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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및 그방법에 사용되는 원격 제어기

(57) 요약

시간 슬라이딩바, 채널 슬라이딩바, 및 핸드 툴을 사용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사용되는 원격 제어기가 개시된다. 본 디스플레이 방법은 방송 프

로그램 안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한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채널별 및 시간대별로 디스플레이 하되, 시청자가 안

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바를 같이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원격 제어기는, 시청자가 프

로그램 안내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제1인터

페이스부; 제1인터페이스부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신호 발생부; 및 발생된 제어신호를 방

송수신장치로 송신하는 송신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a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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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한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채널별 및 시간대별로 디스플레이 하되, 시청자가 상기 안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 슬라이딩 바 및 시간 슬라이딩 바를 같이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는 2차원으로 정렬되고, 한 축에는 복수의 채널이 나열되고, 다른 한 축에는 시간이 나열되며, 상

기 채널 슬라이딩 바는 채널이 나열되는 축에 나란하고, 상기 시간 슬라이딩 바는 시간이 나열되는 축에 나란하게 디스플

레이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슬라이딩 바는

시청자가 상기 안내 정보를 채널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바인 것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라이딩 바는

시청자가 상기 안내 정보를 시간대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바인 것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안내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바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바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을 그래픽 속 화면(PIG)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그래픽 속 화면의 크기는 조절 가능한 것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디스플레이된 상기 안내 정보 화면을 잡아서 이동시킬 수 있는 핸드 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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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 정보 화면에 나타난 프로그램들 중 특정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선택된 특정 프로그램의 영상만을 디스플레이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프로그램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에서, 시청자에게 예약 내용을 화면 속 화면(PIP)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9.

시청자가 프로그램 안내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

한 제1인터페이스부;

상기 제1인터페이스부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신호 발생부; 및

발생된 상기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인터페이스부는, 시간 스크롤바 및 채널 스크롤바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는 2차원으로 정렬되고, 한 축에는 복수의 채널이 나열되고, 다른 한 축에는 시간이 나열되며, 상

기 채널 스크롤바에 대응되는 상기 채널 슬라이딩 바는 채널이 나열되는 축에 나란하고, 상기 시간 스크롤바에 대응되는

상기 시간 슬라이딩 바는 시간이 나열되는 축에 나란하게 디스플레이되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스크롤바는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시간대 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롤바인 것인 원격 제어기.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스크롤바는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채널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롤바인 것인 원격 제어기.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시청자가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확대 및 축소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줌 인 및 줌 아웃 버튼을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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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는 상기 줌 인 및 줌 아웃 버튼으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인 원격

제어기.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시청자가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잡는 핸드 툴을 활성화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핸드 툴 활성화 버튼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는 상기 핸드 툴 활성화 버튼으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인 하는

것인 원격 제어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 툴 활성화 버튼에 의해 잡힌 화면을 이동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이동 버튼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는 상기 이동 버튼으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인 원격 제어기.

청구항 15.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한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채널별 및 시간대별로 디스플레이 하되, 시청자가 상기 안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바를 같이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

플레이하는 방법.

청구항 16.

시청자가 프로그램 안내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

한 제1인터페이스부;

상기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확대 및 축소시키는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조작부;

상기 제1인터페이스부로 입력된 명령 및 상기 조작부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신호 발생부;

및

상기 제어신호 발생부에서 생성된 상기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는 원격 제어기.

청구항 17.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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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채널별 및 시간대별로 2차원으로 디스플레이 하되, 한 축에는 복수의 채널이 나열되고 다른 한

축에는 시간이 나열되며, 상기 안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 슬라이딩 바 및 시간 슬라이딩 바는 각각 상기 채

널 나열되는 축에 나란하고, 상기 시간이 나열되는 축에 나란하도록 상기 채널 및 시간 슬라이딩 바를 같이 디스플레이되

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슬라이딩 바는

시청자가 상기 안내 정보를 채널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라이딩 바는

시청자가 상기 안내 정보를 시간대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및 그에 사용되는 원격 제어기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방

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및 원격 제어

기에 관한 것이다.

방송수신장치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방송수신장치는 수백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수의 채널에서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안되

었고,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가 그것이다.

EPG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대를 통해 또는 소정의 방송신호를 송신하는 채널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EPG 서비스는 채널별 및 시간별 방송 프로그램을 나타낸 일정표의 형태로 제공된다.

한편, 종래의 방송수신장치에 사용되는 EPG의 채널별 시간별 안내 프로그램을 탐색한다는 것은, 다채널, 다채널별로 다

프로그램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0개 방송국과 7일치 프로그램을 종래의 EPG로 탐색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한 화면에 10개 채널 4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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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의 모든 채널의 프로그램을 탐색하려면, 20번의 화면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7일치의 프로그램을 모두 보려면 42번

의 화면이 전환이 필요하며, 모든 방송 채널 프로그램과 7일치의 방송 프로그램을 탐색하려면 840번의 화면 전환이 필요

하다.

도1a은 종래의 방송수신장치에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이고, 도1b는 종래의 방송

수신장치에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찍은 사진을 나타낸 도이다.

도1a를 참조하면, 본 화면은 채널 안내부(101), 시간 안내부(103), 선택바(105), 광고부(107), PIG(Picture in Graphic)

(109), 및 프로그램 안내부(111)를 포함한다. 채널 안내부(101)는 방송 채널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시간 안내부

(103)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프로그램 안내부(111)는 채널별 및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부분이다. 선택바

(105)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툴이다. 선택바(105)가 소정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좌측 PIG 부분에 선택한 프로그램의

영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종래의 EPG는, 시청자가 채널별 시간대 별로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화면 전환을 필요로 한다.

선택바(105)를 이용하거나, 또는 Page up/Page down 키를 이용하여 화면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EPG에서 제공되는 PIG의 화면은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종래의 방송수신장치에서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을 예약한 경우, 예약 시간이 도

래하면, 시청자에게 예약 내용을 텍스트로 알려준다. 텍스트로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의력이나 호소력이 약할 수 있

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예약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방송수신장치에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신속하

게 탐색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수신 장치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원격 제어기를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방송수신장치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한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채널별 및 시간대별로 디스플레이 하되, 시청

자가 안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바를 같이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

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술한 슬라이딩 바는 시청자가 안내 정보를 채널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 슬라이딩 바인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상술한 슬라이딩 바는 시청자가 안내 정보를 시간대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슬라이딩 바인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상술한 디스플레이 단계는, 디스플레이되는 안내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바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선택바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을 그래픽 속 화면(PIG)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그래픽 속 화면

의 크기는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디스플레이 단계는, 프로그램 안내 정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술한 디스플레이 단계는, 디스플레이된 안내 정보 화면을 잡아서 이동시킬 수 있는 핸드 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청자가 안내 정보 화면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선택된 특정 프로그램의 영상만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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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에서, 시청자에게 예약 내용을 화면 속 화면(PIP)으로 디스플레이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방송수신장치에서의 프로그램 안내정보의 디스플레이를 원격으로 제어하

기 위한 원격 제어기에 있어서, 시청자가 프로그램 안내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제1인터페이스부; 제1인터페이스부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어 신호 발생부; 및 발생된 제어신호를 상기 방송수신장치로 송신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는 원격 제어기를 제공한다.

또한, 상술한 제1인터페이스부는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시간대 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스트롤바인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상술한 제1인터페이스부는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채널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 스트롤바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상술한 원격 제어기는 시청자가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확대 및 축소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줌 인 및 줌 아웃 버

튼을 더 포함하며, 제어 신호 발생부는 줌 인 및 줌 아웃 버튼으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술한 원격 제어기는 시청자가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잡는 핸드 툴을 활성화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핸드 툴

활성화 버튼을 더 포함하며, 제어 신호 발생부는 핸드 툴 활성화 버튼으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추가로 생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술한 원격 제어기는 핸드 툴 활성화 버튼에 의해 잡힌 화면을 이동시키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이동 버튼을 더 포

함하며, 제어 신호 발생부는 이동 버튼으로 입력된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추가적인 특징은 첨부 도면과 함께 후술하는 상세한설명을 읽으면 명확해질 것이다.

도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이다.

본 화면(200)은 채널 안내부(201), 시간 안내부(203), 선택바(205), 광고부(207a, 207b), PIG(Picture in Graphic)(209),

시간 슬라이딩 바(211), 채널 슬라이딩 바(213), 및 핸드 툴(Hand tool)(215), 프로그램 안내부(217)를 포함한다.

채널 안내부(201)는 방송 채널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방송채널은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한다.

대체 실시예(alternative embodiment)에서는, 방송국의 종류별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시간 안내부(203)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는 1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프로그램 안내부(217)는 채널별 및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부분이다. 바람직하게는, 시간축과 채널축이 만나는 영

역에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한다. 도2a에서, 프로그램 "U.S. Open"는 08:30분에 채널1에서 방송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택바(205)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툴이다. 선택바(205)는 안내 프로그램 상(上)으로 한 단계씩 이동될 수 있다. 도2a를

참조하면, "High school reunion"란 프로그램이 선택바(205)에 의해 선택되어 있다. 이 경우, 후술하는 PIG(209)로 선택

바(205)가 선택한 프로그램 "High school reunion" 영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을 선택바(205)로 지정하면, 지정된 프로그램을 PIG(209)로 나타낸다. 따라서, 시청자는 선택

바(205)를 안내 프로그램 상에서 이동시킴으로써,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 영상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광고부(207a, 207b)는 광고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광고부(207a, 207b)는 그래픽 또는 영상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광

고부(207a, 207b)의 크기는 시청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

PIG(그래픽 속 화면)(209)는 선택바(205)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이다. 바람직하게는, PIG

(209)의 크기는 시청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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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라이딩 바(211)는 화면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좌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시간 슬라이딩 바(211)가 이동되면, 시

간 안내부(203)와 평행하게 화면이 이동된다. 도2b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시간 슬라이드 바를 이동시킨 경우의 디스플레

이 화면을 도시한 도이다. 도2b를 참조하면, CH1 내지 CH2 각각에 대하여, 10:00PM에 방송예정인 프로그램과 10:30PM

에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된다. 바람직하게는, 시간 슬라이딩 바(211)를 오른쪽으로 더 이동시키면, 그 후의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일 실시예에서, 시청자가 원격 제어기를 사용하여 시간 슬라이딩 명령

을 송신하면, 그에 따라 시간 슬라이딩 바(211)가 이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08:30PM 부터 3시간분의 프로그램 안내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고 가정할 때, 바람직하게는, 시간 슬라이딩 바

(211)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시간, 즉 08:30PM의 프로그램 안내정보가 디스플레이되고, 시간 슬라이딩 바

(211)가 가장 오른 쪽 끝까지 이동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시간, 즉 11:30PM의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채널 슬라이딩 바(213)는 화면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다. 채널 슬라이딩 바(213)가 이동되면, 채널

안내부(201)와 평행하게 화면이 이동된다. 도2c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채널 슬라이드 바를 이동시킨 경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시한 도이다. 도2c를 참조하면, 채널 4와 채널 5의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된다. 바람직하게는, 채널

슬라이딩 바(213)를 아래로 더 이동시키면, 그 후의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일 실시예에서, 시

청자가 원격 제어기를 사용하여 채널 슬라이딩 명령을 송신하면, 그에 따라 채널 슬라이딩 바(213)가 이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0개 채널분의 프로그램 안내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고 할때, 바람직하게는, 채널 슬라이딩 바(213)가 가장 위

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채널 1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정보가 디스플레이되고, 채널 슬라이딩 바(213)가 가장 아래에 위치

한 경우에는 마지막 10번째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핸드 툴(215)은, 화면을 슬라이딩 바(211, 213)를 이용하지 않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화면에는 아무런 손상도 주

지 않는다. 시청자는, 핸드 툴(215)을 이용하여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다. 핸드 툴(215)은, Acrobat reader 라 불리는 프

로그램의 핸드 툴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핸드 툴(215)로 화면을 잡아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도2b의 화

면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또는, 핸드 툴(215)로 화면을 잡아서 위로 올리면 도2c의 화면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원격 제어기(미도시)를 사용하여 핸드 툴(215) 활성화 명령을 송신함으로써, 핸드 툴(215)은 화면

을 잡는다.

도2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찍은 사진을 나타낸 도이다. 도2d

를 참조하면, abc, FOX, CBS등의 채널 안내부와 8:00 PM, 8:30PM등의 시간 안내부, 좌측 상부에 PIG 화면, 좌측 중간과

하단에 2개의 광고부, 및 시간 슬라이딩 바와 채널 슬라이딩 바가 디스플레이되어 있어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시청 예약의 확인을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찍은 사진을 나타낸 도이다.

도3을 참조하면, 프로그램 시청 예약의 확인을 위해서, 예약 확인을 물어보는 작은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이 작은 화면

을 일반적으로 화면 속 화면(Picture In Picture: PIP)라고 한다. 이처럼, 시청자에게, 예약의 확인을 위해서 PIP 화면을 디

스플레이함으로써, 예약 프로그램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도4a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줌 아웃(zoom out)한 경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시한 도이다.

도4a를 참조하면, 도2a의 화면(200)에서 제공하는 채널별 및 시간별 안내 프로그램 종류보다 많은 정보가 디스플레이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4a의 화면의 글씨는, 도2a의 화면의 글씨보다 작아서 가독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원격 제어기로 줌 인(확대) 명령을 송신한 경우, 도4a와 같은 화면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4b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줌 아웃(zoom out)한 경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시한 도이다. 도2a의 화면(200)에서 제공

하는 채널별 시간별 안내 프로그램 종류보다 적은 정보가 디스플레이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4b의 화면의 글씨는, 도

2a의 화면의 글씨보다 커서 가독성은 좋아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청자가 원격 제어기로 줌 아웃(축소) 명령을 송신

한 경우, 도4b와 같은 화면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구현된 방송수신장치의 기능 블록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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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를 참조하면, 방송수신장치는 수신부(501), 방송신호분리부(503), 영상신호처리부(505), 오디오신호처리부(507), 데

이터 메모리(509), 그래픽 엔진(511), 제어부(513), 모니터(515), 스피커(517), 적외선 수신부(519), 및 원격 제어기(521)

를 포함한다.

수신부(501)는 안테나(501a), 튜너(501b), 및 복조부(501c)를 구비한다.

튜너(501b)는 안테나(501a)를 통해 수신되는 복수의 방송신호들 중 시청자가 원격 제어기(521)를 통해 선택한 방송 채널

을 선국하며, 복조부(501c)는 튜너(501b)에서 출력되는 방송신호를 복조한다.

방송신호분리부(503)는 수신부(501)에서 복조된 방송신호를 오디오신호, 영상신호, 데이터 신호로 각각 분리하여,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신호처리부(507)로, 영상신호는 영상신호처리부(505)로,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메모리(509)로 각각 출력한

다. 한편, 데이터 신호에는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오디오신호처리부(507)는 방송신호분리부(503)에서 출력되는 음향신호를 재생가능하도록 신호처리한다. 즉, 오디오신호

처리부(507)는, 수신된 오디오신호를 디코딩한 후 아날로그 형태의 오디오 데이터로 제생한다.

영상신호처리부(505)는 방송신호분리부(503)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재생가능하도록 신호처리한다. 즉, 영상신호처리

부(505)는, 수신된 영상신호를 디코딩한 후 디코딩된 영상신호를 RGB 방식으로 엔코딩하여 디스플레이 가능한 영상 데이

터로 생성한다. 한편, 영상신호처리부(505)는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에 PIP 화면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엔

진(511)에 의해 송신된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래픽 엔진(511)에 의해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로는 프로그

램 안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메모리(509)는 방송신호분리부(503)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되는 데이터로는 프로그램 안내 정보

가 포함되어 있다.

제어부(513)는, 원격 제어기(521)를 통해서 입력되는 시청자의 조작 명령에 따라 방송수신장치가 동작되도록, 수신부

(501), 데이터 메모리(509), 오디오신호처리부(507), 영상신호처리부(505), 그래픽 엔진(511)을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513)는 방송신호분리부(503)로부터 출력되는 프로그램 안내 정보(또는 방송 안내 정보라고도 함)를 데이터

메모리(509)에 저장한다.

한편, 제어부(513)는 그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하여 시간 슬라이딩 바와 채널 슬라이딩 바가 모니

터(515)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또한, 제어부(513)는, 원격 제어기(521)를 통해서 입력되는 시청자의 조작명령에 따라서 시간 슬라이딩 바와 채널 슬라이

딩 바가 슬라이딩할 수 있도록 그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2b처럼, 제어부(513)는, 시간 슬라이딩 바가 슬라이딩하는 경우, 다른 시간대의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그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도2c처럼, 제어부(513)는, 채널 슬라이딩 바가 슬라이딩하는 경우,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를 디스플레

이하도록 그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제어부(513)는, 원격 제어기(521)를 통해서 입력되는 시청자의 조작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모니터

(515)에 확대 또는 축소되어 디스플레이되도록 그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4a처럼, 제어부(513)는, 화면을 축소하라는 시청자의 조작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축소(줌 아웃)

되어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도4b처럼, 제어부(513)는, 화면을 확대하라는 시청자의 조작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확대(줌

인)되어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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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어부(513)는 예약한 방송의 시청 예약 시간이 도래한 경우, 예약 방송을 PIP 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

래픽 엔진(511)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2d처럼, 제어부(513)는 PIP 화면으로 시청자에게 예약한 방송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래픽 엔진(511)

과 영상신호처리부(505)를 제어할 수 있다.

제어부(513)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CPU(513a)와 프로그램 메모리(514b)를 구비한다.

CPU(513a)는 프로그램 메모리(514b)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산술연산 및 논리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그

램 메모리(514b)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PG(Electronic Program Guide) 과 같은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픽 엔진(511)은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니터에 구현하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로 각각 생성한 후, 영상신

호처리부(505)로 출력할 수 있다.

모니터(515)는 영상신호처리부(505)에서 출력되는 영상 데이터를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스피커(517)는 오디오신호

처리부(507)에서 출력되는 음성으로 출력한다.

적외선 수신부(519)는 원격 제어기(519)로부터 출력되는 적외선을 수신하며, 수신한 신호를 제어부(513)으로 출력한다.

원격 제어기(521)는 시청자가 방송수신장치로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장치이다.

도6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구현된 방송수신장치를 제어하는

원격 제어기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원격 제어기(600)는, 줌 인/줌 아웃 버튼(601), 핸드 툴 활성화 버튼(603), 시간 스트롤 바(607), 채널 스트롤 바(605),

이동 버튼(609)을 포함한다.

줌 인/줌 아웃 버튼(601)에서, 좌측 + 를 누르면 줌 인 기능이 수행되어, 화면이 확대되어 디스플레이된다. 한편, 우측 -

를 누르면 줌 아웃 기능이 수행되어, 화면이 축소되어 디스플레이된다.

핸드 툴 활성화 버튼(603)을 누르면, 핸드 툴이 활성화되어, 화면을 잡을 수 있다. 이후에, 후술하는 이동 스틱(609)이 좌

우상하 이동됨에 따라서, 잡힌 화면이 이동될 수 있다.

시간 스트롤 바(607)를 돌리면 다른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시간 스트롤 바(607)는 시간 슬라이딩 바

를 슬라이딩 시킬 수 있다. 한편, 채널 스트롤 바(605)를 돌리면 다른 채널별 프로그램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채널 스트

롤 바(605)는 채널 슬라이딩 바를 슬라이딩 시킬 수 있다.

이동 버튼(609)을 좌우상하 이동함으로써, 화면이 좌우상하 이동될 수 있다. 이동 버튼(609)은 바람직하게는 조이스틱이

다. 핸드 툴 활성화 버튼(603)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 버튼(609)을 이동시키면, 화면이 잡힌 상태로 이동될 수 있다. 한편,

핸드 툴 활성화 버튼(603)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 버튼(609)을 이동시키면 화면이 순차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

원격 제어기(600)에는, 줌 인/줌 아웃 버튼(601), 핸드 툴 활성화 버튼(603), 시간 스트롤 바(607), 채널 스트롤 바(605),

이동 스틱(609) 등의 구성요소들의 동작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부(미도시), 이러한 제어부가 생

성한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송신부(송신부)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기술은 종래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으나,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에도 본원 발명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형태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으나, 영상신호로 수신하는

경우에도 본원 발명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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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하

는 방법은, 시간 슬라이딩바, 채널 슬라이딩바, 및 핸드 툴을 사용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기는, 시간 슬라이딩 버튼, 채널 슬라이딩 버튼, 및 핸드 툴 활성화 버튼을 구비함으로써, 방

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다.

비록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설명되었지만 본 방법은 상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변화 및 변경이

당업자에 의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변화 및 변경은 첨부된 청

구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은 종래의 방송수신장치에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

도1b는 종래의 방송수신장치에서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찍은 사진을 나타낸 도,

도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

도2b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시간 슬라이드 바를 이동시킨 경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시한 도,

도2c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채널 슬라이드 바를 이동시킨 경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시한 도,

도2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찍은 사진을 나타낸 도,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시청 예약의 확인을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찍은 사진을 나타낸 도,

도4a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줌 아웃(zoom out)한 경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시한 도,

도4b는 도2a의 실시예에서 줌 인(zoom in)한 경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시한 도,

도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구현된 방송수신장치의 기능 블록

도, 및

도6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구현된 방송수신장치를 제어하는

원격 제어기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

102, 201: 채널 안내부 103, 203: 시간 안내부(203)

105, 205: 선택바 107, 207: 광고부

109, 209: PIG 211: 시간 슬라이딩 바

213: 채널 슬라이딩 바 215: 핸드 툴

111, 217: 프로그램 안내부 501: 수신부

503: 방송신호분리부 505: 영상신호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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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오디오신호처리부 509: 데이터 메모리

511: 그래픽 엔진 513: 제어부

515: 모니터 517: 스피커

519: 적외선 수신부 521: 원격 제어기

601: 줌 인/줌 아웃 버튼 603: 핸드 툴 활성화 버튼

605: 채널 스트롤 바 607: 시간 스트롤 바

609: 이동 버튼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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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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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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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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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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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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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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