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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제공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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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시적 통신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방송 화면 제공 방법은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

상태에서 파워-온 상태가 되면 상기 네트워크에 연결된 활성화된 셋톱박스를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인식된 셋톱박스에

초기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방송 신호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셋톱박스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초기 과정은 사용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없이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디지털 텔레비전, 초기 화면, 셋톱박스, 등시적, IEEE139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전의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종전의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의 다른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종전의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초기 화면 모드 설정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등시적 통신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방송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갖는 우수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이다. 이는 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를 전파에 실어 다시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는 과정, 다시 말하면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변조에서 복조

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변조에서 복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

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훨씬 적게 받는다.

또한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다채널 방송이 가능하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6MHz를 갖는 하나의 대

역폭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전송할 수 있으나 디지털 방송에서는 하나의 대역폭에 복수의 프로그램들을 전송할 수 있다. 이

러한 다채널 방송이 가능하게 한 기술이 영상 및 음성의 압축 기술이며 현재 디지털 방송은 MPEG-2 전송스트림

(Transport Stream; 이하, TS라 함) 방식으로 방송 프로그램들을 압축하여 전송한다. 또한, 현재 디지털 방송은 오디오

데이터를 다채널 방식, 예를 들면 5.1 채널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집에서도 영화관 수준의 음향 효과를 느끼

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해서는 셋톱박스(Set Top Box)라 불리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가 있어야 한다. 디지털 방송 수

신기는 텔레비전과 별도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텔레비전에 포함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등록특허 10-0631589

- 2 -



도 1은 일반 텔레비전과 종전의 셋톱박스를 구비한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100)은 셋톱박스(110)와 텔레비전(120)을 포함한다.

셋톱박스(110)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여 아날로그 영상 및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고(reconstruct), 복원된 아날로그 영상

및 오디오 신호를 텔레비전(120)으로 보낸다. 셋톱박스(110)에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은 방식에 따라 디지털 지상파 방송

방식과, 디지털 케이블 방송 방식 및 디지털 위성 방송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은 안테나(미 도시됨)를

통해 수신할 수 있고, 디지털 위성 방송은 포물면(parabolic surface)을 갖는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미 도시됨)를 통해 수

신할 수 있으며, 디지털 케이블 방송은 케이블 방송을 위한 동축 케이블(160)을 통해 수신할 수 있다. 셋톱박스(110)는 튜

닝을 통해 원하는 대역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들을 수신하고, MPEG-2 TS 방식으로 다중화된 방송 프로그램들을

MPEG-2 TS 방식으로 역다중화(demultiplexing)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 등

을 추출한다. 추출된 영상 데이터는 MPEG-2 방식으로 압축된 상태이므로 셋톱박스(110)는 자신의 MPEG-2 디코더(미

도시됨)를 이용하여 디코딩하여 영상 신호를 복원한다. 추출된 오디오 데이터는 AC-3 또는 DTS 방식으로 압축된 상태이

므로 AC-3 또는 DTS 방식으로 디코딩하여 5.1 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복원한다. 복원된 영상 및 오디오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며, 이는 텔레비전(120)에 보내진다.

셋톱박스(110)와 텔레비전(120)은 A/V(Analogue/Video) 케이블(150)로 연결되어 있어, 텔레비전(120)은 A/V 케이블

(150)을 통해 셋톱박스(110)가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 있다. 텔레비전(120)은 셋톱박스(110)를 통해 아날로그 영상 신호

를 받아 브라운관, PDP, LCD 등을 통해 가시광선으로 출력하고, 셋톱박스(110)를 통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받아 스

피커를 통해 오디오로 출력한다.

도 2는 도 1과 달리 디지털 텔레비전(120)을 구비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120)은 자체적으로 압축된 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 있는 디코더를 포함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200)에 포함된 셋톱박스(210)는 도 1의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100)에 포함된 셋톱박스(110)와는 달리 압

축된 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복원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셋톱박스(210)는 예를 들면, 동축

케이블(260)을 통해 수신되는 여러 대역의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 튜너(도시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원하는 대역의 디지

털 방송 프로그램들을 수신하고, MPEG-2 TS 방식으로 다중화된 방송 프로그램들을 MPEG-2 TS 방식으로 역다중화

(demultiplexing)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 등을 추출한다.

셋톱박스(210)는 역다중화를 통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를 추출할 때 각

방송국의 영상 데이터들과 오디오 데이터들 및 기타 데이터들에 부여된 PID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채널 24번의 방송의 영

상 데이터에 PID가 3이 부여되고 오디오 데이터에 PID가 7이 부여되며 자막처리 등을 위한 기타 데이터에 PID가 8이 부

여된 경우에, 셋톱박스(210)는 채널 24번이 포함된 대역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디지털 방송 신호에서

PID가 3, 7, 및 24인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채널 24의 방송 프로그램을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된 방송 프로그램(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기타 데이터)은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네트워크 케이블(250)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220)에 전달된다.

네트워크 케이블(250)로 연결된 디지털 텔레비전(220)과 셋톱박스(210)에는 여러 디지털 장치들이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텔레비전(220)에 디지털 캠코더(230)와 오디오 플레이어(240)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디지털 텔레비전(220)을 통해 디지털 캠코더(230)의 영상이 출력될 수 있고, 디지털 텔레비전(220)의 오디

오 신호가 오디오 플레이어(240)를 통해 출력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로 다양한 장치들이 연결된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동작은 도 3을 통해 설명한다.

디지털 텔레비전의 전원이 꺼진 상태(또는 스탠바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리모콘이나 디지털 텔레비전에 부착된 제어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워-온을 명령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파워-온 상태가 된다(S310).

파워-온 상태의 디지털 텔레비전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인식하는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

행한다(S312).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셋톱박스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다.

셋톱박스의 존재를 찾은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의 셋업 과정을 수행한다(S314). 셋톱박스의 셋업 과정은 현재 셋톱

박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셋톱박스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필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셋톱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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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워-오프 상태이거나 스탠바이 상태라면 셋톱박스가 파워-온 상태가 되도록 셋톱박스를 제어하고 셋톱박스가 스탠바

이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셋톱박스에 보내준다. 만일 셋톱 박스가 이미 활성화 상태

인 것이 확인된다면 셋톱박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셋톱박스로 보내는 과정은 생략된다.

파워-온 과정(S310)과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S312) 및 셋업 과정(S314)을 통해 초기 동작이 끝나면, 사용자는 리모

콘이나 제어 버튼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인 메뉴 선택 명령을 한다(S320). 사용자가 메인 메뉴 선택 명령을

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메인 메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하여 메인 메뉴에 포함된 셋톱박스를 선택한다(S322). 셋톱박

스가 선택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사용자가 셋톱박스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들을 제공한다.

셋톱박스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들 중에서 사용자는 채널을 선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S324). 사용자는 직접 특정한 채널

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를 통해 제공

되는 채널들 중에서 채널들을 찾아본 후에 원하는 채널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도 있다.

전자프로그램가이드는 방송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에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된다.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하면(S324), 디

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에 선택된 채널 정보를 보내면서 선택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셋톱박스는 디지털 텔레비전으로부터 특정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요구받으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요청된 방송 프로그

램을 보내주고, 디지털 텔레비전은 MPEG-2 TS 형식으로 전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한다(S330).

디지털 텔레비전은 수신된 MPEG-2 TS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을 디코딩하여 영상과 오디오 신호 및 기타 데이터를 얻는

다(S332).

이와 같은 종전의 방식에 따를 경우에 사용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단계(S320, S322, S324)의

디지털 텔레비전 조작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IEEE1394 기반의 HAVi(www.havi.org)

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되기 직전에 액세스한 디바이스를 디지털 텔레비전이 기억하도록 하고, 디지털 텔레비전

이 파워-온될 때 우선적으로 해당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조작과정의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그

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도 IEEE1394에 기반한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들이 탈퇴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도 2에서 디지털 텔레비전(220)이 디지털 캠코더(230)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다가 파워-오프된 후에, 사용자가

디지털 캠코더(230)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한 경우에 이후에 파워-온된 디지털 텔레비전(220)의 초기 화면에 아무것도 출

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텔레비전(230)이 파워-온되면,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디지털 캠

코더(230)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디지털 캠코더(230)를 디스커버리하려 하는데, 디지털 캠코더(230)는 네트워크 상에 존

재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캠코더(230)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

기화면이 여전히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

-온될 때 초기 화면을 보여주는 방법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설정된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을 보여주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등시적 통신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방송 화면 제공 방법은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 상태에서 파워-온 상태가 되면 상기 네트워크에 연결된 활성화

된 셋톱박스를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인식된 셋톱박스에 초기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방송 신호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셋톱박스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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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등시적 통신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방송 화면 제공 방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모드를 설정하는 단계, 및 디지털 텔레비

전이 파워-오프 상태에서 파워-온 상태로 바뀌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상기 설정된 초기 화면 모드에 따라 초기 화면을 보

여주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보다 상세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들과 디지털

텔레비전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제공한다. 디지털 텔레비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주로 동영상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 특성상 실시간 전송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이며, QoS

(Quality of Service)가 보장되는 네트워크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많

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IEEE1394이다.

IEEE1394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전송 속도에 있다. 모드에 따라 100 Mbps, 200 Mbps, 400 Mbps 등 세 가

지 속도를 낼 수 있다. 800 Mbps, 1.6 Gbps의 속도를 내는 기술이 연구되었거나 연구중에 있다. 이와 같이 빠른 전송속도

가 가능하기 때문에 IEEE1394 인터페이스는 동영상이나 오디오 정보를 전송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디지

털 캠코더와 같은 멀티 미디어 디바이스를 연결하기에 적당하다. 또한, IEEE1394는 속도 모드에 있어서 높은 속도 모드는

그보다 낮은 속도 모드에 대해 호환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200 Mbps 모드는 100 Mbps와 호환이 가능하고, 400 Mbps

모드는 100 Mbps 및 200 Mbps의 두 가지 모드와 호환이 가능하다. 또한 IEEE1394는 뛰어난 쌍방향 통신 기능을 갖는

다. IEEE1394의 또 다른 특징은 플러그앤플레이(Plug-and-Play)를 지원하며, 특히 핫플러깅(Hot-Plugging)이 가능하다

는 특징을 갖는다. IEEE1394의 프로토콜은 케이블로 연결된 여러 모듈들 가운데 뭔가 변화가 생기면 즉시 그에 대처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사용중인 모듈들도 마음대로 장착하거나 분리할 수 있고 다른 장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하

던 동작을 계속할 수 있다. 데이지 체인이 동작중인 상태에서 어떤 모듈이 네트워크에 붙거나 떨어져 나가면 형태가 달라

지므로 모든 정보는 리셋되고 이 체인의 모듈들은 다시 어드레스를 부여받는다. 그런 다음, 모듈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 체

인에 붙어 있는 모든 모듈들에게 알리고 재동작을 하기 위하여 준비 상태로 돌아간다

무엇보다도 IEEE1394로 디지털 텔레비전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유리한 특성 중 하나는 등시적(isochronous)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등시적"은 주기신호의 전송과 관련된 용어로, 서로 관련된 두 천이를 분리하는

시간 간격이, 정해진 단위간격이나 단위간격의 배수와 같음을 의미한다. 즉, 두 개 이상의 순차적 신호에서 서로 관련된 중

요한 순간들이 일정 위상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등시적 전송에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개개의 모듈들이 송신한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주기적으로 일정하고 보증된다. 이러한 등시적 특성으로 인해, IEEE1394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동영상이나 오디오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나. 따라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는 IEEE1394에 기반한 네트워크에 포함된

디지털 텔레비전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IEEE1394 용어정의>

-노드(node)

직렬 버스에 붙어 있는(attached) 어드레싱 가능한 디바이스를 말하며, 노드는 적어도 제어 레지스터들의 최소 집합을 갖

는다. 한 노드의 제어 레지스터들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노드의 제어 레지스터들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각 노드

는 16 비트의 유일한 번호인 노드 식별자(node ID)를 갖는다. 각 노드는 노드 제어장치(node controller)를 가지며, 노드

제어장치는 주어진 노드와 상기 노드에 위치한 어플리케이션, 트랜잭션, 링크, 및 물리적 요소들에게 관리함수를 위한 조

정 포인트(coordination)를 배타적으로 제공한다.

-노드 식별자(node ID)

노드 식별자는 시스템에서 노드와 다른 노드를 구별시킨다. 노드 식별자에서 10개의 MSB(Most Significant Bits)는 버스

식별자라고 하며, 버스 식별자는 동일한 버스의 모든 노드들에게 동일한 값이 부여된다. 노드 식별자에서 6개의 LSB

(Least Significant Bits)는 같은 버스의 각 노드들에 유일한 값이 부여되며 물리적 식별자라고 한다.

-중재(aribitration)

노드가 버스의 소유권을 경쟁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케이블 환경은 계층적 점대점(hierachical point-to-point)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중재 경쟁에서 승리한 단 하나의 노드만이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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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식별자 패킷(self-ID packets)

리셋을 뒤따르는 자기 식별자 단계(self-ID phase) 동안에 케이블 물리층에 의해 보내지는 특별한 패킷을 말한다. 주어진

노드는 자신이 가지는 포트들의 최대수에 종속하여 1 내지 4개의 자기 식별자 패킷을 보낸다.

-모듈(module)

물리적 패키지(인쇄회로기판 또는 다중 보드들의 집합)로서 하나 또는 복수의 노드들로 구성된다. 모듈은 쉽게 제거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모듈이 물리적 패키지 개념이라면 노드는 논리적 어드레싱 개념이다. 보통의 동작에서, 모듈은 소프트웨

어에게 보이지 않지만, 모듈이 대체될 때나, 공유된 버스 인터페이스가 실패되거나, 특화된 모듈 분석 소프트웨어가 호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하의 실시예들은 IEEE1394에 기반한 네트워크에서 동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 때 디지털 텔레비전과 셋톱박

스는 앞서 설명한 모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노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디지털 텔레비전의 전원이 꺼진 상태(또는 스탠바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리모콘이나 디지털 텔레비전에 부착된 제어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워-온을 명령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파워-온 상태가 된다(S410).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온

상태가 되면 IEEE1394 기반의 네트워크는 토폴로지가 변하게 되어 버스 초기화(bus initialize) 과정이 수행된다. 즉, 디지

털 텔레비전이 버스에 합류하게되면 버스 리셋 신호를 보내고, 버스 리셋 신호는 모든 노드들이 토폴로지 정보를 제거하도

록하는 특별 상태로 만든다. 버스 리셋이 끝나면, 트리 식별(tree-ID) 프로세스가 일반적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트리로 번

역한다. 트리 토폴로지에는 하나의 노드가 루트(root)로 지정되고, 모든 물리적 연결들은 루트 노드를 향하는 방향을 갖는

다.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은 중재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못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텔레비전이 루트 노드가 된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텔레비전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인식하는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한

다(S412). IEEE1394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은 자기 식별(self-identify) 과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자기 식별 과정에서 각 노드는 유일한 물리적 식별자를 선택할 기회를 갖고, 각 노드는 버스에 붙은 어떠한 관리 요

소에게 자기 자신을 식별시킨다. 자기 식별자 정보를 보내는 과정은 하나에서 네개의 매운 짧은 패킷들을 베이스 레이트에

서 케이블로 전송함으로써 수행되는데, 패킷들은 물리적 식별자와 약간의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관

리 정보에는 버스에 붙은 노드의 특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셋톱박스의 경우에 셋톱박스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디지털 캠코더의 경우에 비디오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관리정보는 각 디바이스

가 자신의 설정정보 롬(configuration rom)에 저장하며, IEEE1394 네트워크에 물린 디바이스들은 서로서로 이 정보를 읽

음으로서 상대 디바이스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지 알게된다. 물리적 식별자는 노드가 자신의 자기 식별자를 보낼

기회를 갖기 전에 자기 식별자를 수신하는 상태를 통과하는 횟수의 카운터이다. 예를 들면 첫번째 자기 식별 패킷을 전송

하는 노드는 자신의 물리적 식별자를 0으로 선택하고, 두번째 노드는 1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기 식별 과정을 거치면 네

트워크(버스)에 붙어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과 셋톱박스는 고유한 노드 식별자를 갖는다.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은 네트워크에서 셋톱박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셋톱박스를 인식한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의 셋업 과정을 수행한다(S414). 셋톱박스의 셋업 과정은 현재 셋톱박스

의 상태를 확인하고, 셋톱박스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필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셋톱박스가 파

워-오프 상태이거나 스탠바이 상태라면 셋톱박스가 파워-온 상태가 되도록 셋톱박스를 제어하고 셋톱박스가 스탠바이 상

태에서 활성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셋톱박스에 보내준다. 만일 셋톱 박스가 이미 활성화 상태인 것

이 확인된다면 셋톱박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셋톱박스로 보내는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파워-온 과정(S410)과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S412) 및 셋업 과정(S414)이 끝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에게

신호 전송을 요구한다(S415).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신호 전송을 요구받은 셋톱박스는 자신이 디지털 텔레비전에 제공했던

가장 최근 채널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 텔레비전에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신호 전송을 요구받은 셋

톱박스는 기본값으로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 텔레비전에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중재 과정이 수행

된다. 중재 과정을 통해 셋톱박스는 디지털 텔레비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할 시간과 대역폭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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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가 보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MPEG-2 TS 형식으로 수신한다(S416). MPEG-2 TS를 수신

한 디지털 텔레비전은 MPEG-2 TS에 포함된 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출력한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르면 초기

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 텔레비전에 초기 화면이 제공된다. 또한, HAVi 방식의 디지털 텔레비

전과는 달리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디바이스에 무관하게 디지털 텔레비전에 초기 화면이 제공된다.

초기 동작이 끝나면, 사용자는 리모콘이나 제어 버튼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인 메뉴 선택 명령을 한다(S420)

. 사용자가 메인 메뉴 선택 명령을 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메인 메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하여 메인 메뉴에 포함된 셋톱박스를 선택한다(S422). 셋톱박

스가 선택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사용자가 셋톱박스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들을 제공한다.

셋톱박스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들 중에서 사용자는 채널을 선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S424). 사용자는 직접 특정한 채널

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전자프로그램가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채널들 중에서 채널들을

찾아본 후에 원하는 채널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도 있다. 전자프로그램가이드는 방송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에 셋톱박스

를 통해 제공된다.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하면(S424),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에 선택된 채널 정보를 보내면서 선택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셋톱박스는 디지털 텔레비전으로부터 특정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요구받으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요청된 방송 프로그

램을 보내주고, 디지털 텔레비전은 MPEG-2 TS 형식으로 전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한다(S430).

디지털 텔레비전은 수신된 MPEG-2 TS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을 디코딩하여 영상과 오디오 신호 및 기타 데이터를 얻는

다(S432).

본 실시예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초기 화면은 셋톱박스에 저장된(또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채널에 따라 결정된

다. 디지털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초기 화면을 디지털 텔레비전에 저장된 채널 정보에 따라 결정하는 실시예는 도 5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디지털 텔레비전의 전원이 꺼진 상태(또는 스탠바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리모콘이나 디지털 텔레비전에 부착된 제어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워-온을 명령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파워-온 상태가 된다(S510).

그리고 나서 디지털 텔레비전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인식하는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한

다(S512).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은 네트워크에서 셋톱박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셋톱박스를 인식한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의 셋업 과정을 수행한다(S514). 셋톱박스의 셋업 과정은 현재 셋톱박스

의 상태를 확인하고, 셋톱박스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필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셋톱박스가 파

워-오프 상태이거나 스탠바이 상태라면 셋톱박스가 파워-온 상태가 되도록 셋톱박스를 제어하고 셋톱박스가 스탠바이 상

태에서 활성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셋톱박스에 보내준다. 만일 셋톱 박스가 이미 활성화 상태인 것

이 확인된다면 셋톱박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셋톱박스로 보내는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파워-온 과정(S510)과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과정(S512) 및 셋업 과정(S514)이 끝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에게

디지털 텔레비전이 저장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시청했던 채널의 방송 신호 전송을 요구한다(S515). 셋톱박스는 방송 신호

전송 요구를 수신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이 요청한 채널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준다.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가 보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MPEG-2 TS 형식으로 수신한다(S516). MPEG-2 TS를 수신

한 디지털 텔레비전은 MPEG-2 TS에 포함된 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출력한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르면 초기

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 텔레비전에 초기 화면이 제공된다. 또한, HAVi 방식의 디지털 텔레비

전과는 달리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디바이스에 무관하게 디지털 텔레비전에 초기 화면이 제공된다.

초기 동작이 끝나면, 사용자는 리모콘이나 제어 버튼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인 메뉴 선택 명령을 한다(S520)

. 사용자가 메인 메뉴 선택 명령을 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메인 메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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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하여 메인 메뉴에 포함된 셋톱박스를 선택한다(S522). 셋톱박

스가 선택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사용자가 셋톱박스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들을 제공한다.

셋톱박스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들 중에서 사용자는 채널을 선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S524). 사용자는 직접 특정한 채널

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전자프로그램가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채널들 중에서 채널들을

찾아본 후에 원하는 채널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도 있다. 전자프로그램가이드는 방송을 통해 디지털 텔레비전에 셋톱박스

를 통해 제공된다.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하면(S524), 디지털 텔레비전은 셋톱박스에 선택된 채널 정보를 보내면서 선택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디지털 텔레비전은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하면, 선택한 채널 정보를 저장한다(S530). 채널 정보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

하여 디지털 텔레비전의 전원이 꺼진 상태이더라도 채널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채널 정보는

비휘발성이면서 읽기, 쓰기, 및 지우기가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다.

셋톱박스는 디지털 텔레비전으로부터 특정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요구받으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요청된 방송 프로그

램을 보내주고, 디지털 텔레비전은 MPEG-2 TS 형식으로 전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한다(S530).

디지털 텔레비전은 수신된 MPEG-2 TS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을 디코딩하여 영상과 오디오 신호 및 기타 데이터를 얻는

다(S532).

앞서 설명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에서 파워-온 상태가 될 때 초기 화면이 사용자의 동작이

나, 디지털 텔레비전이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디바이스와 무관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초기 화면 설정 모드는 사용자의 선

택에 의해 바꿀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의 초기 화면 모드 설정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사용자는 리모콘이나 제어 버튼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텔레비전의 메인 메뉴를 선택한다(S610). 메

인 메뉴는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인식하고 있는 디바이스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액세스할 수 있고, 디지털 텔레비전의 화면의 밝기나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전자프로그램 가

이드를 통하여 각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방송될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에게 메인 메뉴가 제공되면 사용자는 메인 메뉴에서 제공되는 함수 중에 초기 화면 모드 설정 메뉴를 선택한다

(S620). 초기 화면은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 상태에서 파워-온 상태가 될 때 사용자의 개입(채널 선택 등의 과정)없

이 바로 텔레비전에 출력되는 화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초기 화면 모드는 도 4 또는 도 5의 실시예와 같이 디지털 텔레

비전이 파워-온 상태가 되면 무조건 방송 프로그램을 보여주도록 하는 모드가 있을 수 있고, HAVi와 같이 디지털 텔레비

전이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도록 하고 일정 시간동안(예를 들면 2초동안) 응답(신호)이 없는 경우에

도 4 또는 도 5의 실시예처럼 방송 프로그램 보여주도록 하는 모드가 있을 수 있다.

사용자는 제공되는 다양한 모드들 중에서 어느 한 초기 화면 모드를 선택하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초기 화면 모드를 설정

한다(S630). 초기 화면 모드 설정에 관한 정보는 비휘발성 메모리,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또는 EEPROM에 저장된다

(S640).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

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 상태에서 파워-온 상태로 바뀔 때 사용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없이

사용자에게 초기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초기 화면 모드를 선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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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등시적 통신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방송 화면 제공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 상태에서 파워-온 상태가 되면 상기 네트워크에 연결된 활성화된 셋톱박스를 인식하는 단

계;

상기 인식된 셋톱박스에 초기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방송 신호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셋톱박스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

비전의 초기 화면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EEE1394 기반의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셋톱박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기 셋톱박스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방송 신호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텔

레비전이 저장하고 있는 채널 정보에 따른 방송 신호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한 채널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는 상기 셋톱박스가 저장하고 있는 채널 정보에 따른 방송 신호를 요청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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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등시적 통신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방송 화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모드를 설정하는 단계; 및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 상태에서 파워-온 상태로 바뀌면, 디지털 텔레비전은 상기 설정된 초기 화면 모드에 따라

초기 화면을 보여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EEE1394 기반의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선택하는 초기 화면 모드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에서 파워-온 상태가 되면 상기 네트워크에 연결

된 활성화된 셋톱박스를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셋톱박스에 상기 셋톱박스에 초기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방송 신호 전송

을 요구하며, 상기 셋톱박스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하여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의 초기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셋톱박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기 셋톱박스를 활성화시킨 후 상기 방송 신호 전송을 요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선택하는 초기 화면 모드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파워-오프에서 파워-온 상태가 되면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디바이스를 찾고, 상기 디바이스가 인식된 경우에 상기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초기 화면을 보여주고 상기 디바이스가 소정

의 시간동안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 셋톱박스를 찾아 상기 셋톱박스 제공하는 초기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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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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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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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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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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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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