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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라 디지털 방송 전송 방법,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장치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하는 앙상블을 수신하는 단계

와,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은 복수개의 서비스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므로 이중에서 광고 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디스플레이되게 하여 방송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의 효과의 극대화를 시켜주

고, 소비자들에게는 좀더 저렴하게 디지털 방송을 수신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DAB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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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DAB 서비스 구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며,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디지털 방송에서 광고 방송을 제공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디지털 방송에서 광고 방송을 제공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앙상블 구조의 일 예,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DAB 전송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DAB 수신장치의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강제 광고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분야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법,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

법/장치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아날로그 오디오 방송은 그 수신장치의 이동시 수신 신호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높은 송

신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좋지 않으며, 채널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

기 때문에 스펙트럼 효율이 나쁘다는 등의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AM, FM 라디오 방송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DAB는 유럽에서 개발한 표준이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은 고품질로 만들어진 여러 채널의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며 정지영상, 동영상, 그래픽 등의 전송도 가능하도록 만든 멀티미디어 방송이다. DAB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 서비스의 예를 들면, 여행 및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뉴스의 헤드라인 문자와 영상을 결합하여 보여주거나 일기예보

와 교통정보를 전자지도와 결합하여 보여 주는 등의 프로그램 연동 정보 제공 서비스, 웹 사이트 방송이나 DAB 용 GPS와

같은 프로그램과 무관한 독립 정보 서비스, 그리고 동영상 전송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동

시에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수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성능의

열화를 줄인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

DAB에 대한 표준으로서 EUREKA-147은 약 2MHz의 대역폭으로 MPEG-1 오디오 레이어 II에 따른 고음질 오디오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CD 수준의 오디오 서비스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대역폭과 주어진 채널 환경하에서 다수의 오디오 및 데이터를 최적의 데이터율로 전송하기 위해 오디오 데이터는

UEP(Unequal Error Protection)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EEP(Equal Error Protection)을 사용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DAB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방송될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인코더(110)에 입력되어 인코딩된 후 채널 코딩을 거쳐 스트림 다중화기

(140)로 입력된다. DAB 시스템에서는 복수의 오디오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 오디오 인코더가 존재할 수 있다.

오디오를 제외한 문자정보, 웹 정보 등의 데이터 방송 서비스(120)는 패킷 다중화기(130)로 입력되어 다중화되고 채널 코

딩을 거쳐 스트림 다중화기(140)로 입력된다. 데이터 서비스도 복수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킷 다중화기도 복수개

가 존재할 수 있다. 스트림 다중화기(140)는 이들 오디오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다중화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관한 부

가정보와 다중화 정보를 더한 후 여기에 동기정보를 붙여 DAB 전송 프레임을 만들어 출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DAB 전

송 프레임은 OFDM 변조기(150)와 증폭기(160)를 거쳐 VHF 대역의 전파에 실려 전송된다. 수신장치는 고정형이나, 휴대

형, 이동형이 될 수 있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DAB 서비스 구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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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Ensemble)은 여러 개의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및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각각 채널 코딩을 거친 후 시스템 데이터

와 함께 하나의 비트 스트림으로 다중화된 것을 말한다. 서비스(Service)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서비스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출력을 말하고, 서비스 요소(service component)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주어진

서비스의 서비스 요소들은 다중화 구성정보(Multiplex Configuration Information, MCI)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각의 서비스 요소들은 서브 채널(Sub Channel, SubCh) 또는 고속정보 데이터 채널(Fast Information Data Channel,

FIDC)에 실려 전송된다.

도 2를 참조하면, "DAB ENSEMBLE ONE" 앙상블은 3개의 서비스를 갖고 있고 각각의 서비스 이름은 "alpha1 radio",

"beta radio", "alpha2 radio"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다시 각각 서비스 요소들을 갖는데, 그 중에서 "alpha1

radio"의 경우 기본 오디오, ALPHA-TMC, ALPHA-SI라는 서비스 요소를 갖는다. 그리고, 서비스 요소는 각각 서브채널

을 통해 전송된다. 예를 들어 "alpha1 radio"가 스포츠 서비스라고 하면, 이를 중계방송하는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 서비스

요소로 연결되고, 관련 문자 정보는 ALPHA-TMC라는 서비스 요소로, 그리고 "alpha1 radio"의 구성정보는 ALPHA-SI

라는 서비스 요소로 연결된다. 여기서 TMC는 교통 메시지 채널(Traffic Message Channel)로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보내

는 채널이다.

이러한 서비스 및 서비스 요소의 구조는 다중화 구성정보(MCI)를 참조하여 얻을 수 있다. 즉, 다중화 구성정보(MCI)는 각

서비스 요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수신장치에서 서비스 요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ALPHA-TMC

라는 서비스 요소를 사용자가 수신한다면 수신장치는 다중화 구성정보(MCI)를 분석하여, ALPHA-TMC라는 서비스 요소

가 고속정보 데이터 채널(FIDC)를 통해 전송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따라서 고속 정보 채널(FIC) 내의 고속 정보 데이터 채

널(FIDC)을 읽어들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속 정보 데이터 채널(FIDC)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전송되어야 하고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각각의 서브 채널에 서비스 요소들이 담겨 전송되므로, 서브 채널의 구성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임의로 재구성될 수 있

으며, 한번 설정된 서브채널 구성은 채널 용량 변화나 서비스 변경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 만약 서브채널 구성

정보 또는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다중화 구성정보(MCI)를 미리 전송하여 변경된 서비스를 수신장치가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디지털 방송에서 광고 방송을 제공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종래 기술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이나 디지털 방송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정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에 광고

방송을 제공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기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서비스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서비

스(310)가 출력되는 시간의 사이사이 시간에 광고(320) 방송이 출력된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사용자가 방송 서비스(310)

를 시청하다가 광고(320)가 출력되는 시간이 되면 채널을 돌리거나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방송 수신기를 보지 않을 수 있

으므로, 광고를 내보내는 효과가 많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복수개의 서비스를 디스플레이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의 특성을 살려서 광

고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법,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장치 및 그 방법을 수행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 방송 전송 방법에 있어서, 복수개의 서브 채널로 이루

어지는 하나의 앙상블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시켜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앙상블을 디지털 방송 전송

프레임으로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광고 채널에 대한 정보는 DAB 전송 프레임의 고속정보채널(FIC)에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하는 앙상블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

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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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단계는,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

와, 상기 결정에 기초하여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결정 단계는, 소정의 암호키를 해독하는 단계와, 상기 암호키가 해독된 경우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

플레이할 것으로 결정하고, 상기 암호키가 해독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않을 것

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앙상블을 수신하는 수신기가 유료서비스 수신기인지 무료서비스 수신기인지, 또는, 상기 앙상블을

수신하는 수신기 가격이 광고로 지원되는 단말기인지 아닌지, 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않게 하

는 사용자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는, 상기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상기 앙

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상기 광고 채

널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는, 상기 광고 채널 설정후에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들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설

정하는 단계와, 상기 설정된 광고 채널의 컨텐츠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의 컨텐츠를 재구성하여 디스플레이되

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는, 상기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들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의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하는 앙상블

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

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

체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방법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하는 앙상블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앙상블

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이 디지털 방송에서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착안한 것은 방송 수신기에서 광고를 강제적으로 디스

플레이되도록 제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광고가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방송 수신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수신 단말기의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디지털 방송에서 광고 방송을 제공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수신기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서비스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신기에서 서비스가 디스플레이되

는 전체 시간에 걸쳐서 강제 광고(530)가 제공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광고(530)와 별도로 사용자의 채널 선택에 한 방

송 서비스(410)가 제공되며, 방송 서비스(410)가 출력되는 시간의 사이사이 시간에 또 다른 광고(420) 방송이 출력될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 따라 사용자는 강제적으로 또는 디폴트로 수신기 화면의 일부에 표시되는 광고를 시청해야 하

며, 상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사용자가 희망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선택된 채널의 방송 컨텐츠를 출력하게 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채널 선택에 상관없이 항상 수신기의 화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광고가 출력되므

로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항상 수신기의 화면의 일부에 또는 전부에 광고 방송이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 배너 광고

등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신기의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강제 광고 효과를 시청하는 대신

사용자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앙상블 구조의 일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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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앙상블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서브채널들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광고 채널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앙상블은 14개의 서브채널로 구성되며, 서브채널들중 서브채널 14

를 광고 방송 채널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앙상블 구조하에서 본 발명에 따라 서브채널 14인 광고 방송은 사용자의

채널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수신단말기의 화면의 일부에서 출력되며, 사용자는 이 앙상블이 제공하는 서비스

인 "한국가요", "고전음악", "뉴스/정보" 중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선택된 서비스의 컨텐츠가 수신단말기의 나머

지 부분에서 출력되게 할 수 있다.

도 6은 종래 기술에 따라 DAB 전송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DAB 전송 프레임은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 SC)(610), 고속정보 채널(FIC)(620) 및 주서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MSC)(630)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610)은 전송 모드를 결정할 수 있는 널 심벌(NULL symbol)과 OFDM 심벌 동기 및

반송파 주파수 동기에 필요한 참조 심벌로 구성된다.

고속 정보 채널(FIC)(620)은 수신장치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 서비스의 구성, 다중화된 형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송하거나, 빠르게 전송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채널이다. FIC(620)에는 각

각의 서브채널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중화 구성정보(MCI),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정보인

SI(Service Information)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채널을 확인하면 MSC를 통해 어떤 서비스의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그

리고 서비스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고속 정보 채널(620)은 이 앙상블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광고 채널에 관한 정보(621)를 담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송 수신기는 이러한 고속 정보 채널을 파싱해 봄으로써 해당 앙상블에 어떠한 광고 채널이 담겨 있는지

를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앙상블에 대한 광고방송 채널의 정보는 FIC에 삽입되지 않고 방송국과 수신기의 약속된 메커

니즘에 따를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다.

주서비스 채널(MSC)(630)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실제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한다. MSC(630)에는 FIC(620) 공간이

부족할 경우 FIC 데이터의 일부를 실을 수 있으나, MSC(630)는 타임 인터리빙(time interleaving)이 적용되어 복호하는

데 다소의 지연시간이 소요된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는 스트림 모드(stream mode) 또는 패킷 모드(packet mode)

가 있다. 스트림 모드는 주어진 서브 채널 내에 부가 헤더 없이 데이터만 보내는 방식으로 고정 비트 레이트로 전송한다.

패킷 모드는 데이터 외에 헤더를 추가하여 전송함으로서 주어진 서브 채널 내에 여러 서비스 요소를 다중화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부분의 실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는 패킷의 헤더를 분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메인 서비스 채널(630)에는 강제적으로 출력되도록 마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631)을 포

함하고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DAB 수신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DAB 수신 장치는 튜너(710)와, OFDM 복조기(720)와, 채널 디코더(730)와, 사용자 인터페이스(740)

와, 제어부(750)와, 광고채널 관리부(760)와, 오디오 디코더(770)와, 비디오 디코더(780)와, 비디오 재구성부(790)를 포

함한다.

튜너(710)는 OFDM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고 OFDM 복조기(720)는 튜너(710)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여 DAB 전송

프레임으로 만들어 채널 디코더(730)로 전송한다.

채널 디코더(730)는 DAB 전송 프레임을 채널 디코딩하여 각각의 서비스 데이터로 만든다. 오디오 디코더(770)는 채널 디

코더(730)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코딩하며, 비디오 디코더(780)는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역다중화하여 여러개의 데이터 서비스로 나누어 화면에 각각 출력한다. 제어부(750)는 이들 각 구성부를 제어한다.

이렇게 DAB 수신장치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복수개가 가능하고, 복수개의 채널에 실려 수신되는 서비스들 중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740)를 통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고, 이와 같이 채널 선택 정보를 제어부(750)를 통해 채널

디코더(730)로 전달되며, 채널 디코더(730)는 선택된 채널에 관한 오디오 서비스와 비디오 컨텐츠를 오디오 디코더(770)

와 비디오 디코더(780)로 각각 출력한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선택한 경우에 비디오 디코더(780)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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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채널에 관한 컨텐츠가 제공되며, 비디오 재구성부(790)는 이와 같은 복수개의 채널에 관한 컨텐츠를 수신하여 소

정의 포맷에 따라 복수개의 채널에 관한 컨텐츠를 재구성하여 출력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는 복수개의 서비스 요소

(service component)를 가질 수 있지만, DAB 수신장치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요소들을 어떻게

디스플레이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는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된 서비스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수신장치마다 다르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DAB 수신 장치는 광고 채널 관리부(760)를 포함한다. 광고 채널 관리부(760)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

채널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구성으로, 소정의 결정에 따라서 광고 채널의 강제적으로 설정되게 한다. 본

예에서는 광고 채널 관리부(760)가 제어부(750)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현에 따라서 이러한 광고 채널 관리부(760)

는 제어부(750)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도 7에 도시된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광고 채널 관리부(760)는 암호키 해독부(761)와, 광고 채널 설정부(762)를 포함한다.

암호키 해독부(761)는 소정의 암호키를 해독함으로써 강제 광고 채널을 설정할 지를 결정한다. 즉, 소정의 암호키의 해독

을 시도해보고, 암호키의 해독이 가능하지 않으면 강제 광고 채널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광고 채널 설정부(762)로

제어 신호를 보낸다.

이와 같은 제어 신호를 받은 광고 채널 설정부(762)는 광고 채널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FIC의 파싱 결과를 참조하여 광

고 채널에 관한 정보를 얻어오고, 이러한 광고 채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채널을 설정한다. 즉, 광고 채널 설정 정

보를 채널 디코더(730)로 전송한다. 그러면, 채널 디코더(730)는 사용자 선택에 의한 채널에 상관없이 수신된 광고 채널

설정 정보를 참조하여 광고 채널에 관한 컨텐츠를 추출하여 비디오 디코더(780)로 전송한다. 비디오 디코더(780)로부터

출력된 디코드된 컨텐츠는 비디오 재구성부(790)를 통해서 출력된다. 이와 같이 강제 광고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채널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먼저 설정된 광고 채널의 컨텐츠가 단말기의 표시부(도시되지 않음)에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소정 시점에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가 희망하는 채널이 선택되면, 제어부는 이러한 사용자 선택 채널 설정

정보를 채널 디코더(730)로 전송하고, 채널 디코더(730)는 수신된 사용자 선택 채널 설정 정보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선택

한 채널에 관한 컨텐츠를 추출하여 비디오 디코더(780)로 전송한다.

그러면, 비디오 디코더(780)는 수신된 강제 광고 채널 컨텐츠와 사용자 선택 채널 컨텐츠를 디코드하여 비디오 재구성부

(790)로 전송하고, 비디오 재구성부는 강제 광고 컨텐츠와 사용자 선택 방송 컨텐츠의 화면을 재구성하여 출력한다. 강제

적으로 출력되는 광고 컨텐츠의 형식은 배너 광고 형식이 될 것이다.

암호키 해독부(761)에서 암호키의 해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어부(750)로 암호키가 해독되었다는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방송 수신기의 동작 상태를 동작하게 할 수 있다. 즉, 화면에 강제 광고가 출력되는 것 없이 사용자가 선택한 채

널에 관한 컨텐츠만을 출력되게 한다.

암호에 대한 해독 가능 여부는 단말기의 방송서비스가 시작되는 동시에 가려져야 한다. 암호를 해독 할 수 없는 단말기는

무조건적으로 광고 서브채널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 먼저 광고가 디스플

레이된다. 이와 같은 암호키 해독부의 구성은 강제적으로 광고를 디스플레이하는 수신기와 사용자에게 강제 광고의 디스

플레이를 선택하게 하는 수신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메커니즘이든 상관없다.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광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말기 상태는 다른 서비스가 랜더링 되지 않아도 광고는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서비스 되므로 이전의 시간에 구애 받는 아날로그 방식이나 이벤트 방식의 인터넷상의 배너 광고와는 차별화 된다.

또한, 광고 채널이 수신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으

므로, 사용자들은 어떠한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단말기는 선택적으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단말기이므로, 바로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만 수신

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광고방송을 원한다면 광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광고방송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여

수신기의 융통성을 더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발명의 동작은 앙상블이 여러 개의 서브채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번에 여

러개의 서비스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강제 광고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방송용 배너광고는 수신기에서의 디스플레이 제어 수단의 제어에 따라 융통적으로 디스

플레이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제 광고가 디스플레이되는 단말기의 보급 및 사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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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러한 강제 광고 시청 여부는 유료서비스 수신기와 무료서비스 수신기를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강제 광고

시청을 허용하거나 허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는 방송 컨텐츠를 무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강제 광고 시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 컨텐츠를 유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강제 광고 시청 여부에 의해 단말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즉, 단말기의 판매시에 사용자가 강제 광고 시청을 허용

한 경우에는 단말기 가격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강제 광고 시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단말

기 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예로는 암호키 해독을 위한 패스워드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암호키를 해독

하여 강제 광고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의 적립이 되지 않게 하고, 사용자가 방송 단말기

이용시 그 패스워드를 이용함 없이 그대로 강제 광고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쌓이게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그 쌓여진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유료 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시청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의 강제 광고 방송 시청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예들에서 강제 광고 시청 여부는 암호키 해독 부분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강제 광고 디스플레이 제어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암호키 해독부(761)는 암호키를 해독한다(단계 810).

암호키의 해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단계 840), 사

용자가 채널을 설정하면 그 설정된 채널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한다(단계 850).

암호키의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광고 채널 설정부(762)는 FIC의 파싱 결과로부터 광고 채널에 관한 정보를 얻어오고,

그 정보로부터 광고 채널을 설정하도록 제어한다(단계 820). 이러한 광고 채널 설정 정보로부터 채널 디코더(730)는 설정

된 광고 채널의 컨텐츠를 추출하여 디코드하여 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한다(단계 830).

그리고,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단계 840), 사용자가 채널을 설정하면 그

설정된 채널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한다(단계 850). 이 때에는 이미 설정된 광고 채널과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의 컨텐

츠가 비디오 재구성부(790)에 의해 재구성되어 화면에 출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

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이제

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

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

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은 복수개의 서비스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므로 이중에서 광고 서비스를 무

조건적으로 디스플레이되게 하여 방송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의 효과의 극대화를 시켜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좀더 저렴하게

디지털 방송을 수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광고 방송 수신은 인터넷의 배너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TV보다는

시간과 이벤트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암호해독 부분을 통해 사용자에게 광고 시청 여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어 융통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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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전송 방법에 있어서,

복수개의 서브 채널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앙상블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시켜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앙상블을 디지털 방송 전송 프레임으로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채널에 대한 정보가 DAB 전송 프레임의 고속정보채널(FIC)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법.

청구항 3.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하는 앙상블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도

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단계는,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에 기초하여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소정의 암호키를 해독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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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키가 해독된 경우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으로 결정하고, 상기 암호키가 해독되지 않

은 경우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스플레이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앙상블을 수신하는 수신기가 유료서비스 수신기인지 무료서비스 수신기인지, 또는, 상기 앙상블을 수신하는 수신기

가격이 광고로 지원되는 단말기인지 아닌지, 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않게 하는 사용자의 권한

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는,

상기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

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상기 광고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는,

상기 광고 채널 설정후에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들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설정된 광고 채널의 컨텐츠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의 컨텐츠를 재구성하여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단계는,

상기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들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의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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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하는 앙상블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

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결정하고,

상기 결정에 기초하여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더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

이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앙상블을 수신하는 수신기가 유료서비스 수신기인지 무료서비스 수신기인지, 또는, 상기 앙상블을 수신하는 수신기

가격이 광고로 지원되는 단말기인지 아닌지, 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않게 하는 사용자의 권한

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

어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광고 채널의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

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상기 광고 채널을 더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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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고 채널 설정후에 상기 앙상블에 포함된 채널들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광고 채널

의 컨텐츠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의 컨텐츠를 재구성하여 디스플레이되도록 더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소정의 암호키를 해독하는 암호키 해독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키가 해독된 경우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것으로 결정하고, 상기 암호키가 해독되지 않

은 경우에는 상기 광고 방송을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않을 것으로 더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청구항 16.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방법

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을 포함하는 앙상블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앙상블에 포함된 광고 채널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채널에 담긴 광고 방송이 강제적으로 디스플레이되도

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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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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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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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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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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