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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Electronic Program Guide, 이하 EPG 라함)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백개의 채널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EPG의 대표기능들을 수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분류된 채널을 

검색하고 프로그램을 검색하는데 있어 시간축과 채널축을 화면의 세로방향으로 정렬하여 배치하고, 한번 검색한 채

널에 대하여 재차 검색할 시에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텔레비젼, 이피지, 채널, 프로그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디지털 텔레비젼의 내부 블럭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도면,

도 2a 는 본 발명에 의한 EPG 의 메인 메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도면,

도 2b 는 본 발명에 의한 채널 선택수단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3 은 본 발명에 의한 메인메뉴를 나타내는 도면,

도 4 는 본 발명에 의한 채널가이드의 ALL 의 EPG 를 나타내는 도면,

도 5 는 본 발명에 의한 유료채널의 초기 EPG 를 나타내는 도면,



등록특허  10-0425645

- 2 -

도 6 은 본 발명에 의한 유료채널의 VIEW BY TIMELINE 의 EPG 를 나타내는 도면,

도 7 은 본 발명에 의한 유료채널의 프로그램의 특정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

도 8 은 본 발명에 의한 유료채널의 결제 확인창을 나타내는 도면,

도 9 는 종래의 EPG 표시 방법을 간략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Electronic Program Guide,이 하 EPG 라함)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텔레비젼 또는 디지털 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소정의 셋탑박스를 구비한 텔레비젼(이하, 디지털 텔레비젼 

이라 통칭함)은 소정의 수신부를 통하여 패킷 단위로 비트 스트림(bit-stream) 형태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방송 신호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한 채널의 방송 신호를 추출하고, 추출된 방송 신호를 동화상 및 음성신호 압

축을 위한 표준 압축 방식인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Phase) 방식으로 디코딩하고, 이를 모니터나 LC

D 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시되도록 구성된다.

한편, 상기 디지털 텔레비젼에는 각 방송국별 채널 프로그램 정보(EPG 정보)들이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수신되

어 디지털 텔레비젼 내의 소정의 메모리 블럭에 저장되며, 저장된 EPG 정보들은 사용자에 의해 특정의 채널을 튜닝

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간대별, 또는 채널별의 다수의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할 경우 소정의 그래픽 

처리 블럭을 이용하여 디지털 텔레비젼 화면상에서 EPG 메뉴로서 디스플레이하게 됨으로 시청자는 상기 EPG 메뉴

를 통하여 소망하는 프로그램을 일자별, 시간대별, 방송국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EPG 메뉴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종래에는 계시된 도 9 과 같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을 EP

G 메뉴의 세로축에 표시하고, 가로축에는 시간을 표시하여, 가로축에는 상기 채널별로 예정된 방송 프로그램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방식으로 EPG 를 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청자가 채널별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검색한 

채널의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경우, 리모컨 등의 채 널 선택 수단에 구비되는 상하 방향키 및 좌우 방향키

를 일일히 클릭하여 검색하여야 하므로, 원하는 채널의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

며, 또한 한번 검색한 채널을 다시 검색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수백개의 채널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종래의 EPG 표시방법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채널과 각 채널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을 표시

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도 매우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많은 수의 채널 및 각 채널별 프로그램을 보다 용이

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번 검색된 채널이 재차 검색될 경우에 보다 빠른 시간에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EPG 표시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은,

디지털 텔레비젼의 소정의 수신부를 통하여 EPG 정보가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수신되어 디지털 텔레비젼 내의 

소정의 메모리 블럭에 저장되며, 저장된 EPG 정보들이 사용자에 의해 특정의 채널을 튜닝하거나, 시간대별, 또는 채

널별로 다수의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할 경우 소정의 그래픽 처리 블럭을 이용하여 디지털 텔레비젼 화면상에서 디스

플레이되는 EPG 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에 소정의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채널들의 집합

체인 서브타이틀을 적어도 1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메인메뉴가 표시되는 단계; 사용자가 채널 선택수단을 사용하여 상

기 서브 타이틀을 선택하면, 선택된 서브 타이틀에 속하는 채널들이 상기 화면의 좌측부에 화면의 세로축 방향으로 

정렬되어 표시되는 단계; 상기 채널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된 채널의 우측부에 그 채널이 가진 프로그램들의 시

간 및 제목이 화면의 세로축 방향으로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박스 형태의 레이아웃 내에 표시됨과 동시에 상기 채널 

선택수단의 상하방향키 및 좌우방향키를 조작하기 위한 표시가 상기 레이아웃의 일측에 상하좌우 4 방향으로 표시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계시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디지털 텔레비젼의 내부 블럭을 간략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안테나를 통하여 디지털 텔레비젼으로 수신되는 패킷 단위의 비트 스트림(bit-stream) 형태의 데이터는 소정의 수신

부(1)를 통하여 수신되고, 수신된 방송 신호중 시청자가 선택한 채널의 방송 신호는 역다중화부(Demuxer)(2)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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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출되고, 추출된 방송 신호중 동화상 및 음성신호는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Phase) 방식으로 음

성 및 영상 디코딩부(3)에서 디코딩되어, 소정의 그래픽 처리 부(5)를 통하여 텔레비젼의 화면이나 LCD 와 같은 디스

플레이 장치(6)로 표시되도록 구성된다.

한편, 상기 디지털 텔레비젼으로 수신되는 데이터 중에는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들이 동시에 수신되게 되

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 된 인물이나 지역의 세부 정보나, 홈쇼핑 광고, 시청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러한 상기의 컨텐츠 데이터 중에는 디지털 텔레비젼으로 방송되는 채널들이 가지고 있

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방영 시간에 관련한 정보들을 가진 EPG(Electric Program Guide) 데이터들도 역시 함

께 수신됨으로서, 시청자가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많은 수의 채널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EPG 데이터는 상기 음성 및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 따라서 수신부(1)에서 패킷 형태의 비트스트림으로

수신된후 역다중화부(2)를 거쳐서 컨텐츠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디코딩부(4)에서 디코딩을 통하여 소정의 그래픽 

처리부(5)를 통하여 텔레비젼의 화면이나 LCD 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6)로 표시됨으로서 상기 음성 및 영상 디코

딩부(3)에서 디코딩된 음성 및 영상 데이터들과 동기와 되어 텔레비젼의 화면에 함께 표시되게 된다.

한편, 상기의 음성 및 영상 디코딩부(3) 및 데이터 디코딩부(4), 그래픽 처리부(5)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는 

소정의 제어부(미도시)의 지령에 의하여 그 작동이 제어되며, 수신부(1)를 통하여 수신되는 음성 및 영상 데이터와 컨

텐츠 데이터들은 RAM 등의 메모리 소자를 사용하는 메모리부(미도시)에 저장되어 제어부의 신호에 따라서 디코딩되

어 디스플레이 장치(6)에 표시되게 된다.

이하, 위와 같은 처리 흐름에 따라서 처리되는 데이터중 특히, 상기 EPG 데이터를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표시

하기 위한 본 발명의 EPG 표시 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a 는 본 발명에 의한 EPG 의 메인 메뉴의 구성요소를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EPG 표시 방법은 기존의 안테나로 수신되는 채널들을 기존의 EPG 방법에서와 같이 텔레비젼 화면의 가로

축을 시간축으로 갖고, 세로축을 채널축과 프로그램축으로 가지는 방식으로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그대신 각 채널들

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소정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각 카테고리별로 채널들이 분류된 서브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채널과 프로그램을 분류별로 검색할 수 있는 채널가이드(21)와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할 수 

있는 유료채널만을 모은 유료채널(22), 디지털 텔레비젼과 관련한 기능설정에 관한 SET UP(23),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i TV(24)의 서브타이틀 들(21,22,23,24)이 메인메뉴(20)의 구성요소이다.

상기의 채널가이드(21)는 수신되는 모든 방송국들의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표시하는 ALL(21-1), 영화와 관련된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MOVIE(21-2), 스포츠와 관련된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SPORTS(21-3), 음악과 관련된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MUSIC(21-4), 아동 관련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CHILDREN(21-5), 오락 프로그램과 관

련된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ENTERTAINMENT(21-6), 뉴스와 관련된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NEWS(21-7), 

사용자 자신이 즐겨찾는 채널들을 검색할 수 있는 FAVORITE(21-8)의 카테고리로서 나뉘어져 있으며, 사용자는 상

기의 채널가이드중 소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관련된 채널들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의 유료채널(22)은 채널들이 제목별로 정렬되어 표시되는 VIEW BY TITLE(22-1), 채널들이 시간별로 정

렬되어 표시되는 VIEW BY TIMELINE(22-2), 채널들이 그 갱신순서에 따라 정렬되어 표시되는 NEW RELEASE(22

-3),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들이 표시되는 FREE VIEW(22-4), 성인채널인 ADULT(22-5)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의 SET UP(23)은 부모인 시청자가 채널 가이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PARENTS(23-1), 시청자

가 자신이 즐겨찾는 채널의 기준이나 정렬방법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FAVORITE SETUP(23-2), 채널 가

이드의 일반적인 사항을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GENERAL SETUP(23-3)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의 iTV(24)는 인터넷 또는 유무선 통신단말기에 의하여 쌍방향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채널들로서

, 도면에는 소정의 상기 데이터의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채널들로만 묶여져 속해있다.

한편, 디지털 텔레비젼에 사용되는 채널 선택수단은 통상의 리모컨 등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텔레비젼은 상기의 채널

선택수단과 적외선 송수신을 통하여 사용자의 키입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게 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

면 상기의 채널 선택수단은 도 2b 와 같은 다양한 입력키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청중 EPG 의 실행을 지령하

는 EPG 시작키, 시청중 사용자의 선택 또는 지시가 요구되는 컨텐츠 데이터의 승낙 여부(주로 유료 채널의 시청여부 

결정시 사용된다)를 지령하기 위한 ENTER 키, EPG 표시를 종료하는 EXIT 키, 채널 번호의 입력을 위한 0 내지 9 까

지의 숫자키, 서브타이틀(21,22,23,24)간에 이동을 편리하기 위한 F1 내지 F4 까지의 FUNCTION 키, 메인메뉴(20)

와 서브타이틀(21,22,23,24) 및 채널들간의 이동을 빠르게 수행하고, 채널과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를 보기위한 단

축키 가 부설된다. 여기서, 상기 단축키는 채널을 표시하는 화면을 페이지 단위로 열람하기 위한 PAGE UP 키 및 PA

GE DOWN 키,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그 정보를 보기위한 INFORMATIO

N 키, 사용자가 즐겨보는 채널들을 즉시 열람하기 위한 FAVORITE 키, 현재 표시된 EPG의 바로 직전 EPG 를 즉시 

보기위한 BACK 키 로 구성되며, 상기 단축키들은 각각 고유의 색상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리모컨 조작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메인메뉴(20)의 구성요소들이 EPG 로서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에 표시되

게 된다. 도 3 은 본 발명에 의한 메인메뉴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의 EPG 가 표시되는 디지털 텔레비젼 상의 화면을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화면의 좌측 최상단을 기

준점으로 하여 우방향을 가로축 방향(100)으로 하고, 하방향을 세로축 방향(200)이라 한다.

디지털 텔레비젼의 시청자가 리모컨 등의 채널 선택수단을 이용하여 EPG 를 시작시키면, 본 발명에 의한 EPG 가 도 

3 과 같이 화면에 표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인메뉴(20)에 속하는 서브타이틀들(21,22,23,24)이 화면상에 세로축

방향(200)으로 표시되며, 상기의 서브타이틀들(21,22,23,24) 하단에는 소정의 광고가 삽입이되는 배너타이틀(2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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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다. 또한 상기의 배너타이틀(25) 하단에는 채널 선택수단의 키입력을 설명하는 문구가 삽입된 설명부(26)가 표

시되며, 설명부(26) 하단에는 메인메뉴(20)와 서브타이틀(21,22,23,24) 및 채널들간의 이동을 빠르게 수행하고, 채널

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를 보기 위한 단축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단축아이콘 표시부(27)가 표시된다. 

여기서 상기의 단축 아이콘들은 전술한 채널 선택수단의 단축키와 동일한 색상과 이름을 가지도록 구성됨으로 사용

자는 EPG 메인메뉴(20)로부터 자신이 시청하기 원하는 채널을 즉시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상기의 서브타이틀들(21,22,23,24)에는 상기 채널 선택수단의 FUNCTION 키를 표시하는 F1 내지 F4 의 키입

력이 표시되며, 사용자는 상기 채널 선택수단의 F1 내지 F4 의 키입력을 통하여 상기 서브타이틀(21,22,23,24)을 선

택할 수 있다.

도 4 는 시청자가 상기 메인메뉴(20)의 서브타이틀 중 채널가이드(21)을 선택하고, 채널가이드 메뉴중 디지털 텔레비

젼을 통하여 수신되는 모든 채널을 열람하기위한 ALL(21-1)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화면에 표시되는 EPG 이다.

상기의 ALL(21-1)을 표시하는 EPG 는 화면의 최상단에 가로축방향(100)으로 상위의 메인메뉴(20)에 표시되는 서

브타이틀(21,22,23,24)로 즉시 이동하기 위한 서브타이틀 안내부(31)가 표시되며, 상기의 메인메뉴(20)와 같이 배너 

ALL(21-1)에 속하는 채널들이 상기 화면의 좌측에 세로축 방향(200)으로 정렬되어 표시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채널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된 채널의 우측에 그 채널이 가진 프로그램들의 시간 및 제목이 화면의 세로축 방향(

200)으로 시간순서대로 정렬되어 박스 형태의 레이아웃(32) 내에 표시됨과 동시에 상기 채널 선택수단의 상하방향키

및 좌우방향키를 조작하기 위한 지시표시로서 상기 레이아웃의 일측에 상하좌우의 4 방향 화살표(33)가 표시된다.

사용자가 상기의 4 방향 화살표(33)중 좌우 방향키를 통하여 좌측의 채널영역 과 우측의 프로그램 영역을 번갈아 이

동할 수 있게 되며, 좌측의 채널축으로 이동한 사용자는 상하 방향키를 통해 다른 채널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우측

의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다시 상하 방향키를 통해 시간대별로 정렬된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은 특정색으로 변환되게 함으로써 선택하지 않은 채널과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게 함이 바

람직하다.

한편, 상기와 같이 선택된 채널이 가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있다고 알리

는 특정 정보 표시 아이콘(34)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이러한 특정의 정보는 상기 채널 선택수단의 INFORMATION 키

를 눌르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정보가 보여지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이 즐겨 찾는 특정 채널의 정보를 디지털 텔레비젼의 소정의 메모리 블럭에 저장하여 두게 되는

데, 사용자가 미리 저장한 채널에 대해서는 채널명 앞에 미리 저장해 둔 채널이라는 표시로 채널 저장 표시 아이콘(35

)이 표시되어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채널 저장 표시 아이콘(35)을 통하여 사용자가 등록해둔 채널과 그렇지 않

은 채널에 대한 분류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상기 특정정보 표시 아이콘(34)을 통하여 특정한 정보가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가 없는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도 5 내지 도 8 은 메인메뉴(20)의 서브타이틀 중 유료채널(22)을 선택할 경우에 사용자의 텔레비젼 화면에 표시되는

EPG 이다.

상기의 유료채널(22)에 속하는 채널 또는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방영되는 것으로서, 소정의 결재를 위한 표 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상기 유료채널들

의 EPG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료채널(22)의 초기 EPG 화면은 도 4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서브타이틀 안내부(31) 하단

으로 유료채널이 가진 서브타이틀들이 표시되며, 그 하단으로 배너 타이틀(25)와 설명부(26), 단축아이콘 표시부(27)

가 배치되므로 다른 서브타이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도 6 은 상기 상기 유료채널(22)의 서브타이틀들 중 프로그램을 시간순서대로 정렬한 VIEW BY TIMELINE 을 선택

하여 표시되는 EPG 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VIEW BY TIMELINE 을 나타내는 EPG 의 좌측부는 시간과 채널을 동시에 포함하면서 세로축방향(200)으로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되고, 우측부는 채널에 대응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이 정렬되어 표시되는데, 선택된 채

널은 레이아웃(61) 내에 위치하여 색상이 특정색으로 변환되게 함으로써 선택된 채널과 그렇지 않은 채널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는 상기 레이아웃(61)의 중간에 표시되는 상하방향키를 조작하기 위한 지시표시로서 상기 레이아웃의 

일측에 상하 방향 화살표(62)가 표시되는데, 상기 상하 방향 화살표(62)를 통하여 채널을 이동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 및 채널은 항상 중앙 영역에 위치한다.

또한, 도 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는 채널에 표시된 특정 정보 표시 아이콘(34)이 표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채

널 선택수단의 INFORMATION 키를 눌러 프로그램의 특정정보(71)를 볼 수 있으며, 채널 저장 표시 아이콘(35)을 확

인하여 채 널의 저장여부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주 찾게 되는 유료채널에 대한 검색시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채널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상기 특정정보 표시 아이콘(34)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데, 상기 프로그램의 특정정보가 시청 비용에 관한 정보이면, 도 8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용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결제확인창(81)이 표시되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하는 유료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

게 된다.

이상으로, 계시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

하였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에 벗어남이 없이 다

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임은 해당 업계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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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진 본 발명의 효과는, 본 발명에 의한 EPG 표시방법은 정해진 영역안에서 사용자는 보다 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 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특

정채널을 미리 등록해둠으로써 한번 검색한 채널을 다시 검색하는데 있어서의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

과가 있다.

또한, 기존의 EPG 가 텔레비젼 화면의 세로축 방향을 채널로 이용하고, 가로축 방향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구조를 

벗어나, 특정채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있으며, 특정 채널에 대해 보여질 수 있

는 프로그램의 수를 더 많이 표시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EPG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별다른 조작 없이도 광고의 내용이 보여지므로, 광고의 노출 시간 및 집중도를 높이

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텔레비젼의 소정의 수신부를 통하여 EPG 정보가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수신되어 디지털 텔레비젼 내의 

소정의 메모리 블럭에 저장되며, 저장된 EPG 정보들이 사용자에 의해 특정의 채널을 튜닝하거나, 시간대별, 또는 채

널별로 다수의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할 경우 소정의 그래픽 처리 블럭을 이용하여 디지털 텔레비젼 화면상에서 디스

플레이되는 EPG 의 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에 소정의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채널들의 집합체인 서브타이틀이 적어도 1 개 이상 포

함되어 있는 메인메뉴가 표시되는 단계;

사용자가 채널 선택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서브타이틀을 선택하면, 선택된 서브타이틀에 속하는 채널들이 화면의 좌

측부에 세로축 방향으로 정렬되어 표시되는 단계;

상기 채널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화면의 우측부에 그 채널이 가진 프로그램들의 시간 및 제목이 화면의 세로축 방향

으로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박스 형태의 레이아웃 내에 표시됨과 동시에 상기 채널 선택수단의 상하방향키 및 좌우방

향키를 조작하기 위한 표시가 상기 레이아웃의 일측에 상하좌우 4 방향 기호로서 표시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의 4 방향 기호중 우 방향키를 통하여 화면 우측부에 정렬된 프로그램 영역으로 이동하여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 영역에서 상하 방향키를 통해 시간대별로 정렬된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의 4 방향 기호중 상하 방향키를 통하여 화면 좌측부에 정렬된 채널영역을 검색하는 단계; 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은 특정색으로 변환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메뉴에 속하는 서브타이틀들이 화면상에 세로축 방향으로 표시되며, 상기의 서브타이틀들 하단에는 소정의

광고가 삽입이 되는 배너타이틀이 표시되고, 상기의 배너타이틀 하단에는 채널 선택수단의 키입력을 설명하는 문구

가 삽입된 설명부가 표시되고, 설명부 하단에는 메인메뉴와 서브타이틀 및 채널들간의 이동을 수행하고, 채널에서 방

영하는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를 보기 위한 단축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단축아이콘 표시부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축 아이콘들은 사용자의 채널 선택수단의 단축키와 동일한 색상과 이름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선택된 채널이 가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정보 표시 아이콘을 자동으로 표시하고, 

상기 채널 선택수단의 소정의 키입력을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정보가 보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유료채널을 선택하였을 경우, 선택된 채널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결제를 위한 특정 정보 표시 아이콘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비용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결제확인창이 표시되고, 사용자의 비용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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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메모리 블럭에 저장된 채널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가 등록해둔 채널이 선택되면, 채널 저장 표시 아이콘

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화면상에 이피지를 표시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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