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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EPG정보 제공자가 하나의 앙상블(ensemble)을 구성하는 각 채널들의 일정 시간 구간 동안의 프로그램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DMB수신기가 그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 방송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즉각적으로 구성하는 DMB에서의 EPG

정보 제공 방법 및 그 구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현재 방송시간과 가까운 시간대에 속

하는 프로그램 편성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등록특허 10-0686878

- 1 -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PG정보를 SI(Service Information)정보, GI(Group Information)정보,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PI : Program

Information)로 나누어 각기 하나의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오브젝트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전자프로그램가

이드(EPG) 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EPG정보에 어느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 : Near Program

Information)를 가진 MOT오브젝트를 추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에서의 EPG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된 MOT오브젝트는 그 전송 주기가 상기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PI)정보가 포함된

MOT오브젝트의 전송 주기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에서의 EPG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대는 24시간을 설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갖는 다수개의 시간대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DMB에서의 EPG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4.

안테나를 통해 EPG정보와 관련된 다수의 MOT오브젝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다수의 MOT오브젝트에서 SI(Service Information)정보와 어느 앙상블(ensemble)내 각 서비스(service)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 Near Program Information)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한 SI(Service Information)정보와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로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 DMB에서의 EPG정보 구성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하는 단계 전에,

상기 수신한 다수의 MOT오브젝트에서 상기 각 서비스(service)의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PI : Program

Information)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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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한 프로그램 정보(PI)와 상기 SI(Service Information)정보 및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로 프로그램 편

성정보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에서의 EPG정보 구성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를 가진 MOT오브젝트임을 식별시켜 주는 콘텐츠 타입(Content Type) 및 콘텐츠 서브 타입

(Content Sub Type)의 식별 값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한 결과 그 식별 값이 있을 경우, 그 식별 값을 가진 MOT오브젝트에서 소정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

(service)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를 추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에서의 EPG정보 구성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대는 24시간을 설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갖는 다수개의 시간대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DMB에서의 EPG정보 구성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EPG(Electronic Program Guide)정보 제공자가 하나의 앙상블(ensemble)을 구성하는 각 채널들의 일정 시간

구간 동안의 프로그램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DMB수신기가 그 제공한 프로그램 정보를 사용해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즉각

적으로 구성하는 DMB에서의 EPG정보 제공 방법 및 그 구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깨끗한 음질의 오디오 정보와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상의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규격을 확장해 비디오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DMB는 아날로그 TV 1개의 채널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6MHz)에 3개의 앙상블(ensemble)을 담을 수 있으며,

각 앙상블 내에는 웹사이트(BWS: Broadcast Web site)정보, 교통정보(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가

포함된다.

앙상블(ensemble)은 하나의 물리적 채널(physical frequency)로 전송되는 전체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그 앙상블 내에는

전술한 정보 이외에도, 특히 채널들의 방송 프로그램 정보, 그의 시작/종료 시간 정보, 요약 정보 등의 EPG(Electronic

Program Guide)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도 1은 이러한 일반적인 EPG정보를 제공하는 양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EPG

정보를 SI(Service Information)정보, GI(Group Information)정보,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PI:Program

Information) 각각을 바이너리로 인코딩된 정보들에서 수집하고 하나의 파일인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오브

젝트로 각기 구성하여 DMB수신기(300)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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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DMB 수신기는 이러한 MOT오브젝트를 수신하여 그에 실린 SI정보, PI정보 등을 파싱해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

성하는데, 상기 MOT오브젝트는 DMB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MOT프로토콜에 맞게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한 것이다

주목해야 될 것은, DMB수신기가 그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채널들의 MOT

오브젝트(200, 201, 202) 등을 모두 수신해야만 방송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 채널들의 MOT오브젝트는 채널마다 개별적으로 전송되며, DMB수신기는 이러한 MOT오브젝트를 모두

수신하기 전까지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즉시 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정 채

널의 프로그램 정보가 실린 MOT오브젝트의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EPG정보 표시 요청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첫 번째 목적은 하나의 앙상블(ensemble)을 구성하는 각 채널들의 소정 시간 구간 동안의 프로그램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DMB에서의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정보 제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즉각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DMB에서의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정보 구성방

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발명의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정보 제공방법은

EPG정보를 SI(Service Information)정보, GI(Group Information)정보,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PI : Program

Information)로 나누어 각기 하나의 MOT오브젝트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정보 제공방법에 있

어서, 상기 EPG정보에 어느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 : Near Program

Information)를 가진 MOT오브젝트를 추가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된 MOT오브젝트는 그 전송 주기가 상기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PI)정보가

포함된 MOT오브젝트의 전송 주기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간대는 24시간을 설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갖는 다수개의 시간대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예를 들면, 24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누어 0시 ~ 3시, 3시 ~ 6시, 6시 ~ 9시, ... 등으로 이루어진 다수개의 시간

대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어느 앙상블(ensemble)내에서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를 가진 각 서비스(service)의 'dabID'는 'epg.schedule'내의

'scope'에 삽입되고, 각 'programme'이 속한 'dabID'는 'location.bearer.id'에 삽입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다른 목적에 따른 본 발명의 DMB에서의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정보 구성방법은

안테나를 통해 EPG정보와 관련된 다수의 MOT오브젝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다수의 MOT오브젝트에서 SI

(Service Information)정보와 어느 앙상블(ensemble)내 각 서비스(service)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 Near

Program Information)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한 SI(Service Information)정보와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

로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를 추출하는 단계는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를 가진 MOT오브젝트임을 식별시

켜 주는 콘텐츠 타입(Content Type) 및 콘텐츠 서브 타입(Content Sub Type)의 식별 값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

인한 결과 그 식별 값이 있을 경우, 그 식별 값을 가진 MOT오브젝트에서 소정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

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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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는 외부에서 전송한 각 서비스(service)의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

(PI : Program Information)와 상기 SI(Service Information)정보 및 상기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NPI)로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EPG정보를 도시한 것으로서, 특히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EPG정보가 도시

된 도면이다.

도시된 SI요소는 EPG정보를 구성하는 SI(Service Information)정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하위에는 앙상

블(ensemble)정보와, 그 앙상블의 주파수 정보, 앙상블을 구성하는 각 서비스(service)의 서비스 ID, 장르,

"epglanguage"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epg요소는 EPG정보를 구성하는 PI(Program Information)정보 및 GI(Group Information)정보와 관련된 각종 정

보를 담고 있으며 특히, PI(Program Information)정보와 관련된 epg요소의 하위에는 스케쥴(schedule)정보와, 프로그램

의 시작 및 종료 시간정보(scope), 방송 프로그램의 상세정보(program) 및 각 방송 프로그램이 속하는 채널의 ID정보

(location)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러한 XML EPG정보는 전송을 위해 바이너리로 인코딩되며, 그 후, SI(Service Information)정보, GI(Group

Information)정보,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PI : Program Information)로 나뉘어진 다음, 각기 하나의 MOT오브젝

트로 구성되어 DMB수신기로 제공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XML로 표현된 EPG문서와 EPG정보의 전송을 위해 그 XML로 표현된 EPG문서를 바이너리

EPG로 변환하기 위한 기본 구조가 도시된 도면이다.

상기의 XML로 표현된 EPG문서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가 정한 규격인 TS 102 818(Digital Audio broadicasting; XML Specification for DAB Electronic Program Guide)

v1.2.1을 따른 것이다.

상기 도 3에는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MOT오브젝트의 구성시 필요한 EPG정보를 담고 있는 'epg.schedule'의 엘리

먼트(element)가 일예로 도시되어 있다. 그리고, XML로 표현된 EPG문서를 바이너리 EPG로 변환하기 위한 기본 구조가

일예로 도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XML의 EPG문서와 그 변환을 위한 기본 구조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그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은 바로 이러한 XML의 EPG문서와 변환 구조를 사용해 바이너리로 인코딩된 EPG정보에서 소정의 필요한 정보를

독출하여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를 가진 새로운 MOT오브젝트를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발명은 24시간을 미리 정해진 시간 단위로 나누어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갖는 다수개의 시간대를 설정한다.예컨대,

24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누어 0시 ~ 3시, 3시 ~ 6시, 6시 ~ 9시, ... 등으로 이루어진 다수개의 시간대를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의 변환 규칙(transforming rule)에 따라 바이너리로 인코딩된 EPG정보 중에서 현재 방송 시간이 속하는 시

간대를 찾아 그 시간대에 들어 있는 소정 앙상블(ensemble)내 각 서비스(service)의 바이너리 인코딩된 프로그램 정보

(PI : Program Information)를 독출한다.

예를 들면, 현재 방송 시간이 2시 30분인 경우, 그 2시 30분이 속하는 0시 ~ 3시의 시간대의 프로그램 정보(PI)를 상기 인

코딩한 바이너리의 EPG정보들 중에서 독출하는데, 이 때, 그와 동일한 시간대에 속하는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

(service)의 예컨대, 0시 ~ 3시 사이의 KBS1, KBS2, KBS FM의 프로그램 정보를 모두 독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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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독출한 소정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들의 소정 시간대의 바이너리로 인코딩된 프로그램 정보

(PI : Program Information)와, 시간대별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가진 MOT오브젝트임을 여타의 MOT오브젝트와 구분시

켜 주는 소정의 콘텐츠 타입(Content Type) 및 콘텐츠 서브 타입(Content Sub Type)의 식별 값을 포함하여 MOT오브젝

트를 즉, 소정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가진 본 발명의 MOT오브젝트를 구성한다.

상기의 MOT오브젝트는 그 자신에게 포함된 채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앙상블(ensemble)에 속한

각 서비스(service)의 'dabID'를 'epg.schedule'내의 'scope'에 삽입하여 가지며, 상기의 MOT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가 각기 어느 채널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programme'이 속한 'dabID'

를 'location.bearer.id'에 삽입하여 가진다.

이렇게 구성한 상기의 MOT오브젝트는 EPG정보를 구성하는 하나의 MOT오브젝트로서 DMB수신기로 전송되며, DMB수

신기는 그 전송된 MOT오브젝트 하나만 수신하더라도 어느 앙상블 내의 각 채널들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이지만 신속히 EPG정보를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상기 MOT오브젝트는 즉, 시간대별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가진 MOT오브젝트는 그 전송 주기가 EPG정보를 구성하는 여

타의 MOT오브젝트, 예컨대,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PI)를 가진 MOT오브젝트의 전송 주기보다 빠르도록 설

정하므로 수신측에서 현재 방송 시간과 가까운 시간대 내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상기의 MOT오브젝트에 실린 EPG 정보는 통상의 'Basic Profile'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보이며, 상세 정보는

'Advanced Profile'로 전송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EPG관련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오브젝트가 포함된 전송 프레임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전송 프레임은 "7bytes"의 "Header"와 "variable size"의 "Body"로 나누어지고, "Header"는 "Core

Header(CH)"와 "Extension Header(EH)"로 구분된다.

"Core Header"는 EPG정보와 관련된 다수의 MOT들을 식별시켜 주는 콘텐츠 타입(Content Type) 및 콘텐츠 서브 타입

(Content Sub Type)과, 콘텐츠 길이(Content length) 정보 등을 가지며, "Extension Header"는 버전(version),

"priority" 정보 등을 가진다.

"Body"는 EPG정보를 나누어 가진 다수의 MOT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지는데, 이러한 다수의 MOT는 SI(Service

Information)가 포함된 MOT, GI(Group Information)가 포함된 MOT, PI(Program Information)가 포함된 MOT, 본 발

명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소정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들의 동일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NPI :

Near Programme Information)가 포함된 MOT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가진다.

상기의 "NPI : Near Programme Information"는 본 발명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며, 현재 방송 시간과 가까운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정보, 예를 들면, 현재 방송 시간이 12시인 경우, 12시부터 3시까지의 어느 앙상블 내 각 서비스들의 프로그

램 편성 정보를 나타낸다.

상기의 "NPI : Near Programme Information"가 포함된 MOT 오브젝트는 설정 시간(예 : 3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프로그램 편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에 맞추어 즉시 "NPI : Near Programme Information"정보도 수정되어 전송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NPI가 포함된 MOT오브젝트는 전송 주기가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PI)를 가진 MOT오브젝트의 전

송 주기보다 빠르도록 설정하므로, 수신측에서 현재 방송 시간과 가까운 시간대 내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신속히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서 EPG관련 MOT오브젝트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콘텐츠 타입 및 콘텐츠 서브 타입 식별 값의 일예가

도시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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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EPG관련 MOT오브젝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4가지의 MOT오브젝트 즉, SI

(Service Information)가 포함된 MOT오브젝트, GI(Group Information)가 포함된 MOT오브젝트, PI(Program

Information)가 포함된 MOT오브젝트, 본 발명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소정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들의

동일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NPI : Near Programme Information)가 포함된 MOT오브젝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4가지의 MOT오브젝트는 각기 상이한 콘텐츠 타입/콘텐츠 서브 타입의 식별 값(Content Type/Content Sub

Type value)을 예컨대, 7/0, 7/1, 7/2, 7/3을 가지도록 설정된다.

상기의 '7/0', '7/1', '7/2'은 통상의 MOT 오브젝트, 즉 SI(Service Information)가 포함된 MOT오브젝트, GI(Group

Information)가 포함된 MOT오브젝트, 어느 하나의 앙상블에 속하는 각 서비스의 하루치 분량의 PI(Program

Information)가 포함된 MOT오브젝트를 구분시켜 주는 콘텐츠 타입/콘텐츠 서브 타입의 식별 값이다.

그리고, 상기의 '7/3'은 본 발명에 따라 새로이 추가한 MOT오브젝트, 도시된 바와 같이, 예컨대 각 서비스(service)들,

'KBS1', 'KBS2', 'KBS FM' 들의 15시부터 18시까지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가진 MOT오브젝트임을 구분시켜 주는 콘텐

츠 타입/콘텐츠 서브 타입의 식별 값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EPG정보 제공자(미도시)가 DMB를 통해 DMB수신기(300)로 EPG정보를 구체적으론, EPG정보를

구성하는 통상의 MOT오브젝트(200, 201)와 본 발명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MOT오브젝트(600)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

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PG정보 제공자(미도시)는 소정 시간대에 속하는 소정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의 프로그램 정보(PI)를

가진 MOT오브젝트를 전송하며 특히, 소정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service)의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PI)

를 가진 MOT 오브젝트보다 좀 더 짧은 주기를 두고 전송한다.

예를 들면, 도시된 바와 같이, EPG정보 제공자는 5월7일의 소정의 앙상블을 구성하는 각 서비스(service)인 KBS1,

KBS2, KBS FM의 6시부터 9시까지의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가진 NPT MOT(600)를 전송한다.

이와 별도로, KBS1의 5월7일의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가진 PI1 MOT(200)와, KBS2의 5월7일의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가진 PI2 MOT(201) 등을 전송한다. 이 때, NPT MOT는 PI1 MOT(200)와 PI2 MOT(201)

등의 여타의 PI MOT보다 좀 더 짧은주기를 두고 전송한다.

그 결과, DMB수신기는 NPT만을 수신하더라도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상기의 NPT에 속한 소정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이용해 EPG정보를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DMB수신기의 일예가 도시된 도면이다.

상기 도 7에 도시된 DMB수신기는 본 발명의 EPG구성과 관련된 DMB튜너(701), OFDM복조부(702), MSC디멀티플렉서

(703), MOT디코더(704), EPG엔진(705), EPG DB(706)를 가진다. 그 이외에 부가적인 구성으로 TP디멀티플렉서(707),

PSI디코더(708), 비디오 디코더(709), 오디오 디코더(710), 제2오디오 디코더(711)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DMB튜너(701)는 안테나를 통해 외부로부터 전달된 DMB반송파를 수신하여 OFDM(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Orthogonal Frquency Division Multiplex)복조부로 출력한다.

OFDM복조부(702)는 DMB튜너(701)에서 출력한 DMB반송파를 OFDM복조하여 주파수 역인터리빙된 OFDM 심볼들을

출력한다. 상기의 주파수 역인터리빙된 OFDM 심볼들은 그 특성에 따라 FIC(Fast Information Channel)와 MSC(Main

Service Channel)로 구분된다.

상기 OFDM복조부(702)에서 출력하는 OFDM심볼들은 시간 디인터리버(미도시)를 통해 시간 디인터리빙되어 로지컬

(Logical) 프레임 단위'인 CIF(Common Interleaved Frame)단위로 재배열된 후 상기 MSC디멀티플렉서(703)로 출력될

수 있다.

MSC디멀티플렉서(703)는 상기 OFDM 복조부(702)에서 MSC로 구분되어 출력된 데이터를 EPG정보 등의 부가 데이터,

비디오, 오디오 등의 데이터로 분배하는 것으로, 본 발명과 관련된 EPG정보 등의 부가 데이터는 MOT디코더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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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디코더(704)는 상기 MSC디멀티플렉서(703)에서 분배한 데이터를 입력받아 MOT디코딩을 수행한다.

EPG엔진(705)은 MOT디코딩된 데이터에서 SI(Service Information)정보, 어느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스

(service)의 소정 시간대에 속하는 프로그램 정보(NPI)를 파싱하여 상기 EPG DB(706)에 저장된 EPG테이블의 해당 필드

에 삽입하므로 상기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상기 EPG엔진(705)은 콘텐츠 타입(Content Type) 및 콘텐츠 서브 타입(Content Sub Type)의 식별 값(예 : 7/0)을

확인하여 SI정보를 가진 MOT오브젝트를 찾아 그 MOT오브젝트에 실린 KBS1, KBS2, KBSFM 등의 채널 명 등이 포함된

각 서비스(service)정보를 파싱한다.

그리고, 콘텐츠 타입(Content Type) 및 콘텐츠 서브 타입(Content Sub Type)의 식별 값(예 : 7/3)을 확인하여 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를 가진 MOT오브젝트를 찾아 그 MOT오브젝트에 실린 NPI정보를 즉, 어느 앙상블(ensemble) 내 각 서비

스(service)들의 소정 시간대의 프로그램 정보(NPI : Near Program Information)를 파싱한다.

상기 NPI정보에는 각 서비스(service)인 KBS1, KBS2, KBSFM의 소정 시간대(예: 3시 ~ 6시)에 속하는 프로그램 명, 프

로그램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등의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EPG엔진(705)이 상기 SI정보에서 파싱한 KBS1, KBS2, KBSFM 등의 채널 명 등의 각 서비스(service)정보와 상기

NPI에서 KBS1, KBS2, KBSFM의 소정 시간대(예: 3시 ~ 6시)에 속하는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등의 프로그램 정보는 상기 EPG DB에 저장된 EPG테이블의 해당 필드에 삽입하므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시간대의 프로

그램 편성 정보를 구성한다.

상기 EPG엔진(705)은 상기와는 별도로 각 서비스(service)의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PI : Program Information)

가 포함된 PI MOT오브젝트에서 각 서비스(service)의 하루치 분량의 프로그램 정보를 파싱하여 상기의 EPG DB에 구성

된 EPG테이블의 해당 필드에 추가로 삽입하므로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현재 방송시간과 가까운 시간대에 속하

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EPG정보를 제공하는 양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XML EPG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EPG정보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EPG정보 관련 MOT오브젝트의 전송프레임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EPG정보 관련 MOT오브젝트의 식별정보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EPG정보 전송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EPG구성방법이 적용된 DMB수신기를 도시한 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801 : DMB 튜너 802 : OFDM복조부

803 : MSC디멀티플렉서 804 : MOT디코더

등록특허 10-068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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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EPG엔진 806 : EPG DB

807 : TP디멀티플렉서 808 : PSI디코더

809 : 비디오 디코더 810 : 오디오 디코더

811 : 제2 오디오 디코더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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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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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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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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