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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티브이를 이용하여 브이씨알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이 방법 등에 적응된 티브이 
및 브이씨알

요약

자기기록재생장치의 응용에 관한 것으로서, 카세트테이프의 검색, 서치, 자막표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 테이프에 기록되는 내용을 저장하는 테이프맵메모리와 테이프캡 컨트롤러를 구비하는 자기기록재생
장치에 있어서, 조작입력수단은 테이프맵 버튼, 자막버튼, 재생버튼, 정지버튼 등을 구비하며, 녹화한 테
이프를 장진하여 테이프맵버튼을 누르면 테이프맵화면이 표시되고, 테이프맵화면은 그 테이프에 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녹화시간 등 및 재생완료여부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것에 의해서, 테이프의 기록내용을 화면상에서 식별함과 동시에 자막의 표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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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TV)를 이용하여 브이씨알(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이 방법 등에 적응된 티브
이(TV) 및 브이씨알(VCR)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챠
트.

제2도 (a)는 제1도의 방법에 적응된 TV, VCR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의 구성
을 보여주는 블럭도.

제2도 (b)는 제2도 (a)에서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TV, VCR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의 구
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제4도 (a)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TV의 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4도 (b)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VCR의 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5도는 TV에서 VCR로 전송되는 녹화-예약용 정보들의 포맷된 구성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제6도 (a)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TV의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6도 (b)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VCR의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7도는 TV 가이드 정보가 디스플레이된  TV 화면의 일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제8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TV, VCR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의 구성
을 보여주는 블럭도.

제9도 (a)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VCR의 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9도 (b)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VCR의 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10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TV, VCR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의 구
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제11도 (a)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VCR의 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11도 (b)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VCR의 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1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TV, VCR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의 구
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제13도 (a)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VCR의 일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제13도 (b)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VCR의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수신부                                     2 : 텔리텍스트 데이터 검출부

3, 5 : 메모리                                 4, 6 : 제어부

7 : 인터페이스부                           7a : 양방향 통신용 잭

7b, 7c : 양방향 통신용 버스           7d, 7j : 무선신호 송신부

7f, 7h : 무선신호 수신부                7e, 7g, 7i, 7k : 일방향 통신용 버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과, 이 방법에 적응된 TV 및 VCR에 관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종래 방법들에 따르면,  유저(user)는  VCR(Video  Cassette  Recorder)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VCR에 모든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즉, 녹화예약 모드를 수행할시 VCR 그 자체가 주체가 되었다.

또한, 종래 방법들에 따르면, 방송신호의 일부라인들에 실린 별도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녹화예약 모드를 
수행하였다.

이 별도의 정보들은 방송국들에 의해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방송신호의 일부라인들에 영상신호와는 분리
되어 실린다.

예로서,  유럽의  방송국들에  의해  방송신호들에  실리는  별도의  정보들을  이하에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텔리텍스트(Teletext)  신호가  있다.  이  텔리텍스트  신호는  방송신호의  일부라인들에  실리는 
것으로, 문자나 그림에 해당하는 디지탈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텔리텍스트 신호는 뉴스정보, 증권정보, 오락정보, 레져정보, 스포츠정보 및 TV 가이드 정보 등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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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의 방송국들은 텔리텍스트 신호를 통해 100-999 페이지들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며, 각 페
이지는 서브-페이지(sub-page)와 멀티-페이지(multi-page)로 구성되어 추가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텔리텍스트 신호에 포함된 일 정보로서 VPT(Video Programmable Teletext)정보가 있다.

이 VPT는 TV(Television)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를 의미하며,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VCR은 이 VPT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녹화예약 모드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 VPS(Video Program Service)신호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이 VPS 신호는 일반적으로 디지탈 신호의 형태로 방송신호의 16번째 라인에 실리는 것으로, 각 방송신호
의 비디오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VCR이 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약녹화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VPS 신호는 여러종류의 코드(code)들로 구성된다.

이 코드들은 일반코드, 인터럽트(interrupt) 코드, 더미(dummy) 코드 및 시스템(system) 코드 등을 포함
한다.

위 일반코드는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예약-녹화 시작시간에 관한 코드이며, 인터럽트 코드는 광고방송 
같이 실제 방송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방송신호의 구간을 알리는 코드이다.

또한, 더미코드는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종료시간에 관한 코드이며, 시스템 코드는 장비의 문제 등으로 
인해 VPS 신호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VCR에 설정된 시간을 이용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의 예
약-녹화를 수행하라는 일종의 지시(instruction)코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VPS 신호는 주로 VCR 예약녹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 및 종료
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PDC(Program Delivery Control) 신호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 PDC 신호는 위의 VPS 신호와 거의 유사하다.

이 PDC 신호는 위의 VPS 신호가 갖는 코드들을 모두 포함하며 추가로 연속 코드(continous code)를 더 포
함한다.

이 연속코드란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연속을 알리는 것이다.

즉, 한 스포츠 게임의 중계방송에 있어서, 그 스포츠 게임은 정규 중계시간을 경과하여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정규 중계시간 이후의 진행은 다른 방송국에 의해 계속 중계될 수 있다.

이 연속코드는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VCR은 이 PDC 신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스포츠 게임을 완전히 예약-녹화할 수 있다.

종래 방법들에 따르면, VCR은 방송국들로 부터 제공되는 위의 별도의 정보들을 예약녹화 모드 또는 녹화-
예약모드시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신호로 부터 각 별도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디코더를 구비해야 했다.

실질적으로, 각 디코더는 고가의 소자(element)이기 때문에, 방송국들로 부터 제공되는 모든 별도 정보들
을 검출하기 위한 디코더들을 모두 VCR의 구성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VCR의 제조 코스트가 매우 높아지
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종래 VCR들은 여러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예로서,  그들은  위의  디코더들을  전혀  갖지  않는  단순기능을  갖는  VCR,  VPS,  디코더만을  갖는  VCR, 
ACMS(Auto  Channel  Mapping  System)을  갖는 VCR  및  VPS  디코더와 ACMS를  모두 갖는 VCR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ACMS란 각 방송채널 번호를 VCR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 맞게 조절하고, 원래 채널번호와 조절된 
채널번호를 맵핑(mapping)시켜, 맵핑된 채널 튜닝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로서, 한 방송국의 방송신호는 중앙지역에서 10이라는 채널번호를 가지고 수신되나 중앙 이외의 어느 
지역에서는 11이라는 채널번호를 가지고 수신될 수 있다.

이 경우, ACMS는 11이라는 조절번호를 찾고 10과 11로 구성된 채널튜닝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상술한 종래 VCR들을 가지고 녹화예약 모드를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첫째, 방송국들에서 제공되는 모든 별도 정보들을 이용하여, 녹화-예약모드 또는 예약-녹화 모드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디코더 또는 다른 소자들을 모두 구비해야만 하므로 VCR의 제조 
코스트가 매우 높아진다.

둘째, 텔리텍스트 신호를 VCR의 구성에 포함시킬 경우, 거의 모든 TV(Television Receiver)들은 텔리텍스
트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텔리텍스트 디코더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예약 모드의 수행을 위해 이
중으로 텔리텍스트 디코더를 구비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셋째, 별도의 정보들을 검출하기 위한 일부 디코더들만을 갖는 VCR들의 경우, 유저(user)는 그 일부 디코
더들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VCR에 제공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넷째, 종래 방법들에 따르면, 녹화-예약모드를 수행하는 주체가 VCR 이었으므로, 녹화예약 모드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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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저가 텔리텍스트 신호중 TV 가이드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VCR 뿐만 아니라 TV까지도 함께 조작
해야만 한다.

따라서, 유저가 녹화-예약모드의 수행을 위해 VCR 뿐만 아니라 TV까지로 조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본 발명이 일 목적은 편리하게 예약모드를 수행할 수있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위 방법에 적응된(adapted) TV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제조 코스트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위 방법에 적응된 VCR을 제공하는데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은 
그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 부터 복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스트 데
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그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그 TV에 제공된 선
택신호에 따라 그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상기 VCR의 녹화-예약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녹화예약용 정보들로서 VCR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TV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그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종류의 정보들로 구성
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검출부,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제공된 선택신
호에 응답하여 그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적어도 한 종류이상의 정보를 VCR의 녹화예약용 데이터로
서 메모리로부터 출력시키기 위한 제어부, 그리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메모리로부터 출력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정보들을 일 VCR에 전송하기 위하여 그 VCR과 제어부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한
다.

본 발명에 따른 VCR은 일 TV에 선택신호를 전송하고 이 선택신호에 따라 그 TV로부터 제공된 적어도 하나
의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수신하기 위한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 일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위 TV로부터로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저
장하기 위한 메모리, 그리고 위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위 TV에 선택신호를 제공하고 위 메
모리 제어신호를 제공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과, 이 방법
에 적응된(adapted) TV 및 VCR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개략적인 
플로우챠트이다.

제1도에 따르면, 먼저, TV를 통해 방송신호가 수신된다.

이어,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스트 데이터가 검출되고 이 검출된 텔리텍스
트 데이터는 TV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TV에 제공된 선택신호에 따라 이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녹화예약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정보가 
VCR로 전송된다.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정보는 VCR의 메모리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로서 저장된다.

제2도 (a)는 제1도의 방법에 적응된 TV, VCR과 양방향 통신가능 하도록 이들을 인터페이스 하는 인터페이
스부의 주요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제2도 (b)는 제2도 (a)에서 인터페이스부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제2도 (a)에 따르면, TV는 안테나(ANT)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1),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종류의 정보로 구성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텔리텍스트 데이터 검출부(2), 검출된 텔리텍스
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3), 제공된 일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메모리(3)에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VCR의 녹화예약용 데이터로서 메모리(3)로부터 출력시키는 제어부(4)로 구성된
다.

한편, VCR은 메모리(5)와 TV로부터 전송된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수신하여 메모리(5)에 저장시키기 위한 
제어부(6)로 구성된다.

제2도 (a)에서, 인터페이스부(7)는 양방향 통신용 잭(Jack)(7a)와, TV의 제어부(4)와 양방향 통신용 잭
(7a)을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용 제1버스(7b), VCR의 제어부(6)와 양방향 통신용 잭(7a)을 연결시키는 양
방향 통신용 제2버스(7c)로 구성된다.

여기서, 양방향 통신용 잭(7a)으로서는 스카트 잭(Scart Jack)이 사용될 수 있으며, 제1버스(7b)와 제2버

스(7c)로서는 I
2
C 버스(Inter Ic Bus)가 사용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부는 TV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VCR의 구성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제2도 (a)에서, 미설명부호 SS1은 TV의 제어부(4)에 제공될 수 있는 세종류의 선택신호 중 하나로서, VCR

의 제어부(6) 자체에서 제공되는 신호이다.

미설명부호 SS2는 TV의 제어부(4)에 제공될 수 있는 세종류의 선택신호 중 다른 하나로서, 유저(user)의 

선택에 의해 VCR을 통해 TV의 제어부(4)에 제공되는 신호이다.

즉, 유저는 VCR의 패널(Panel)(도시하지 않음)에 구비된 키이부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remote 
controller)에 구비된 키이부(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선택신호 SS2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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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명부호(SS3)는 역시 TV의 제어부(4)에 제공될 수 있는 세종류의 선택신호 중 또다른 하나로서, 유저

(user)의 선택에 의해 VCR을 거치지 않고, TV의 제어부(4)에 직접 제공되는 신호이다.

즉 유저는 TV의 패널에 구비된 키이부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에 구비된 키이부를 통해 선택신호(SS3)를 제

공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선택신호들(SS1-SS3)은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VCR의 녹화-예약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신호로서, 녹화예약 모드시 VCR 자체 또는 유저의 선택에 의해 이들중 
한 신호만이 TV의 제어부(4)에 제공된다.

특이할 점은, 선택신호(SS1)는 VCR의 제어부(6)내에 VCR 특성에 따라 기저장된 것으로 유저의 선택없이 자

동으로 TV의 제어부(4)에 제공된다는 점이며, 선택 신호들(SS1, SS2)은 유저가 TV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된 

텔리텍스트를 보고 수동으로 TV와 VCR의 키이부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TV의 제어부(4)에 제공
하는 키이신호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이다.

이들신호(SS1-SS3)에 대해서는 이후의 동작설명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제2도 (a)에서, 미설명부호 8과 9는 VCR의 패널(panel)에 마련된 키이부와 원격조정을 위한 리모트 콘트
롤러이다.

또한, 미설명부호 10과 11은 TV의 키이부와 리모트 콘트롤러이다.

제2도 (b)는 인터페이스부(7)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제2도 (a)의 인터페이스부(7)가 유선형인 반면 제2도 (b)의 인터페이스부(7)는 무선형의 예를 보여준다.

제2도 (b)는 인터페이스부(7)는 TV의 제어부(4)로 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무선신호의 형태로 
전환하여 VCR측으로 송신하는 제1무선신호 송신부(7d),  TV의 제어부와 무선신호 송신부(7d)를 연결하는 
제3버스(7e), VCR로 부터 전송된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부(4)에 전달하는 제1무선신호 수신부(7f), 제
1무선신호 수신부(7f)와 제어부(4)로 연결하는 제4버스(7g), TV측의 제1무선신호 송신부(7d)로 부터 전송
된 무선신호를 VCR의 제어부(5)에 전달하는 제2무선신호 송신부(7h), 제2무선신호 송신부(7h)와 VCR의 제
어부(5)를 연결하는 제5버스(7i), 제어부(5)로 부터의 신호를 무선신호 형태로 전환하여 TV측으로 송신하
는 제2무선신호 송신부(7j) 그리고 제2무선신호 송신부(7j)와 VCR의 제어부(5)를 연결하는 제6버스(7k)로 
구성된다.

제2도 (b)에서, 제3버스-제6버스(7e, 7g, 7i, 7k)는 일방향 통신용 버스가 사용되며 양방향 통신용 버스
일 필요가 없다.

한편, VCR의 제어부(5)로 부터 제2무선신호 송신부(7j)에 출력되는 신호는 선택신호들(SS1,SS2) 중 하나이

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1]

실시예 1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단순기능을 갖는 VCR에 적용된 경우를 보여준다.

단순기능을 갖는 VCR은 VCR의 기본기능, 즉 녹화기능 및 재생기능만을 갖는 VCR을 의미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TV, VCR 및 이들을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
도이다.

제3도에서, TV는 안테나(ANT1)와, 안테나(ANT1)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튜닝신호에 따라 하나의 방
송신호를 통조하는 튜너(12)와, 튜닝된 방송신호를 디스플레이 가능토록 처리하는 신호처리부(13)와, 튜
닝된 방송신호로 부터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텔리텍스트 데이터 검출부(14)와, 메모리 제어신호
에 의해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15)와, 스위칭 제어신호에 의해 신호처리부(13)로 부터 출
력되는 방송신호와 텔리텍스트 검출부(14)로 부터 출력되는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하나를 모니터에 출력
시키는 스위칭부(16)와, 위 튜닝신호, 메모리 제어신호 및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공하고, 제공된 선택신호
(SS1-SS3 중 하나)에 따라 메모리(15)에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VCR의 녹화예약에 필요한 하나이상

의 정보를 출력시키는 제어부(17)와, TV의 패널에 위치되고 유저에 의해 선택신호(SS3)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어부(17)에 유선형태로 제공하는 키이부(18)와, 유저에 의해 그 선택신호(SS3)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어

부(17)에 무선형태로 제공하는 리모트 콘트롤러(19)로 구성된다.

제3도에서, 본 발명의 방법에 적응된(adapted) VCR은 안테나(ANT2)와, 안테나(ANT2)를 통해 수신된 방송
신호들 중 튜닝제어 신호에 따라 한 방송신호만을 동조하는 튜너(20)와, 동조된 방송신호를 기록가능토록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부(21)와, 기록제어 신호에 따라 기록가능토록 처리된 방송신호를 일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부(22), 메모리 제어신호에 따라 TV로 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녹화예약용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23)와,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24)와, 위 메모리 제어신호, 튜닝제어 신호 및 
기록제어 신호를 제공하고 내부에 기저장된 선택신호(SS1)를 TV에 제공하는 제어부(25)와, VCR의 패널에 

위치되고, 유저의 선택에 의해 선택신호(SS2) 발생용 키이신호를 유선상으로 VCR의 제어부(25)에 제공하는 

카이부(27)와 유저의 선택에 의해 선택신호(SS2) 발생용 키이신호를 무선형태로 VCR의 제어부(25)에 제공

하는 리모트 콘트롤러(26)로 구성된다.

제3도에서 인터페이스부(28)는  양방향 통신용 잭으로서 스카트 잭(28a),  TV의  제어부(17)와  사크트 잭

(28a)을 연결시키는 양방향 통신용 버스로서의 제1 I
2
C 버스(28b) 및 VCR 제어부(25)와 스카트 잭(28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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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키는 제2 I
2
C 버스(28c)로 구성된다.

제3도에서 인터페이스부(28)는  TV의 구성에 포함될 수도 있고 VCR의 구성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제2도 (b)와 같이, 인터페이스부(28)는 두개의 무선신호 송신부와 두개의 무선신호 수신부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때, 한개의 무선신호 송신부와 한개의 무선신호 수신부는 실질적으로 TV의 구성에 포함되며, 다른 하나
의 무선신호 송신부와 무선신호 수신부는 VCR의 구성에 포함된다.

여기서, 무선신호 형태는 적외선 신호 형태이다.

제3도의 TV의 구성에서 제어부(17)는 메모리(15)에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VCR의 녹화예약용 데이
터로서 날짜정보와,  방송 프로그램 시작정보,  방송 프로그램 종료정보 및 채널튜닝 정보를 스카트 잭
(28a)을 거쳐 VCR에 보내게 된다.

이때, 제어부(17)는 선택신호(SS1-SS3 중 하나)에 의해 그것과 인터페이스된 VCR이 단순기능을 갖는 것임

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단순기능의 VCR에 적합한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VCR에 제공하게 된다.

선택신호들(SS1-SS3) 중에서 선택신호(SS1)는 VCR의 제어부(25)의 내부에 기 저장된 것으로 자동으로 TV의 

제어부(17)에 제공되는 반면 선택신호(SS2, SS3)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유저의 선택에 의해 TV의 제어

부(17)로 제공된다.

따라서, 유저가 원하는 그러한 선택신호(SS2, SS3)를 제공할 수 있도록 TV의 메모리(15)에 저장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TV화면(즉,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VCR 자체에 기 저장된 선택신호(SS1)를 TV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3도, 제4도 (a) 및 제4도 (b)를 참

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제4도 (a)에서, TV는 안테나(ANT1)를 통해 방송신호들을 차례로 수신하고, 이들로부터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검출하여 메모리(15)에 저장한다.

이어, 유저에 의해 녹화예약모드의 신호가 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이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유저에 의해 제공되면, TV의 제어부(17)는 이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를 VCR측
에 제공한다.

제4도 (b)에서, VCR은 TV로부터 그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수신되면, 메모리(23)에 저장된 선택신호(SS

1)를 인터페이스부(28)의 스카트 잭(28a)을 통해 TV측에 전송한다.

이때, 선택신호(SS1)는 단순기능을 갖는 VCR임을 TV에 알리는 신호이다.

이어, 제4도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TV는 스카트 잭(28a)을 통해 그것의 제어부(17)에 VCR로부터의 선
택신호(SS1)가 입력되면, 이 선택신호(SS1)가 어떤 종류의 VCR에 해당하는 신호인지를 체크한다.

즉, TV의 제어부(17)는 선택신호(SS1)가 단순기능을 갖는 VCR에 해당하는지, VPS 기능을 갖는 VCR에 해당

하는지, ACMS 기능을 갖는 VCR에 해당하는지, VPS기능과 ACMS 기능을 모두 갖춘 VCR에 해당하는지를 체크
한다.

본 실시예에서, TV는 선택신호(SS1)가 단순기능을 갖는 VCR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TV의 제어부(17)는 메모리(15)에 저장된 텔레텍스트 데이터 중 단순기능을 갖는 VCR의 녹화예약
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정보들 즉, 날짜정보, 방송 프로그램 시작시간 정보, 방송 프로그램 종료시간 
정보 및 채널튜닝 정보를 추출한다.

이어, 추출된 정보들은 전송을 위해 약속된 형태대로 포맷(format)되어진다.

이와 같이 포맷된(formatted) 정보들은 유저에 의해 키이부(18)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19)를 통해 전송키

이 신호가 제어부(17)에 제공되면 제1 I
2
C 버스(28b), 잭(28a) 및 제2 I

2
C 버스(28c)를 차례로 거쳐 VCR에 

전송된다.

물론, 이 포맷된 정보들은 제2도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선신호 형태로 VCR측에 전송될 수도 있다.

이어서, 제4도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VCR의 제어부(25)는 제3도의 스카트 잭(28a) 또는 제2도 (b)의 
제2무선신호 수신부(7h)를 통해 TV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들을 수신하고, 이 정보들 중 녹화예약용 정보들
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으면, 이 정보들을 리드하여 녹화예약을 위한 형태로 포맷팅한 후 메모리(23)에 
저장한다.

이후에, 저장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은 녹화수행을 위해 제어부(25)에 의해 리드되며, 제어부(25)는 그 정
보들을 이용하여 현재시간이 예약된 녹화시간인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면 녹화를 수행한 후 시스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제5도는 TV에서 VCR로 전송되는 녹화예약용 정보들의 포맷된 구성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제5도에서, 그 포맷된 구성은 Start Cond., 어드레스 데이터, 콘트롤 데이터, 녹화예약용 데이터 및 Stop 
Cond.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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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Cond.는 프로토콜 데이터(Protocol Data)로서 I
2
C 버스를 통한 정보 전송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위 slave add는 해당 기기를 지정하는 데이터로서, 여기서는 VCR용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것이다.

콘트롤 데이터의 Data Add는 해당기기를 콘트롤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녹화예약용 데이터는 선택신호(SS1-SS3)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정보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실시예에서의 녹화예약용 정보들은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 시작시간 정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 종료시간 정보 및 채널튜닝 정보이다.

제5도에서, Stop Cond.는 프로토콜 데이터로서 I
2
C 버스를 통한 정보전송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 위의 어드레스 데이터, 콘트롤 데이터 및 녹화예약용 데이터의 각 끝부분에 삽입되는 ACK는 VCR
측에서 TV측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송된 정보들이 안전하게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또한 제3도에 양방향 통신용 스카트 잭(28a)은 통상 21개의 핀(pin)들을 가지며,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는 이들 중 8번과 12번의 두개의 핀(pin)이 사용된다.

두개의 핀중 하나는 양방향 통신용 I
2
C(Inter IC) 버스를 통해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

고, 다른 하나는 I
2
C 버스를 통해 콘트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6도 (a)와 제5도 (b)는 VCR 자체에 기저장된 신호가 아닌 유저에 의해 제공되는 선택신호들(SS2, SS3)이 

TV에 제공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플로우챠트들이다.

제6도 (a)에서, TV는 먼저 방송신호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방송신호들로부터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검출한
다.

그리고 나서, 이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제3도의 메모리(15)에 저장한다.

이어서, 유저에 의해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무선신호 송신부 또는 제3도의 스카트 잭(28a)을 통해 VCR의 
제어부(25)에 동일한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를 전송한다. 

이어, TV의 메모리(15)에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녹화예약에 필요한 TV  가이드 정보들을 TV화면
(또는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때, 유저는 TV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된 TV 가이드 정보들을 보고 TV의 키이부(18)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
(19)를 통해 원하는 선택신호(SS3)를 TV의 제어부(17)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저는 VCR의 키이부(27)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26)를 통해 원하는 선택신호(SS2 )를 TV의 제어부

(17)에 제공할 수 있다.

제7도는 TV 가이드 정보가 디스플레이된 TV 화면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제7도에 나타낸 TV 화면은 독일의 ARD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텔리텍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TV 가이트 정보
들이다.

제7도에서,  화면의  최상측에  위치된  P303과  303은  TV  가이드  정보에  해당하는  란을  나타낸  것이며, 
ARD/ZDF는 TV 가이드상에서의 방송국명을 나타낸 것이다.

MO 24.05.93은 현재 날짜를 나타낸 것이며, 14:34:24는 현재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우측상단에 위치된 Montag, 24, Mai, 1993은 캘린더(calender)를 나타낸 것이다.

좌측상단에 위치된 ARD는 실제 방송국명을 나타낸 것이다.

*=VT-Untertitle…150은 텔리텍스트 데이터의 해당 정보란을 의미하며, 19.58과 20.00 및 20.15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작시간들을 나타낸 것이다.

20.14는 방송 프로그램의 최초인식 정보, 즉 콘실 정보(conceal information)를 나타낸 것이다.

각 방송시간 시간의 우측에 위치된 Heute abend im Erstem 등은 각 방송 시작 시간에 해당하는 각 방송 
프로그램명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310과 309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또한, TV 화면의 최하단에 위치된 PR, Data Start, Stop 및 VPS는 유저가 TV 화면상에서 커서(cursor)를 
이용하여 선택한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PR은 방송국명을, Data는 녹화예약용 날짜, start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을, stop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종료시간을, VPS는 녹화예약모드의 온 또는 오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TV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된 TV 가이드 정보를 보고 유저는 VCR를 통해 TV 제어부(17)에 선택신
호(SS2)를 제공할 수 있고, TV상에서 직접 TV의 제어부(17)에 선택신호(SS3)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들 선택신호(SS2, SS2)는 모두 단순기능의 VCR에 해당하는 신호일 것이다.

다시, 제6도 (b)에서, VCR은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TV측으로 부터 입력되면, 유저의 선택에 따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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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SS2)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그러한 선택신호(SS2)가 없으면, 유저가 TV상에서 직접 선택신호(SS3)를 TV의 제어부(17)에 제공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이와 반대로, 그러한 선택신호(SS2)가 있으면, 이 선택신호(SS2)를 스카트잭(28a) 또는 제2도 (b)의 제2무

선신호 송신부(7j)를 통해 TV의 제어부(17)에 전송한다.

이어, 제6도 (a)에서는 TV의 제어부(17)는 유저의 선택에 따른 선택신호(SS2 또는 SS3)가 그것에 제공되었

는가를 체크한다.

이어서, 그 선택신호(SS2 또는 SS3)가 제공되었으면, 그 선택신호가 단순기능의 VCR에 해당하는지, VPS 기

능을 갖는 VCR에 해당하는지, ACMS 기능을 갖는 VCR에 해당하는지, ACMS와 VPS 기능을 갖는 VCR에 해당하
는지를 체크한다.

이어서, 체크된 선택신호(SS2 또는 SS3)에 따라서, 메모리(15)에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녹화예약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정보들을 추출하게 된다.

실시예 1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단순기능을 갖는 VCR에 적용된 것이므로, 실시예 1에서 추출된 정보들
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날짜정보, 방송 프로그램 시작시간 정보, 방송 프로그램 종료시간 정보 및 채널튜닝 
정보이다.

이어서, 추출된 정보들은 제5도에 나타낸 구성대로 포맷되어진다.

제어부(17)는 유저에 의해 전송키이 신호가 입력되면 위 포맷되어진 정보들을 스카트 잭(28a) 또는 제2도 
(b)의 제1무선신호 송신부(7d)를 통해 VCR의 제어부(25)에 전송한다.

다시 제6도 (b)에서, VCR의 제어부(25)는 그 선택신호(SS2)를 TV에 전송한 후에 TV로부터 전송된 정보들을 

스카트 잭(28) 또는 제2무선신호 수신부를 통해 수신한다. 

이어서, 제어부(25)는 수신된 정보들 중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들이 있는 경우, 이들을 리드하여 녹화수행을 위한 형태로 포맷한 후 메모리(23)에 저장한다.

이후에 VCR의 제어부(25)는 메모리(23)에 저장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리드하여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었
는지를 체크한다.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었으면 VCR의 제어부(25)는 예약된 프로그램의 녹화를 수행한다.

[실시예 2]

실시예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VPS 기능을 갖는 VCR에 적용된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제8도는 실시예 2에 따른 TV와 VCR의 구성 및 이들을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이다.

제8도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적응된 TV는 안테나(ANT1), 신호처리부(30), 텔리텍스트 데이터 검출부(31), 
메모리(32), 스위칭부(33), 제어부(34), 카이부(35) 및 리모트 콘트롤러(36)로 구성된다.

제8도에서 TV의 구성은 실시예 1에 따라 제3도에 나타낸 TV의 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TV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8도에서 VCR은 안테나(ANT3), 안테나(ANT3)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일 방송신호를 튜닝제어 신호
에 의해 동조시키는 튜너(37),  동조된 방송신호를 기록가능토록 처리하는 신호처리부(38), 신호처리부
(38)로부터 출력된 방송신호를 일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부(39), 동조된 방송신호를 슬라이싱 하는 데
이터 슬라이서(40), 디코딩 제어신호에 의해 슬라이싱된 방송신호 부터 VPS 신호를 검출하는 VPS  디코더
(41),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VPS 신호 및 TV로 부터 전송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42), 
VPS 신호의 부재시 제어부(44)에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44), 위에서 언급한 디코딩 제어신호, 메모
리 제어신호 및 기저장된 선택신호(SS1)를 제공하는 제어부(44), 유저의 선택에 의해 제어부(44)에 무선상

태로 선택신호(SS2)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는 리모트 콘트롤러(45) 및 유저의 선택에 대해 제어부(45)

에 유선상태로 선택신호(SS2)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는 키이부(46)로 구성된다.

또한, 실시예 1와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부(47)는 스카트 잭(47a)과, TV의 제어부(34)와 스카트 잭(47a)을 

연결하는 제1 I
2
C 버스(47b) 및 VCR의 제어부(44)와 스카트 잭(47a)을 연결하는 제2 I

2
C 버스(47c)로 구성

된다.

또한, 실시예 1와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부(47)는 TV측의 구성에 포함될 수도 있고 VCR측의 구성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제8도에서, VPS 디코더(41)에서 검출된 VPS 신호 중에는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
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TV측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받는 것이 불필요하다.

제9도 (a)는 VPS 기능을 갖는 VCR 자체에 기 저장된 선택신호 SS1에 의해 TV에서 VCR로 필요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로서, VCR측의 시스템 프로그램만을 나타낸 것이다.

제9도 (b)는 유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는 선택신호(SS2 또는 SS3)에 의해 TV에서 VPS 기능을 갖는 VCR로 

필요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로서, VCR측의 시스템 프로그램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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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실질적으로, TV측의 시스템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방법이 단순기능을 갖는 VCR에 적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실시예 1와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제4도 (a)와 제6도 (a)를 참조).

제9도 (a)에 따르면, VCR 제어부(44)는 튜너(37)를 통해 방송신호들을 순차적으로 수신한다.

그리고 각 방송신호로 부터 VPS 신호를 검출하여 녹화예약용 정보로서 메모리(42)에 미리 저장한다.

이어, VCR의 제어부(44)는 TV로부터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러한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제8도의 메모리(42)에 기 저장된 선택신호(SS1)를 TV의 제

어부(34)에 제2 I
2
C 버스(47c), 스카트 잭(47a) 및 제1 I

2
C 버스(47b)를 차례로 거쳐 전송한다.

이때, 이 선택신호(SS1)는 본 VCR이 VPS 기능을 갖는 VCR임을 알리는 신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VPS 신호는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 시간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제4도 (a)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TV는 VCR에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날짜정보, 원하는 방
송 프로그램의 최초 인식정보인 콘실 데이터(conceal data) 및 채널튜닝 정보만을 보내게 된다.

VPS 신호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텔리텍스트 데이터에는 이러한 변경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에러 방지를 위해 TV는 VPS 기능을 갖는 VCR에 이러한 콘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 VCR의 제어부(44)는 TV로부터 전송된 정보들을 수신하여, 이 수신된 정보들중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 경우, 제어부(44)는 이 정보들을 리드하여 원하는 형태로 포맷한후 메모리
(42)에 저장한다.

이후에, VCR의 제어부(44)는 저장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리드하여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었는지를 체크한
다.

이어,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면, 저장된 녹화예약용 정보대로 예약된 녹화를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는 방송신호에 반드시 VPS 방송신호가 포함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방송국 사정상 VPS 신호가 방송신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TV로부터 원하는 방송 프로그
램의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신호(SS1)를 TV의 제어부(34)에 제공할 수 

있다.

제9도 (b)에 따르면, VCR의 제어부(44)는 먼저 안테나(ANT3) 및 튜너(37)를 통해 방송신호들을 수신하여, 
각 방송신호로부터 VPS 신호를 검출한다.

검출된 VPS 신호들은 녹화하기를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제어부(44)로부터의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녹화예약용 정보들로서 메모리(42)에 저장된다.

이어, TV 제어부(34)로부터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에 유저의 선택에 따른 선택신호 SS2가 있

는지를 체크한다.

이때, TV화면(또는 모니터)상에는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 상태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저는 디스플레이된 텔리텍스트 데이터(구체적으로는 TV 가이드 정보)를 본 후 TV(또
는 VCR)의 키이부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를 통해 선택신호(SS2 또는 SS3) 발생용 키이신호를 TV의 제어부

(34)에 제공하게 된다.

일정시간의 경과후에 선택신호 SS2가 없으면, VCR의 제어부(44)는 유저가 TV의 제어부(34)에 직접 선택신

호(SS3)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TV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들을 검출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만약, 일정시간내에 선택신호(SS2)가 있으면, 유저가 VCR을 통해 TV에 선택신호 SS2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

주하여 이 선택신호(SS2 )를 인터페이스부(47)의 스카트 잭(47a)을 통해 TV의 제어부(34)에 그 선택신호

(SS2)를 전송한다.

이어, VCR은 TV로부터 수신된 정보들에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들이 존재하면, 이들을 리드하여 원하는 녹화예약용 형태로 포맷한 후 메모리(42)에 저장한다.

이후에, VCR의 제어부(44)는 저장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리드하고, 예약된 녹화시간인지를 체크한다.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면, 제어부(44)는 예약된 프로그램의 녹화를 수행한다.

[실시예 3]

실시예 3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ACMS 기능을 갖는 VCR에 적용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TV 및 VCR과 이들을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제10도에서, TV는 안테나(ANT1), 튜너(48), 신호처리부(49), 텔리텍스트 데이터 검출부(50), 메모리(51), 
스위칭부(52), 제어부(53), 키이부(54) 및 리모트 콘트롤러(55)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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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에 나타낸 TV의 구성은 실시예 1에 따른 제3도에서의 TV의 구성과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
략하기로 한다.

제10도에서, 인터페이스부(65) 또한 제3도에 나타낸 인터페이스부(28)와 동일 기능 및 구성을 갖으므로, 
그것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10도에서 VCR은 안테나(ANT4),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한 방송신호를 튜닝제어 신호에 의
해 동조하는 튜너(56), 동조된 방송신호를 디스플레이 가능토록 처리하는 신호처리부(57), 디스플레이 가
능토록 처리된 방송신호를 일기록매체에 저장하기 위한 기록부(58), 튜너(56)를 통해 동조된 방송신호들
의 채널들을 맵핑(mapping)제어 신호에 의해 해당지역에 맞도록 자동으로 맵핑시켜 맵핑된 채널튜닝 데이
터를 제공하는 ACMS(Auto Channel Mapping System)(59), ACMS(59)에 의해 제공된 채널튜닝 데이터와 TV로
부터 전송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메모리 제어 신호에 의해 저장하는 메모리(60), 위 메모리 제어신호, 
맵핑제어 신호, 튜닝제어 신호를 제공하는 제어부(61),  제어부(61)에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62), 
제어부(61)에 무선상태로 유저의 선택에 따라 선택신호(SS2)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는 리모트 콘트롤러

(63), 그리고 제어부(61) 유전상태로 유저의 선택에 따라 선택 신호(SS2)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는 키

이부(64)로 구성된다.

선택신호들(SS1-SS3)에 대해서는 위의 실시예 1와 실시예 2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하기로 한다.

제11도 (a)는 ACMS 기능을 갖는 VCR 자체에서 제공하는 선택신호 SS1에 따라서 TV에서 ACMS 기능을 VCR로 

필요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로서, VCR측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나타
낸 것이다.

제11도 (b)는 유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는 선택신호(SS 2 또는 SS3 )에 따라서 TV에서 ACMS  기능을 갖는 

VCR로 필요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로서, VCR측의 시스템 프로그램
만을 나타낸 것이다.

실질적으로, TV측 시스템 프로그램은 실시예 1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4도 (a)와 제6도 (a)를 참조).

제11도 (a)에 따르면, VCR의 제어부(61)는 먼저 TV로부터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
다.

그러한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제10도의 메모리(60)에 기 저장된 선택신호(SS1)를 TV의 제

어부(53)에 제2 I
2
C 버스(65c), 스카트 잭(65a) 및 제1 I

2
C 버스(65b)를 차례로 거쳐 전송한다.

이때, 이 선택신호(SS1)는 본 VCR이 ACMS 기능을 갖는 VCR임을 알리는 신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0도의 ACMS(59)는 맵핑된 채널튜닝 데이터를 만들수 있으므로, TV로 부터 채널튜닝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제4도 (a)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TV는 ACMS 기능을 갖는 VCR에 필요한 녹화예약용 정보
들, 즉, 방송국 인식정보,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들만을 VCR
에 보내게 된다. 

이어 VCR의 제어부(61)는 TV로부터 전송된 정보들을 수신하여, 이 수신된 정보들 중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 경우, 제어부(61)는 이 정보들을 리드하여 원하는 형태로 포맷(format)한 
후 메모리(60)에 저장한다.

또한, ACMS(59)를 이용하여 방송신호들의 채널들을 자동으로 해당지역에 맞도록 맵핑하여, 맵핑된 채널튜
닝 데이터를 만들고, 이 맵핑된 채널튜닝 데이터를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로서 메모리(60)에 저장한다.

이후에, VCR의 제어부(61)는 저장된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리드하여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었는지를 체크
한다.

이어,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면, 녹화 예약용 정보들대로 예약된 녹화를 수행한다.

제11도 (b)에 따르면, VCR의 제어부(61)는 TV 제어부(53)로부터 녹화예약모드의 신호가 있는지를 체크한
다.

이 녹화 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에 유저의 선택에 따른 선택신호(SS2)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때, TV 화면(또는 모니터)상에는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구체적으로 TV 가이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 상태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저는 디스플레이된 텔리텍스트 데이터(구체적으로는 TV 가이드 정보)를 본후 TV(또
는 VCR)의 키이부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를 통해 선택신호(SS2 또는 SS3)을 TV의 제어부(53)에 제공하게 된

다.

일정시간의 경과후에 선택신호 SS2가 없으면, VCR의 제어부(61)는 유저가 TV의 제어부(53)에 직접 선택신

호(SS3)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TV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만약, 일정시간내에 선택신호(SS2)가 있으면, 유저가 VCR을 통해 TV에 선택신호 SS2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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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여 이 선택신호(SS2)를 인터페이스부(65)의 스카트 잭(65a)을 통해 TV의 제어부(53)에 전송한다.

이어, VCR은 TV로부터 수신된 정보들에 녹화예약용 정보, 즉 방송국 인식정보,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 프
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 및 종료시간 정보들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들이 존재하면, 이들을 리드하여 원하는 형태로 포맷한 후 메모리(60)에 저장한다.

또한, ACMS(59)를 이용하여 튜너(56)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신된 방송신호들의 채널들을 자동으로 해당 지
역에 맞도록 맵핑시켜 맵핑된 채널 튜닝 데이터를 만든다.

이 맵핑된 채널 튜닝 데이터는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로서 메모리(60)에 저장된다.

이후에, VCR의 제어부(60)는 저장된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리드하고, 현재 시간이 예약된 녹화시간인지를 
체크한다.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면, 제어부(61)는 예약된 프로그램의 녹화를 수행한다.

[실시예 4]

실시예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VPS 기능과 ACMS 기능 모두를 갖는 VCR에 적용된 경우를 예시한 것이
다.

제12도는 실시예 4에 따른 TV와 VCR의 구성 및 이들을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
도이다.

제12도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적응된 TV는 안테나(ANT1), 튜너(66), 신호 처리부(67), 텔리텍스트 데이터 
검출부(68, 메모리(69), 스위칭부(70), 제어부(71), 키이부(72) 및 리모트 콘트롤러(73)로 구성된다.

제12도에서 TV의 구성은 실시예 1에 따라 제3도에 나타낸 TV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TV의 구성에 의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12도에서 VCR은 안테나(ANT5), 안테나(ANT5)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일 방송신호를 튜닝제어 신
호에 의해 동조시키는 튜너(74), 동조된 방송신호를 기록가능토록 처리하는 신호처리부(75), 신호처리부
(75)로부터 출력된 방송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부(76), 동조된 방송신호를 슬라이싱 하는 데이
터 슬라이서(77), 디코딩 제어신호에 의해 슬라이싱된 방송신호로부터 VPS 신호(통상 방송신호의 16번째 
라인에 포함된다)를 검출하는 VPS 디코더(78), 맵핑제어 신호에 의해 튜너(74)를 통해 순차적으로 동조된 
방송신호들을 해당 지역에 맞도록 자동으로 맵핑시켜 맵핑된 채널튜닝 데이터를 제공하는 ACMS(79), 메모
리 제어신호에 의해 VPS 신호와 맵핑된 튜닝 데이터 및 TV로부터 전송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80), 위에서 언급한 디코딩 제어신호, 메모리 제어신호, 맵핑제어신호 및 기 저장된 선택신호(SS

1)를 제공하는 제어부(81), VPS 신호의 부재시 제어부(81)에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82), 유저의 선

택에 의해 제어부(81)에 무선상태로 선택신호(SS2)를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는 리모트 콘트롤러(83) 및 

유저의 선택에 의해 제어부(81)에 유선상태로 선택신호(SS2)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는 키이부(84)로 구

성된다.

또한, 실시예 1와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부(85)는 스카트 잭(47a)과 TV의 제어부(71)와 스카트 잭(85a)을 

연결하는 제1 I
2
C 버스(85b) 및 VCR의 제어부(81)와 스카트 잭(85a)을 연결하는 제2 I

2
C 버스(85c)로 구성

된다.

또한, 실시예 1와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부(85)는 TV측의 구성에 포함될 수도 있고 VCR측의 구성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제12도에서, VPS  디코더(78)에서 검출된 VPS 신호들 중에서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와 종
료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TV측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받는 것이 불필요하다.

또한 ACMS(79)에 의해 채널 튜닝 데이터가 만들어지므로 TV로부터 채널튜닝 데이터는 제공받는 것 또한 
불필요하다.

제13도 (a)는 VPS 기능과 ACMS 기능을 갖는 VCR 자체에서 제공되는 선택신호 SS1에 의해 TV에서 VCR로 필

요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로서, VCR측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제13도 (b)는 유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는 선택신호(SS2 또는 SS3)에 따라서 TV에서 VPS 기능과 ACMS 기

능을 갖는 VCR로 필요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로서, VCR측의 시스템 
프로그램만을 나타낸 것이다.

실질적으로, TV측 시스템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방법이 단순기능을 갖는 VCR에 적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실시예 1와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제4도 (a)와 제6도 (a)를 참조).

제13도 (a)에 따르면, VCR의 제어부(81)는 튜너(74)를 통해 방송신호들을 순차적으로 수신하여 각 방송신
호로부터 VPS 신호를 검출하여 이들을 녹화예약용 정보로서 메모리(80)에 미리 저장한다.

이어, VCR의 제어부(81)는 TV로부터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러한 녹화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제12도의 메모리(80)에 기 저장된 선택신호(SS1)를 TV의 제

어부(71)에 제2 I
2
C 버스(85c), 스카트 잭(85a) 및 제1 I

2
C 버스(85b)를 차례로 거쳐 전송한다.

이때, 이 선택신호(SS1)는 본 VCR이 VPS 기능을 및 ACMS 기능을 갖는 VCR임을 알리는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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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VPS 신호는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제4도 (a)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TV는 VCR에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방송국 인식정보, 날
짜정보 및,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최초 인식정보인 콘실 데이터(conceal data)만을 보내게 된다.

VPS  신호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텔리텍스트 데이터에는 이러한 변경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에러방지 및 정확한 예약녹화의 수행을 위해 TV는 VPS 기능을 갖는 VCR에는 이러한 콘실 데이터
까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 VCR의 제어부(84)는 TV로부터 전송된 정보들을 수신하여, 이 수신된 정보들중 녹화예약용 정보들 
즉, 방송국 인식정보, 날짜정보 및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최초 인식정보인 콘실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
크한다.

이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 경우, 제어부(81)는 이 정보들을 리드하여 원하는 형태로 포맷한 후 메모리
(80)에 저장한다.

이어서, ACMS(59)를 이용하여 튜너(74)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신된 방송신호들의 채널들을 채널들을 해당 
지역에 맞도록 자동으로 맵핑시켜, 맵핑된 채널튜닝 데이터를 만든다.

이어, 이 맵핑된 채널튜닝 데이터를 하나의 녹화예약용 정보로서 메모리(80)에 저장한다.

이후에, VCR의 제어부(81)는 저장된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리드하여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었는지를 체크
한다.

이어,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면, 녹화 예약용 정보대로 예약된 녹화를 수행한다.

본 실시예는 방송신호에 반드시 VPS 방송신호가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방송국 사정상 VPS 방송신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TV로부터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신호(SS1 )를  TV의  제어부(71)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도 (b)에 따르면, VCR의 제어부(81)는 먼저 안테나(ANT5) 및 튜너(74)를 통해 방송신호들을 순차적으
로 수신하여, 각 방송신호로부터 VPS 신호를 검출한다.

검출된 VPS 신호들은 녹화하기를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제어부(81)로 부터의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하나의 녹화예약용 정보로서 메모리(80)에 저장
된다.

이어, TV 제어부(71)로부터 녹화 예약 모드의 신호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 녹화 예약 모드의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에 유저의 선택에 따른 선택신호(SS2)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때, TV화면(또는 모니터)상에는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 상태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저는 디스플레이된 텔리텍스트 데이터(구체적으로는 TV 가이드 정보)를 본 후 TV(또
는 VCR)의 키이부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를 통해 선택신호(SS2 또는 SS3)을 TV의 제어부(71)에 제공하게 된

다.

일정시간의 경과후에 선택신호 SS2가 없으면, 제어부(81)는 유저가 TV의 제어부(71)에 직접 선택신호(SS

3)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TV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들을 검출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만약, 일정시간내에 선택신호(SS2)가 있으면, 유저가 VCR을 통해 TV에 선택신호 SS2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

주하여 이 선택신호(SS2)를 인터페이스부(85)의 스카트 잭(85a)을 통해 TV의 제어부(71)에 전송한다.

이어, VCR은 TV로부터 수신된 정보들에 녹화예약용 정보들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들이 존재하면, 이들을 리드하여 원하는 형태로 포맷한 후 메모리(80)에 저장한다.

이어, 제어부(81)는 ACMS(79)를 이용하여 튜너(74)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신된 방송신호들의 채널들을 해
당 지역에 맞도록 자동으로 맵핑시켜 맵핑된 채널 튜닝 데이터를 만든다.

이어 이 맵핑된 채널 튜닝 데이터를 하나의 녹화예약용 정보로서 메모리(80)에 저장시킨다.

이후에, VCR의 제어부(81)는 저장된 녹화예약용 정보들을 리드하고,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었는지를 체크
한다.

예약된 녹화시간이 되면, 제어부(81)는 예약된 프로그램의 녹화를 수행한다.

실시예 1에서부터 실시예 4에까지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의 이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VCR의 구성에 VPS 디코더, ACMS 및 텔리텍스트 디코더와 같은 고가의 부품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
고 VCR에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TV로부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VCR의 제조 코스트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둘째, 어떠한 종류의 VCR일지라도 그 VCR에 필요한 녹화예약 데이터를 TV가 주체가 되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있다.

셋째, 모든 녹화예약용 데이터를 TV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저의 녹화예약이 편리하다.

즉, 종래 VCR이 주체가 되는 녹화예약 방법의 경우, 유저는 VCR을 파워 온(power on)시키고 TV 가이드 정
보를 보기 위해 다시 TV를 파워 온 시켜야 했으며 또한 TV의 키이부와 VCR 키이부 모두를 사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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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VCR을 파워 온 시키지 않고 TV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녹화예약 모드를 수
행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TV에 제공된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상기 VCR의 녹화 예약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녹화 예약 정보들로서 VCR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는 VCR 자체에 의해 TV에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
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는 유저의 선택에 의해 TV에 직접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는 유저의 선택에 의해 VCR을 통해 TV에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
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TV에 제공된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상기 VCR의 녹화 예약에 필요한 날짜정보, 원하는 방
송프로그램의 시작시간정보, 그것의 종료시간정보 및 채널 튜닝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정보들을 녹화-예약 정보들로서 VCR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
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TV에 제공된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상기 VCR의 녹화 예약에 필요한 날짜정보, 원하는 방
송프로그램의 최초 인식정보인 콘실 데이터 및 채널 튜닝 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
된 정보들을 VCR의 메모리에 녹화 예약용 정보들로서 저장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
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TV에 제공된 
선택신호에 따라서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상기 VCR의 예약 녹화에 필요한 방송국 인식정보,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작시간정보 및 그것의 종료시간 정보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정보들을 VCR의 메모리에 녹화 예약용 정보들로서 저장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TV에 제공된 
선택신호에 따라서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상기 VCR의 예약 녹화에 필요한 방송국 인식정보, 
날짜정보,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최초 인식정보인 콘실 데이터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
된 정보들을 VCR의 메모리에 녹화 예약용 정보들로서 저장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
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정보를 TV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스텝; 상기 디스플레이된 정보 중, TV에 제공된 선택신호
에 따라 상기 VCR의 예약 녹화에 필요한 적어도 한 종류이상의 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정보를 VCR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
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0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상기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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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리텍스트 정보를 TV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스텝; 상기 디스플레이된 정보중, TV에 제공된 선택신호
에 따라 상기 VCR의 예약 녹화에 필요한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 그것의 종료시
간 정보 및 채널 튜닝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정보들을 VCR의 메모리에 저장하
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1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정보를 TV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스텝; 상기 디스플레이된 정보들 중, TV에 제공된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VCR의 예약녹화에 필요한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최초 인식정보인 콘실 데이
터 및 채널튜닝 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정보들을 VCR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
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2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정보를 TV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스텝; 상기 디스플레이된 정보들 중, TV에 제공된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VCR의 예약녹화에 필요한 방송국 인식정보,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작시간
정보 및 그것의 종료시간정보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정보들을 VCR의 메모리에 저장
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3 

상기 TV를 통해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스텝;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
스트 데이터를 검출하는 스텝;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TV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텝; 상기 저장된 
텔리텍스트 정보를 TV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스텝; 상기 디스플레이된 정보들 중, TV에 제공된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VCR의 예약녹화에 필요한 방송국 인식정보, 날짜정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최초 인
식정보인 콘실 데이터를 VCR에 전송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전송된 정보들을 VCR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
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TV를 이용하여 VCR에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4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수신수단; 수신된 방송신호로부터 복수 종류의 정보들로 구성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를 검출하는 검출수단; 검출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텝; 제공된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저
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VCR의 녹화 예약용 데이터로서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
력시키기 위한 제어수단; 그리고 양방향 통신 가능하며,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적어도 하나의 정보
들을 일VCR에 전송하기 위하여 그 VCR과 상기 제어수단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수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TV).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양방향 통신용 잭; 상기 제어수단과 상기 양방향 통신용 잭을 
연결하는 제1양방향 통신용 버스; 상기 양방향 통신용 잭과 VCR을 연결하는 제2양방향 통신용 버스로 구
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TV.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양방향 통신용 잭은 스카트 잭이고, 제1 및 제2양방향 통신용 버스는 I
2
C버스임을 특징

으로 하는 TV.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제어수단에 접속되고, VCR의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무선신호 
형태로 만들어 VCR에 전송하는 무선신호 송신부와; VCR 측으로부터 무선 선택신호를 수신하는 무선신호 
수신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TV.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무선신호는 적외선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TV.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저장수단에 저장된 텔리텍스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는 모니터와; 디스플레이된 텔리
텍스트 데이터중 유저의 선택에 의해 상기 제어수단에 유선으로 상기 선택신호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
는 키이부; 그리고 디스플레이된 데이터중 유저의 선택에 의해 상기 제어수단에 무선상으로 상기 선택신
호 발생용 키이신호를 제공하는 리모트 콘트롤러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TV.

청구항 20 

일 TV에 선택신호를 전송하고 이 선택신호에 따라 그 TV로부터 전송된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수신
하기 위한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 수단; 일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TV로부터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수단; 그리고 상기 양방향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상
기 TV에 선택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메모리수단에 상기 메모리 제어신호를 제공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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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인터페이스수단은 양방향 통신용 잭; 이 양방향 통신용 잭과 상기 TV측을 연결하는 제1
양방향 통신용 버스; 그리고 상기 제어수단과 양방향 통신용 잭을 연결하는 제2양방향 통신용 버스로 구
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양방향 통신용 잭은 스카트 잭이고, 제1 및 제2양방향 통신용 버스는 I
2
C버스임을 특징

으로 하는 VCR.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TV와의 인터페이싱을 위한 수단은 상기 선택신호를 무선신호 형태로 만들어 TV에 
전송하는 무선신호 송신부와; 그리고 TV측으로부터의 무선신호 형태로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를 수신하는 무선신호 수신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무선신호는 적외선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는 제어수단의 자체에 의해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26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는 유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유저의 선택에 의해 상기 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키이신호를 유선상태로 상기 제
어수단에 제공하는 키이부와, 유저의 선택에 의해 상기 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키이신호를 무선상태
로 상기 제어수단에 제공하는 리모트 콘트롤러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28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튜닝제어 신호에 의해 따라 한 방송신호만을 동조 하는 튜너; 동조
된 방송신호를 기록 가능토록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부; 기록 제어신호에 따라 기록 가능토록 처리된 방
송신호를 일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부; 메모리 제어신호에 따라 TV로 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녹화 예약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메모리제어신호, 튜닝제어 신호 및 기록제어 신호를 
제공하고, 일 선택신호를 제공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 그리고 상기 TV
에 상기 선택신호를 전송하고 이 선택신호에 따라 TV로 부터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를 
상기 제어부에 전송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 페이스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29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일 방송신호를 튜닝제어 신호에 의해 동조시키는 튜너; 동조된 방송
신호를 기록 가능토록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부; 신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된 방송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
하는 기록부; 동조된 방송신호를 슬라이싱 하는 데이터 슬라이서; 디코딩 제어신호에 의해 슬라이싱된 방
송신호로부터 VPS 신호를 검출하는 VPS 디코더;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VPS 신호 및 일 TV로 부터 전송
된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디코딩 제어신호, 메모리제어신호 및 일 선택신호를 제
공하는 제어부; VPS 신호의 부재시 상기 제어부에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 그리고 상기 TV에 상기 
선택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선택신호에 따라 TV로 부터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녹호 예약용 정보를 상기 
제어부에 전송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30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한 방송신호를 튜닝제어 신호에 의해 동조하는 튜너; 동조된 방송신
호를 디스플레이 가능토록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부; 디스플레이 가능토록 처리된 방송신호를 메모리 제
어신호에 의해 일 기록매체에 저장하기 위한 기록부; 상기 튜너를 통해 동조된 방송신호들의 채널들을 맵
핑 제어신호에 의해 해당 지역에 맞도록 자동으로 맵핑시켜 맵핑된 채널 튜닝 데이터를 만드는 ACMS; 
ACMS에 의해 맵핑된 채널 튜닝데이터와 일 TV로 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 제어신호, 맵핑제어 신호 및 튜닝제어 신호를 제공하고 
또한 일 선택신호를 제공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 그리고 상기 TV에 상
기 선택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선택신호에 따라 TV로 부터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를 상
기 제어부에 전송하는 양방향 통신용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청구항 31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 일 방송신호를 동조시키는 튜너; 동조된 방송신호를 기록 가능토록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부; 신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된 방송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기록부; 동조된 방
송신호를 슬라이싱 하는 데이터 슬라이서; 디코딩 제어신호에 의해 슬라이싱된 방송신호로부터 VPS 신호
를 검출하는 VPS 디코더; 맵핑 제어신호에 의해 튜너를 통해 순차적으로 동조된 방송신호들의 채널들을 
지역에 맞도록 자동으로 맵핑시켜 맵핑된 채널 튜닝 데이터를 만드는 ACMS; 메모리 제어신호에 의해 VPS 
신호와 맵핑된 채널 튜닝데이터 및 TV로부터 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녹화 예약용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모
리; 상기 디코딩 제어신호, 메모리제어신호, 맵핑제어 신호 및 일 선택신호를 제공하는 제어부; VPS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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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시 상기 제어부에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머; 그리고 상기 TV에 상기 선택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선택신호에 따라 TV로 부터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녹호 예약용 정보들을 제어부에 전송하는 양방향 통
신용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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