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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에약녹화 시스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장치및그방법

요약

본 발명의 방송예약녹화 시스템(이하, 바로-K라 칭함)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장치 및 그 바업에 관
한 것으로서 특히, 바로-K 데이타를 처리하여 다음에 진행할 방송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를 화면에 표시하
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위하여 연속하여 입력되는 바로-K 데이타중 방송 프로그램 데이타가 포함된 패킷을 로드하여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리하는 제1단계, 분리된 바로-K 방송 프로그램 정보중의 시
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는 제2단계,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의 시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
하여 소정 시간 이내이면 화면에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정보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제1단
계를 반복수행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시작 시간 5분전에 시청자에게 화면에 표시해줌으로서 사용자가 
앞으로 진행할 관심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방송예약녹화 시스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장치 및 그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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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일반적인 바로-K 실행 데이타의 포맷중에 패킷7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2도는 바로-K 기본 화면의 한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한 도면이다.

제3도는 바로-K 기본 화면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한 도면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예약녹화 시스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장치를 보이는 블럭도이다.

제5도는 제4도의 스크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이는 도면이다.

제6도는 제4도의 장치에 따른 방송예약녹화 시스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방법을 수행하는 플로우챠
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방송예약 녹화 시스템(이하, 바로-K라 칭함)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특히, 바로-K 데이타를 처리하여 다음에 진행할 방송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를 화면에 표시하
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이하 VCR이라 칭함)은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예약녹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가 현재시간을 설정해야 하고, 예약녹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시작시간, 프로그램 종료시간, 방송채널등을 
설정해야 한다.

바로-K는 한국형 예약 녹화 시스템(KBPS)으로서, 시청자들은 바로-K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G코드 방식의 예약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예약 녹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
문이나 잡지를 이용하지 않고 텔레비젼을 통해 1주일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검색 할 수 있으며, 
현재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방송국에서 VBI(Vertical Blanking Interval)중 16 라인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패킷 단위로 
전송하면 시청자는 바로-K 기능이 탑재된 VTR를 이용해 간단한 리모콘 조작만으로 프로그램 정보 검색 및 
예약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도는 일반적인 바로-K 실행 데이타의 포맷중에 패킷7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1도의 포맷(패킷7)에는 타이틀의 길이(TLEN)등 타이틀에 관한 정보(TDP)가 14비트,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표시하는 데이타(Disp Data)에 관한 정보가 22비트, 기타 방송 관련 정보(기타 코드)가 20비트, 
타이틀(Title)에 관한 정보가 28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제2도는 바로-K 기본 화면의 한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한 도면이다.

제3도는 바로-K 기본 화면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한 도면이다.

정상적인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VCR이 그 채널을 튜닝하면 방송 신호에 실려있는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바로-K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다.

바로-K 데이타는 평소에 다이내믹 램(DRAM)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바로-K 키이를 입력하면 제2도와 
같은 SBS 방송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며 시간대별 방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면 채널 업/다운 키이의 입력에 의해 제3도와 같은 KBS 
방송 정보의 화면을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방송 프로그램 확인 방법은 사용자가 다음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잊어 
버릴 수가 있으며, 여러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의 관심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놓쳐버리는 단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특정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소정의 시간전에 시작할 다른 방
송 프로그램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줌으로서, 사용자가 앞으로 진행할 관심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자동으
로 알수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키입력부와,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스크린을 구비하는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 표시 장치는, 바로-K 특정 데이타 포맷으로부
터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리하는 코드 추출부; 상기 코드 추출부에서 분리된 바로
-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저장부에서 독출된 방송 프로그램 정보의 시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여 소정 시간 이내인가 검사하고, 방송 프로그램 정보의 시작 시간이 소정 시간이내이
면 상기 방송 프로그램 정보에 관련되는 정보를 상기 스크린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안
내 메세지 표시 장치이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연속하여 입력되는 바로-K 데이타중 방송 프로그램 데이
타가 포함된 패킷을 로드하여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리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
계에서 분리된 바로-K 방송 프로그램 정보중의 시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
단계에서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의 시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여 소정 시간 이내이면 화면에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정보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제1단계를 반복수행하는 제3단계를 포함
하는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 표시 방법이다.

이하에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예약녹화 시스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장치를 보이는 블럭도이다.

제4도의 장치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키입력부(410),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리하
는 코드 추출부(420),  상기 코드 추출부에서 분리된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430),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스크린(450), 상기 키입력부에서 키이 정보를 입력 받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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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부(430)에서 독출된 방송 프로그램 정보의 시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고, 상기 방송 프로그램 
정보에 관련되는 정보를 상기 스크린(450)에 표시하는 제어부(440), 상기 제어부(460)에 의해 화면 재생 
동작을 하는 데크부(460)로 구성된다.

제5도는 제4도의 스크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이는 도면이다.

제5도는 텔레비젼 시청중 현재 방송이 끝나기 5분전 즉, 다음 방송 5분전에 동작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제6도는 제4도의 장치에 따른 방송예약녹화 시스템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 표시 방법을 수행하는 플로우챠
트이다.

제6도의 플로우챠트는 전원 온 과정(610), 패킷 7 독출 과정(620), 시작 시간 분석 과정(630), 방송 시간
이 5분전인가를 판단하는 과정(640), 화면에 표시하는 과정(650)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제4도와 제6도를 결부시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방송 신호 즉,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입력되는 환경
에서 키이 입력부(410)의 키이 신호를 제어부(440)에 인가시켜 VCR의 전원을 온 시킨다(제6도 610과정).

제어부(440)에서는 코드 추출부(420)를 제어하여 정규 방송 신호에 포함된 패킷 7의 바로-K 데이타중 시
작 시간, 종료 시간, 방송국명, 제목등을 분리한다.(제6도 620과정).

또한 제어부(440)는 코드 추출부(420)에서 분리된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인 프로그램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방송국명, 제목 데이타를 다이내믹 램(DRAM)인 저장부(430)에 저장한다.

제어부(440)는 수시로(예를 들어 1초마다) 패킷7에 수록된 다음 방송 데이타중 시작 시간 데이타를 읽어
내어 저장부(430)에 저장된 종료 시간 데이타와 비교한다(제6도 630과정).

제어부(440)는 현재 패킷7에서 읽은 시작 시간이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타의 종료시간에 비해 소정의 시간 
예를 들면 5분전인가를 검사하여 5분전이 아니면, 제6도의 620과정으로 복귀하며, 5분전이면 패킷7의 데
이타에 수록된 다음 방송 프로그램 정보중의 시작 시간 데이타, 및 방송국명, 제목 정보등을 이용하여 제
5도에 도시한바와 같이 스크린(450)의 화면에 5분후에 방송할 방송 제목 및 시작 시간을 표시한다(제6도 
650과정). 예를 들면 5분전이 되면 (오전 8:00 부터는 우리들 세계가 방영됩니다)라는 메세지가 화면에 
표시된다. 이것은 현재 방송이 끝날 무렵 시청자에게 다음 방송이 무엇인가를 방송 5분전에 미리 시작 시
간 및 제목을 알려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VCR 또는 텔레비젼 시청자가 여러 방송국중 어느 방송국의 방송 프
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을 때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시작 시간 5분전에 시청자에게 화면에 
표시해줌으로서 사용자가 앞으로 진행할 관심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키입력부와,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스크린을 구비하는 프로그
램 안내 메세지 표시 장치는, 바로-K 특정 패킷으로부터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및 시간 정보를 주기적
으로 분리하는 코드 추출부; 상기 코드 추출부에서 분리된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및 그 시간 정보를 저
장하는 저장부; 상기 저장부에서 저장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여 그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현재시간 대비 소정 시간전이면 상기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상기 스크린에 미리 표시하는 제
어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추출부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방송
국명, 제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는 표시될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 및 제목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추출부의 데이타 포맷은 데이타 패킷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 표시 장치.

청구항 5 

연속하여 입력되는 바로-K 데이타중 방송 프로그램 데이타가 포함된 패킷을 로드하여 바로-K의 방송 프로
그램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리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분리된 바로-K 방송 프로그램 정보중의 시
작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바로-K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의 시작 시
간이 현재시간 대비 소정 시간 이내이면 화면에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정보를 미리 표시하는 제3단계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안내 메세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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