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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송수신하는 방법 및 그 장치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 에서 전자 서비스 가이드 (Electronic Service

Guide, ESG)의 송수신 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한 것이다 .
배경기술

[2]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에서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차세대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위해 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 전송 표준인 ATSC 3.0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기술 규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3] ATSC 3.0에서는 IP 기반의 전송 방식으로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사용자에 게 전달할 수 있다 .
[4] UHD TV는 통신망 접속이 가능하면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가이드 정보를

요청하고 수신한다 . UHD TV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

네트워크 요청이 계속 증가한다 . UHD TV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 가이드 정보를
최적화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이드 정보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5]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네트워크 사용량을 줄 일 수 있는 전자

서비스 가이드 를 송수신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
과제 해결수단

[6]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르면 , 전송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에 의해
동작하는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가 디바이스에게 전자 서비스 가이드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 전자 서비스 가이드 를 구성하는 복수개 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Service Guide Delivery Unit, SGDU)을 기 설정된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하는 단계 ,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된 복수개 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통신망을 통해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이 변경되면 ,
상기 디바이스에게 적어도 하나의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7] 상기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사 이에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에

포함된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압축하는 단계 ,그리고 압축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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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8] 상기 수신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SGDD)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그룹핑하는 단계 ,그리고 그룹핑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은 ,상기 그룹핑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9] 상기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전송하는 단계는 , 방송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수신된 방송 변경 정보를 기초로 ,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변경하는 단계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그룹핑하는 단계 ,그룹핑된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에 포함된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그룹핑된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압축하는 단계 ,그리고 압축된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 1이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요청 및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은 ,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요청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및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은 , HTTP 응답 메시지를 통해 상기
디바이스로 전달될 수 있다 .

[11] 상기 압축 알고리즘은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수신된 HTTP 요청 메시지의
헤더에 포함된 압축 지시 정보에 수록된 것일 수 있다 .

[12] 상기 업데이트 단위는 , 일자 ,시간대 및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
[13]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수신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에 의해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Service Guide Delivery Unit, SGDU) 요청을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 기 설정된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된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수신하는 단계 , 전자 서비스 가이드 수신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
그리고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상기 복수개 의 서비스 전달 유닛

중에서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전달 유닛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14]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이 압축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전달 유닛을 수신하는 단계는 , 변경된 서비스 전달 유닛을 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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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할 수 있다 .
[15]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 SGDD )
요청을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전송하고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 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수신하는 단계 , 그리고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로 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16] 상기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에 포함된

버전 인덱스가 기 저장된 버전 인덱스보다 클 경우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다 .
[17]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전송하는

단계는 , 방송망을 통해 수신된 시그널 링 정보로 부터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 SGDD )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상기 복수개 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수신하는 단계，그리고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에 포함된 정보를 기초로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18]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하는 장치는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장치 ,상기
디바이스의 요청에 따라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복수개 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Service Guide Delivery Unit , SGDU )을 기 설정된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하고 ,상기 디바이스의 첫번째 요청에 따라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고 , 방송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획득한
방송 변경 정보를 기초로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변경하며 ,상기 디바이스의 두번째

요청에 따라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명령어들을 (Instructions)을 포함한다 .

[19] 상기 업데이트 단위는 , 일자 , 시간대 및 서비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업데이트 단위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 SGDD )를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

[2이 상기 프로그램은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변경한 후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의 버전 인덱스를 기 설정된 단위만큼 증가시키고 ,상기 증가된 버전
인덱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가이즈 전달 해석기를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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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들을 포함하고 , 상기 두번째 요청은 , 상기 증가된 버전 인덱스를 확인한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
발명의 효과

[2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 전자 서비스 가이드 (Elec 仕onic Service Guide ,
ESG )를 업데이트할 때 ,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전체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Service Guide Delivery Unit , SGDU )이 아닌 업데이트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만 디바이스로 전송한다 . 따라서 , 디바이스와 서비스 가이드 서버
사이의 전자 서비스 가이드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량이 종래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 디바이스에서도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만 수신하므로 , 데이터 처리량이 줄어든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22]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ESG 데이터 모델을 도시한다 .
[23]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구성도이 다 .
[24]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ESG 데이터 전송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 다 .
[25] 도 4는 본 발명과 비교하기 위한 종래 기술을 나타낸다 .
[26]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업데이트 단위를 설명한다 .
[27]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업데이트 단위를 설명한다 .
[28]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업데이트 단위를 설명한다 .
[29]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블록도 이다 .
[3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가이드 서버의 하드웨어

블록도 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31]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

[32] 명세서 전체에서 ,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33] 또한 , 명세서에 기재된 "...부 ”, ”...기 ”, ”...모듈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 또는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 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
[34] 이하 , 본 명세서에서 시그널링(sigMling)은 방송 시스템,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또는 방송/인터넷 융합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 (Service Information ,
SI)를 송수신하는 것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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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방송 신호는 , 지상파 방송 , 케이블 방송 , 위성 방송 , 및/또는 모바일 방송
이외에도 , 인터넷 방송 , 브로드밴드 방송 , 통신 방송 , 데이터 방송 및/또는 VOD

(Video On Demand ) 등의 양방향 방송에 서 제공되는 신호 및/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

[36] 본 발명의 실시예는 ATSC 표준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Standard ) 문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 즉 , 본 발명의 실시예들 중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설명하지 않은 단계들 또는 부분들은 상기
문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 또한 , 본 문서에서 개시하고 있는 모든 용어들은

상기 표준 문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37] 전자 서비스 가이드 (Electronic Service Guide , 이하 , ’ESG’라 통칭함)는 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 ) 방송에 서 채널별 , 시간별로 방송 프로그램 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시그널 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ESG 는 방송 채널 , 방송 서비스

명칭 , 방송 시간 등 방송 프로그램 또는 방송 서비스 제공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8] ESG 는 과거 프로그램 정보 , 현재 프로그램 정보 및 미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과거 프로그램 정보는 예를들어 , 어제의 방송 편성 정보라 할 수
있다 . 현재 프로그램 정보는 현 시점의 실시간 편성 정보라 할 수 있다 . 미래
프로그램 정보는 현 시점으로 부터 앞으로 진행될 편성 정보라 할 수 있다 . ESG 는

과거 프로그램의 동영상 클립 정보 및 미래 프로그램의 예고 영상에 대한 링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9] ESG 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정보 뿐만 아니라 과거 , 현재 , 미래의 다양한 부가

정보 (동영상 /이미지 )를 제공할 수 있다 .
[4이 ESG 표준은 지상파 UHD 표준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ATSC 3.0 표준에

기초한다 . 지상파 UHD 표준에 서 ESG 는 시그널 링 정보가 아닌 독립적인
서비스로 정의한다 .

[4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ESG 데이터 모델을 도시한다 .

[42] 도 1을 참조하면 , ESG 데이터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 이하 , ’SGDD’라 통칭함)와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Service

Guide Delivery Unit , 이하 , ’SGDU’라 통칭함)으로 구성된다 .

[43] SGDD 는 ESG 의 구성 정보를 가리키는 서술자 (Descriptor)로서 , 전송되 는 ESG

데이터의 범위 및 SGDU 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 SGDD 는 SGDU 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
[44] SGDU 에는 실제 제공되는 모든 ESG 정보 , 즉 , ESG 데이터가 포함되 어 있다 .

SGDU 는 총 3개 프레그먼 트 (Fragment)로 구성된다 . 즉 , SGDU 는 서비스

프래그먼트 (Service Fragment ), 콘텐트 프래그먼트 (Content Fragment ), 스케줄

프래그먼트 (Schedule Fragment )로 구성된다 .

[45] 지상파 UHD 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TTAK.KO-07.0127/R1)에 따르면 ,

서비스 프래그먼트는 채널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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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방송사 서비스 ID , 채널 번호 , 채널 아이콘 정보 , 버전 정보 등을

포함한다 .
[46] 콘텐트 프래그먼트는 개별 콘텐트에 대한 상세 정보 또는

메타데이터 (metadata)를 포함한다 . 예를들어 , 콘텐트 프래그먼트는 프로그램 ID ,

프로그램명 , 설명 , Preview 아이콘 , 동영상 링크 정보 , 버전 정보 등을 포함한다 .

[47] 스케줄 프래그먼트는 하나의 서비스 또는 하나의 콘텐트에 대한 스케줄 정보를
포함한다 . 예를들어 , 스케줄 프래그먼트는 프로그램 스케줄 정보로서 , 서비스
프래그먼트 참조 , 콘텐트 프래그먼트 참조 , 프로그램 시작 시간 , 프로그램 종료

시간 , 버전 정보 등을 포함한다 .
[48] 따라서 , ESG 를 구성하는 단위인 프래그먼트는 SGDD 가 지시하는 SGDU 에

포함되 어 디바이스로 전달된다 .

[49]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구성도이 다 .

[5이 도 2를 참조하면 , 디지털 방송 시스템 에서 디바이스 (100)는
방송망 (Broadcast)(200)을 통하여 방송 서버 (300)에 연결되고 , 방송
서버 (300)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 . 그리고 디바이스 (100)는 통신망 (400)을
통해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에 연결되고 ,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부터 ESG

데이터를 수신한다 .

[51] 디바이스 (100)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재생할 수 있는 장치로서 ,

T V (Television), 셋톱박스 (settop box ) 등을 포함한다 . 또한 , 디바이스 (100)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 가능한 스마트 폰 (Smartphone)이나 태블릿(Tablet) 등의
모바일 단말 , 데스크 탑 (Desktop) PC(Personal Computer ), 노트 PC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52] 방송망 (200)은 방송 신호를 디바이스 (100)로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며 ,

예를들어 , 지상파 방송망 , 위성 방송망 , 케이블 방송망 등이 있다 .
[53] 방송 서버 (300)는 방송 신호를 디바이스 (100)로 전송한다 . 방송 신호는 방송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며 , 방송 서버 (300)는 KBS 나 MBC 와 같은

방송국에 위치하거나 또는 방송 사업자로부터 컨텐츠를 전송받아 재전송하는
유료 재전송 사업자들인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예를들어 , SK브로드밴드 , 올레KT )에 구축될 수 있다 .

[54] 방송 신호는 오디오 (Audio) 및/또는 비디오 (Video)를 포함하는 미디어
데이터와 , 미디어 데이터를 시그널 링하는 시그널 링 정보를 포함한다 .

[55] 이때 , 시그널 링 정보는 ESG 데이터가 어떤 매체를 통해 전송되 는지를
나타내 는 지시 정보를 포함한다 . ESG 데이터의 위치는 시스템 레벨 시그널링
정보에 포함된다 .

[56] 한 실시예에 따르면 , ESG 데이터는 SLT(Service List Table )에서 별도 서비스로

정의된다 . ESG 데이터는 SLT 의 sltlnetUrl 엘리먼트 (Element)에 포함될 수 있다 .

디바이스 (100)는 sltlnetUrl 엘리먼트로부터 ESG 의 SGDD 가 전송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 정보를 확인한다 . 디바이스 (100)는 URL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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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부터 ESG 데이터를 수신한다 .

[57]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 시그널 링 정보는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의 접속
정보로서 , 예를들어 , IP 주소 (P address ) 및 포트 넘버 (port number )를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58] 통신망 (400)은 IP(Internet Protocol )망 , 이동방송 망 등의 광대역(broadband) 망일

수 있다 .
[59]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ESG 데이터를

디바이스 (100)로 전송한다 .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방송 사업자 측에
위치하거나 또는 유료 재전송 사업자 측에 위치할 수 있다 . ESG 데이터는 시간 ,

버전 등을 포함한다 .

[6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ESG 데이터 전송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 고 ,

도 4는 본 발명과 비교하기 위한 종래 기술을 나타내고 ,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업데이트 단위를 설명하고 ,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업데이트 단위를 설명하며 ,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업데이트

단위를 설명한다 . 이때 , 도 2의 구성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

[61] 도 3을 참조하면 ,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ESG 를 기 설정된 업데이트
단위로 분할한 복수개 의 SGDU 를 생성한다 (SW1).

[62] 방송 서버 (300)는 A V 데이터 및 시그널링 정보를 포함하는 방송 신호를
방송망 (200)을 통하여 디바이스 (100)로 전송한다 (S103).

[63] 디바이스 (100)는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S105)하면 , S 103 단계에서
수신한 시그널 링 정보로 부터 ESG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추출한다 (SW7).

[64] 이때 ,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는 디바이스 (100)의 전원이 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65] 디바이스 (100)는 추출 (S W 7)한 ESG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를 확인한다 (S W 9). 여기서 , ESG 데이터의 위치 정보는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 접속하기 위한 URL 일 수 있다 .

[66] 디바이스 (100)는 확인(S109)한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 접속하여 SGDD

요청을 전송 (Sill) 하고 ,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부터 SGDD 응답을
수신한다 (S113). 여기서 , SGDD 는 SGDU 를 수신하기 위한 URL 및 버전 정보를

포함한다 .
[67] 디바이스 (100)는 S 113 단계에서 수신한 SGDD 로부터 추출한 URL 을 이용하여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 SGDU 요청을 전송한다 (S1 15). 그리고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부터 SGDU 응답을 수신한다 (S117). 여기서 , Sill 단계 ~ S 117

단계는 ESG 를 최초 수신하는 과정이다 . S 117 단계에서 , 디바이스 (100)는 ESG 를

구성하는 복수개 의 SGDU 를 수신한다 .

[68] 일반적으로 , ESG 에서 방송 콘텐트 정보와 스케줄 정보는 방송일 전에
생성되고 방송 당일 계속 변경된다 . 예를들어 , 프로그램 시작 시간 , 프로그램

종료 시간 , 프로그램 프리뷰 (Preview) 추가 등은 계속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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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러한 변경 정보는 방송 사업자 또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 실시간 전송된다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ESG의 변경

유무를 판단 (S1 19)한다 .
P 이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S119 단계에서 ESG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면 ,

S101 단계에서 생성된 복수개의 SGDU 중에서 해당하는 SGDU를

변경한다 (S121). 이때,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ESG 업데이트에 따라

SGDD의 버전을 + 1 증가시 킨다 (S121) .버전은 변경때마다 1씩 증가한다 .그리고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ESG 업데이트 단위 ,즉 ,변경된 SGDU의 URL을

생성한다 (S 121
).

「 1] 디바이스 (100)는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S123)하면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 접속하여 SGDD를 요청(S125)하여 SGDD를 수신한다 (S127). 이때,
디바이스 (100)는 수신 (S127)되는 SGDD에 포함된 버전과 기 저장된 SGDU의
버전을 비교하여 , 일치하지 않으면 ,ESG의 변경을 인지한다 .

[72] ESG의 변경이 인지되면 ,디바이스 (W0)는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로 접속하여

SGDU의 업데이트를 요청(S 129)하고 ,S121 단계에서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SGDU를 응답받는다 (S131).

「3]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는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S125 단계 ~ S131 단계는 반복된다 .
「4] 여기서 ,S123 단계의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는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하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디바이스 (100)에 설정된 청취 주기가 도래하면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S123)한다 .

「5]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디바이스 (100)에서 채널이 변경되면 , 예를들어,
사용자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면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S123)한다 . 이외에도 ,ESG 수신 트리거 이벤트는 디바이스 제조사의

설정에 따를 수 있다 .
[76] S115 단겨],S129 단계는 HTTP(HyperT ext Transfer Protocol) 요청(Request)

메시지가 이용되고 ,SI 17 단계,S131 단계는 HTTP 응답 (Response) 메시지가

이용된다 .특히 ,S 115 단계,S129 단계에서 HTTP 요청 메시지의 헤더는

'Accept-Encoding' 이 포함된다 . 'Accept-Encoding' 은 헤더에 명시된 압죽 지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디바이스 (100)가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에게
인코딩(압축 ) 및 디코딩(압축 해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

[77] 한 실시예에 따르면 , 'Accept-Encoding' 헤더는 ’디플레이트 (Deflate)’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Gzip과 같은 압축 파일 포맷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는 SGDU들을 디플레 이트를 이용하여 Gzip로 압축한다 .
그리고 압축 파일을 HTTP 응답 메시지 에 포함시켜 디바이스 (100)로 전송한다 .

[78] 이때,S131 단계에서는 ESG를 구성하는 전체 SGDU가 아닌 업데이트 단위의

변경된 SGDU만 응답받는다 .따라서 ,디바이스 (100)와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
사이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종래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다 .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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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100) 에서도 변경된 301X1 만 수신하므로 , 데이터 처리량이 줄어든다 .

「9] 도 4를 참조하면 , 종래에는 채널 1의 4일분 £3(3 는 하나의
구성된다 . 만약 , 채널 1의 12/5자 방송 서비스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 변경
내용이 포함된 하나의 301)11어3)가 디바이스 (100) 로 전송된다 . 즉 ,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401(의 301)1_1어3)가 디바이스 (100) 로 전송된다 .

[8이 반면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 업데이트 단위로 301X1 가 디바이스 (100) 로

전송되며 , 실시예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81] 업데이트 단위는 다양한 실시예로 설정될 수 있는데 , 한 실시예에 따르면 ,

업데이트 단위는 방송 일자일 수 있다 . 예를들어 , 오늘로 부터 3일전 , 오늘로 부터

2일전 , 오늘로 부터 1일전 , 오늘과 같이 매일의 방송 일자를 업데이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 즉 , 일자 별로 해당 방송일의 방송 서비스 정보를 구성하는
프래그먼트들을 하나의 301X1 로 생성한다 . 따라서 , 일자 별로
생성된다 . 이때 ,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 는 에 4개의 301X1 산 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4개의 301X1 111山을 그룹핑하고 압축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

[82] 도 5를 참조하면 , 4일 간의 채널 1에 대한 £3(3 는 12/2, 12/3, 12/4, 12/5 각 일자

별로 301)11(10¾ 어5)가 생성된다 . 도 3의 8115 단계에서는 4일 간의 301X1 가
40또용량의 301X1 로 그룹핑되어 디바이스 (100) 로 전송될 수 있다 .

[83] 이후 , 12/5자 방송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 도 3의 8131 단계에서는 10또
용량의 12/5자 변경된 방송 정보가 포함된 301)11어7)만 디바이스 (100) 로
전송된다 . 이때 ,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 는 도 3의 別 27 단계에서 301X1^7) 의

포함시 켜 디바이스 (100) 로 응답한다 .

[84]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 업데이트 단위는 일자이고 , 동일자 내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된다 . 예를들어 , 오늘로 부터 3일전 오전/오후 , 오늘로 부터 2일전
오전/오후 , 오늘로 부터 1일전 오전/오후 , 오늘 오전/오후와 같이 매일

오전/오후의 방송 일자를 업데이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 즉 , 매일 오전/오후

별로 해당 방송일의 방송 서비스 정보를 구성하는 프래그먼트들을 하나의
301X1 로 생성한다 . 따라서 , 일자 및 오전/오후 별로 301X1 가 생성된다 .

[85] 도 6을 참조하면 , 4일 간의 채널 1에 대한 £3(3 는 12/2 오전/오후 , 12/3 오전/오후 ,

12/4 오전/오후 , 12/5 오전/오후 각 일자 및 오전/오후 별로 301)11(5 또)어9)가
생성된다 . 도 3의 8117 단계에서는 4일 간의 301X1 가 40또용량의 301X1 로

그룹핑 및 압축되 어 디바이스 (100) 로 전송될 수 있다 .

[86] 이후 , 12/5자 오전 방송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 도 3의 이 3 1 단계에서는 5또
용량의 12/5자 오전에 변경된 방송 정보가 포함된 디바이스 (100) 로

전송된다 .

[87]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 업데이트 단위는 일자 별로 서비스 (II)) 단위로

세분화된다 . 도 6을 참조하면 , 채널 1의 12/2자 301X1 는 II개의 서비스 (II)) 별로

생성된다 .

[88] 4일 간의 채널 1에 대한 £3(3 는 각 일자 별로 II개의 서비스 (II))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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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U (IK) 가 각각 생성된다 . 도 3의 S 115 단계에서는 4일 간의 SGDU 가

4n*4K용량의 SGDU 로 그룹핑 및 압축 (P13)되어 디바이스 (100)로 전송된다 .

[89] 이후 , 12/5자 ID 1의 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하면 , 도 3의 S 129 단계에서는 1K

용량의 변경된 방송 정보 (ID1)가 포함된 SGDU (P15)만 디바이스 (100)로

전송된다 .

[9이 한편 , 방송일이 지나면 방송 콘텐트와 스케줄의 변경 빈도는 적다 . 따라서 ,

오늘을 제외한 과거 방송일의 방송 편성 정보를 구성하는 프래그먼트들은
하나의 SGDU 로 생성하고 , 오늘 날짜의 방송 편성 정보를 구성하는
프래그먼트들을 도 5, 도 6, 도 7, 도 8의 실시예에 따른 SGDU 로 생성할 수 있다 .

[91]

[92] 한편 ,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블록도 로서 , 도 1 ~ 도 7에서 설명한 디바이스 (100)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

[93] 도 8을 참조하면 , 디바이스 (600)는 통신 장치 (601), 메모리 장치 (603), 입력
장치 (605), 디스플레이 (607) 및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609)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로 구성되고 , 지정된 장소에 하드웨어와 결합되 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

[94] 통신 장치 (601)는 프로세서 (6609)와 연결되 어 , 방송망 (200)을 통해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 통신망 (400)을 통해 ESG 데이터를 수신한다 .

[95] 메모리 장치 (603)는 프로세서 (609)와 연결되어 , 도 1 내지 도 7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에 따른 구성 및/또는 방법을 실행하게 하는 명령어(instructions)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 프로그램은 메모리 장치 (603) 및 프로세서 (609)

등의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본 발명을 구현한다 .

[96] 프로세서 (609)는 메모리 장치 (603) 등의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본 발명을

실행한다 .

[97] 입력 장치 (605)는 프로세서 (609)와 연결되어 , 도 1 내지 도 7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에 따른 사용자 입력 동작을 위한 수단이다 .

[98] 디스플레 이(607)는 프로세서 (609)와 연결되 어 , 도 1 내지 도 7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에 따른 데이터들을 화면에 출력한다 .

[99] 이때 , 입력 장치 (605)와 디스플레이 (607)는 하나의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

以0이
[101]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가이드 서버의 하드웨어

블록도 로서，도 1 ~ 도 7에서 설명한 서비스 가이드 서버 (500)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

[102] 도 9를 참조하면 , 서비스 가이드 서버 (700)는 통신 장치 (701), 메모리 (703), 저장
장치 (705) 및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707)를 포함한다 . 통신 장치 (701)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707)와 연결되어 , 데이터를 송수신 처리한다 . 메모리 (703)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707)와 연결되 어 , 도 1 내지 도 7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에

따른 구성 및/또는 방법을 실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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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다 . 프로그램은 메모리 (703), 저장 장치 (705) 및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707) 등의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본 발명을 구현한다 .

[103]

[104]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장치 및 방법을 통해서 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다 .

[105]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 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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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에 의해 동작하는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가 디바이스에게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복수개 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Service Guide Delivery Unit, SGDU)을 기 설정된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하는 단계 ,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된 복수개 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통신망을 통해 상기 디바이스에 게 전송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이 변경되면 ,상기 디바이스에게 적어도

하나의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 전송 방법 .

[청구항 2] 제1항에서 ,
상기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사이에 ,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는 ,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에 포함된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압축하는
단계 ,그리고

압축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 전송 방법 .

[청구항 3] 제2항에서 ,
상기 수신하는 단계 이전에 ,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SGDD)요청을 수신하는 단겨],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그룹핑하는 단계 ,
그리고

그룹핑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은 ,
상기 그룹핑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
전송 방법 .

[청구항 4] 제3항에서 ,
상기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전송하는 단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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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신된 방송 변경 정보를 기초로 ,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변경하는 단계 ,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그룹핑하는 단계 ,
그룹핑된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에 포함된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그룹핑된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압죽하는 단계 ,그리고
압축된 변경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 전송 방법 .

[청구항 5] 제4항에서 ,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요청 및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은 ,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요청 메시지를 포함하고 ,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및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은 ,
HTTP 응답 메시지를 통해 상기 디바이스로 전달되는 , 전송 방법 .

[청구항 6] 제5항에서 ,
상기 압축 알고리 즘은 ,
상기 디바이스 로부터 수신된 HTTP 요청 메시지의 헤더에 포함된

압축 지시 정보에 수록된 것인, 전송 방법 .
[청구항 7] 제1항에서 ,

상기 업데이트 단위는 ,
일자 ,시간대 및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 전송 방법 .

[청구항 8]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에 의해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Service Guide Delivery Unit,
SGDU) 요청을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기 설정된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된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수신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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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비스 가이드 수신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그리고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상기 복수개 의 서비스 전달
유닛 중에서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전달 유닛을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수신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서 ,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수신하는 단계는 ,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이 압축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
상기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전달 유닛을 수신하는 단계는 ,
변경된 서비스 전달 유닛을 개별로 수신하는 ,수신 방법.

[청구항 ] 제8항에서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는 ,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SGDD) 요청을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전송하고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수신하는 단계,그리고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로 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수신 방법.
[청구항 11] 제W항에서 ,

상기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단계는 ,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에 포함된 버전 인덱스가 기
저장된 버전 인덱스보다 클 경우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수신 방법 .

[청구항 12] 제8항에서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전송하는 단계는 ,
방송망을 통해 수신된 시그널 링 정보로 부터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SGDD)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로부터 상기 복수개 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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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전달 유닛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를
수신하는 단계 , 그리고

상기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에 포함된 정보를 기초로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 서버에게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 수신 방법 .

［청 구항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장치 ,
상기 디바이스의 요청에 따라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
상기 프로그램은 ,

상기 전자 서비스 가이드를 구성하는 복수개 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Service Guide Delivery Unit , SGDU )을 기 설정된

업데이트 단위로 생성하고 ,
상기 디바이스의 첫번째 요청에 따라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에 게 전송하고 ,
방송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획득한 방송 변경 정보를 기초로 , 상기

복수개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변경하며 ,
상기 디바이스의 두번째 요청에 따라 변경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상기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명령어들을 (Instructions)을 포함하는 , 장치 .

［청구항 14］ 제 13항에서 ,
상기 업데이트 단위는 ,
일자 , 시간대 및 서비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
상기 프로그램은 ,

상기 업데이트 단위의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Service Guide Delivery

Descriptor , SGDD )를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 장치 .
［청구항 15］ 제 14항에서 ,

상기 프로그램은 ,
서비스 가이드 전달 유닛을 변경한 후 , 서비스 가이드 전달

해석기 의 버전 인덱스를 기 설정된 단위만큼 증가시키고 , 상기
증가된 버전 인덱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가이즈 전달 해석기를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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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번째 요청은 ,
상기 증가된 버전 인덱스를 확인한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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