지의 여부가 판정되고,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EPG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계 S21로 되돌아가 같은 처리가 실행된다.

도 18은 이상과 같이 하여, EPG 매니저에 의해 생성되는 검색 테이블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도면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각 클론 EPG 오브젝트는 1시간 폭의 시간대 중에 배치된다. 도 18의 예의 경우, 채널 ch1에 있어서는 5시대에는

프로그램(P1, P2)의 클론 EPG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다. 6시대에는 프로그램(P3)의 클론 EPG 오브젝트가, 또한, 7시대

에는 프로그램(P4 내지 P6)의 클론 EPG 오브젝트가 각각 할당되어 있다. 8시대와 9시대는 프로그램(P7)의 클론 EPG 오

브젝트가 할당되어 있다.

채널 ch2에 있어서는 5시대에 프로그램(P21)의 클론 EPG 오브젝트가 할당되고, 6시대에는 프로그램(P22 내지 P23)의

클론 EPG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7시대 내지 9시대에는 프로그램(P24)의 클론 EPG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

다. 또한, 9시대에는 프로그램(P25)도 할당되어 있다.

채널 ch3에 있어서는 5시대에 프로그램(P31, P32)의 클론 EPG 오브젝트가 할당되고, 6시대에 프로그램(P33, P34)의 클

론 EPG 오브젝트가 할당되고, 7시대에 프로그램(P35, P36)이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8시대 내지 9시대에는 프로그램

(P37)의 클론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어 매니저로부터 프로그램 표의 표시 지령이 입력되었을 때, 메인 매니저는 EPG 매니저에 대하여 프

로그램 표의 작성을 요구한다. EPG 매니저는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이상과 같이 하여 작성한 검색 테이블을 검색하고, 프

로그램 표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한다. 도 19는 이러한 경우에 EPG 매니저가 행하는 검색 처리의 예를 나타내고 있

다.

최초에, 단계 S31에 있어서 EPG 매니저는 검색해야 할 시간대(Hs)에 현재 시각의 시분초 중 시간(Hp)을 설정한다. 다음

에, 단계 S32로 진행하여 검색해야 할 쟝르를 설정한다. 즉, EPG 매니저는 도 1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검색 테이블을 쟝

르마다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검색 테이블 중, 어떤 쟝르의 검색 테이블을 사용할지를 단계 S32에서 설정

한다. 원격 제어 장치(7)의 쟝르 선택 버튼(102)이 조작되어, 소정의 쟝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쟝르가 설정된다.

다음에, 단계 S33으로 진행하여 EPG 매니저는 단계 S32에서 설정된 쟝르의 검색 테이블로부터 시간대(Hs)의 클론 EPG

오브젝트를 검색한다. 그리고, 단계 S34에서, 검색된 클론 EPG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처리가 실행된다. 즉, EPG 매니저는

검색된 클론 EPG 오브젝트의 프로그램 로고를 판독하여 메인 매니저에 전송한다. 또한, 이때, 1개의 프로그램, 즉, 도 13

의 표시예에 있어서, 커서(132)가 위치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광고 데이터를 클론 EPG 오브젝트로부터 판독하여 메인

매니저에 전송한다. 메인 매니저는 EPG 매니저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표시 매니저에 전송하고 표시를 요구한다. 표시

매니저는 이 요구에 대응하여 표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작성한 표시 데이터를 모듈 매니저를 거쳐 모니터(5)에 출력하여

표시시킨다. 이것에 의해, 모니터(5)에는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프로그램 표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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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의 검색 테이블 예의 경우, 예를 들어, 현재 시각이 5시대인 경우에는 프로그램(P1, P2, P21, P31, P32)이 도 13에

있어서의 프로그램(1) 내지 프로그램(5)으로서 표시되게 된다.

이와 같이, 검색시 방송 시각 중 분과 초는 무시되고 시간만이 검색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단계 S35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이 선택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되고,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39로 진

행하여 검색해야 할 시간대(Hi)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즉, 사용자는 현재 시각 이외 시간대의

프로그램의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그 시간대를 원격 제어 장치(7)의 번호 버튼(109)을 조작하여 입력한다. 원격 제어 장

치(7)에는, 도시는 생략하지만, 이 시간대를 입력하기 위한 텐 키가 구비되어 있다. 검색해야 할 시간대(Hi)가 입력된 경우

에는 단계 S41로 진행하여, 검색할 시간대(Hs)에 입력된 시간(Hi)이 설정된다. 그리고, 단계 S32로 되돌아가 그 이후의 처

리가 반복 실행된다. 그 결과, 예를 들어, 검색해야 할 시간대로서 7시대가 입력된 경우에는 프로그램(P4 내지 P6, P24,

P35, P36) 등이 검색되어 표시되게 된다. 또한, 8시대가 입력된 경우에는 프로그램(P7, P24, P37) 등이 검색되어 표시된

다.

도 1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P24)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의 프로그램이므로 7시대, 8시대 또는 9시대를 검색

해야 할 시간대로서 입력한 경우, 어느 쪽 경우에도 검색되어 표시된다.

단계 S39에 있어서, 검색해야 할 시간대(Hi)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40으로 진행하여 검색 종료가 입

력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되고, 종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35로 되돌아가 같은 처리가 반복 실행된다.

단계 S35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선택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36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 표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이 판정은 클론 EPG 오브젝트의 방송 개시 시각과 방송 종료 시각을 현재 시각과 비

교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선택된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인 경우에는 단계 S38로 진행하여, EPG 매니저는 메인 매니저에

대하여 선택된 프로그램의 수신을 요구한다. 메인 매니저는 이 요구에 대응하여 모듈 매니저를 제어하고, 예를 들어, 튜너

(11)에 지정된 프로그램을 수신시킨다. 튜너(11)로 수신된 프로그램은 영상 처리 모듈(15)에서 적시 처리된 후, AV 제어

모듈(19)로부터 IEEE 1394 버스(6)를 통해 모니터(5)에 출력되어 표시된다.

단계 S36에 있어서, 선택된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단계 S37로 진행하여, EPG 매니저는 메시

지 표시 처리를 실행한다. 즉, 이때 예를 들어, 도 13의 화면 아래쪽에 도시하는 메시지 표시란에, 예를 들어, 「이 프로그

램은 현재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메인 매니저를 통해 표시 매니저에 요구한다. 이 요구

에 대응하여 메시지가 표시된다.

또, 본 발명은 EPG 정보를 오브젝트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예에 있어서는 시간대 폭을 1시간으로 하였지만, 30분, 15분 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제 2 실시예로서 효과적으로 EPG를 표시하여 신속히 프로그램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한 수신 장치(1)에 관해서

설명한다.

상술한 도 5에 도시한 튜너(11)는 도 20과 도 2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그 상면에 32비트분의 수부(受部)(62)가 설치되

고, 그 하면에 32비트분의 핀(61)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32비트의 내부 버스(23)에 접속되어 있다. 도시는 생략하지만,

튜너(15), 통신 모듈(14) 등도 동일하게 그 상면과 하면에 수부와 핀이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 도 2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튜너(11) 위에 튜너(13)를 재치(載置)하면, 튜너(13)의 핀(61)이 튜너(11)의 수부(62)에 결합되도록 된다. 이것에 의

해, 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튜너(11)의 내부 회로(11A)와 튜너(13)의 내부 회로(13A)가 32비트의 내부 버스(23)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도시는 생략하지만, 통신 모듈(14)도 마찬가지로 수부와 핀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도 22에 도시하는 튜너(15) 위에 배치

함으로써, 통신 모듈(14)의 내부 회로가 내부 버스(23)에 접속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각 모듈을 적재할 뿐으로,

내부 회로를 내부 버스(23)에 전기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은 점유 공간 내에서 적시 필요한 모듈을 간단히 추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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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24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수신 장치(1)의 전원이 온된 경우에 있어서, 초기 화상을 표시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여기서, 수신 장치(1)의 전원이 오프될 때마다, 그 직전에 시청되고 있던 내용이 하드 디스크(22)에 기억(갱신)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이 점의 상세한 설명은 도 29를 사용하여 후술한다. 수신 장치(1)의 전원이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

자가 원격 제어 장치(7)의 전원 버튼(101)을 조작한 경우, 우선, 단계 S51에서 수신 장치(1)의 전원이 온된다. 단계 S52에

있어서, CPU(16)는 최후에 전원이 오프되었을 때 기억된 시청 내용이 EPG인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EPG라고 판정한 경

우 단계 S57로 진행하여, EPG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모니터(5)에 표시시키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어, 상

술한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프로그램 가이드가 모니터(5)에 표시된다.

이때, 프로그램 가이드에는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예를 들어, 2시간 이내와 같은 소정 시간 이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정

보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단계 S52에 있어서, 기억되어 있는 시청 내용이 EPG가 아닌, 예를 들어, 소정의 프로그램이라고 판정된 경우, 단계 S53에

서, EPG의 추천 프로그램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현재의 시각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지

여부가 판정되고, 현재의 시각에서 방송되고 있는 추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54로 진행하여, CPU

(16)는 튜너(11) 또는 튜너(13)를 제어하고, 그 추천 프로그램을 수신시켜 그 화상을 모니터(5)에 표시시키는 처리를 실행

한다.

단계 S53에 있어서, 현재의 시각에서 방송되고 있는 추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55로 진행한

다. 단계 S55에서는 전원 오프시에 시청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쟝르로서 기억되어 있는 쟝르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 뉴스

가 현재의 시각에서 방송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정되고, 현재의 시각에서 대응하는 쟝르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56으로 진행하여, CPU(16)는 튜너(11) 또는 튜너(13)를 제어하고 그 프로그램을 수신시켜 그 화상을

모니터(5)에 표시시키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어,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방송중인 프로그램(136)

의 화상이 모니터(5)에 표시된다. 단계 S55에서, 현재의 시각에서 대응하는 쟝르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지 않다고 판정

된 경우, 단계 S57로 진행하여, CPU(16)는 EPG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모니터(5)에 표시시키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렇게 하여, 수신 장치(1)의 전원이 온되었을 때의 초기 화상이 표시된다.

또, 사용자에 의해, 초기 화상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사용자가 소정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원격 제어 장치(7)의 버튼(103C 또는 103D)을 조작하면 5개의 프로그램 로고 중

어느 하나의 위에 위치하는 커서가 상하로 이동한다. 그리고, 커서가 위치하는 프로그램의 축소 화상이 화면 중앙에 표시

된다. 이 상태에 있어서, 사용자가 버튼(103E)을 조작하면, 예를 들어,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선택된 프로그램의 화

상이 표시된다.

또한, 사용자가 상술한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원격 제어 장치(7)의 버튼(103A 또는 103B)을 조작하

면, 장르가 전환됨과 동시에, 일람 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그 쟝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버튼(103A)을

연속하여 조작하면, 예를 들어, 「뉴스」,「스포츠」,「버라이어티」,「정보」,「애니메이션」,「쇼핑」,「일기 예

보」,「영화」,「드라마」,「교육」,「음악」및「추천」과 같이 쟝르가 순회하여 전환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버튼

(103B)을 연속하여 조작하면 버튼(103A)의 경우와는 반대의 순회 방향으로 쟝르가 전환된다.

또, 이러한 쟝르의 전환 처리는 프로그램 가이드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통상의 방송중인 프로그램(136)의 화상이 모니터(5)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버튼(103A 또는 103B)이 조작된 경

우에도 동일하게 실행된다.

다음에, 도 26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원격 제어 장치(7)의 소망 버튼(104)을 조작한 경우의 처리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사

용자가, 예를 들어,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소망 버튼(104)을 조작한 경우, 단계 S61에서,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추천 프로그램 리스트 중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도 13에 도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2」의 화상 또는 그 내용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소망 버튼(104)을 조작한다. 이

「프로그램 2」가 추천 프로그램 리스트 중에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62로 진행하여, 추천 프로그램 리

스트에 등록하는 처리가 실행되고,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등록된 「프로그램 2」상에 체크 마크(137)가 표시된다.

단계 S61에 있어서, 지정된 프로그램이 추천 리스트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63으로 진행하여, 그 프

로그램을 추천 프로그램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처리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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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상의 처리는 프로그램 가이드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통상의 프로그램 화상이

모니터(5)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소망 버튼(104)이 조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행되어, 도 28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등록되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 화상이 현재 방송중인 화상에 중첩하여 모니터

(5)에 표시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사용자는 소망의 프로그램을 추천 프로그램 리스트 중에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7)의

쟝르 선택 버튼(102) 중 추천 버튼을 선택하면, 이상과 같이 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한 추천 프로그램 리스트가 모니터(5)에

표시된다.

다음에, 도 29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수신 장치(1)가 오프되기 직전의 시청 내용을 기억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모니터(5)

에 EPG 또는 통상의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격 제어 장치(7)의 버튼(101)을 조작한 경우,

단계 S71에서, CPU(16)는 현재의 시청 내용을 하드 디스크(22)에 기록시킨다. 그리고, 단계 S72에서 수신 장치(1)의 전

원이 오프된다.

이와 같이, 전원이 오프되기 직전의 시청 내용을 기억함으로써, 다음에 전원이 온되었을 때, 기억되어 있는 시청 내용에 대

응하여 초기 화상이 표시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송 매체로서는 자기 디스크, CD-R0M, 고체 메모리 등의 기

록 매체 외에, 네트워크, 위성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의 수신기 및 프로그램 검색 방법 및 수신 방법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그 방송 시각을 기준으로 하

여 소정 폭의 시간대마다 구분하고, 시간대마다 구분된 프로그램 중에서 소정의 방송 시각의 프로그램을 검색하도록 하였

기 때문에, 단시간으로 소망의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EPG 프로그램 선택 화면의 표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의 원격 제어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종래의 EPG 프로그램 선택 화면의 다른 표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을 적용한 AV 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을 적용한 AV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도 5의 원격 제어 장치(7)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5의 원격 제어 장치(7)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송신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9는 도 8의 예의 EPG 송신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0은 EPG 패킷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도 5의 수신 장치(1)에서 EPG 패킷을 수신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2는 도 5의 CPU(16)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도면.

도 13은 도 5의 모니터(5)에 있어서의 표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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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EPG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프로그램 표를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검색 테이블 작성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7은 검색 테이블 작성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18은 검색 테이블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검색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0은 도 5의 튜너(11)의 외관 구성을 도시하는 사시도.

도 21은 도 5의 튜너(11)의 외관 구성을 도시하는 사시도.

도 22는 도 5의 튜너(11)와 튜너(15)를 적재한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도 5의 튜너(11)와 튜너(15)의 내부 회로의 접속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초기 화상의 표시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5는 통상의 프로그램의 표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도 6의 소망 버튼(104)이 조작된 경우의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27은 소망 버튼(104)이 조작된 경우의 프로그램 가이드의 표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소망 버튼(104)이 조작된 경우의 통상의 프로그램 표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9는 시청 내용의 기억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70567

- 15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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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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