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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 수신 장치,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수신방법 및 방송프로그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구

조

(57) 요약

본 발명은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수신 장치,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수신방법 및 방

송 프로그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 안내 정보의 프로그램정보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엘리먼트, 상기 전자 프로그

램 가이드 엘리먼트의 하부의 프로그램 엘리먼트, 상기 프로그램 엘리먼트 하부에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

를 담고 있는 슬라이드프리뷰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EPG 정보에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시청자는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어, 쉽게 프로그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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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 안내 정보의 프로그램정보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엘리먼트;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엘리먼트의 하부의 프로그램 엘리먼트;

상기 프로그램 엘리먼트 하부에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담고 있는 슬라이드프리뷰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프리뷰 엘리먼트는,

스케줄네임그룹(schedulenamegroup), 로케이션(location),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 장르(genre), 조건접

속(conditional access), 키워드(keywords), 멤버오브(memberof), 링크(link), 프로그램이벤트(programevent)타입 중

적어도 하나와 독립적인 동일한 계층 구조로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프리뷰 엘리먼트는,

상기 프로그램 엘리먼트의 하위 구조인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의 하위 계층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프리뷰 엘리먼트는,

적어도 둘의 정지 영상의 개별 특성을 지정하는 이미지 엘리먼트를 하위 구조에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

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프리뷰 엘리먼트는,

상기 이미지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되는 슬라이드쇼 간격을 지정해주는 간격 어트리뷰트 또는 상기 이미지 엘리먼트의 종

류를 지정해주는 프리뷰타입(previewtype) 어트리뷰트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

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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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엘리먼트는,

이미지의 전송 경로를 지정하는 url 어트리뷰트, 이미지의 형식을 지정하는 minevalue 어트리뷰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엘리먼트는,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사이즈 어트리뷰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데이터 구

조.

청구항 8.

방송 프로그램의 요약한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쇼 방식의 미리보기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미리보기 정보를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에 포함하며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

보 송신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보기 정보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프로그램(program)엘리먼트 또는 프로그램그룹(programgroup) 엘

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보기 정보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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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리보기 정보가 위치한 엘리먼트는 미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어트리뷰트 또는 미

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의 리소스 타입(resource)을 나타내는 어트리뷰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3.

방송 프로그램의 요약한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쇼 방식의 미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복조 및 복호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 중 상기 미리보기 정보를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수신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보기 정보는 적어도 둘의 정지 영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수신 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보기 정보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프로그램(program)엘리먼트 또는 프로그램그룹(programgroup) 엘

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7.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보기 정보는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8.

제 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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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리보기 정보가 위치한 엘리먼트는 미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어트리뷰트 또는 미

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의 리소스 타입(resource)을 나타내는 어트리뷰트 중 적어도 하나의 어트리뷰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신 방법.

청구항 19.

복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로부터 프로그램 정보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DAB 디코더;

상기 프로그램 정보 중 프로그램의 요약 내용을 담은 미리보기 정보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

상기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가 출력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 출력 신호로 가공하는 EPG 엔진; 및

상기 EPG 엔진이 출력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중 미리보기 정보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EPG 출력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EPG 출력부가 표출하는 미리보기 정보는 적어도 둘의 정지 영상으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는 수신한 바이너리(binary) 형태의 프로그램 정보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는 바이너리 이피지 파서(binary EPG parser)를 포함하는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보기 정보는 상기 프로그램 정보의 XML 엘리먼트(element) 중 program 엘리먼트 또는 programGroup 엘리먼

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보기 정보는 상기 프로그램 정보의 XML 엘리먼트(element) 중 mediaDescription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4.

제 2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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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리보기 정보가 위치한 XML 엘리먼트는 미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attribute) 또는 미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의 리소스 타입(resource)을 나타내는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

(attribute)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attribut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

보 수신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및 디지털 방송 전송 및 수신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

그램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및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및 수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은 단순한 영상, 음성 수신 기능 이외에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Electronic Program Guide:EPG)를 제공 가능하다. 현재 방송국에서 전송하는 EPG 정보를 이용해서 시청자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고, 예약 녹화를 할 수도 있다.

EPG 정보에는 채널 프로그램 정보, 시간 정보, 프로그램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화면에서는 채널 순, 시간 순으로 보

여진다.

EPG 정보는 담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프로그램 정보라 하더라도, 다양한 랭귀지로 표현할 수 있다.

EPG는 서비스 정보(Service Information)과 프로그램 정보(Program Information)으로 나누어지며, 서비스 정보는 최상

위 엘리먼트(element)로 서비스정보(serviceinformation) 엘리먼트를 가지며, 프로그램 정보는 최상위 엘리먼트

(element)로 이피지(epg) 엘리먼트를 가진다.

도 1은 상기 serviceInformation 엘리먼트의 구조를 보인 일반적인 도면으로서, 하나 이상의 앙상블 엘리먼트(ensemble

element)로 구성된다. 각 앙상블 엘리먼트(ensemble element)는 여러 개의 서비스 엘리먼트(service element)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앙상블 엘리먼트는 한 물리적 주파수(physical frequency)로 전송되는 신호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고, 서

비스 엘리먼트는 방송의 개별 채널의 의미를 갖는다.

도 2는 epg 엘리먼트의 구조를 보인 일반적인 도면으로서, 프로그램의 편성 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epg 엘리먼트는 schedule, program, programGroups, 또는 alternateSource 엘리먼트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Schedule 엘리먼트는 이 schedule 정보가 커버(cover)하는 시간 범위와 그 시간 범위내의 각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 시

간 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도 1, 도 2와 같은 구조를 갖는 EPG 데이터는 엔코딩되어 멀티미디어 오브젝트 전송(Multimedia Object Transfer)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된다.

종래의 EPG 정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단편적인 정보를 제시해주는데 그쳤다 볼 것인데, 시청자는 프로그램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거나, 그 프로그램 전체를 시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요청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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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및 방송 수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정보 전송 및 수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프로그램 안내 정보의 프로그램정보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 전자 프로그램 가이

드 엘리먼트, 상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엘리먼트의 하부의 프로그램 엘리먼트, 상기 프로그램 엘리먼트 하부에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담고 있는 슬라이드프리뷰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의 프로그램 안

내를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요약한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쇼 방식의 미리보기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미리보기 정보를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에 포함하며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

그램 정보 송신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요약한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쇼 방식의 미리보기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복조 및 복호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 중 상기 미리보기 정

보를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수신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하면, 복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로부터 프로그램 정보를 복호하여 출력

하는 DAB 디코더, 상기 프로그램 정보 중 프로그램의 요약 내용을 담은 미리보기 정보를 복호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 정

보 디코더, 상기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가 출력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 출력 신호로 가공하는 EPG 엔진 및 상기

EPG 엔진이 출력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 중 미리보기 정보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EPG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 장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EPG 정보에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시청자는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어, 쉽게 프로그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상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 본 발명에 따른 EPG 서비스의 프로그램타입 엘리먼트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3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정보(Program Information) 하부의 프로그램타입 엘리먼트의 스키마를 살펴보면, 프로그램타

입 엘리먼트의 하부에는 스케줄네임그룹(schedulenamegroup), 로케이션(location), 미디어디스크립션

(mediadescription), 장르(genre), 조건접속(conditional access), 키워드(keywords), 멤버오브(memberof), 링크(link),

프로그램이벤트(programevent)타입이 존재하며, 본 발명은 프로그램의 정보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정보타입이 더 존재한다. 프로그램정보타입은 각 프로그램의 로고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할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소정의 간격으로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미리보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본 기능

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슬라이드 형식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면상에는 미리보기 기능을 의미하는 슬라이드프

리뷰(SlidePreview) 타입으로 도시한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슬라이드 방식의 프로그램정보의 디스플레이는

슬라이드프리뷰(slidepreview) 타입으로 기재한다.

슬라이드쇼 방식이라 함은 복수의 정지 이미지를 한 화면씩 소정의 간격으로 출력하면서 소정의 줄거리를 이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디스플레이되는 슬라이드프리뷰(slidepreview)의 정보는 프로그램의 특정 장면의 정지 영상을 다수개로 하는데, 명장면

을 중심으로 슬라이드 이미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슬라이드

이미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즉,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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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슬라이드프리뷰(slidepreview) 타입은 0에서 무한대로 삽입될 수 있다. 0인 경우에는 상기 슬라이드프리뷰

(slidepreview) 타입이 삽입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기 슬라이드프리뷰(slidepreview) 타입은 하위 엘리먼트로 이미지(image)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속성으로는 슬라이드

쇼 어트리뷰트를 포함한다.

상기 슬라이드쇼 어트리뷰트는 간격(interval)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와 프리뷰타입(previewtype)어트리뷰트

(attribute: 속성)를 포함한다.

상기 간격(interval) 어트리뷰트는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는 각 이미지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시간을 의미

한다. 이미지는 간격(interval) 어트리뷰트에서 지정된 시간동안 화면에 보이다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간다.

상기 프리뷰타입(previewtype) 어트리뷰트는 미리보기용 슬라이드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값이

주어질 수 있다. 프리뷰타입이 0 또는 양수의 값이 주어질 수 있다. 프리뷰타입이 0인 경우는 프리뷰타입이 주어지지않는

경우이며, 양수의 경우, 그 값만큼의 타입의 개수가 존재하게 된다.

예를들어, 프리뷰타입은 미리보기용 슬라이드가 그 프로그램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중 언제 방영되는 방송의 줄거리를

나타내는지를 선택하는 타임포인트,이미지의 비트 레이트(bit rate), 또는 일반 화질인지 아니면 고화질인지 등의 해상도

에 따른 타입을 분리할 수 있다. 본 예시는 단지 실시예이며 본 실시예에 의해 프리뷰타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이미지 엘리먼트는 미리보기용 슬라이드 이미지를 나타낸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는 갯수에 제한없이 디스플레이 된

다. 상기 이미지 엘리먼트는 url 정보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 마임(mime) 정보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을 포함

한다.

상기 이미지 엘리먼트는 사이즈(size)정보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를 가진다.

url 어트리뷰트는 리솔스(resource)의 어드레스(address)나 프로토콜(protocol)을 정의하는 문자열(string)이다.

url은 텔레폰(Telephone)과 팩스밀리(fax), SMS, 포스탈 어드레시즈(postal addresses), 이메일(Email),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www), 무선 응용 통신 규약(wireless application protocol:wap), DAB, 및 서비스내의 다른 프로그램

(programme)을 지정할 수 있다.

마임(mime) 어트리뷰트는 리솔스(resorce) 타입을 의미한다.

사이즈(size) 정보는 넓이(width) 정보, 높이(height) 정보를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으로 가질 수 있다. 넓이(width)

어트리뷰트는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나타내며, 높이(height) 어트리뷰트는 이미지의 세로 크기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EPG 정보의 슬라이드쇼 방식의 미리보기 기능 구현을 위한 XML 구조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으로 지정된 내부 XML 구조는 이미지 엘리먼트와 슬라이드쇼

어트리먼트로 구분된다.

이미지의 수는 0에서 무한대까지 가능하다. 이는 이미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고, 제한되지않는 양수로 존재할 수

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EPG 정보는 다양한 랭귀지로 표현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에서는 일 실시예로 XML 랭귀지를 사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구현 랭귀지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미지 엘리먼트는 각각의 이미지의 url, mimevalue, width, heigh의 값을 지정해준다. 이미지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는

루프 형식으로 기재되어, 각각의 이미지를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게 된다.

url은 이미지 파일을 받아오는 경로를 의미하며, http를 지정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고, DAB를 지정하는

경우 방송을 통해 전송받을 수도 있다.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많은 통신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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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evalue는 본 발명에서 정지 영상의 확장자를 의미한다. 정지 영상의 확장자로는 bmp, jpg, jpeg 등이 가능하다.

width와 height는 음수가 아닌 수로 정의 가능하다.

본 이미지는 각각의 이미지를 지정하고, 이를 루프 형태로 돌면서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된다.

슬라이드쇼 속성은 간격(interval) 및 프리뷰타입(previewtype)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을 가진다.

간격(interval)은 상기 이미지의 루프가 반복되는 간격을 의미하며,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간격

(interval)은 음수가 아닌수로 정의될 수 있다.

프리뷰타입(previewtype)은 미리보기의 버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점을 나타내는 타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비트

레이트별 구별 또는 해상도에 따른 구별이 될 수도 있다. 타임 포인트로 타입을 구별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방영분 중 어떤 방영분의 미리보기 기능을 서비스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해상도에 따른 구별은 해상

도에 차등을 두어, 전송 속도등과 해상도중에서 시청자가 더 선호하는 요소를 강화하도록 하여 미리보기 기능을 수행시킬

수 있다.

본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 구조는 프로그램타입의 하위에 존재하며, 스케줄네임그룹

(schedulenamegroup), 로케이션(location),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 장르(genre), 조건접속(conditional

access), 키워드(keywords), 멤버오브(memberof), 링크(link), 프로그램이벤트(programevent)타입과 병행하여 위치한

다.

또한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 구조는 프로그램그룹타입(programgroup)의 하위 또는 프로그램이벤트타

입(programmevent type)의 하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의 어트리뷰트

(attribute: 속성)의 데이터 구조는 동일하나, 삽입되는 위치만 달라지는 것이다.

상기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의 값은 0을 최소값으로 하며, 최대값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상기 구조에 디스플레이 되는 프로그램 테이블 상에 상기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값이 0인 경우에는 아이

콘을 표시하지 아니하며, 상기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이 0이 아닌 양수값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아이콘을 프로그램 가이드 상에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도 5는 EPG데이터의 프로그램타입 엘리먼트의 하위 구조인 미디아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 엘리먼트의 XML 스키

마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EPG 정보의 슬라이드쇼 방식의 미리보기 기능 구현을 위한 XML 구조의 또 다른 실

시예를 도시한다. 도 6은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 엘리먼트의 위치를 도 3의 위치와 달리하고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의 어트리뷰트(attribute: 속성) 및 하위 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의 위치가 도 3의 프로그램타입의 직접적인 하부에 위치하는 구조와 달리, 프로그

램타입의 하위구조인 스케줄네임그룹(schedulenamegroup), 로케이션(location),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

장르(genre), 조건접속(conditional access), 키워드(keywords), 멤버오브(memberof), 링크(link), 프로그램이벤트

(programevent)타입 중에서,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 엘리먼트의 하위로 위치한다.

이때, 미디어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벤트, 프로그램그룹 하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미디어

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 엘리먼트 하위에 슬라이드프리뷰타입을 삽입함으로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벤트, 프로그

램그룹에 미리보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EPG 정보의 슬라이드프리뷰 서비스가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상의 프로그램 테이블을 도시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시청자는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슬라이드프리뷰 화면을 시청하도록 할 수 있고, 또는 프로그램

의 미리보기화면이 존재하는 경우, 프로그램명과 함께 같은 화면상에서 디스플레이되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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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리보기 화면이 프로그램명과 함께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하부로 넘어가야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프

리뷰 EPG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보기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프로그

램과 함께 출력할 수 있다. 도 7상에서는 이를 P로 표기하였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EPG 정보의 슬라이드프리뷰 서비스가 실행되는 구체적인 동작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9는 상기 슬

라이드프리뷰 서비스가 실행되는 방식 중, 시청자는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슬라이드프리뷰 화면을 시청하도록

할 수 있는 실시예에 대한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MBC 뉴스 투데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자열(string) 정보가 나오게 되고, 프리뷰타입

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선택된 프리뷰타입에 따른 슬라이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된다. 도면상의 미리보기 타입1,2,3은 프

리뷰타입이 3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미리보기 타입 1은 지금 방송할 프로그램의 미리보기정보, 미리보기 타입 2는 과거에

방송한 프로그램의 미리보기 정보, 미리보기 3은 미래에 방송할 프로그램의 정보로 지정된 경우, 원하는 시점의 미리보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면상의 5초는 간격(interval)을 5초로 지정한 경우이며, 5초 간격으로 정지 이미지가 변환되어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방송 수신기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로서, 튜너(101), 복조부(102), DAB 디코더

(103), 메모리(104), 제1 오디오 디코더(105), 에러 정정 디코더(106), MPEG2 디먹스(107), 제2 오디오 디코더(108), 비

디오 디코더(109), 객체 기술자(Object Descriptor ; OD) 디코더(110), 및 BIFS(Binary Format for Scenes) 디코더

(111)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에러 정정 디코더(106), MPEG2 디먹스(107), 제2 오디오 디코더(108), 비디오

디코더(109), 객체 기술자 디코더(110), 및 BIFS 디코더(111)를 포함하여 DMB 디코더라 하기도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

른 XML EPG 파싱을 위해 패킷 디코더(112), 데이터그룹 디코더(113), MOT 디코더(114), binary EPG 파서(115), XML

EPG 파서(116), EPG 엔진(121), 및 EPG 브라우저(122), 데이터 베이스(DB)(123)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동형 방송 수신기에서 튜너(101)는 사용자가 선택한 DMB 서비스가 포함되는 앙상블에 해당하는 주

파수를 튜닝하여 기저대역으로 낮춘 후 복조부(102)로 출력한다. 상기 복조부(102)는 변조 방식의 역, 즉 OFDM 복조를

수행하여 동기화 채널, FIC, 및 MSC로 구성된 전송 프레임을 DAB 디코더(103)로 출력한다.

상기 DAB 디코더(103)는 복조된 전송 프레임 내 동기화 채널을 참조하여 FIC와 MSC를 디코딩한다. 이 중 상기 FIC를 디

코딩하면, MCI로부터 채널 정보 즉, 앙상블 레이블, 서비스 레이블, 상기 서비스에 할당된 가상 채널 번호를 추출할 수 있

으며, 추출된 채널 정보로부터 채널 맵을 생성하여 메모리(104)에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MSC를 디코딩하면 실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추출된 데이터가 오디오 신호이면 제1 오디오 디코더

(105)로 출력하고, 데이터 스트림이면 DMB 디코더 내 RS 디코더(106)로 출력한다.

상기 제1 오디오 디코더(105)는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 신호를 MUSICAM (Masking pattern adapted universal sub-

band integrated coding and multiplexing) 방식으로 디코딩하여 출력한다.

상기 에러 정정 디코더(106)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추가의 오류 정정을 수행한 후 MPEG2 디먹스(107)로 출력한다.

상기 MPEG2 디먹스(107)는 오류 정정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패킷타이징(Depacketizing), PES

(Packetized Element Stream) 디패킷타이징, SL(Sync Layer) 디패킷타이징 등을 수행하여 오디오, 비디오, OD, BIFS를

분리한 후 각 디코더(108~111)로 출력한다.

상기 각 디코더(108~111)는 해당 알고리즘으로 오디오, 비디오, OD, BIFS를 디코딩하여 출력한다. 일 예로, 제2 오디오

디코더(108)는 BSAC 디코딩 알고리즘으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고, 비디오 디코더(109)는 H.264 디코딩 알고리즘으

로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한다.

상기 DAB 디코더(103)에서 전송한 MSC 데이터를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120)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 중 프로그램의 요약

내용을 담은 미리보기 정보를 복호하여 출력한다.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120)는 XML EPG 파싱을 위해 패킷 디코더(112)

, 데이터그룹 디코더(113), MOT 디코더(114), binary EPG 파서(115), XML EPG 파서(116)을 포함한다. 이때 XML EPG

파서(116)는 구성에 있어서 선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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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 디코더(112)는 상기 DAB 디코더(103)에서 패킷 모드로 전송되는 MSC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그룹화하게된

다. 프로토콜 스택의 최하단부에 위치하며 몇 개의 지정된 크기로 전송 가능하다.

상기 데이터 그룹 디코더(113)은 상기 패킷 디코더(112)로 처리된 데이터를 그루핑하는 디코더이다.

상기 MOT 디코더는 그룹핑된 데이터를 모아서 파일 단위로 처리하는 디코더이다.

한편 MOT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DAB(또는 DMB)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전달 알고리즘이며, 데이터 서

비스와 응용 형식(application type) 사이의 상호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상기 EPG 서비스도 객체로서 MOT 프로토

콜을 통해 전송된다. 상기 EPG 서비스 객체는 전송 중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되어 패킷 모드

로 전송된다. 그러므로 상기 MOT 디코더(114)는 객체 형태로 전달된 EPG 서비스의 세그먼트들을 모아 binary EPG 파서

(115)로 출력한다.

binary EPG 파서(115)는 binary EPG 신택스(syntax)를 파싱하는 디코더로, 디코딩 결과는 XML EPG규격에 호환되는

XML EPG 파일을 생성하여 XML EPG 파서(116)로 전달하거나, EPG 엔진(121)으로 전달할 수 있다. 즉 XML EPG 파서

(116)는 구성에 있어서 선택적이다.

상기 XML EPG 파서(116)는 EPG의 각 XML(마크업 언어) 파일을 해석하여 프로그램 및 채널 관련 정보들을 추출한 후

EPG 엔진(121)으로 출력한다.

상기 EPG 엔진(121)은 프로그램 및 채널 관련 정보들을 메모리와 같은 저장 장치(123)에 저장하거나, 필요시 EPG 브라

우저(122)를 통해 유저 인터페이스(UI) 기능을 갖는 그래픽 형태로 화면에 표시한다.

이때 수신되는 DMB 서비스에 설정된 포맷이 복수개 이상이 경우, 상기 패킷 디코더(112)에서 XML EPG 파서(116)로 형

성하는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 블록(120)에서 파싱되어, EPG 브라우저(115)를 통해 상기 DMB 서비스에 설정된 복수개 이

상의 포맷에 해당하는 모든 문자열들이 기 설정된 패턴 엘리먼트 값의 형태 및 순서대로 EPG 화면 상에 표시된다.

본 발명은 EPG 데이터 구조를 변환하여, 슬라이드쇼 기능을 추가하였는데, 슬라이드쇼 방식의 프로그램 요약 정보를 출력

하기 위한 슬라이드쇼 브라우저(124)를 더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수신 장치에서 처리된 슬라이드프리뷰 데이터는 슬라이드쇼 브라우저(124)에서 디스플레이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terminology)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써 이는 당분야

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

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방송 수신 장치, 방송 프로그램 정보 송수신방법 및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의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PG 정보에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시청자는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어, 쉽게 프로그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슬라이드프리뷰의 타입을 복수개로 설정할 수 있어, 시청자는 프로그램의 요약 정보의 타입 중에 원하는 시기, 형식

또는 품질의 요약 정보를 선택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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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serviceInformation 엘리먼트의 구조도

도 2는 epg 엘리먼트의 구조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EPG 서비스의 프로그램타입 엘리먼트의 구조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EPG 정보의 슬라이드쇼 방식의 미리보기 기능 구현을 위한 XML 구조의 일 실시예도

도 5는 EPG데이터의 프로그램타입 엘리먼트의 하부 구조인 미디아디스크립션(mediadescription) 엘리먼트의 XML 구조

도

도 6은 슬라이드프리뷰타입(slidepreviewtype) 엘리먼트의 위치의 실시예를 도시한 XML 스키마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EPG 정보의 슬라이드프리뷰 서비스가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상의 프로그램 테이블의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EPG 정보의 슬라이드프리뷰 서비스가 실행되는 구체적인 동작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방송 수신기의 일 실시예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튜너 102 : 복조부

103 : DAB 디코더 104 : 메모리

105 : 제1 오디오 디코더 106 : 에러정정 디코더

107 : 디먹스 108 : 제2 오디오 디코더

109 : 비디오 디코더 110 : 객체기술자 디코더

111 : BIFS 디코더 112 : 패킷 디코더

113 : 데이터그룹 디코더 114 : MOT 디코더

115 : Binary EPG 파서 116 : XML EPG 파서

120 : 프로그램 정보 디코더 121 : EPG 엔진

122 : EPG 브라우저 124 : 슬라이드쇼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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