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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모니터(20)의 스크린 상의 전자 프로그램 안내(EPG)에서 개별 프로그램 목록들 사이에 삽입되
는 광고(50)에 관한 것이다. 특히 메모리(22, 34)는 EPG 데이터와 광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4)는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메모리에서 광고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프로그램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가져온 EPG 데이터를 텔레비젼 프로그램 목록 라인 내에서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하도록 모니터
를 제어하는데, 각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은 분리된 하나의 라인에 디스플레이되고, 가져온 광고 데이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 라인 대신에 스크린 상의 라인에 디스플레이된다. EPG와 광고 데이터는 스크린의 첫째 영역(56)에 디
스플레이되고, 세부 창은 스크린의 둘째 창(44)에 디스플레이된다. EPG 데이터 라인중 한라인이 커서(48)로 강조된
다. 커서에 의해서 반짝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 은 둘째 영역에 삽입된다. 광고 데이터 라인이 커서에 의해서 강조
될 경우, 광고 데이터와 관련있는 정보가 둘째 영역에 삽입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자 프로그램 안내, EPG, 광고.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고 메시지 또는 광고 단어를 결합한 전자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케이블에 의해서 그리고 인공위성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텔레비전 채널수가 확장됨에 따라, 스크린 상에서의 전자 프로
그램 안내(EPG)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와 같은 EPG는 사용자가 주제, 시간, 채널에 의해 이용 가능한 현재와 미
래의 프로그램 분류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 결과 사용자는 더 쉽게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를 위해 EPG 데이터를 모으고, 그와 같은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일의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광고가 스크린 상의 EPG 내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개별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들 사이에 삽입된다. 
보다 명확하게는 메모리가 EPG 데이터와 광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해
당하는 EPG 데이터와 광고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오도록 프로그램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가져온 EPG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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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 라인으로 디스플레이하고, 각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은 각각 분리된 라인에 디스플
레이되고, 가져온 광고 데이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 대신에 스크린상의 한 라인에 디스플레이되도록 모니터를 조
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EPG 와 광고 데이터는 스크린의 첫째 영역에 디스플레이되고 세부 창은 스크린의 둘째 창에 디
스플레이된다. EPG 데이터 라인 중 하나의 라인이 커서에 의해서 강조된다. 커서에 의해서 강조되는 텔레비전 프로그
램 목록의 설명이 둘째 영역에 삽입된다. 광고 데이터 라인이 커서에 의해서 강조될 경우, 광고 데이터와 관련 있는 설
명이 둘째 영역에 삽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장치에서 생성된 스크린 포맷이다.

    실시예

    
1995년 6월 7일 출원된 미국 특허 제08/475,395호와 1996년 10월 10일 출원된 미국 특허 제08/728,614호의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되어 본 발명의 일부를 이룬다. 이전 출원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지구상의 안테나 또는 케이블
과 같은 도 1의 텔레비전 신호 소스(10)는 텔레비전 튜너(11)에 연결된다. 튜너(11)의 출력은 텔레비전의 화상과 음
성 정보를 가진 중간 주파수(IF)로 변조된다. 튜너(11)는 중간 주파수 앰프(IF AMP; 12)에 연결되고, 다시 화상 검
출기(화상 DET; 13)와 음성 검출기(음성 DET; 14)에 연결되고, 그것은 각각 기저대 화상과 음성 신호를 생성한다. 
음성 신호는 음성 앰프(음성 AMP; 16)에 의해서 확성기(loudspeaker; 16)에 결합된다. 화상신호는 도시되지 않은 
화상앰프에 의해 스위치(18)의 한 입력에 결합된다. 음성 검출기(14)와 화상 검출기(13)는 각각 비디오 카세트 레코
더(VCR; 17)의 오디오 입력과 비디오 입력에 연결된다. (대안으로, VCR의 내부 튜너와 복조 회로를 사용할 수 있을경
우, 텔레비전 신호 소스(10)는 VCR의 고주파(RF) 입력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VCR(17)의 출력은 스위치(18)의 
다른 입력에 연결된다. 스위치(18)의 출력은 종래의 픽쳐 인 픽쳐(picture-in-picture; PIP) 집적회로 칩(19)의 입
력에 연결된다. PIP 칩(19)의 출력은 스크린(도시되지 않음)을 가진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모니터(TV; 20)의 비디오 
입력에 연결된다.
    

    
미리 정한 기간, 예를 들면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모든 이용 가능한 채널의 프로그램 스케줄 목록의 갱신 가능한 데이
터 베이스가 전자적으로 프로그램 스케줄 메모리(22)에 저장된다. 이들 프로그램 목록은 보통 각 프로그램의 제목, 프
로그램 설명, 일자, 시작시간, 프로그램 길이, 프로그램이 전송되어 소스(10)에서 수신 가능한 채널을 포함한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목록이 저장되는 기간은 안내마다 다른데, 사용자의 우선순위와 선호도에 달려 있
다. 예를 들면, TISPG와 CSPG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하루나 이틀 정도 저장할 수 있고, TSPG를 디스플
레이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일주일 이상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는 한 텔레비전 채널이 텔레비전 수신기에 하는 
방송의 수직 회귀 시간(VBI)에 연속적인 자료 링크를 사용하는 잘 알려진 방법으로 갱신될 수 있다. 대안으로, 데이터 
베이스는 뽑을 수 있는 메모리(22)에 의해서 갱신될 수 있는데, 갱신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진 메모리와 교체함으로써 
갱신한다. 메모리(22)는 마이크로프로세서(24)에 연결되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묘사된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프
로그램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4)의 동작 프로그램은 읽기 전용 메모리(ROM; 26)에 저장된다. 적외선 원격 조정 장
치 형식이 바람직한 사용자 입력 장치(28)는 마이크로프로세서(24)에 결합되어 사용자의 명령을 전한다. 사용자가 텔
레비전 프로그램 목록을 보기 원할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24)는 메모리(22)에서 프로그램 스케줄 데이터 베이스의 
일부분을 불러서 비디오 프로세서(30)에 결합시키면, 비디오프로세서(30)에서 디스플레이하도록 포맷된다. 비디오프
로세서(30)에 저장되는 정보는 텔레비전 수상기(20)의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비트 맵이 바람직하다. 비디오 프로
세서(30)는 PIP 칩(19)의 다른 입력에 연결된다. 사용자 입력 장치(28)는 텔레비전 수상기(20)의 스크린에서 커서를 
움직여서 마이크로프로세서(24)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프로세서(24)와 비디오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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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커서 위치 레지스터(32)에 결합된다. (대안으로 사용자가 사용자 입력 장치(28)에서 각 항목에 배정된 코드 번
호 키를 누름으로써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정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24)는 또한 채널 변경
을 위해 튜너(11)에, 선택항목의 동작/기록 및 시작/멈춤을 위해 VCR(17)에, 입력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스위치(1
8)에 그리고 PIP 동작 모드의 선택을 위해 PIP 칩(19)에 연결된다.
    

    
전자 프로그램 안내의 포맷이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포맷은 스크린의 좌상단에 배경 영역(40)과 겹쳐진 PIP 창(42)
을 갖는다. 현재 시간, 즉 오후 5:11이 PIP 창(42)의 하위 영역에 디스플레이 된다. 배경 영역(40)은 스크린 상단에 
배너와 메시지 프롬프트 영역(43), PIP 창(42) 근처 스크린의 우상단에 프로그램 설명 영역(44), 영역(42 및 44) 아
래의 프로그램 스케줄 영역(46)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설명 영역(44)은 설명된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과 길이(지속 시
간)를 포함한다. 영역(46)에 메모리(22)에서 수신한 EPG 데이터가 라인으로 디스플레이되고, 각 프로그램 목록은 분
리된 라인에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는 커서(48)를 수직으로 움직여서 영역(46)에 디스플레이된 프로그램 목록 라인
들 중 한 라인을 강조한다. 강조된 커서(48)의 배경과 프로그램 설명 영역(44)의 배경은 같은 색이나 농도인 것이 바
람직하다.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중인 동영상과 현재 시간은 PIP 창(42)에 디스플레이되고, PIP 창(42)에 디스플레이
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오디오 부분은 모니터(20)의 음성 시스템에 의해서 재생된다.
    

    
삽입된 광고는 스크린에서 프로그램 스케줄 영역(46)의 프로그램 목록 라인들 사이에 디스플레이되고, 관련 정보나 광
고는 설명 영역(44)에 디스플레이 된다. 도 1을 참조하면, 광고 삽입은 프로그램 스케줄 정보 부분인 VBI에서 전송하
고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광고 삽입 메모리(34)로 나타내는 기능인 RAM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삽입은 프로그
램에 대해서 정보 패킷의 한 부분으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즉 광고가 삽입되어 디스플레이되는 SIP이다. 도 1의 
장치는 미국특허 제08/475,395호에 개시된 대로 동작하고, 광고 삽입은 영역(46)에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목록과 
영역(44)에 디스플레이되는 간단한 프로그램 설명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메모리(34)와 메모리(22)는 단일 RAM에 물리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광고 삽입을 위한 주소는 광고 삽입이 
디스플레이되는 프로그램 의 예정된 시간 목록의 일부분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어드레스는 시간 목록을 광고 삽입에 연
결하고, 각 광고 삽입은 단지 한번 메모리(34)에 저장된다. 광고 삽입을 시간 목록에 연결함으로써 디스플레이된 광고 
삽입은 시간 의존이 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되는 광고의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자의 관심 있는 방향으로 인도된
다. 가정 주부에게 흥미 있는 광고는 아침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고, 어린이에게 흥미 있는 광고는 이른 저녁에 디스플레
이될 수 있다.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광고 삽입(50)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NBC 4 NEWS' 목록 아래 라인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를 들면 코카 콜라 광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광고와 텔레비전 광고의 위치 관계는 필요치않고, 
환경에 맞춘다. 삽입 광고(50)의 제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사용자는 커서(48)로 해당 라인을 강조하고, 
그때 텔레비전 정보 대신에 광고 정보가 영역(44)에 디스플레이된다. 예를 들면, 영역(44)의 발표물은 사용자에게 광
고 제품이 특별 가격으로 세일중이라는 정보를 주거나 또는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을 준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디스플레이를 위해 EPG 데이터를 모으고, 그와 같은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일의 비용을 광고로 충당하므로 추가 부담 없이 소비자에게 전자 프로그램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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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전자 프로그램 안내(EPG) 데이터와 광고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스크린을 가진 표시 모니터,

상기 메모리에 접근하여 복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단,

상기 가져온 전자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를 상기 스크린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들의 라인에 표시하는 수단,

상기 메모리에 접근하여 상기 광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단, 그리고

상기 가져온 광고 데이터를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들 중 어느 하나 대신에 상기 스크린 상의 한 라인에 삽입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들 각각은 별개의 라인으로 표시되는

광고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가 상기 스크린의 첫 번째 영역에 표시되며,

상기 스크린 상의 상기 전자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에 대한 라인들 중 하나를 커서로 강조하는 수단,

상기 스크린의 두 번째 영역에 상세 설명 창을 표시하는 수단, 그리고

상기 두 번째 영역에서 상기 커서로 강조된 상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는 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광고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 상의 광고 데이터 라인을 커서로 강조하는 수단, 그리고

상기 두 번째 영역에서 상기 커서로 강조된 상기 광고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삽입하는 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광고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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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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