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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방송시스템

(57) 요약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 방송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방송시스템은 컨텐츠를 제공하

는 컨텐츠 제공 서버,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한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리더(Reader) 서버, 상기 리더 서버가 읽

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각 채널마다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

릿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방송 소스를 생성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 상기 방송 소스를 방송매체에 적합한 방송신호

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미디어 컨버터 서버, 상기 미디어 컨버터 서버가 변환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쉬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상의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송매체에 송출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722992

- 1 -



청구항 1.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주기적으로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제1단계와,

읽어들인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하는 제2단계와,

각 채널마다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방송 소스를 생성하는 제3단계와,

상기 방송 소스를 방송매체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4단계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TV 수상기로부터 수신한 메뉴선택 신호에 따라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제5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

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특정 사이트 주소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컨텐츠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채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는 것은 컨텐츠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구성요소를 채

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는 텍스트 형식, 이미지 형식, 동영상 형식, 오디오 형식을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에서

의 컨텐츠 송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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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

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RSS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

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ATOM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청구항 11.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서버;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한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리더(Reader) 서버;

상기 리더 서버가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각 채널마다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방송 소스를 생성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

상기 방송 소스를 방송매체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미디어 컨버터 서버;

상기 미디어 컨버터 서버가 변환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쉬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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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상기로부터 메뉴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에 전달하는 RP(Return Path)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웹(Web)을 포함하는 외부매체를 통해 입력받은 URL 주소를 등록하는 사용자 프로필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 서버는 사용자 프로필 서버에 등록된 URL 주소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15.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 서버는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시스템.

청구항 16.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사이트 주소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17.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컨텐츠별로 컨텐츠를 분류

하여 채널을 편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18.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는 컨텐츠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구성요소를 채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에 맞

도록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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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는 텍스트 형식, 이미지 형식, 동영상 형식, 오디오 형식을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20.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컨버터 서버는 상기 방송 소스를 셋탑박스의 규격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21.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 서버는 RSS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RSS 서버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템.

청구항 22.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 서버는 ATOM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ATOM 서버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시스

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 방송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인터넷상

의 컨텐츠를 일반 TV 수상기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블로그(blog),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컨텐츠를 읽어들여서 방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 방송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블로그(blog), 게시판을 통한 1인 미디어 컨텐츠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상

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제작되는 다양한 유머, 패러디, 연예정보 등의 많은 컨텐츠가 있다.

최근 이와 같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정보 중에서 특정 컨텐츠만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 RSS도 그 중 하나

이다. 일반적으로 RSS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Site Summary', 'Rich Site Summary',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등의 약자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자료교환 규격이다. RSS의 해석이 다양

한 이유는 여러 갈래의 규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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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와 유사한 규격으로 ATOM이 있다. ATOM은 RSS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사이트의 컨텐츠를 요약하고 다른 사이트 또

는 서비스와 자료를 상호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신디케이션(Syndication)규격 또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

다. 웹 사이트에서 RSS 또는 ATOM 규격을 채용함으로써 사이트 간의 정보교환, 컨텐츠의 배급과 수집을 자동화하여 처

리할 수 있게 되고, 동적이고 풍부한 컨텐츠 서비스 및 배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개인도 RSS/ATOM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하고 구독할 수 있게 된다. 자주 갱신되는 뉴스, 블로그, 기타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직접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RSS/ATOM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한 곳에서 정보를 갱신

하고 구독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이메일을 통한 메일링리스트 가입 및 구독을 들 수 있으나, RSS/ATOM 방식을 이

용하면 이메일 확인이나 스팸메일의 걱정 없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RSS 리더 프로그램

은 윈도우(Windows)와 같은 특정 운영시스템 상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RSS 리더 프로그램과 웹 페이지 형태로 제공

되는 웹 RSS 리더 서비스가 있다.

종래 이러한 웹 사이트의 컨텐츠 정보를 TV 수상기에서 디스플레이하도록 하는 방송 서비스에 관한 기술이 있었다. 예를

들어, IP-TV 등이 그것이다. 종래 방송 시스템에서는 웹 사이트에 올라가는 정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셋탑박스(Set-Top

Box)에 송출할 컨텐츠 정보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컨텐츠 정보를 웹과 TV에서 이중으로 입력하고 관리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종래 ACAP, OCAP, MHP 등의 다양한 방송표준이 있는 데이터방송서비스에서 인터넷의 광대한 컨텐츠 정보를 이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종래에는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와 방송시스템 서버와의 통신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간의 프로토콜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방송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컨텐츠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RSS/ATOM 방식 등을 통하여 인터넷 컨텐츠를 읽어들이고, 이를 방

송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함으로써, TV 수상기에서 디스플레이하도록 하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 방송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컨텐츠 송출 방법은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주기적으로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제1단계와, 읽어들인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하는 제2단계와, 각 채널마다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

고, 이에 따른 방송 소스를 생성하는 제3단계와, 상기 방송 소스를 방송매체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4

단계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4단계 후에 TV 수상기로부터 수신한 메뉴선택 신호에 따라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제5단계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2단계는 특정 사이트 주소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제2단계는 읽어들인 컨텐츠

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컨텐츠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할 수도 있다.

상기 제3단계에서 채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는 것은 컨텐츠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구성요소를 채

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구성요소는 텍스트 형식, 이미지 형식, 동영상 형

식, 오디오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단계는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일 수 있다. 또는 상기 제1단계

는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일 수 있다. 또는 상기 제1단계는 컨텐

츠 제공 서버로부터 RSS 형식 또는 ATOM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서버,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필요한 컨

텐츠를 읽어들이는 리더(Reader) 서버, 상기 리더 서버가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별로 컨텐츠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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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널을 편성하고, 각 채널마다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방송 소스를 생성하는 컨텐츠 매니

지먼트 서버, 상기 방송 소스를 방송매체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미디어 컨버터 서버, 상기 미디어 컨버

터 서버가 변환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쉬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은 수상기로부터 메뉴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에

전달하는 RP(Return Path) 서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웹(Web)을 포함하는 외부매체를 통해 입력받은 URL 주소를 등록하는 사용자 프로필 서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리더 서버는 사용자 프로필 서버에 등록된 URL 주소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일 수 있다.

상기 리더 서버는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일 수 있다.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사이트 주소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

성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컨텐츠

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할 수도 있다.

상기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는 컨텐츠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구성요소를 채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에 맞

도록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구성요소는 텍스트 형식, 이미지 형식, 동영상 형식, 오디오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미디어 컨버터 서버는 상기 방송 소스를 셋탑박스의 규격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할 수 있다.

상기 리더 서버는 RSS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RSS 서버일 수 있다. 또는 상기 리더 서버는

ATOM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ATOM 서버일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

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다. 도 1에서 컨텐츠 제공(CP) 서버(100a,

100b,...,100n)는 인터넷(700)에 연결되어 있고, 리더서버(200)는 컨텐츠 제공 서버(100)로부터 컨텐츠를 읽어들인다. 방

송시스템에서는 읽어들인 컨텐츠를 인터넷 방송을 위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송출하고, TV 수상기(900a, 900b,...,900n)에

연결된 셋탑박스(800a, 800b,...,800n)에서는 인터넷(700)을 통해 수신한 인터넷 방송 컨텐츠를 TV 수상기(900a,

900b,...,900n)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TV 수상기(900a, 900b,...,900n)로 전달하게 되고, TV 수상

기(900a, 900b,...,900n)에서 컨텐츠가 디스플레이 된다.

도 1의 실시예에서 방송시스템은 인터넷(700)을 통해 방송신호를 송출하게 되지만, 본 발명의 방송신호 송출방법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방송시스템이 위성 또는 케이블망을 통해 방송신호를 송출

하면, 셋탑박스는 위성 또는 케이블망을 통해 수신한 방송신호를 TV 수상기(900a, 900b,...,900n)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다.

또한, TV 수상기 대신에 휴대폰이나 PDA 등과 같이 LCD 등의 디스플레이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단말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방송시스템이 DMB 위성을 통해 송출한 방송을 DMB 수신기를 내장한 휴대폰에서 수신하여 휴대폰의 LCD에 디

스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방송시스템의 내부구조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의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내부구성도이다. 방송시스템은 컨텐츠 제공

(Contents Provider) 서버(100), 리더(Reader) 서버(200), 컨텐츠 매니지먼트(Contents Management) 서버(300), 미디

어 컨버터(Media Converter) 서버(400), 캐쉬(Cache) 서버(500) 등을 포함한다.

컨텐츠 제공 서버(100)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등록된 유머, 뉴스, 시사정보,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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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서버(200)는 컨텐츠 제공 서버(100)로부터 필요한 컨텐츠를 읽어들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리더 서버(200)는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일 수 있다. 즉, 컨텐츠 제공의 댓가로 수익을 배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디케이션(syndication)을 구축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리더 서버(200)는 RSS 서버일 수 있다. 리더 서버(200)가 RSS 서버인 경우에 RSS 형식을 지원

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게 된다.

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리더 서버(200)는 ATOM 서버일 수 있다. 리더 서버(200)가 ATOM 서버인 경우에 ATOM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게 된다.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는 리더 서버(200)가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

을 편성하고, 각 채널마다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방송 소스를 생성한다. 도 5의 TV 수상기

(900) 화면예에서 채널이 편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여 내용별로 컨

텐츠가 분류되어 있다. 즉, 도 5에서는 Hot! 톡talk(ch1), T-bee 연예통신(ch2), T-bee 포토(ch3), 헤드라인 뉴스(ch4),

생활공감(ch5), 도움말(ch6) 등으로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채널이 편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사이트 주소별로 컨

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 사이트 주소, 유머 사이트 주소, 사진 사이트 주소 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를 포

함하는 컨텐츠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이싱 걸" 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컨텐츠를

하나의 채널로 편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는 컨텐츠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구성요소를 채널에 지정된 화

면 레이아웃 템플릿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다.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가 분석하는 구성요소에는 텍스트 형식, 이미

지 형식, 동영상 형식, 오디오 형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도 11의 실시예에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는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동영상 형식은 좌측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텍스트 형식을 배치하는 식으로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

다.

미디어 컨버터 서버(400)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가 생성한 방송 소스를 방송매체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오디오 신호의 경우, MPEG2 AAC, AC3-Dolby, MPEG LAYER-2, MPEG AAC+SBR,

MPEG4 BSAC 등의 오디오 형식 중에서 방송매체에 적합한 오디오 형식으로 변환하게 된다. 비디오 신호의 예를 들면 방

송매체에 적합한 H.264형식으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식이다. 이미지 신호의 경우에는 방송매체에 적합하도록 이미지 크기

변환(resize) 또는 이미지 일부 추출(crop)을 한다. 텍스트 신호의 경우에는 방송매체에 적합하도록 폰트 크기, 색상, 서체

등의 속성을 변환하거나, 레이아웃을 변환하게 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미디어 컨버터 서버(400)는 방송 소스를 셋탑박스의 규격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는 셋탑박스에서 디코딩 가능한 포맷으로 인코딩된다. 이미지 신호는 셋탑박

스의 화면 표시 능력에 맞게 resize 되거나 crop 된다. 가령, HD급의 경우 720*480 pixel인데 이미지 크기가 800*600

pixel 이라면, 720*480 pixel 크기로 resize 되거나 crop 될 수 있다. 텍스트는 화면에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20pt 이상

으로 변환되거나, 고 대비의 색상을 제외하는 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캐쉬 서버(500)는 미디어 컨버터 서버(400)가 변환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같은 컨텐츠를 반복하여 변

환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방송시스템은 TV 수상기(900)로부터 메뉴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

(300)에 전달하는 RP(Return Path) 서버(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RP 서버를 통하여 메뉴선택 신호를 수신하고 이에

따라 방송신호를 송출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인 양방향 방송 서비스가 이

루어지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은 웹(Web)을 포함하는 외부매체를 통해 입력받은 URL 주소를 등록하는 사

용자 프로필 서버(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TV 수상기(900) 등의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UR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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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웹 또는 입력이 용이한 외부매체를 통해 URL 주소를 입력하도

록 하고, 이를 등록하는 사용자 프로필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리더서버(200)는 사용자 프로필 서버에 등록된

URL 주소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필 서버에 등록된 URL주소가

"www.nexsoft.co.kr", "www.blog.naver.com/heurinnal"라면, 이 두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인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컨텐츠 제공 서버(100)로부터 주기적으로 컨텐츠를 읽어들인다(S310). 본 발명에서 컨텐츠를 읽어들이는 실시예로서 세

가지 실시예가 있다. 첫번째 실시예는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www.nexsoft.co.kr", "www.blog.naver.com/heurinnal"라는 사이트 주소를 등록하여 두면, 방송시스템에서는 이 두 사

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인다는 것이다.

두번째 실시예는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이다. 즉, 컨텐츠 제공의 댓가로 수익을 배

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디케이션(syndication)을 구축한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이다.

세번째 실시예는 RSS 형식 또는 ATOM 형식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컨텐츠만 읽어들이는 것이다.

다음 읽어들인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한다(S320). 채널을 편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컨텐츠가 속한 특정 사이트 주소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 사이트 주

소, 유머 사이트 주소, 사진 사이트 주소 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또는 읽어들인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컨텐츠별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채널을 편성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레이싱 걸" 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컨텐츠를 하나의 채널로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 채널마다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한다(S330).그리고, 이에 따른 방송 소스를 생성한다(S340).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서 채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하는 것은 컨텐츠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구성요소를

채널에 지정된 화면 레이아웃 템플릿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구성요소는 텍스트 형식, 이미지 형식, 동영상 형

식, 오디오 형식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 11의 실시예에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300)는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동

영상 형식은 좌측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텍스트 형식을 배치하는 식으로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방송 소스를 방송매체에 적합한 방송신호로 변환한다(S350). 변환된 방송신호를 송출한다(S360). 예를 들어, 오디

오 신호의 경우, MPEG2 AAC, AC3-Dolby, MPEG LAYER-2, MPEG AAC+SBR, MPEG4 BSAC 등의 오디오 형식 중에

서 방송매체에 적합한 오디오 형식으로 변환하게 된다. 비디오 신호의 예를 들면 방송매체에 적합한 H.264형식으로 변환

하여 송출하는 식이다. 이미지 신호의 경우에는 방송매체에 적합하도록 resize 또는 crop 한다. 텍스트 신호의 경우에는

방송매체에 적합하도록 폰트 크기, 색상, 서체 등의 속성을 변환하거나, 레이아웃을 변환하게 된다.

사용자는 TV 수상기(900)에 디스플레이된 방송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TV 수상기(900)는 이 메뉴선택 신호를 방

송시스템에 전송한다(S370). 방송시스템은 수신한 메뉴선택 신호에 따라 방송신호를 송출한다(S380).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서비스의 메뉴구성도이다. Hot! 톡talk, T-bee 연예통신, T-bee 포토, 헤드라인

뉴스, 생활공감으로 구성된 상위메뉴가 있고 각각의 상위메뉴 밑에는 관련 하위메뉴들이 자리하고 있다.

도 5 내지 도 14는 도 4의 메뉴구성도를 토대로 방송시스템에서 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 TV 수상기(900)에 표시되는 화

면예이다.

도 5는 메인 홈페이지의 화면예이다. 초기 접속화면으로서 Area#1에는 베트스 컨텐츠 등이 표시되고, Area#2에는 6개의

채널이 구비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TV 채널을 선택하듯이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Ch 1. 오늘의 톡 talk"을 선택한 화면

의 레이아웃이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이때 Ch 1의 서브메뉴인 포토유머(ch12), 초특급유머(ch13), 이슈동영상(ch14) 메

뉴가 보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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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Ch 11. 오늘의 톡 talk" 메뉴를 선택하였을 시에 나타나는 리스트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컨텐츠 리스트

에서 방향키로 컨텐츠를 선택하면 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컨텐츠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가 차례로 디스플레이된다.

도 8는 도 7의 리스트 중에서 하나의 컨텐츠를 선택한 화면예이다. 선택한 컨텐츠의 전체 내용이 디스플레이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도 9은 "Ch 12. 포토유머" 메뉴를 선택하였을 때 표시되는 레이아웃이다. 도 9에서는 도 7과 달리 6장의 썸네일 이미지로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 도 10는 도 9에서 하나의 컨텐츠를 선택한 화면예로서, 해당 컨텐츠의 전체 내용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도 11은 "Ch 13. 이슈 동영상"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표시되는 리스트 화면이다. 도 11에서 Ch 13은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채널로서, 화면 오른쪽에 해당 컨텐츠의 정지화면 썸네일 이미지를 리스트로 보여준다. 화면 왼쪽에는 선택된 컨텐츠

의 동영상이 실행된다. 도 12는 도 11에서 선택된 컨텐츠의 표준크기의 보기 화면이고, 도 13는 도 11에서 선택된 컨텐츠

의 전체크기의 보기 화면이다.

도 14은 "Ch 41. 뉴스 시선집중"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표시되는 화면예이다. 도 14의 레이아웃 형태는 소위 뉴스 헤

드라인형으로서 제목과 함께 내용일부가 디스플레이되는 형태이다. 이 레이아웃 형태의 특징은 별도의 키조작없이 한 화

면에서 빠르게 뉴스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 본 발명을 몇 가지 바람직한 실시예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들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니

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지닌 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제시된 권리범위

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화와 수정을 가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상의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송매체에 송출할 수 있다

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단일한 방송시스템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자유롭게 전송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특히 정보형 방송 서비스 업계에서 매

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몇몇 제한된 사업자에 머물러 있던 컨텐츠 생산이 일반 개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

층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TV까지 일괄적으로 컨텐츠가 전송되므로, 웹사이트와 TV에서 따로 따로 컨텐츠를 관리할 필요가 없

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의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내부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시스템에서의 컨텐츠 송출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 서비스의 메뉴구성도이다.

도 5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 수상기의 화면예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컨텐츠 제공 서버 200 리더 서버

300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 400 미디어 컨버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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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캐쉬 서버 700 인터넷

800 셋탑박스(STB) 900 TV 수상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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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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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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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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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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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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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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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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