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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디오, 데이터 및 전화기 게이트웨이

요약

  본 발명은 비디오와 데이터, 및 전화 서비스들을 위한 주택용 게이트웨이(200)를 개시하고 있다. 게이트웨이(200)는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410)로부터 제 1 및 제 2 비디오 처리기들(450)에 접속된 MPEG 버스(424)를 갖는다. 마이크로

프로세서(434)는 제어 버스(422)를 통해 제어 신호들을 전달함으로써 제 1 및 제 2 비디오 처리기들을 제어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네트워크, 모듈, 게이트웨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디오, 데이터, 및 전화의 분배(distribution)와 그 외 주택(residence) 내의 원격통신 서비스들을 위한 장치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원격 통신의 분야에서의 진보는 다량의 디지털 정보가 주택들에 전달되도록 허용한다. 주택 내에서, 장치들은 오늘날 전

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꼬인 와이어 쌍들이나, 케이블 TV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 운영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동축 케이블에 의해 네트워크에 접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새로운 비디오 서비스들이 디지털일 것이고, 기존의 텔레비전들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의해 공급

되는 디지털 신호들을 기존의 텔레비전들과 호환 가능한 아날로그 신호들로 변환하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텔레비전 셋-탑들은 이 기능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비싸다. 많은 가정에서는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

기 때문에, 가정 내의 각 장소에서 디지털 프로그래밍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복수개의 텔레비전 셋-탑들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에 배치된 장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가

정 주위에 신호들을 분포하는 방법들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 내의 상이한 장소들에서 중앙에 배치된 장치와 통신하는 방

법들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에서 데이터 및 전화 서비스들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가정 내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요구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장치들 간에 통신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가정내에 비디오, 데이터, 및 전화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중앙에 배치된 유닛과, 가정 내의 상이

한 위치들로부터 중앙에 배치된 유닛과 통신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양호한 실시예에서, 중앙에 위치된 게이트웨이는 파이버 투 더 커브(fiber-to-the-curb) 액세스 시스템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비디오 신호들을 포함하는 패킷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지털 비디오 압축 해제

(decompression) 처리기들로 전달함으로써, 아날로그 비디오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비디오 압축 해제 처리기들은 표준

텔레비전들과 호환 가능한 방송 타입의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해, S 비디오 신호들로서, 텔레비전들에 전송되거나 캐리어

들 상에서 변조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들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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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한 실시예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로부터 발생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들은 스플리터(splitter) 및 가정용 동축 케이블

배선을 사용하여 주택 내의 텔레비전들에 전송하기 위한 유선 방송(off-air) 또는 케이블 TV 방송 신호들과 결합된다. 디

지털로 시작되는 신호들은 사용되지 않은 텔레비전 채널들 상에서 변조된다. 유선 방송 또는 CATV 신호가 UHF 스펙트럼

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널들을 가짐을 보장하기 위해 로우 패스 필터가 사용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에서 텔레비전들로부터의 리턴 시그널링은 채널 변경용 게이트웨이로 신호를 되돌리는 무선 원격 제어들과

다른 비디오 신호 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제공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선택 모듈은 동축 드롭(drop) 케이블들로 FTTC 액세스 시스템에 직접 접속되도록 설계된, 주택 내

장치들에 표준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에 삽입된다.

  CATV 모듈이 삽입될 수 있고, 유선 방송용 CATV 네트워크 또는 안테나로부터 주택 내의 동축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용

채널로의 텔레비전 채널들의 매핑을 제공한다. CATV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채널들로 신호들을 매핑하고 신호 레

벨들을 CATV 네트워크 또는 안테나 및 게이트웨이로부터의 신호 레벨들 간에 어떠한 큰 신호 차도 없는 신호 레벨들로

등화시킬 수 있다.

  선택 모듈은 게이트웨이로부터 전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삽입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들은 게이트웨이로부터 제공될 수 있고, 이더넷(Ethernet) 포트는 컴퓨터들과 같은 데이터 장치들을 게이

트웨이에 접속하는데 사용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중심에 배치된 게이트웨이는 점대점간(point-to-point) 동축 배선을 통해 주택 내의 텔레비전들에

접속된다. 주 비디오 압축 해제 처리기는 비디오 패킷들을 수신하고 복수의 아날로그 비디오 채널들을 구성한다. 복수의

아날로그 비디오 채널들은 아날로그 비디오 버스들의 사용을 통해, 게이트웨이 내 삽입된 모듈들에 이용 가능하게 된다.

삽입된 비디오 모듈들은 채널 상의 비디오 신호들을 변조하는데 사용되고, 상기 비디오 신호는 점대점 동축 케이블 배선에

의해 비디오 모듈에 접속되는 텔레비전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주택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로부터 게이트웨이로의 시그널링은 적외선 전송기와 수신기

의 사용에 의해 달성된다. 수신기는 핸드-헬드형(hand-held) 원격 제어기로부터 적외선 신호들을 수신하고 가정내의 동

축 케이블 배선을 통해 게이트웨이로 다시 신호를 보낸다. 적외선 수신기는 또한 텔레비전과 일체형으로 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CATV 모듈은 유선 방송들용 CATV 네트워크 또는 안테나로부터 텔레비전 채널들의 개별 텔레비

전으로의 전송용 채널로 텔레비전 채널들의 매핑을 제공한다. CATV 모듈은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를 아날로그 비디오

버스 상에 실어 보낸다. 삽입된 TV 모듈들 중 임의의 1개는 버스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그 신호를 특정 텔레비전에 전송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런 특징 및 목적 및 다른 특징 및 목적은 첨부된 도면들에 통해 설명된 이하의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으로부

터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명세서의 일부를 형성하며, 명세서 일부로 포함되는 첨부한 도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예시하며, 그 기술은 본 발명의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동축 드롭 케이블들을 사용하는, 파이버 투 더 커브(fiber-to-the-curb) 액세스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주택 내에서 비디오, 데이터 및 전화 신호들의 분배를 위해 사용되는 게이트웨이를 갖는 파이버 투 더 커브 액세스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게이트웨이가 설치된 주택 내의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이블을 갖는 파이버 투 더 커브 액세스 시스템을 도시하

는 도면.

  도 4는 가정에서 점대다점(point-to multipoint) 동축 배선을 사용하는 비디오, 데이터, 전화 게이트웨이를 위한 아키텍

처를 도시하는 도면.

등록특허 10-0514709

- 3 -



  도 5는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로부터 게이트웨이에 시그널링하는 무선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가정에서 점대다점 동축 배선을 사용하는 비디오, 데이터, 전화 게이트웨이를 위한 아키텍처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로부터 가정에서 동축 배선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에 시그널링하기 위한 방법

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도면들에 도시된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명료함을 위해 전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그러한 선택된 전문 용어들에 국한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고, 각 전문 용어는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

으로 동작하는 모든 기술적 등가물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

도면들을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도 1 내지 도 7, 특히 본 발명의 장치가 기재된다.

  목차

  Ⅰ. 파이버 투 더 커브(fiber-to-the-curb) 네트워크들

  Ⅱ. 가정에서 점대다점(point-to-multipoint) 동축 배선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Ⅲ. 가정에서 점대점(point-to-point) 동축 배선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Ⅰ. 파이버 투 더 커브 네트워크들

  도 1은 주택(190) 내 다양한 장치들이 공중 전화 교환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100) 또는 비동

기 전송 모드(ATM) 망(110)에 접속되어 있는 파이버 투 더 커브(TFFC) 네트워크를 도시하고 있다. 주택(190) 내 장치들

은 전화기(194), 텔레비전 셋-탑(198)을 구비한 텔레비전(TV)(199),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TC)(191)를 장착한 컴

퓨터, 및 전화기(194)에 접속된 구내(premise) 인터페이스 장치(PID)(196)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FTTC 네트워크는 PSTN(100)과 ATM 네트워크(110)에 호스트 디지털 단말기(130)를 접속함으로써 동

작하게 된다. PSTN-HDT 인터페이스(103)는 규격체(standard body)로서 지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벨코어 사양

(bellcore specification) TR-TSY-000008, TR-NWT-000057 또는 TR-NWT-000303로서 지정되어 있다. HDT(130)

는 또한 사설 또는 비교환 공중망으로부터 특정한 서비스 신호들을 수신할 수 있다. PSTN에 대한 물리적 인터페이스로서

는 DS-1 신호들을 운반하는 꼬인 와이어 쌍들이나 OC-3 광학 신호들을 운반하는 광섬유들이 있다.

  ATM 네트워크-HDT 인터페이스(113)로의 인터페이스는 ATM 셀들을 운반하는 OC-3 또는 OC-12c 광학 인터페이스

들을 사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HDT(100)는 ATM 셀들을 운반하는 신호들을 수신할 수만 있는 2개의

OC-12c 방송 포트들과, 신호들을 수신하고 전송할 수 있는 1개의 OC-12c 대화식(interactive) 포트를 갖는다.

  엘리먼트 관리 시스템(EMS)(150)은 HDT(100)에 접속되며, HDT(100)가 배치된 중앙국이나, 필드 또는 주택에서,

FTTC 네트워크 상에 서비스들과 장비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EMS(150)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하며, 개인용 컴퓨터 상에

서 실행될 수 있고(이 경우에 이는 하나의 HDT(100)와 이에 접속된 연관된 액세스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할 것이며), 또는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이 경우에 복수의 HDT들과 액세스 네트워크들이 지원된다).

  광학 네트워크 유닛(ONU)(140)들은 서비싱 영역에 위치하고 광섬유(160)를 통해 HDT(130)에 접속된다. 속도가

155(Mb/s)인 동기 디지털 계층(SDH;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형 포맷에서 디지털 신호들은 광섬유(160)를 통해

각 ONU(140)로 그리고 각 ONU(140)에서 전송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광섬유(160)는 단일 모드 파이버이고, 듀얼 파

장 전송 스킴은 ONU(140)과 HDT(130) 간에서 통신하는데 사용된다.

  ONU(140) 내의 전화 인터페이스 유닛(TIU)(145)은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이블(180)을 통해 주택(190)에 전송되는

아날로그 플레인 올드 전화(analog plain old telephony)(POT) 신호를 발생한다. 주택(190)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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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NID)(183)는 고전압 보호를 제공하며,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이블(180)과 가정에서의 꼬인 쌍의 배선(181) 간의 인

터페이스와의 분계점(demarcation point)으로서 역할을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TIU(145)는 6 주택(190)들용 POT 신

호들을 발생하며, 그 각각은 ONU(140)에 접속된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이블(180)을 갖는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대역 인터페이스 유닛(BIU)(150)은 ONU(140)내에 배치되고, 비디오, 데이터, 및 음성 정보

를 포함하는 광대역 신호들을 발생한다. BIU(150)는 데이터를 RF 캐리어 상에서 변조하고, 그 데이터를 동축 드롭 케이블

(170)을 통해 스플리터(177)에 전송하며, 가정에서의 동축 배선(171)을 통해 주택(190) 내의 장치들에 전송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64개의 ONU(140)들이 HDT(130)에 의해 동작된다. 각 ONU는 8 가구들(190)에게 편의를 제공한

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각 ONU(140)는 16 주택들(190)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동축 배선(171)에 접속된 각 장치는 가정에서의 동축 배선(171)에 대한 포맷으로

부터 상기 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신호의 변환을 위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다. PID(194)는 가정에서의 동축 배선(171) 상에서 운반되는 시분할 다중화된 정보를 추출하며, 전화기(194)와 호환

가능한 전화 신호를 발생한다. 유사하게, 텔레비전 셋탑(198)은 디지털 비디오 신호들을 TV(199)와 호환 가능한 아날로

그 신호들로 변환한다. NIC 카드는 컴퓨터 호환 가능 신호를 발생한다.

  도 2는 가정에서의 장치들과 호환 가능한 신호들을 발생하기 위해 게이트웨이(200)의 사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장치

들은 가정에서의 꼬인 쌍의 배선(181)이나 가정에서의 동축 케이블 배선(210) 및 스플리터(177)를 통해 게이트웨이(200)

에 접속된다. 스플리터에 대한 접속은 게이트웨이 스플리터 접속을 사용하여 행해지며,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이는 동축 케

이블이다. 텔레비전에 대한 직접 접속은 게이트웨이-텔레비전 접속(205)을 사용하여 행해지며,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는 S

비디오 신호를 운반하는 4개의 도전체 케이블이다.

  도 3은 동축 드롭 케이블들(170) 대신에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이블들(180)에 의존하는 FTTC 네트워크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는 ONU들(140)로부터 주택(190)까지 동축 드롭 케이블들을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 때 바람직하

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니버설 서비스 액세스 멀리플렉서(USAM)(340)는 서비싱 영역내에 위치하고, 광섬유(160)

를 통해 HDT(130)에 접속된다. xDSL 모뎀(350)은 주택(190)으로 그리고 주택(190)으로부터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

이블(180)을 통해 고속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제공된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전화 신호들은 주택(190)으로의

전송을 위해 디지털 신호들과 결합되고, NID/필터(360)는 디지털 신호들로부터 아날로그 전화 신호를 분리하는데 사용된

다. 아날로그 전화 신호는 가정에서의 꼬인 쌍의 배선(181)을 통해 전화기(194)에 전송된다.

  디지털 신호들은 NID/필터(360)를 통해 게이트웨이(200)에 전달된다. 게이트웨이는 텔레비전(199), 컴퓨터(193), 및 추

가 전화기(194)를 포함하는 주택(190) 내의 장치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한다.

  도 3에 도시된 중앙국의 구성은 USAM COT-HDT 접속부(325)를 통해 HDT(130)에 접속된 유니버설 서비스 액세스 멀

티플렉서 중앙국 단자(USAM COT)(324)를 포함하며,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는 꼬인 와이어 쌍을 통해 전송된 STS3c 신

호이다. PSTN-USAM COT 인터페이스(303)는 TR-TSY-000008, TR-NWT-000057 또는 TR-NWT-000303을 포함

하는 벨코어 사양의 인터페이스들 중 하나일 수 있다.

  채널 뱅크(CB)(322)는 또한 중앙국에서 특정 사설 또는 공중 네트워크들로부터 신호들로 이루어진, 특정 네트워크들

(310)을 특정 네트워크들-CB 인터페이스(313)를 통해 액세스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사용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CB-

USAM 접속(320)에는 꼬인 와이어 쌍들을 통한 DS1 신호들이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인 가입자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ONU(240)와 주택(190)내의 장치들 또는 게이트웨이(200)

간의 접속이나 USAM(340)과 주택(190) 내의 장치들 또는 게이트웨이 간의 접속을 일컫는다. 가입자 네트워크는 동축 케

이블 및 스플리터, 꼬인 와이어 쌍들이나 이들의 임의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2와 도 3이 주택(190)의 주거 영역 내에 배치된 게이트웨이(200)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게이트웨이는 지하실, 차고,

주택(190)의 외벽에 놓인 배선실, 지붕밑의 방(attic)이나 거주 공간들 중 임의의 곳에 배치될 수 있다. 외부 배치들을 위해

게이트웨이(200)는 주택(190) 내부에 배치된 게이트웨이에 사용되는 온도 범위보다 큰 온도 범위를 넘어 작동하는 경화성

포장 용기(hardened enclosure)나 부품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경화성 포장 용기를 개발하고 온도에 내성을 있는 부품들

을 선택하기 위한 기술들은 당업자에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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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가정에서 점대다점 동축 배선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도 4는 게이트웨이(200)를 도시하며, 그 게이트웨이는 도 2와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웨이-스플리터 접속

(210), 스플리터(177), 및 가정에서의 동축 배선(171)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같은, 가정에서의 점대다점(point to

multipoint) 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4의 게이트웨이(200)는 네트워크 접속(460)을 통해 액세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

(NIM)(410)로 구성된다. 액세스 네트워크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서비스들을 위해 동축 드롭 케이블(170)을

가질 수 있거나,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이블(180)을 가질 수 있다. NIM(410)은 액세스 네트워

크를 위해 적절한 모뎀 기술을 포함할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이한 타입들의 NIM들은 꼬인 와이어 쌍의 드롭 케이

블만을 갖는 액세트 네트워크들보다는 동축 드롭 케이블들을 갖는 액세스 네트워크들에 사용된다.

  NIM(410)은 게이트웨이(200)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마더보드(414)와 인터페이스한다. 마더보드(414)는 마이크로프

로세서(434), 메모리(436), AC 플러그(476)를 통해 AC 아웃릿(outlet)에 접속된 전원(440), 주 MPEG 처리기(430), 이더

넷 커넥터(478)에 접속하는 이더넷 블럭(438), 및 원격 제어 블록(442)을 포함한다.

  주 MPEG 처리기(430) 내에서, NIM(410)로부터 수신된 ATM 스트림으로부터 MPEG 패킷들을 구성하는 비디오 분할

및 리어셈블리(VSAR) 섹션(432)이 있다. VSAR 섹션(432)은 ATM 네트워크를 통해 그 패킷들의 전송에서 발생하는

MPEG 패킷들의 지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분적인 MPEG 패킷들을 포함하는 ATM 셀들을 분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MPEG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다.

  주 MPEG 처리기(430)는 S 비디오 포트를 갖는 텔레비전들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S 비디오 커넥터(473)에 대한 인터

페이스를 갖는다.

  원격 제어 블록(442)은 IR 수신기(472)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그 IR 수신기는 게이트웨이(220)의 근방에서 동작

되는 핸드-헬드형 원격 제어기로부터 커맨드들을 수신할 수 있다. 원격 제어 블록(442)은 또한 UHF 수신 안테나(470)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그 UHF 수신 안테나는 주택(190) 내 어디에서도 사용되는 핸드-헬드형 무선 리모트들로부터

커맨드들을 수신할 수 있다.

  한 세트의 버스들(429)은 게이트웨이(200)에서 정보를 라우트(route)하는데 사용되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분할

멀티플렉싱(TDM) 버스(420), 제어 버스(422), MPEG 버스(424), 및 ATM 버스(428)를 포함한다.

  복수의 선택 모듈들은 MPEG 모듈들(450), DAVIC 모듈(452), 및 전화 모듈(454)을 포함하는 게이트웨이(200)에 삽입

될 수 있다. 선택 모듈들 전체는 모듈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들을 위해 적절한 타입들의 데이터를 갖는 모듈들을 제공하

는 적어도 1개의 다른 버스에 접속되는 것에 부가하여 제어 버스(422)에 접속된다.

  MPEG 모듈들(450)은 VSAR 섹션(432)에 의해 구성되는 MPEG 패킷들의 압축 해제를 위해 제공된다. MPEG 모듈(450)

의 출력은 기존의 텔레비전들과 호환 가능한, 미국에서 NTSC 포맷인 신호이다. MPEG 모듈(450)은 압축 해제된 아날로

그 포맷 비디오 신호를 주택(190)의 텔레비전들(199)로의 전송을 위해 이용 가능한 채널 상에서 변조할 수 있다.

  DAVIC 모듈(452)은 도 1에 도시된 동축 드롭 케이블들을 갖는 액세스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포맷으로,

가정에서의 동축 배선(171)을 통해 주택(190) 내의 장치들에 ATM 셀들을 송수신한다. DAVIC 모듈(452)을 사용하는 이

점은 게이트웨이(200)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가정에서의 장치들과 호환 가능

하다는 점이다.

  MPEG 모듈들(450)과 DAVIC 모듈(452)은 이들 모듈들로부터 RF 신호들을 결합하는 콤바이너(combiner:418)에 접속

되며,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에 의해 공급된 유선(off-air) 방송 텔레비전 신호들 또는 공동 시청 안테나 텔레비전(CATV;

community antenna television) 신호들과 같은 다른 RF 신호들을 부가할 수 있다. 안테나 또는 케이블 시스템으로부터의

신호들은 RF 패스-쓰루(pass-through)(464)에 연결되며,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는 F 커넥터이다. 로우 패스 필터(482)는

MPEG 모듈들(450)에 의해 사용되는 주파수들이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기 위해 콤바이너(418)에서 사용된다. 콤바이너

(418)의 출력은 주거용 RF 커넥터(466)에 접속되며,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는 F 커넥터이다. 주거용 RF 커넥터(466)와 스

플리터(177) 간의 접속은 게이트웨이-스플리터 접속(210)에 의해 제공되며,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는 동축 케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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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인 CATV 모듈(480)은 게이트웨이(200)에 삽입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분배를 위해 그들의 오리지날 주파수들

로부터 새로운 주파수들로 유선 또는 케이블 비디오 채널들의 매핑을 허용한다. 원격 제어 유닛(442)은 채널 선택과

CATV 모듈(480)에 접속되는 제어 버스를 통한 매핑을 제어할 수 있다. 핸드-헬드형 IR 원격 제어 또는 무선 원격 제어 중

어느 하나가 CATV 모듈(480)의 채널 매핑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론트 패널 인터페이스(462)는 프론트 패널 제어들(버튼들)과 마이크로프로세서(434) 간의 접속을 위해 제공된다. 프

론트 패널 제어기를 통해서 사용자는 채널 변경들을 행핼 수 있고 가정에서의 동축 네트워크 상에 전송되는 채널들의 구성

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전화 모듈(454)은 TDM 버스(420)로부터 정보를 송수신하고, 전화기(194)와 호환 가능한 아날로그 전화 신호를 생성한

다. 전화기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전화기 잭(468)이며, 양호한 예에서 이는 RJ-11 잭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UHF 수신기(470)에 UHF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 리모트(500)의 사용에 기초하여 게이트웨이(200)

를 제어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Ⅲ. 가정에서 점대점 동축 배선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도 6은 가정에서 점대점 동축 케이블 배선이 있고, 게이트웨이가 동축 배선이 시작하는 지점의 근방에 배치될 수 있는 가

정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게이트웨이(200)를 도시한다.

  도 6에 도시된 게이트웨이(200)는 복수의 MPEG 스트림들을 압축 해제할 수 있는 주 MPEG 처리기(430)를 갖는다. 양호

한 실시예에서, 주 MPEG 처리기(430)는 3개의 비디오 스트림들을 동시에 압축 해제할 수 있으며, S 비디오 버스(620) 상

에서 이용 가능한 3개의 S 비디오 신호들을 발생할 수 있다. TV 모듈들(654)은 S 비디오 버스(620)로부터 S 비디오 신호

들 중 임의의 것을 수신할 수 있고, 동축 케이블 및 TV 커넥터(630)를 통해 TV 모듈(654)에 접속되는 텔레비전에 의한 수

신을 위해 적절한 채널 상에서 비디오 신호를 변조한다.

  RF 패스-쓰루(464)와 CATV 모듈(480)은 유선 방송 또는 CATV 신호들을 S 비디오 신호에 매핑하는데 사용되고, 이어

서, TV 커넥터들(630) 또는 S 비디오 커넥터(474)에 접속된 텔레비전들 중 임의의 것에 전송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양호한 실시예에서, 주택(190)내의 장소들로부터 게이트웨이(200)에 대한 제어가 가정에서 점대점 동축

케이블 배선 상에 전송되는 리턴 신호들에 의해서 달성된다. 리모트들로부터의 리턴 신호들은 TV 커넥터(630)에서 수신

되며, 디플렉서(diplexor)(640)는 순방향 신호들로부터 리턴 신호들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TV#1로부터의 리턴 신호들

은 TV1 리턴 회선(642) 상에서 원격 제어 블록(442)에 전송되고, TV#2로부터 리턴 신호들은 TV2 리턴 회선(644) 상에

서 원격 제어 블록(442)에 전송된다.

  도 7은 동축 케이블 리턴을 사용하는 원격 제어 방법을 또한 도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텔레비전(199)과 연관된 IR 수신기

(710)는 IR 리모트(700)으로부터 IR 신호들을 수신하고, 그 광학 신호를 동축 케이블 상에서 도 6의 원격 제어 블록(442)

으로 디플렉서(640)와 TV1 리턴 회선(642)과 TV2 리턴 회선(644)을 통해 전송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IR 수신기

(710)와 원격 제어 블록(442) 간에는 간단한 시그널링 프로토콜만이 필요하고, IR 수신기 기능은 텔레비전(199) 내에 쉽

게 놓여질 수 있다.

  본 발명이 특정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라면 명확하게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는 각종 변형들 및 수

정들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첨부된 청구범위들의 사상과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이 보다 넓게 보호받도록 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택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신호들을 분배(distribute)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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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택의 게이트웨이에서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은 상기 주택의 게

이트웨이와 통신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는, 상기 수신 단계와;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로부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MPEG 버스를 통해 복수의 비디오 디코더들의 각각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비디오 디코더들의 각각에서 상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수신하는 단계와;

  제 1 아날로그 텔레비전 세트와 호환 가능한 제 1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비디오 디코더들

중 제 1 비디오 디코더에서 상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디코딩하는 단계와;

  제 2 아날로그 텔레비전 세트와 호환 가능한 제 2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비디오 디코더들

중 제 2 비디오 디코더에서 상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아날로그 텔레비전 근방에 위치한 제 1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채

널 변경 커맨드들은 상기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의 콘텐츠의 변화를 트리거하

는, 상기 수신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텔레비전 근방에 위치한 제 2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채

널 변경 커맨드들은 상기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의 콘텐츠의 변화를 트리거하

는, 상기 수신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 1 원격 제어기로부터 적외선 채널 변경 커

맨드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2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 2 원격 제어기로부터 무선파 채널 변경 커맨드들

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 1 원격 제어기로부터 적외선 채널 변경 커

맨드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2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단계는 케이블 접속을 통해 상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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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들을 분배(distribute)하기 위한 주택용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접속된 메모리와;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을 수신하고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로부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추출하기 위해, 꼬

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와 접속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제 1 비디오 프로세서로 및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제 2 비디오 프

로세서로 상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수송하기 위한 MPEG 버스로서,

  상기 제 1 비디오 프로세서는 상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처리하여 제 1 텔레비전 세트를 위한 제 1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며;

  상기 제 2 비디오 프로세서는 상기 일련의 MPEG 비디오 패킷들을 처리하여 제 2 텔레비전 세트를 위한 제 2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MPEG 버스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제 1 비디오 프로세서 및 상기 제 2 비디오 프로세서에 접속된 제어 버스를 포함하는, 주택

용 게이트웨이.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텔레비전 세트와 연관된 제 1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적외선 수신기로서, 상기 채

널 변경 커맨드들은 상기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에서의 변경을 트리거하는, 상

기 적외선 수신기와;

  상기 제 2 텔레비전 세트와 연관된 제 2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무선 수신기로서, 상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은 상기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에서의 변경을 트리거하는, 상기

무선 수신기를 더 포함하는, 주택용 게이트웨이.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텔레비전 세트와 연관된 제 1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적외선 수신기로서, 상기 채

널 변경 커맨드들은 상기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에서의 변경을 트리거하는, 상

기 적외선 수신기와;

  상기 제 2 텔레비전 세트와 연관된 제 2 원격 제어기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케이블 호환 가능 수신기로

서, 상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은 상기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에서의 변경을 트리

거하는, 상기 케이블 호환 가능 수신기를 더 포함하는, 주택용 게이트웨이.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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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1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를 상기 제 1 아날로그 텔레비전으로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는 S-비디오 신호인, 상기 제 1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 전송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를 상기 제 2 아날로그 텔레비전으로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는 NTSC 신호인, 상기 제 2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 전송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로부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추출하는 단계와;

  시간 분할 다중 버스를 통하여 상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전화 모듈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신호들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데이터 신호들을 이더넷(Ethernet) 모듈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DSL 네트워크인,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VDSL;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 통신 네트워크인, 방

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FTTC 네트워크인, 방법.

청구항 14.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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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은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로부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추출하고,

  상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아날로그 보이스 신호들로 변환하기 위한 전화 모듈과;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상기 전화 모듈로 상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시간 분할 다중 버

스를 더 포함하는, 주택용 게이트웨이.

청구항 15.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은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로부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추출하고, 상기 디지털 데

이터 신호들을 전달하는 이더넷 모듈을 더 포함하는, 주택용 게이트웨이.

청구항 16.

  신호들을 분배(distribute)하기 위한 주택용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접속된 메모리와;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을 수신하고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로부터 MPEG 비디오 패킷들, 디지털 데이터 신호들 및 디

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와 접속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과;

  연관된 텔레비전들을 위하여 상기 MPEG 비디오 패킷들을 처리하고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들을 생성하는, 복수의 상기

텔레비전들과 연관된 복수의 비디오 프로세서들과;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상기 복수의 비디오 프로세서로 상기 MPEG 패킷들을 수송하기 위한 MPEG 버스

와;

  상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아날로그 보이스 신호들로 변환하기 위한 전화 모듈과;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상기 전화 모듈로 상기 디지털 보이스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시간 분할 다중 버

스와;

  상기 디지털 데이터 신호들을 상기 주택용 게이트웨이와 연관된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이더넷 모듈과;

  상기 복수의 텔레비전들과 연관된 원격 제어기들로부터 채널 변경 커맨드들을 수신하는 수신기로서, 상기 채널 변경 커

맨드들은 상기 꼬인 와이어 쌍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상기 비동기 전송 모드 셀들의 상기 콘텐츠의 변경을 트리거하는, 상

기 수신기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복수의 비디오 프로세서들, 상기 이더넷 모듈 및 상기 전화 모듈과 접속된 제어 버스를 포

함하는, 주택용 게이트웨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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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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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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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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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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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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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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