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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텔레비전의 오에스디(OSD: On Screen Display) 구성 방법 및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구성방법에 관한 것으
로서, 텔레비전 OSD 화면의 각 필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메뉴의 상하 수직 항목을 선택시 리모콘의 상하 방향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도록 대응시키고, 메뉴의 좌우 항목을 선택시 리모콘의 좌우 방향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여 대응시키도
록 이루어지며; OSD 화면상에서 채널 배너(Channel Banner) 화면을 텔레비전 화면 상단 좌측 부분에 작게 떠서 설정
된 소정의 시간만큼 디스플레이 된 후 사라지도록 하고,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을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좌우로 길게 
배치하고, 타임라인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은 전체 화면을 차지하여 될 수 있는 한 한번에 많은 채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컬러버튼을 이용하여 채널별, 시간별 페이지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씨에이티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 당 채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오에스디가 구성되며; 리모콘은 좌우화면에 대칭되는 필드 선택을 위한 좌우 방
향버튼과, 수직화면에 대칭되는 필드 선택을 위한 상하 방향버튼과, 현재 선택된 필드에 대해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는 
설정버튼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매뉴얼의 도움없이 리모콘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따로 표시되고 호출되던 아날로그와 디지털 메뉴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메뉴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프로
그램의 용량을 줄이고 기능상 편리함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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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OSD, 리모콘, 메뉴, EPG, 채널 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텔레비전 리모콘 버튼 배치에 관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텔레비전 리모콘 버튼 배치에 관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전 오에스디(OSD)의 채널 배너 화면에 관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전 OSD의 현재/다음 전자프로그램 가이드(Present/Following EPG) 화면에 관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전 OSD의 현재/다음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에서 인포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프로그램
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배너화면에 관한 도면,

도 6 ∼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전 OSD의 타임라인 전자프로그램 가이드(Timeline EPG) 화면에 관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의 통합된 메인 메뉴 화면에 관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아날로그 모드의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상세 기능에 관한 도면,

도 11 ∼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아날로그 모드 및 디지털 모드의 동일 항목의 상세 기능에 관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아날로그 모드의 셋업 항목에 관한 상세 기능에 대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모드의 프로그램 항목에 관한 상세 기능에 대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모드의 셋업 항목에 관한 상세 기능에 대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의한 채널 배너 화면 및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한 순서도,

도 19는 본 발명에 의한 타임라인 EPG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한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 : i 버튼 12 : MAIL 버튼

13 : FAV 버튼 14 : CAT 버튼

15 : MUTE 버튼 16 : EXIT 버튼

17 : TEXT 버튼 21 : MENU 버튼

22 : INFO 버튼 23 : GUIDE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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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SELECT 버튼 31,32,33,34 : 상하/좌우 방향버튼

41 : 음량 버튼 42 : 채널 버튼

50 : 컬러 버튼 61 : HELP 버튼

62 : SUBTITLE 버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텔레비전의 오에스디(OSD) 및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구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OSD 화면
에서 각 기능 선택에 따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메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텔레비전
의 오에스디(OSD) 및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구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TV 방송의 프로그램 정보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또는 TV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안내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다채널 방송에서는 수십 ∼ 수백 개의 채널이 제공되므로 시청자의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는 동
시에 프로그램 선택이 더없이 복잡해진다. 이와 같은 디지털 다채널 방송에서는 데이터서비스의 하나로서 프로그램 표
나 각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 Electronic Program Guide)가 기본적
인 서비스의 하나로 상정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 디지털 방송표준에서는 프로그램 사양 정보에 여러 서비스 정보를 부가하여 EPG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
게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텔레비전의 경우 OSD에 디스플레이되는 정보로서 채널 배너와 프로그램 상세 정보 배너 그리고 현재/다
음 전자프로그램 가이드{Present/ Following EPG(Electronic Program Guide)}와 타임라인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Timeline EPG)가 있는데, 리모콘에는 상기 Present/Following EPG와 Timeline EPG를 볼 때 선택하는 가이드(GU
IDE)버튼과, 프로그램 상세 정보 배너 화면을 볼 때 선택하는 디스플레이(DISPLAY)버튼과, 채널 네비게이터 배너 화
면을 볼 때 선택하는 인포(INFO)버튼을 더 구비하고 있으며, 채널 선택 버튼(2',2")을 누르거나 숫자키로 직접 채널 
번호를 입력하여 채널이 바뀔 때마다 채널 배너 화면이 뜨게 되어 있다.
    

상기 채널 배너의 내용은 방송사 이름, 채널 번호, 프로그램 이름, 시작시간, 현재 프로그램 진행 상태바(progress ba
r), 종료시간, 카테고리 등의 각종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세 정보에는 방송사 이름, 채널번호, 프로그램 이름, 시작시간, 현재 프로그램 진행 상태바, 종료시
간, 카테고리, 프로그램 내용설명, 타이틀바(Mheg, Subtitle, Teletext, Audio)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디스플레이된
다.

또한 Present/Following EPG는 현재 선택된 채널에 해당하는 채널 배너의 내용과 5개 채널에 대한 현재/다음 프로그
램 이름 그리고 페이버릿(Favorite), 서치(Search), 스케줄(Schedule), 셋업(Setup)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디스플레
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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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resent/Following EPG가 뜬 상태에서 GUIDE 버튼을 누르면 Timeline EPG로 토글(toggle)되는데, 현재 선택
된 채널에 해당하는 채널 배너의 내용과 5개 채널에 대한 2시간대의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페이버릿(Favorite), 서치
(Search), 스케줄(Schedule), 셋업(Setup)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디스플레이된다.

이와 같은 EPG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리모콘에도 다양한 기능버튼이 부여되는데, 종래의 일반적인 리모콘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버튼, TV/VTR 변환 버튼, 음소거(MUTE)버튼, 메뉴(MENU)버튼, 그리고 조그셔틀(1), 
채널선택 버튼(2',2"), 볼륨조절 버튼(3',3") 등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OSD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널 배너 화면에 있어서 표시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사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까지 디스플레이되며 더욱
이 프로그램 상세 정보 배너 화면의 내용과 중복되는 항목이 많으므로 채널 배너의 내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텔레비전의 경우 Present/Following EPG와 Timeline EPG가 존재하는데 Present/Following EPG에서 
표시해주는 현재와 다음 번 프로그램의 정보가 Timeline EPG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 중 처음 2 개의 정보이므로 
굳이 Present/Following EPG와 Timeline EPG로 나누어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채널표에서 각 채널로 움직일 
때마다 해당 프로그램의 채널 배너가 뜨는데 이 배너의 내용이 채널표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방송사 이름, 채널 번호, 프
로그램 이름 등 중복되는 정보로 이루어져 최소 2개의 채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굳이 EPG 상에서 동작할 필요가 없는 메뉴 항목들이 역시 2개 정도의 채널 정보가 표시될 만한 공간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데, 특히 Present/Following EPG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서치(Search)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커다란 기능
상의 오류로서 재구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십 ∼ 수백개의 채널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채널별 페이지 
스크롤이 되지 않고 1칸씩만 이동되는 것도 문제이며. 화려한 외관을 위해 Favorite을 나타내는 하트 그림이나 칼라버
튼 이미지를 삽입하여 프로그램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EPG 화면이 뜨는 시간을 늘려 화면이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되
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셋째, Timeline EPG의 경우 상단의 채널 배너와 하단의 4개 메뉴가 공간을 차지하여 한 번에 많은 채널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Present/Following EPG와 마찬가지로 갖고 있으며, 채널별, 시간별 페이지 스크롤 기능이 제
공되지 않고 1칸씩만 이동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리모콘의 각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이 많아 그로 인해 사용이 오히려 번거롭고 잘 쓰이지 않는 기능을 위해 별도의 버튼을 
추가하여 제작하게 되므로 제작비의 낭비를 초래하며 프로그램의 부하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둘째, MHEG(Multimedia Hypermedia information coding Expert Group) 방송 서비스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로 제
공되는 도움말 기능의 상하/좌우 버튼 그림과 상이한 구조로 실제로 MHEG 방송에서 원하는 동작을 하려면 조그셔틀(
1)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림의 모양새대로 따라하다 보면 상·하는 리모콘의 
P+ ·P- 버튼(2',2")을, 좌·우는 볼륨+·볼륨- 버튼(3',3")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 다른 채널로 화면이 바뀌거나 볼
륨이 증감하는 오동작의 우려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정보를 위한 버튼의 이름이 DISPLAY 인 것과 채널 네비게이션을 위한 버튼이 INFO 인데, 사용자 측
면에서 DISPLAY 버튼이 프로그램 정보를 위한 버튼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가 어렵고 INFO 버튼이 채널 네비게이션
을 위한 버튼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디지털 OSD 에서는 가운데의 조그셔틀(1)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메뉴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조그셔틀(1)을 
꾹 누르면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모양만 좋아 보일 뿐 메뉴를 선택하는데 일반 버튼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조작이 더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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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아날로그 메뉴에서는 P+·P- 버튼(2',2")과 볼륨+·볼륨- 버튼(3',3")이 상하/좌우로 인식되어 동작하는데, 
디지털 OSD 상에서는 P+·P- 버튼(2',2")과 볼륨+·볼륨- 버튼(3',3")이 같은 방식으로 인식이 안 되고 오직 조그
셔틀(1)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야 인식이 되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에서 리모콘 버튼이 일관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의 OSD 구성상의 문제점과 리모콘에 관한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리모콘과 OSD 구성간의 상호 연관성이 없게 제작
된 것이므로 OSD와 리모콘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또한 아날로그 메뉴는 메뉴 핫키(hot key)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디지털 메뉴는 Present/Following EPG나 Tim
eline EPG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이 메뉴들이 주로 EPG와는 상관없는 기능을 하는 경우로서, 이런 메뉴의 아이
템들은 EPG 밖에서 따로 관리해야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메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SD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채널과 
프로그램 정보, EPG 화면 및 기타 기능들이 필요한 순간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고, 각 기능 버튼 별로 정보의 중복없
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디스플레이하여 주며, 아날로그 및 디지털 메뉴의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텔레비전의 오에스디(OSD) 및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구성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의 오에스디 구성방법은, 텔레비전에서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의 오에스디 구성방법에 있어서,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의 1 단계 메뉴(메인 메뉴)의 수와 모양, 이름을 일
치시키고, 2 단계 메뉴 항목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셋업 항목을 맨 위와 맨 아래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공통 부분
인 항목들을 배치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의 메뉴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의 오에스디 구성 방법은, 텔레비전에서 리모콘의 특정 버튼 및 상하방향 버튼 및 좌우방
향 버튼의 신호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오에스디 구성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리모콘의 특
정 버튼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현재 채널의 방송이름, 현재 방송의 시작 시간, 다음 방송의 시작시간을 표시하는 프로
그램 정보 배너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b-1)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좌우방향 버튼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현 채널에 한하여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고, b-2)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상하방향 버튼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채널번호를 증감하면서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c) 디스플레이한 복수개의 프로그램중 임의의 프로그램이 
하일라이트된 상태에서, 상기 리모콘의 특정 버튼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의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구성 방법은, 텔레비전에서 리모콘의 특정 버튼의 신호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EPG 구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모콘의 제 1 특정 버튼의 신호가 수신되
는 경우, 각 채널의 시간별 프로그램 정보 및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각 채널의 시간별 프로그램 
정보 및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리모콘의 제 2 특정버튼의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카테고리
별로 채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카테고리별로 채널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임의의 카테고리 선택버
튼이 선택된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그램의 셀만이 하일라이트 되도록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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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리모콘의 버튼 배치에 관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리모콘의 버튼 배열은 i 버튼(11), MAIL 버튼(12), FAV 버튼(13), CAT 버튼(14), MUTE 버튼(15), 
EXIT 버튼(16), TEXT 버튼(17), MENU 버튼(21), INFO 버튼(22), GUIDE 버튼(23), SELECT 버튼(30), 상하
/좌우 방향버튼(31,32,33,34), 음량 버튼(41), 채널 버튼(42), 컬러 버튼(50), HELP 버튼(61), SUBTITLE 버튼(
62)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i 버튼(11)은 전자메일이나 홈쇼핑 그리고 홈뱅킹 또는 인터넷 등의 기능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 MAIL 
버튼(12)은 전자 메일 기능만을 전용으로 사용시 선택하는 버튼이고, FAV(13) 버튼은 Timeline EPG 상에서 자주 
보거나 좋아하는 채널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에서 자주 보는 채널만을 빠르게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
는 버튼이고, CAT 버튼(14)은 Timeline EPG 상에서 영화, 오락,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카테고리 별로 선택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핫 버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버튼이고, MUTE 버튼(15)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는 버튼
이고, EXIT 버튼(16)은 각 어플리케이션이나 OSD를 빠져나오기 위한 버튼이고, TEXT 버튼(17)은 아날로그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버튼, MENU 버튼(21)은 통합된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 별 메뉴의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버
튼, INFO 버튼(22)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한 버튼, GUIDE 버튼(23)은 Timeline EPG를 보기 위한 버튼, 
SELECT 버튼(30)은 선택된 필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설정버튼, 상하/좌우 방향버튼(31,32,33,34)은 OS
D 화면상에서 상하/좌우에 대응되는 각 필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 음량 버튼(41)은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 
채널 버튼(42)은 채널을 조절하는 버튼, 컬러 버튼(50)은 OSD의 컬러로 처리된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버튼, H
ELP 버튼(61)은 각 메뉴 및 OSD에서 도움말이 필요할 때 선택하는 버튼, SUBTITLE 버튼(62)은 SUBTITLE을 온
오프하는 버튼이다.
    

이하 OSD 화면 구성에 관하여 도 3 ∼ 도 19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에 의한 채널 배너 화면 및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하여 도 3 ∼ 도 5 그리고 도 
18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청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채널을 변경하면 도 18에 도시된 채널 변환 버튼(42)이 눌러졌는지를 비교판단하는 
단계(S10)에서 채널 변환 버튼이 눌러진 것으로 판단되어 도 3과 같이 설정된 소정의 시간동안(2 내지 3초 정도) 채
널 배너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었다 사라진다(S11). 이때 채널 배너 화면에는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 번호와 방송사 이
름이 디스플레이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리모콘의 < INFO 버튼(22)을 눌렀는지를 판단하여 눌러진 상태로 판단되면(S12) 도 4와 같은 현재
/다음 프로그램 이름과 시작 시간이 디스플레이되고(S13), 여기서 좌/우 방향버튼(32,33)을 누르면 눌러진 버튼의 종
류 판단단계(S14)를 통하여 현 채널에 한하여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로 변화된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S15).

만약 사용자가 상하 방향버튼(31,34)을 누른 상태이면 채널번호가 증감하면서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 화면이 디스
플레이 되며(S16), 적절한 채널에서 < SELECT 버튼(30)을 누르면 바로 그 채널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정보 배너는 
사라지고 채널 배너가 뜬다. 이런 일련의 기능들은 종래의 present/following EPG의 역할을 대신한다.

프로그램 정보 배너에서 < FAV 버튼(13)을 누르면 favorite로 선택된 버튼들만 차례로 순환하면서 디스플레이되어(
S17) 채널 서치가 이루어지고, 이 favorite 채널들은 제안하는 EPG에서 간단히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표시되는 2개의 프로그램 중 하이라이트 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 INFO 버튼(22)을 다시 누르면 도 5와 같
은 프로그램의 상세정보와 카테고리, 레이팅(rating: 시청가능한 연령제한 표시) 등 자세한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S
18).

이하 도 6 ∼ 도 8 그리고 도 19를 참고로 하여 본 발명에 의한 Timeline EPG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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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 GUIDE 버튼(23)을 누르면(S20) 도 6과 같은 Timeline EPG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S21).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버튼의 종류를 비교판단하여(S22), < CAT 버튼(14)이 눌러진 것으로 판단되면 
카테고리 별로 채널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S23).

이렇게 수행된 결과는 도 7과 같이 Timeline EPG 상에서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항목이 하이라이트 되어 표시된다(
Movie 항목을 선택한 경우).

그리고 S22에서 < FAV 버튼(13)이 눌러진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자가 선택한 해당 채널이 Favorite 체크되며(S24), 
이 채널 설정 원리는 < FAV 버튼(13)을 누를 때마다 채널이 체크 또는 취소되는 토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행된 결과는 도 8과 같이 Timeline EPG상에서 한번에 Favorite 메뉴(1,4,6,9번)로 설정되어 텔레비전 시청
시 프로그램 상세정보 배너에서 < FAV 버튼을 누르면 1,4,6,9번의 채널 정보를 순환하면서 볼 수 있게 된다.

상기 S22에서 상하/좌우 방향버튼(31,32,33,34)이 눌러진 것으로 판단되면 눌러진 버튼의 기능에 따라 화면의 상하/
좌우 필드로 한 아이템(item)씩 이동이 이루어지며(S25), S22에서 컬러버튼(50)이 눌러진 것으로 판단되면 설정된 
컬러키의 기능을 수행한다(S26). 이때 컬러의 기능은 도 6 ∼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page up은 빨간색(R), page 
down은 초록색(G), + time은 노란색(Y), - time은 파란색(B)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기 S22에서 < EXIT 버튼(16)이 눌러진 것으로 판단되면 Timeline EPG가 종료된다(S27).

일반적으로 그림(image)으로 어떤 정보를 나타낼 경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청자들이 주로 그림보다는 문자(text) 정보에 익숙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적으로 디지털 OSD를 
문자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프로그램 용량의 감소와 화면의 팝업(Pop Up)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하,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를 통합한 메뉴의 화면 디스플레이 방식에 관한 도 9 ∼ 도 17을 참고로 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메뉴 항목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메뉴의 첫 단계(depth1)에서 메뉴의 이름과 
형태, 크기 그리고 아이템(item)의 수가 같도록 구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의 메인 메뉴 항목을 도 9와 같이 프로그램(Program), 픽처(Picture), 사운
드(Sound), 피쳐(Features), 피아이피(Pip), 셋업(Setup)의 6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에서 두 번째 단계(depth2)까지 동일한 항목은 도 11 ∼ 도 14와 같이 이루어지며, 두 번
째 단계(depth2)에서 그 기능이 다른 아날로그 모드의 프로그램과 셋업 항목은 도 10과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
리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날로그 모드와 그 기능이 다른 디지털 모드의 프로그램과 셋업 항목에 대한 상세 기능은 도 16, 도 
17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메뉴 항목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데모(demo) 기능의 구현에 있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의 메뉴가 
통합된 본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과 셋업 메뉴의 2단계 항목의 내용이 다르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마다 각기 다
른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공통되는 4개의 메뉴 항목(픽처, 사운드, 피쳐, 피아이피)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용량상 비효율적이므로, 6개 메뉴 항목마다 도움말(help) 기능으로 들어가도록 구성하였다.

이 구성의 장점은 우선 각 메뉴 항목의 데모 기능을 모듈별로 관리, 연결하여 프로그램 용량을 줄이고, 보고자 하는 항
목을 바로 볼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종래의 메뉴 구성에서 피쳐의 랭귀지(Language) 항목을 보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 
픽처, 사운드 메뉴의 데모가 끝나야 볼 수 있었던 점이 개선하여 프로그램, 픽처, 사운드 메뉴의 데모와 관계없이 바로 
피쳐의 Language 항목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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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임은 물론이고 그
와 같은 변경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OSD 화면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리모콘의 버튼 배치를 다시하므로써 사용자가 
리모콘의 버튼 조작시 매뉴얼의 도움없이도 바로 작동할 수 있고, OSD의 복잡한 루틴 절차를 대폭 줄여 사용자가 희망
하는 기능을 신속하게 설정 및 선택할 수 있어 텔레비전 시청시 OSD와 리모콘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메뉴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메뉴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프로그
램의 용량을 줄이고 보다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텔레비전에서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의 오에스디 구성방법에 있어서,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의 1 단계 메뉴(메인 메뉴)의 수와 모양, 이름을 일치시키고,

2 단계 메뉴 항목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셋업 항목을 맨 위와 맨 아래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공통 부분인 항목들을 배치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의 메뉴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의 오에스디 구성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텔레비전에서 리모콘의 특정 버튼 및 상하방향 버튼 및 좌우방향 버튼의 신호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디스
플레이하는 오에스디 구성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리모콘의 특정 버튼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현재 채널의 방송이름, 현재 방송의 시작 시간, 다음 방송의 시작시
간을 표시하는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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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좌우방향 버튼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현 채널에 
한하여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고,

b-2) 상기 프로그램 정보 배너 화면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상하방향 버튼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채널번호를 
증감하면서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c) 디스플레이한 복수개의 프로그램중 임의의 프로그램이 하일라이트된 상태에서, 상기 리모콘의 특정 버튼 신호가 수
신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텔레비전의 오에스디 구성 방법.

청구항 7.

텔레비전에서 리모콘의 특정 버튼의 신호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구
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모콘의 제 1 특정 버튼의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각 채널의 시간별 프로그램 정보 및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와,

각 채널의 시간별 프로그램 정보 및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상기 리모콘의 제 2 특정버튼의 신호
가 수신되는 경우, 카테고리별로 채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카테고리별로 채널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임의의 카테고리 선택버튼이 선택된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그램의 셀만이 하일라이트 되도록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텔레비전의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구성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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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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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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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도면 9

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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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13 -



등록특허 10-0380345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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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도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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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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