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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 제어 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 있어서, 방송 컨텐츠 녹화시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원격 제어되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방송 컨텐츠를 녹화하기 위한 저장 장치가 구비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서 수행되며, (a) 상기 홈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어느 특정 공중파 방송 채널에서 방송되는

임의의 방송 컨텐츠의 녹화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저장 장치에서 상기 (a)단계에서의 방송 컨텐츠가 저장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b)에서의 확인 결과, 상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삭

제 순서에 의거하여 상기 저장 장치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방송 컨텐츠를 삭제하는 단계 및 (d) 상기 (a)단계에서의 방송

컨텐츠를 상기 저장 장치에 녹화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에서 원격 제어되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방송 컨텐츠를 녹화하기 위한 저장 장치가 구비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에서 수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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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홈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어느 특정 공중파 방송 채널에서 방송되는 임의의 방송 컨텐츠의

녹화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저장 장치에서 상기 (a)단계에서의 방송 컨텐츠가 저장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b)에서의 확인 결과, 상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삭제 순서에 의거하여 상기 저장 장치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방송 컨텐츠를 삭제하는 단계 및

(d) 상기 (a)단계에서의 방송 컨텐츠를 상기 저장 장치에 녹화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

송 컨텐츠 녹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삭제 순서는 저장 장치에 저장된 날짜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에 저장된 방송 컨텐츠는 컨텐츠 종류에 따라 드라마, 스포츠, 뉴스, 예능, 시사, 교양 또는 영화로 분류되며,

상기 삭제 순서는 미리 정해진 상기 컨텐츠 종류 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 제어 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 있어서, 방송 컨텐츠 녹화시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홈 네트워킹이라 함은 가정 내 다양한 가전 제품의 상호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 내의 가전 제품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하며,

외부에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여 가전 제품들을 원격 제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일반적인 가정에는 DVR(Digital Video Recoder) 또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과 같이 하드디스크(이하

HDD)를 구비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나, TV, 비디오 폰(video phone), 세탁기, 오디오 컴포넌트(component) 또는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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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과 같은 생활 가전과 컴퓨터 또는 PDA 등과 같은 정보기기들이 사용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 비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기기들은 전술한 홈 네트워킹 시스템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댁내 또는 외부에서 제어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는 휴대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가정에 비치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원격 제어하여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

로 농구 게임과 같은 방송 컨텐츠를 녹화시킨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거실의 전등을 켜고,

TV로 메일을 확인하고, DVR에 녹화된 농구 게임을 시청하면서 명장면을 컴퓨터로 전송해 비디오 스크랩을 한다. 농구 게

임을 시청하는 동안, 방문자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 잠시 DVR 재생을 일시 정지시키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표시기를 통

해 방문자를 확인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로 방문자와 통화한 후 문을 열어 준다.

그러나, 상기 홈 네트워크 시스템상의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라 하더라도 저장 장치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방송 컨텐츠를 녹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상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 있어서 방

송 컨텐츠 녹화시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삭제 우선순위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방송 컨텐츠의 저장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된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은 외부에서 원격 제어되는 홈 네

트워크에 연결되고, 방송 컨텐츠를 녹화하기 위한 저장 장치가 구비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서 수행되며, (a) 상기 홈 네

트워크를 통해 외부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어느 특정 공중파 방송 채널에서 방송되는 임의의 방송 컨텐츠의 녹화 명령을 입

력받는 단계; (b) 상기 저장 장치에서 상기 (a)단계에서의 방송 컨텐츠가 저장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b)에서의 확인 결과, 상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삭제 순서에 의거하여 상기 저장 장치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방송 컨텐츠를 삭제하는 단계 및 (d) 상기 (a)단계에서의 방송 컨텐츠를 상기 저장 장치에 녹화하는 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에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에 대

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은 홈 네트워크(10), 유/무선 통신망(20) 및 유/무선 통신망(20)에 연

결되어 홈 네트워크(10)를 원격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30)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4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술한 구성에서, 이동통신 단말기(40)는 휴대성(Portability)과 이동성(Mobility)이 보장되는 무선통신장치로서,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단말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폰 그리고 스마트폰(Smart Phone) 등과 같

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기반 무선통신장치를 포함한다. 한편, 컴퓨터(30)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을 말한다.

다음으로, 유/무선 통신망(20)은 무선망과 유선망으로 이루어지는바, 무선망은 이동통신 단말기(20)와 연결되는 기지국

(미도시) 및 기지국과 홈 네트워크(10)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유/무선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환하는 왑 게이트웨

이(미도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유선망은 상기 무선망, 컴퓨터(30) 및 홈 네트워크(10)를 유선으로 연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인터넷 망 또는 인트라넷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홈 네트워크(10)는 가정 내부의 각종 기기들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600), 오디오(500),

TV(400) 및 DVR(300)의 상호 간을 연결시키는 댁내망(100)과 유/무선 통신망(20)과 댁내망(100) 간의 라우터(router)

기능을 수행하는 홈 게이트웨이(2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술한 홈 네트워크(10)의 구성에서, 댁내망(100)은 유선 또는 무선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바, 유선망으로는 기존의 전화

배선을 이용하여 음성신호와는 다른 주파수대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홈 PNA(Home Phone line Networking Alliance),

댁내에 배선된 전력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는 PLC(Power Line Communications), 동축케이블을 이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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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 방식으로 근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더넷

(Ethernet) 또는 차세대 홈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기술로써, 광 케이블을 이용하며 최고속도가 400Mbps로써 대용량의 데

이터 전송에 적합한 IEEE 1394 등이 사용된다. 한편, 무선망으로는 무선 랜(Local Area Network; LAN), 2.4GHz대의 밴

드(band)를사용하며 전송속도로는 1Mbps에서 10Mbps에 이르는 홈 RF(Radio Frequency), 근거리에 놓여 있는 컴퓨터

와 이동통신 단말기, 가전 제품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쌍방향으로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블루투스 등이 사용된

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전기적인 블럭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300)의 구성은 댁내망(100)과 연결되는 외부 입/출력 단

자(360),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는 키입력부(370), 공중파 방송 신호를 수신받기 위한 방송파 수신 유닛(320), 방송

파 수신 유닛(320)으로부터 수신된 방송 컨텐츠를 녹화하기 위한 HDD(340), DVD에 멀티미디어 파일을 기록하거나 DVD

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는 DVD R/W 유닛(330),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 및 코덱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 저장부 및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거나 사용자가 설정한 데이터

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부(353)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메모리(350) 및 이를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310)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도 2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RTC(Real Time Clock)와 RTC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디지

털 비디오 레코더(300)에 구비된다.

전술한 구성에서, 방송파 수신 유닛(320)은 공중파 방송을 수신하도록 된 안테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임의의 공중파

방송 채널의 주파수에 동조(同調)하여 그 주파수 즉, 변조된 공중파 방송 신호만을 선택하여 수신받는 튜너, 수신된 공중파

방송 신호를 원래의 공중파 방송 신호로 복조하는 복조부 및 복조된 공중파 방송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공중파 방송 신호

로 변환하는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300)

는 방송파 수신 유닛(320)의 구비 없이도, 외부 입/출력 단자(360)를 통해 TV(400)로부터 공중파 방송 신호를 입력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DVD R/W 유닛(330)은 DVD를 삽입하는 삽입부, DVD를 소정 속도로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spindle moter),

회전되는 DVD에 소정 빛을 발사하여 반사되는 빛을 수신하는 렌즈(lens) 및 렌즈를 통하여 수신된 빛을 확인하여 소정 전

기신호로 출력하는 신호 처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방송파 수신 유닛(320)으로부터 수신된 방송 컨텐츠는

HDD(130)에 저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VD R/W 유닛(330)을 이용하여 DVD에 기록하여 보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저장부(353)에는 삭제 우선순위 데이터(353a)가 저장되어 지는바, 삭제 우선순위 데이터(353a)는 HDD

(340)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삭제 순서에 관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주체는 제어

부(310)임을 밝혀둔다.

먼저, 단계 S11에서는 외부 입/출력 단자(360)를 통해 방송 컨텐츠에 대한 녹화 신호가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 즉, 홈 네

트워크(10)의 외부에서 컴퓨터(30)나 이동통신 단말기(40)로부터 녹화 신호가 수신된다.

단계 S11에서의 판단 결과, 방송 컨텐츠에 대한 녹화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13으로 진행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반면 녹화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단계 S15로 진행하여 녹화되는 방송 채널, 녹화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입

력받는데, 녹화 종료시간이 입력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녹화가 진행되는 도중, 이동통신 단말기(40)나

컴퓨터(30)의 키입력부를 통해 녹화 종료에 해당되는 키를 누름으로써 수동으로 녹화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계 S17에서는 현재 시각이 녹화 시작시간인지를 판단하는데, 판단 결과 현재 시각이 녹화 시작시간인 경우에

는 단계 S19로 진행하여 HDD(340)의 공간이 충분한지를 즉, HDD(340)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여유 공간은 HDD(340)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공간으로써, 예를 들어, HDD(340)의 총 저장 용량이 20Gbyte인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1Gbyte로 미리 설정될 수 있다.

단계 S19에서의 판단 결과, 여유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단계 S25로 진행하며, 반면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는 단계 S21로 진행하여 데이터 저장부(353)에 저장되어 있는 삭제 우선순위 데이터(353a)를 확인한 후, 단계 S23으로 진

행하여 삭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미리 저장되어 있는 방송 컨텐츠를 삭제한다. 즉, HDD(340)에 저장된 각각의 방송 컨텐

츠는 드라마, 스포츠, 뉴스, 예능, 시사, 교양 및 영화와 같이 컨텐츠 종류별로 분류되고 HDD(340)에 저장된 날짜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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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어 지는바, 첫 번째 삭제 우선 순위를 종류별로 하고 두 번째 삭제 우선 순위를 날짜별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

양 컨텐츠가 최우선 순위 삭제 대상이며, 저장된 교양 컨텐츠 중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이 가장 오랜 기간 저장된 컨텐츠

인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시 가장 먼저 삭제된다.

다음으로, 단계 S25로 진행하여 사용자로부터 선택받은 채널에서 방송되는 컨텐츠를 HDD(340)에 녹화시킨다. 다음, 단

계 S27에서는 녹화 종료시간이 되었거나 사용자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40) 또는 컴퓨터(30)를 통해 종료 신호가 수신되

는지를 판단한다.

단계 S27에서의 판단 결과, 녹화 종료시간이 되지 않았거나 종료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단계 S19로 복귀하며, 반면에 녹

화 종료시간이 되었거나 종료 신호가 수신되면 방송 컨텐츠 녹화를 종료한다.

발명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은 전술한 실시 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

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시

스템상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원격 제어하여 방송 컨텐츠를 녹화하고자 할 때,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컨텐츠의 녹화를 정확히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전기적인 블럭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방송 컨텐츠 녹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홈 네트워크 20: 유/무선 통신망

30: 컴퓨터 40: 이동통신 단말기

100: 댁내망 200: 홈 게이트웨이

300: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310: 제어부

320: 방송파 수신 유닛 330: DVD R/W 유닛

340: 하드디스크 350: 메모리

351: 프로그램 저장부 353: 데이터 저장부

353a: 삭제 우선순위 데이터 360: 외부 입/출력 단자

370: 키입력부 400: 텔레비전

500: 오디오 600: 컴퓨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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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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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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