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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데이터 서비스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는 어플리

케이션의 작동시점을 콘텐트 제작 시점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데이터 서비스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시점을 콘텐트 제작 시점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

게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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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서비스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데이터 서비스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

고,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한 후, 상기 저장된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이 초기 작동 모드인지를 판단하

여, 상기 판단 결과,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데이터 서비스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시점을 콘텐트 제작 시점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서비스 콘텐츠 제작 시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 정보가포함

된 서비스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디지털 방송 장치;

상기 서비스 데이터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기 분석 결과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

이션의 작동 모드가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장치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서비스데이터수신수단;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요청수단;

상기 저장된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이 초기 작동 모드인지를 판단하여,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

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서비스요청수단을 통한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

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처리수단을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 정보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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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Data service provider)가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제작할 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MPEG-2 TS 패킷(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Transport Stream Packet)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8.

데이터 서비스 콘텐츠 제작 시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 정보가 포함

된 서비스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상기 분석 결과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가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

는 단계; 및

상기 분석 결과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가 초기 작동 모드가 아닌 경우,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 정보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

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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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

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Data service provider)가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제작할 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MPEG-2 TS 패킷(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Transport Stream Packet)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5.

서비스 데이터를 프로그램과 함께 데이터 패킷 형태로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입력받아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다중화기;

상기 추출된 상기 오디오/비디오데이터들을 디코딩하는 오디오/비디오디코더;

상기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데이터출력제어부;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비디오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출력부;

상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요청하는 서비스요청부;

상기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를 판단하여,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

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서비스요청수단을 통한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처리부를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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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 정보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MPEG-2 TS 패킷(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Transport Stream Packet)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20.

서비스 데이터를 프로그램과 함께 데이터 패킷 형태로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입력받아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다중화 단

계;

상기 추출된 상기 오디오/비디오데이터들을 디코딩하는 오디오/비디오 디코딩 단계;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비디오데이터를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출력 단계;

상기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를 판단하여, 상기 작동 모드가 초기 작

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 정보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어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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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어 방

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MPEG-2 TS 패킷(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Transport Stream Packet)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

캐스팅하여 데이터 서비스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시점을 콘텐

트 제작 시점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PC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정보처리 속도가 향상되었고,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정보 전달 속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이

와 함께 아날로그 TV도 디지털 TV로 바뀌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PC와 TV가 서로 양립하겠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동시에 미디어 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방법은 PC에 TV기능을 장착하는 방향과 TV에 PC기능을 추가하는 방

향이 있다.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TV나 PC용 TV수신카드가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두 미디어의 장점을 충분히 잘 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아날로그 TV 방식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된 디지털 TV는 단순히 다채널화 및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뿐 아니라 아날로그 TV가 제공할 수 없는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단순한 영상 및 음성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추

가하여 TV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TV 기술의 전개 방향이 현재의 고화질, 고음질 중심에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이동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방적인 서비스에서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대화형 서비스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데이터 방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은 특정 프로그램과 연결된 데이터 서비스, 독자적인 데이터 서비스,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프로그램과 연결된 데이터 서비스는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방송 신호(이를테면, 오

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 등)와 같이 보내는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하며, 스포츠 중계와 관련된 정보(선수 이력 정보, 용어,

게임 규칙, 주요 경기 정보 등), 드라마 방송 부가정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광고 부가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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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자적인 데이터 서비스는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독자적인 정보를 방송 신호에 넣어서 보낸 후

시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 화면에 보여주는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하며, 실시간 뉴스, 일기예보, 주식시세, S/W 다운로드, 전

자 쿠폰, 웹 콘텐트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되는 정보는 단순한 텍스트 형태뿐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애니

메이션, 오디오/비디오 클립, 그리고 Java 애플릿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부한 미디어를 충실히

활용하는 대화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농구 경기 중계 방송을 보내면서 TV 화면 한 쪽에 특정 선수의 상세 정보

를 보여주고 또 그 선수의 과거 활약 장면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공하여 시청자가 정규 방송과 동시에 시청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끝으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는 시청자의 입력이 방송사에 전달되어 이에 따라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를 의미하며, 모뎀, 전용선 등을 통해 양방향 채널을 확보하여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수신이 가능하게 구성한 후, 여론조

사, 인기가요순위(투표), 시청률 조사 및 방영 인물에 대한 인기투표, 설문조사, 홈쇼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 제공자(Information Provider)를 연결하여 더욱 다양한 대화형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 서비스 중 특정 프로그램과 연결된 데이터 서비스와, 독자적인 데이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브로

드캐스트(data broadcast)와 같은 단방향 서비스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나, 단방향 데이터 서비스에 임의 시점에서 대화형

서비스(interactive service)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가지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카로셀

(data carousel) 방식이 추가로 사용되고 있다.

도 1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이를테면, 디지털 TV)가 방송국으로부터 프로그램 A와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 A에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 정보(이를테면, 어플리케이션 등)를 수신하는 것을 예시한다.

즉, 디지털 TV는 프로그램 A에 대한 오디오/비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동안 프로그램 A에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

를 반복해서 수신한다.

한편, 이와 같은 대화형 서비스들을 가능케 하는 주요 기술들로는 HTML, Java, 데이터 서비스 프로토콜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서비스되는 데이터를 화면상에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HTML 기술이 사용되며, Java기술은 수신기의 H/W와 OS와

상관없이 방송 콘텐트가 재생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데이터 방송의 콘텐트는 HTML 혹은 Java 형

식의 어플리케이션이 된다. HTML과 Java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 프로토콜은 이러한 콘텐트를 MPEG-2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Transport

Stream)로 이루어지는 방송 신호에 포함시키기 위한 규격이다.

이러한 Enhanced/Interactive Broadcast Service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ATSC와 유럽의 DVB에서 관련 규

격을 제정하고 있다.

ATSC는 미국의 디지털TV 관련 기술 규격을 제정하는 기구이며, 특히 T3/S13 (Data Broadcasting), T3/S16

(Interactive Services), T3/S17 (DTV Applications Software Environment - DASE), DIWG(Data Implementation

Work Group) 등의 기술 그룹들이 데이터 방송과 관련된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T3/S17(DASE)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TV 수신기내의 소프트웨어 구조에 관련된 규격을 정의하고 있

고, T3/S13(Data Broadcasting)은 데이터 서비스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으며, T3/S16(Interactive Services)은 디지털

방송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의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세션 프로토콜의 정의, 양방향 데이터

채널을 위해 요구되는 동작 및 성능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조의 정의와 같은 2가지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그러나, T3/S13/S16에 정의된 바로는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는 방법만 정의되어 있을 뿐 어플

리케이션의 시작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수신된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은 시청자의 요청이 발생할 때만 가능하였다. 즉, 디

지털 방송 수신기에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전송받고 나서, 시청자가 명시적으로 그 어플리

케이션을 실행시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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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서는 전송되는 즉시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방송자체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동작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긴급 뉴스 같은 경우에 시청자의 선택과정을 건너뛰고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실행

되어야할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종래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수신된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작동 방식에 따라 작동되므로 다

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못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데이터 서비스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시점을 콘텐트 제작 시점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의하면, 서비스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 작동 모드를

설정하여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장치: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

동 모드가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디지털 방송 수신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이 개시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장치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서비스데이터수신수단;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

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요청수단; 상기 저장된 서비스 데

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이 초기 작동 모드인지를 판단하여,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서비스요청수단을 통한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

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처리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 정보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포함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설정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Data service provider)가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제

작할 때 설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방송국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작동 모드가 설정된 서비스 데이

터가 브로드캐스팅되며,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를 판단하여 상

기 작동모드가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

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서비스 데이터를 프로그램과 함께 데이터 패킷 형태로 브로

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입력받아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그

리고 서비스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다중화기; 상기 추출된 상기 오디오/비디오데이터들을 디코딩하는 오디오/비디오디코

더; 상기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데이터출력제어부;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비디오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출력부; 상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요청하는

서비스요청부; 상기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를 판단하여,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서비스요청수단을 통한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처리부를 포함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가 개시

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작동모드 정보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포함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상기 서비스 데이터의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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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상기 데이터는 MPEG-2 TS 패킷(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Transport Stream Packet)으로 브로

드캐스팅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서비스 데이터를 프로그램과 함께 데이터 패킷 형태로 브로

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입력받아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상기 오디오/비디오데이터들을 디코딩하여,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를 출력하고, 상기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모드를 판단하여, 상기 작동

모드가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

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어 방법이 개시된다.

이하,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 특징들, 그리고 장점들을 첨부된 도면에 나타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서 이는 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방송

국으로부터 디지털 TV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데이터 서비스 프로토콜로는 MPEG-2 TS

(MPEG-2 Transport Stream)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송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MPEG-2 TS의 전송 스트림의 신택스(Syntax)와, 그 구성요소인 TS 패킷의 신

택스(syntax)를 첨부한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송 스트림(Transport Stream)은 다수의 전송 스트림 패킷(즉, TS 패킷)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TS 패킷은 188바

이트로 구성되고, 크게 해당 TS 패킷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헤더(header)와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인 페이

로드(payload)로 구성되는 데, 헤더는 싱크 바이트(sync byte), 전송 에러 표시자(transport error indicator), 페이로드

단위 시작 표시자(payload unit start indicator), 전송 우선순위(transport priority), 패킷 식별자(PID; Packet

Identification), 스크램블링 제어(scrambling control), 적응 필드 제어(adaptation field control), 연속성 카운터

(continuity counter), 적응 필드(adaptation field) 마다 각각 소정 비트가 할당되어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페이로드는 패킷화된 오디오/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며, 각각의 패킷화된 오디오/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 정보는 요소 패킷 식별자(E_PID)로 식별한다.

각각의 방송국으로부터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는 도 2에 도시된 MPEG-2 TS의 전송 스트

림을 통해 요소 패킷(elementary packet) 단위로 각각 다중화되어 디지털 방송 수신기로 전송된다.

도 3은 방송국 A, 방송국 B, 그리고 방송국 C로부터 전달되는 전송스트림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방송국 A로부터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에 대한 각각의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 정보가 다중화되어 전송됨을 보여

준다.

이때, 서비스 데이터 정보는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 대화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과

의 관계성을 디지털 TV에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며, ATSC(미국의 디지털TV 관련 기술 규격을 제정하는 기구 임) 데이

터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가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에 명기되어있다. 한편, 서비스 데이터

는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브로드캐스팅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Data service provider)가 데이터 서비스 콘텐트를 제작할 때 어플리케이션의 작

동시점에 대한 정보(즉, initial_ application descriptor)를 SDT에 추가하여 방송국을 통해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전달하

면, 수신기는 수신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SDT에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시점 정보에 따라 수신 즉시, 또는 사용자

의 요청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SDT에 추가되는 initial_ application descriptor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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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_ application descriptor(){

descriptor_tag

descriptorLength

auto_flag

auto_boot_applicationNameLength

auto_boot_applicationName

}

각각의 필드를 살펴보면,

descriptor_tag 은 식별자를 의미하며,

descriptorLength은 descriptorLength 필드이후 내용의 길이를 나타내며,

auto_flag은 어플리케이션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킬 것인가를 나타내며,

auto_boot_applicationNameLength은 초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길이를 나타내며,

auto_boot_applicationName은 초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방

송 수신기를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튜너(510)는 채널선택부(500)를 통해 시청자에 의해 방송국 채널이 선택되면 처리부(580)의 제어에 따라 방송국들

로부터 전송되는 전송스트림 중 선택된 특정 방송국의 전송 스트림을 선택하여 수신한다. 역다중화기(520)는 특정 방송국

의 TS 패킷을 입력받아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비디오데이터, 그리고 카로셀 방식으로 전송되는 서비스 데이터를

추출하여 오디오버퍼(531), 비디오버퍼(532), 서비스 데이터 버퍼(533)에 각각 임시 저장한다. 오디오/비디오디코더

(541, 542)는 추출된 오디오/비디오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오디오 출력부(551)와 비디오 출력부(552)를 통해 각각 출력한

다.

데이터출력제어부(543)는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여 오디오/비디오출력부(551, 552)에 출력한다.

서비스요청부(560)는 시청자로부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를 요청받아 처리부(580)에 요청하고, 프로그램변

경요청부(560)는 시청자로부터 현재의 제 1 프로그램에서 다른 제 2 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을 요청받아 처리부(580)에 요

청한다.

한편, 처리부(580)는 추출된 서비스 데이터의 SDT을 분석하여 기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을 기설정된 방식에 따라 작동시킨

다.

즉, 처리부(580)는 SDT의 initial_ application descriptor의 auto_flag가 0인 경우에는 시청자에 의해 서비스요청부(560)

를 통해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auto_boot_applicationName 필드에 설정된 초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지 않고,

만일 auto_flag가 1이 경우에는 auto_boot_applicationName 필드에 설정된 초기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

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도 5 및 도 6a 내지 도 6c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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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국에서 전송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오디오 출

력부(551) 및 비디오 출력부(552)를 통하여 방송되고 있는 동안, 처리부(580)는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된 서비스 데이터

(즉, 어플리케이션)를 수신한다(단계 : S610).

여기에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란 상기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뉴스 데이터 이외에 시청자에게 필요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을 말하는데 본 명세서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상기 방송국으로부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한 후, 처리부(580)는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를 서비스 데이터 버퍼(533)에 저

장한다(단계 : S620).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처리부(580)는 튜너(520)를 제어하여 특정 방송국의 전송 스트림을 역다중화부(520)에 입력시키

고, 역다중화부(520)는 입력된 전송 스트림 중 특정 프로그램을 역다중화하여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서비

스 데이터(즉, 어플리케이션)를 각각 추출하여 오디오 버퍼(531), 비디오 버퍼(532),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 버퍼(533)에

각각 저장한다.

이어, 처리부(580)는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의 SDT을 분석하여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이 초기 작동 모드인

지를 판단한다(단계 : S630).

판단 결과, 초기 작동 모드인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

한 후,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다(단계 : S640, S650).

즉, 처리부(580)는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의 SDT의 initial_application descriptor의 auto_flag가 0인 경우에는 시청자에

의해 서비스요청부(560)를 통해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까지 auto_boot_applicationName 필드에 설정된 초기 어플리케이

션을 작동시키지 않고, 만일 auto_flag가 1이 경우에는 auto_boot_ applicationName 필드에 설정된 초기 어플리케이션

을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다시 말해, 상기 초기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작동되면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증권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회사들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기 위한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비디오 출력부(552)를 통하여 상기 시청자의 별도의 조작 신호

없이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이 때, 상기 디스플레이된 상기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상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해당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는 홈 트레이딩을 실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데이

터 서비스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시점을 콘텐트 제작 시점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가 방송국으로부터 프로그램 A와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 A에 관

련된 데이터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예시하고,

도 2는 본 발명의 전송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MPEG-2 TS의 전송 스트림의 신택스(Syntax)와 그 구성요소인 TS 패킷

의 신택스(syntax)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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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방송국 A, 방송국 B, 그리고 방송국 C로부터 전달되는 전송스트림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방송국 A로부터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에 대한 각각의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 정보가 다중화되어 전송됨을 나타

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의 디

지털 방송 수신기를 나타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어플

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카로셀(data carousel) 방식으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

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예를 나타낸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사용된 부호의 설명＞

510 : 튜너 520 : 역다중화부

531 : 오디오 버퍼 532 : 비디오 버퍼

533 : 서비스 데이터 버퍼 541 : 오디오 디코더

542 : 비디오 디코더 543 : 데이터 출력 제어부

551 : 오디오 출력부 552 : 비디오 출력부

560 : 서비스 요청부 570 : 프로그램 변경 요청부

580 : 처리부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54430

- 12 -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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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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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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