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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TTI(Traffic and Travel Information) 서비스 제공 시, 무선통신 시스템과 연동

한 TPEG 프로토콜 기반 양방향 TT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방법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수신되는 소정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여 tpeg 컴포

넌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TPEG 규격에 따라 양방향 TTI 데이터를 저작하는 단계; 상기 양방향 TTI

데이터를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통해 수신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소정 리턴채널을 통해 요구되는 양방향 TTI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수신되는 소정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여 TPEG 컴포넌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TPEG 규격에 따라 양방향 TTI 데이터를 저작하는 단계;

상기 양방향 TTI 데이터를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통해 수신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소정 리턴채널을 통해 요구되는 양방향 TTI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TPEG 컴포넌트 데이터의 프레임 구조는,

서비스 컴포넌트의 이벤트 컨테이너에 예약서비스에 관한 필드 또는 추가정보 요청에 관한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TPEG 규격은 양방향 예약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사용언어 및 연결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TPEG 규격은 양방향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사용언어 및 연결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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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리턴채널은 유무선 전화 또는 웹 링크를 이용하는 휴대인터넷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서, 상기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송신단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리턴채널을 통해 요구되는 양방향 서비스 요구에 대한 응답

을 수행하는 TTI 데이터 서버;및

상기 TTI 데이터 서버로부터 입력되는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여 TPEG 컴포넌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위

한 TPEG 규격에 따라 양방향 TTI 데이터를 저작하여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 송신플랫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TTI데이터서버는,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데이터방송서버;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TPEG 프로토콜에서 제공될 수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방향 TTI 데이터를 구성하거

나, 신규 TTI컨텐츠를 생성 및 변경하는 양방향 TTI데이터 저작서버; 및

상기 TTI데이터 저작서버에 의해 구성되는 양방향 TTI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정 단말로 양방향 서비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리턴채널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TTI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의 단방

향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동통신망 또는 휴대인터넷망 등의 무선 통신시스템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TPEG 프로토콜 기반의 새로운 양방향 TTI 서비스의 전송방법에 해당하며, 기존 TPEG 프로토콜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에 따른 교통 및 여행정보는 FM 라디오 방송(DARC, RDS-TMC) 및 디지털 오디오/TV 방송(TPEG), 디지털 위

성방송 등의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단방향 서비스에 국한되었다.

1997년에 유럽방송연합(EBU)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교통과 여행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

하여 B/TPEG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 B/TPEG 그룹은 TPEG-SSF(Part 2)와 TPEG-RTM(Part

4)에 대한 규격을 공식 발표하였다. TPEG-SSF는 TPEG 전체응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문법, 문장과 프레임 구조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TPEG-RTM은 단방향 교통정보 메시지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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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 TC 278 WG 4에서는 B/TPEG 멤버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 1999년부터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여 서비스

지원을 위한 2개의 규격(Part 3와 Part 1)을 개발하였다. TPEG-SNI(Part 3)는 서비스와 네트웍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며,

TPEG-INV(Part 1)는 서문, 번호체계 및 개발버전에 대한 정보관리를 규정한다.

2000년 4월에 B/TPEG 그룹은 Part 1에서 4까지에 대한 개정규격을 발표하였고, 2001년 11월에는 위치정보에 대한 참

조방안인 TPEG-Loc 규격 및 대중교통정보 전송을 위한 TPEG-PTI(Part 5) 규격을 정의했다.　

TPEG은 적절한 계층구조를 갖는 다양한 디지털 전송매체에 적용이 가능하며,　TPEG 메시지들은 TTI 정보를 서비스 제

공자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의 단말기까지 전송하는데 이용된다.

TPEG은 이전의 수신기나 디코더의 동작에 방해 없이 새로운 기능의 추가와 프로토콜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일-대-다(one-to-many)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정보전송이 요구되는 응용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

다. 또한 일-대-일(one-to-one) 혹은 멀티캐스트 응용에도 적합하며, 인터넷 프로토콜에 쉽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있다.　

현재까지 정의된 TPEG 규격 문서는 다음과 같다.

- TPEG-INV(Part 1) : 서문, 번호체계 및 버전에 대한 관리

- TPEG-SSF(Part 2) : TPEG의 문법, 의미와 프레임 구조에 대한 정의

- TPEG-SNI(Part 3) : 서비스와 네트웍 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에 대한 정의

- TPEG-RTM(Part 4) : 도로교통정보 전송에 대한 구조 정의

- TPEG-PTI(Part 5) : 대중교통정보 전송에 대한 구조 정의

- TPEG-Loc(Part 6) : 관련정보와 연계 위치정보 전송에 대한 구조 정의

현재 TPEG Forum에서는 주차장 정보(PKI, Parking Information), 혼잡 및 여행시간 정보(CTI, Congestion and Travel

Time Information), 날씨정보(WEA, Weather), 환경오염경보(EIA, Environment Information Alerts) 등의 신규 서비스

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 또한 단방향 서비스에 국한되어 개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확산의 큰 걸림돌로

비싼 정보 이용료를 들 수 있다. 이는 이동통신이 갖는 일대일 방식의 개별 서비스에 의한 망 사용 비용에 해당하며, 이에

비해 TTI와 같이 공통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서비스는 방송망을 통한 제공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방송망을 통해 제공되는 TTI 서비스가 개별 소비자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

턴채널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로의 진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리턴채널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은 망 사용료

를 감안해 최소화시키거나 단순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디지털 방송(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디지털 오디오 방송 등)시스템은 TTI(교통 및 여행정보),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게임 컨텐츠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에 있다. 이

중에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보 활용도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분야가 TTI 서비스 분야이며, 이의 근거로 자동차수 증

가와 주 5 일 근무제로 인한 교통 및 여행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TTI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TPEG 프로토콜은 특히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정

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규격으로 정의된 TTI 응용서비스는 단방향의 RTM과 PTI 뿐이며, 현재 TPEG

Forum 내에서 주차장 정보(PKI, Parking Information), 혼잡 및 여행시간 정보(CTI, Congestion and Travel Time

Information), 날씨정보(WEA, Weather), 환경오염경보(EIA, Environment Information Alerts) 등의 신규 서비스에 대

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 또한 단방향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어 추가정보 요청 및 예약 등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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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의 제공 시스템 및 그 방

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TTI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의 단방향 서비스의 한계를 극

복하고, 이동통신망 또는 휴대인터넷망 등의 무선 통신시스템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PEG 프로토콜 기반의 새로운 양방향 TTI 서비스의 전송방법에 해당하며, 기존 TPEG 프로토콜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

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TTI 서비스의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수신되는 소정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여 tpeg 컴

포넌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TPEG 규격에 따라 양방향 TTI 데이터를 저작하는 단계; 상기 양방향

TTI 데이터를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통해 수신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소정 리턴채널을 통해 요구되는 양방향 TTI 서비

스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 기반의 양방향 TTI 서비스를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는 도

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시스템 기반의 양방향 TTI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송신단과, 수신단으로 구분되며, 송신단

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리턴채널을 통해 요구되는 양방향 서비스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는 TTI 데이터 서버 100 및 상기 TTI 데이터 서버로부터 입력되는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여 TPEG 컴포넌

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TPEG 규격에 따라 양방향 TTI 데이터를 저작하여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서

비스 송신플랫폼 2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양방향 TTI데이터는 디지털 방송시스템 300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

신기 400으로 전송된다. 상기 수신기 400은 수신된 방송 신호로부터 해당 양방향 TTI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양방향 예약 및 추가정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TTI 서비스 수신 플랫폼(미도시)을 구비하며, 요청된 양방향 서

비스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이동통신망 또는 휴대인터넷망과 같은 다양한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도 1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시스템 기반의 양방향 TTI서비스 시스템은, TTI데이터서버 100과, 상기 TTI데이터서버

100과 접속되고 디지털 방송 TTI서비스를 송신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TTI 서비스 송신플랫폼 200과, 디지털 방송을 위

한 디지털 방송시스템 300과, TTI 서비스 수신플랫폼 410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 400과, TTI서

비스 수신을 위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리턴채널 5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TTI 데이터 서버 100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교통정보, 여행정보,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정보와 오락의 뜻을

지닌 신조어) 정보, POI(Point-Of-Interest)정보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디지털 방송 상기 TTI 서비

스 송신플랫폼 200에 전송한다. 또한, TTI 데이터 서버 100은 이동통신망 및 휴대인터넷망 등의 리턴채널 500을 통해 요

구되는 양방향 서비스 콘텐츠를 다시 리턴채널 500을 통해 내려 보내게 된다.

상기 디지털 방송 TTI 서비스 플랫폼 200은 TTI 데이터 서버로부터 오는 스트림의 분석 및 변환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변환기 210과 필터링된 스트림을 TPEG 프로토콜에 맞는 스트림으로의 저작 및 전송을 수행하는 TTI 데이터 저작/전송서

버 22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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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시스템 300을 통해 전송된 TTI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 400을 통해 선택되고 TPEG 디

코딩되어 실시간 교통정보, POI 정보, 뉴스정보 등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 때 상기 TTI데이터 서버 100은 방송망을 통해

전송되는 TTI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정보 요청 혹은 예약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이동통신 및 휴

대인터넷과 같은 무선통신망을 통해 해당 단말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TTI데이터 서버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TTI데이터 서버 100은, 데이터 방송서버 110, TTI서비스 송신플랫폼 연동모듈 120, 단방향 TTI데이터

베이스 130, 양방향 TTI데이터 저작서버, 양방향 TTI 데이터베이스 150, 리턴채널서버 160, 무선통신망 연동모듈 17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데이터 방송서버 110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교통정보, 여행정보, 인포테인먼트 정보, POI(Point-Of-Interest) 정보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단방향 TT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한다. 또한, 상기 데이터 방송서버 110

은 상기 TTI서비스 송신플랫폼 연동모듈 120을 통해 디지털방송 TTI서비스 플랫폼 200으로 전송한다.

상기 양방향 TTI데이터 저작서버 140은, 상기 단방향 TTI 데이터베이스 130에 접근하여, TPEG프로토콜에서 제공될 수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방향 TTI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리턴채널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TTI 컨텐츠를 생성 및

변경한다.

상기 리턴채널 서버 160은 무선통신망 연동모듈 170을 통해, 이동통신망 및 휴대인터넷망, 그리고 무선 LAN등과 같은 무

선통신망의 상향채널을 통해 요청되는 양방향 TTI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한다. 상기 리턴채널 서버 160은 양방

향 TTI서비스 요청의 처리를 위해 상기 양방향 TTI 데이터베이스 150에 접근하여 해당 컨텐츠를 하향채널을 통해 해당

단말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리턴채널 서버 160은 예약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TTI 서비스 관련 처리를 담당한다.

상기 디지털 방송 TTI서비스 송신 플랫폼 200은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분석/변환기 210과 TTI 데이터 저작/전송서버

22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데이터 분석/변환기 210은 다양한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로부터 제공된 실시

간 교통정보, 인포테인먼트 정보, POI 정보 등을 상기 TTI 데이터서버 100으로부터 입력 받아 이를 분석한 후, TPEG 프

로토콜을 기반으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선별하여 자동으로 TPEG 컴포넌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TTI 데이터 저작/전송서버 220은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기반으로 운용자가 상기 TTI 데이터

저작/전송서버 220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변경/삭제하고 이를 TPEG 규격에 따라 인코딩한 후,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라 해당 스트림을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 3은 양방향 TTI 서비스를 위한 신규 컴포넌트 기반의 TPEG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양방향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 기반의 TTI서비스 규격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양방향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TTI 서비

스 테이블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양방향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 기반의 TTI 서비스 규격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양방향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 기반의 TTI서비스 테이블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하, 상기 도 3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양방향 TTI 서비스 기능을 설명한다.

상기 TTI 데이터 저작/전송서버 220은 상기 TTI 데이터서버 100으로부터 제공되는 TTI데이터를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3과 같은 양방향 TTI 서비스를 위한 신규 컴포넌트 기반의 TPEG 프레임 구조하에 도 4와 도 6의 규격이

포함되도록 스트림을 인코딩하여 전송한다. 여기서, 신규 서비스 컴포넌트의 이벤트 컨테이너에 전송되는 이벤트 항목으

로는 예약 서비스에 관한 reservation과 추가정보 요청에 관한 request 항목을 설정한다. 도 5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양방

향 예약 서비스의 가능 여부, 사용언어, 연결방법에 관한 3가지 TPEG 테이블을 보여주며, 정의된 규격 및 테이블 모두 하

기 <표 1>에 기술된 기존 TPEG 프로토콜 구조와 동일하므로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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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기 <표 2>는 TPEG RTM 서비스의 event container에 포함되는 accident, obstructions, activities, road conditions,

network performance, network conditions, facilities performance, moving hazard, security alert, public transport

information, visibility, weather, diversion advice의 총 13가지 클래스 중에서 public transport information 클래스의

해당 컴포넌트에 관한 규격이다.

[표 2]

도 4에 도시된 규격은 기존 RTM/PTI 서비스의 event container에 포함되는 class 혹은 그 하부 컴포넌트에 포함되어 예

약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규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 예로 상기 public transport와 관련된 예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새로운 TPEG 규격으로 진행중인 PKI, POI 서비스 등을 구성하는 event container의 class 혹은 그 하부 컴포넌

트에 포함되어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TTI 서비스 컴포넌트의 ID는 xx로 설정하며, 이때 해당 서

비스의 예약 가능 여부는 reservation1 테이블 값을 통해 알려준다. 현재 접속 가능한 예약 방법에 따라 reservation_

component의 개수가 결정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TTI 서비스 컴포넌트의 ID는 xx로 설정하며, 이때 해당 서

비스의 예약 가능여부 및 접속방법은 request1 테이블 값을 통해 알려준다. 현재 가능한 접속방법에 따라 request_

component의 갯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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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3에 도시된 규격은 위에서 언급한 기존 RTM/PTI 서비스의 event container에 포함된 class 혹은 그 하부 컴포넌

트에 포함되어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규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 예로 상기 public transport와 관련된

상세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TPEG 규격으로 진행중인 PKI, POI, News 서비스 등을 구성하는 event

container의 class 혹은 그 하부 컴포넌트에 포함되어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 구조를 제공할 수 있

다.

상기 도 5와 도 7에 정의된 리턴채널 연결방법은 새로운 무선통신 매체가 나오는 경우 추가가 가능하며, 유무선 전화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콜센터에 접속되어 자동 혹은 안내원의 음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웹 링크의 경우

휴대인터넷 망을 통한 자동 접속을 통해 관련된 예약 및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TPEG 프로토콜 기반의 양방향 TT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송 메

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수신된 TTI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정보 요청 혹은 예약과 같은 무선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새롭게 정의된 양방향 TTI 서비스는 TPEG 프로토콜과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TTI 서비스용

방송 수신기에 대한 영향없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 기반의 양방향 TTI 서비스를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는 도

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TTI데이터 서버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양방향 TTI 서비스를 위한 신규 컴포넌트 기반의 TPEG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양방향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 기반의 TTI서비스 규격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양방향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TTI 서비스 테이블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양방향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 기반의 TTI 서비스 규격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양방향 추가정보 요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TPEG 프로토콜 기반의 TTI서비스 테이블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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