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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MPTS-SPTS 분리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복

수개의 프로그램이 묶인 MPEG-2 MPTS(Multiple-Program Transport Stream)를 수신하는 수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수신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제공되는 MPEG-2 MPTS 데이터에서 PAT 패킷을 검출하고, MPEG-2 MPTS 패킷내에 존재

하는 복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ID(Program ID)를 해석하고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받아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패킷들을 제거하며 상기 PAT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PMT의 PID만 남기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PID들을 삭제함으로써 PAT를 변경하여 상기 선택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응한 스트림에 삽입하는 MPTS-SPTS 분리부와, 상기 MPTS-SPTS 분리부로부터 출력되는 SPTS를 송신하는 송신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디지털 방송,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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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방송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유선 케이블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방송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AON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TS-SPTS 분리 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TS-SPTS 분리부의 블록 구성도,

  도 5는 MPEG-2 MPTS 패킷의 오버헤드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의

MPTS 처리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은 노이즈(Noise), Ghost등에 의한 화질의 열화, 방송 주파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통합데이터

서비스 불가 등의 단점을 가지며 고화질/고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방송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디지털방송의 경우 비디오/오디오/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MPEG-2 TS(Transport Stream)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방송이 디지털화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기존의 매체에 더 많은 채널의 방송을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한국 지상파 방송의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은 미국의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s Committee)규격에

따른 VSB(Vestigial Sideband) 방식을 사용하며, 디지털 방송은 미국의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규격에 의해 8-VSB 방식을 사용한다. 이 두가지 방식에서 물리적인 채널은 동일하게 한 채널에 6MHz의 RF

스펙트럼 대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 SD(Standart Definition)급의 TV를 하나만 실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4~6개의 SD급 TV 신호 또는 하나의 HD(High Definition)급 TV 신호를 실을 수 있으며 여기에 부가적으로 데이터 방송

을 위한 추가 데이터를 실을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방송의 경우 방송 데이터는 케이블 망에 적합하도록 여러 방송 채널이 MPTS(multiple program transport

stream)로 포맷되어 전송되며, 이 때 MPEG-2 표준에 의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방

식으로 전송한다. 이와같이 생성한 MPTS(Multi-Program Transport Stream)는 데이터의 양이 프로그램의 수에 비례하

여 늘어나며 이를 케이블이나 광파이버등의 유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대역폭을 많이 점유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만일 MPTS 내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입자에서 필요하다면 상관없지만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만 필요한 경우 몇배의 대

역폭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SPTS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기존에 디지털방송장비 중 재다중화기

(Remux)가 MPTS를 SPTS로 분리할 수 있지만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 약 수십~수

백 채널을 수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불필요한 대역폭의 낭비나 값비싼 방송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소규모의 SO(System Operator)

나 ONU(Optical Network Unit)단에서 MPTS를 SPTS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MPTS-SPTS 분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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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MPTS-SPTS 분리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프로그

램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복수개의 프로그램이 묶인 MPEG-2 MPTS(Multiple-Program Transport Stream)를 수신하

는 수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수신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제공되는 MPEG-2 MPTS 데이터에서 PAT 패킷을 검출하고,

MPEG-2 MPTS 패킷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ID(Program ID)를 해석하고 사용자로부터 하

나의 프로그램을 선택받아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패킷들을 제거하며 상기 PAT

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PMT의 PID만 남기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PID들을 삭제함으로써 PAT를 변경하여

상기 선택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응한 스트림에 삽입하는 MPTS-SPTS 분리부와, 상기 MPTS-SPTS 분리부로부터 출

력되는 SPTS를 송신하는 송신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방송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도 1은 유선 케이블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고, 도 2

는 AON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유선 케이블 시스템은 프로그램 공급자(PP: Program Provider)(2), 디지털 미디어 센터(DMC: Digital

Media Center)(4), 케이블 TV 방송국(SO: System Operator)(6) 및 다수의 가입자(도시생략)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공

급자(2)는 종합 유선 방송(CATV)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통신 위성을 이용하여 채널

단위로 전문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다. VOD(Video On Deman) 방송, 공중 방송, 위성 방송 등이 프로그램 공급자(2)에

의해 제공된다. 디지털 미디어 센터(4)는 디지털 방송 장비가 집중된 대규모 디지털 송출 센터로서 프로그램 공급자(2)로

부터의 프로그램들을 다수의 케이블 TV 방송국에게 디지털 방송한다. 도 1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센터(4)에 하나의 케이

블 TV 방송국이 연결되어 있지만, 각 지역별로 설치되는 복수의 케이블 TV 방송국이 연결될 수 있다. 케이블 TV 방송국

은 디지털 미디어 센터(4)로부터 프로그램 채널을 수신하여 각 케이블 TV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도 2를 참조하면, AON은 다수의 ONU(optical network unit)(16)가 각각 자신만의 광섬유를 통해 OLT(optical line

termination)(14)를 공유하는 다수의 점대점(Point to Point)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광 가입자망에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LT(14)는 방송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전광 변환한 후 하나의 광신호로

묶어 각각의 ONU에게 전송하고 ONU는 OLT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입자로 전달한다.

  본 발명의 MPTS-SPTS 분리 장치는 케이블 TV 방송국(6) 및 OLT(14)에 설치되어 다수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MPTS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SPTS로 변환하여 각 가입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발명은 소

규모의 SO(System Operator)나 ONU(Optical Network Unit)에 적용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MPTS-SPTS 분

리 장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TS-SPTS 분리 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MPTS-SPTS

분리 장치(100)는 수신 인터페이스부(110), MPTS-SPTS 분리부(120),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30), 및 송신 인터페이스

부(140)를 포함한다. 수신 인터페이스부(110)는 ASI 입력을 수신하는데, 이 ASI 입력은 DVB-ASI(Digital Video

Broadcasting - Asynchronous Serial Interface)표준에 의해 전송받은 MPEG-2 MPTS(Multi-Program Transport

Stream) 데이터를 의미한다. 수신 인터페이스부(Rx Interface)(110)는 물리계층의 규격에 따라 스터핑(Stuffing) 캐릭터

를 포함하여 270Mbps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면, 캐릭터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MPEG-2 데이터만을 MPTS-SPTS

분리부(120)로 전송한다. 이 때, 수신 인터페이스부(110)는 8비트 병렬로 MPEG-2 데이터를 MPTS-SPTS 분리부(120)

에 제공한다.

  MPTS-SPTS 분리부(120)는 저가의 FPGA를 사용하여 단순화된 하드웨어 구조로 구현될 수 있다. 이 MPTS-SPTS 분

리부(120)는 수신 인터페이스부(110)로부터의 MPEG-2 MPTS 데이터를 SPTS(Single-Program Transport Stream)로

분리하고 분리된 SPTS의 MPEG-2 데이터를 송신 인터페이스부(Tx Interface)로 보내게 된다. 구체적으로 MPTS-

SPTS 분리부(120)는 수신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제공되는 MPEG-2 MPTS 데이터에서 PAT 패킷을 검출하고, MPEG-2

MPTS 패킷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ID(Program ID)를 해석하고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프로

그램을 선택받아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패킷들을 제거하며 상기 PAT에서 선택

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PMT의 PID만 남기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PID들을 삭제함으로써 PAT를 변경하여 선택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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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프로그램에 대응한 스트림에 삽입한다. 이 때, MPTS-SPTS 분리부(120)는 8비트 병렬로 MPEG-2 데이터를 송신

인터페이스부(140)에 제공한다. 송신 인터페이스부(14)는 다른 방송장비들과의 연동을 위하여 규격에 맞게 MPEG-2 데

이터를 물리계층에 실어 DVB-ASI 데이터로 출력한다. 그리고 MPTS-SPTS 분리부(120)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130)와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로 신호를 주고 받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30)는 사용자가 MPTS에 포함된 복수개의 프로그램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30)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TS-SPTS 분리부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MPTS-SPTS 분

리부(120)는 PAT 추출/파싱부(PAT Extractor/parser)(121), PMT 추출/파싱부부(PMT Extractor/parser)(122), PMT

필터링/선택부(PMT Filter/Selector)(123), 패킷 종료부(Packet Terminator)(124) 및 PAT 삽입부(125)를 포함한다.

PAT 추출/파싱부(121)는 수신 인터페이스부(110)로부터 한 패킷이 188바이트로 이루어진 MPTS 패킷을 수신한다. 이

MPTS 패킷중 184바이트의 유료부하(payload)를 제외한 4바이트의 오버헤드부분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다.

  MPTS 패킷의 오버헤드(200)는 스트림의 랜덤 액세스를 위해 사용되는 싱크 바이트(sync byte)(201), 전송 에러 인터케

이터(transport error indicator)(202), 유료부하 유닛 시작 인디케이터(payload unit start indicator)(203), 전송 우선순

위(transport priority)(204), 패킷 ID(PID: Packet ID)(205), 전송 스크램블 제어(transport scrambling control)(206),

어댑테이션 필드 제어(207), 연속성 카운터(continuity counter)(208) 및 어댑테이션 필드(adaptation field)(209)를 포함

한다. 188바이트의 MPEG-2 패킷의 유료부하에 어떤 데이터가 실려 있는지는 패킷식별자인 13비트의 PID(Packet

Identification)로 알 수 있다.

  또, MPEG-2 패킷은 국제표준에 따라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를 포함한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은 튜너에서

선국만으로 수신이 가능하지만, MPEG-2 방송에서는 튜너의 선국과 분리부에서의 패킷 지정이라는 두 가지 조작에 의해

수신이 가능하다. PSI는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PSI는 PAT(Program Allocation

Table), PMT(Program Map Table), NIT(Network Information Table), CAT(Conditional Access Table) 등을 포함한

다. PAT 추출/파싱부(121)는 MPEG-2 MPTS 데이터에서 PAT 패킷을 검출한다. PAT 추출/파싱부(121)는 MPTS 패킷

의 오버헤드(200)의 PID(Packet Identification)(205)를 보고 PAT 패킷인지를 식별한다. 예컨대, PID(Packet

Identification)(205)가 0x00이면 PAT 패킷이다.

  그리고 PAT 추출/파싱부(121)는 MPEG-2 MPTS 패킷을 분석한 결과를 PMT 추출/파싱부(122)에 제공하고 또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130)에 제공하여 MPEG-2 패킷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PAT에는 MPTS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지와 각각의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는 PMT의 PID(Program ID)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30)에 표시된 복수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 인터페

이스부(130)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복수의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는 PAT 추출/파

싱부(121)에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 또는 RS-232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부(130)는 일반 컴퓨터의 모니터, 또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같이, MPEG-2 패킷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가능하다.

  PMT 추출/파싱부(122)는 MPEG-2 MPTS 패킷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ID(Program ID)

를 해석하여 PMT 필터링/선택부(123)에 제공한다. PMT 필터링/선택부(123)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30)

를 통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받는다. PMT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패킷 등의

PID(Program ID)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PMT 필터링/선택부(123)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30)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에 속한 PID들을 선택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패킷들을 제거하도록 패킷 종

료부(124)를 제어한다. 패킷 종료부(Packet Terminator)(124)는 선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패킷들을 걸러 내

고 선택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응한 스트림을 PAT 삽입부(125)에 제공한다. PAT 삽입부(125)는 PSI중 PAT 테이블에

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PMT의 PID만 남기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PID들을 삭제함으로써 PAT를 변경한다. 그

리고 PAT 삽입부(125)는 변경한 PAT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응한 스트림에 삽입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복수개의 프로그램을 갖는 MPTS MPEG-2 데이터로부터 하나 이상의 SPTS를 분리하

는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MPTS-SPTS 분리 장치(100)를 복수개 구비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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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방송 및 VOD(Video On Demand) 시장에서 MPEG-2 시스템 표준의 장점을 살

린 MPTS 포맷으로 컨텐츠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MPTS는 SPTS보다 당연히 파일의 크기가 크며 따라서 저장매체 및

전송시에 대역폭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MPTS들을 다시 SPTS로 분리시킬 수 있는 방송장비인 재다중

화기는 매우 고가이므로 SO나 중계유선업자, 또는 가입자단의 ONU등에서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며 다양한 소비자

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다채널화되고 있는 디지털방송의 현추세를 볼 때 이는 더욱 자명하다. 따라서 본 발명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규모 방송재전송 업자나 ONU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재다중화기 사용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의 낭비 및 불필

요한 회선의 대역폭 점유로 인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 재다중화기의 경우 펜티엄급의 프로세서나 복잡한 네트웍전용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소프트웨

어를 사용한 데이터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지연 및 단가상승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본 발명을 이용하면 하드웨어는

단지 저가의 FPGA 하나만 필요하며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적 데이터 처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지연 없이 다

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효율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분리해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MPTS-SPTS 분리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복수개의 프로그램이 묶인 MPEG-2 MPTS(Multiple-Program

Transport Stream)를 수신하는 수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수신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제공되는 MPEG-2 MPTS 데이터에서 PAT 패킷을 검출하고, MPEG-2 MPTS 패킷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ID(Program ID)를 해석하고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받아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패킷들을 제거하며 상기 PAT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관

련된 PMT의 PID만 남기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PID들을 삭제함으로써 PAT를 변경하여 상기 선택된 하나의 프로그

램에 대응한 스트림에 삽입하는 MPTS-SPTS 분리부와,

  상기 MPTS-SPTS 분리부로부터 출력되는 SPTS를 송신하는 송신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TS-SPTS 분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PTS-SPTS 분리부는 수신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제공되는 MPEG-2 MPTS 데이터에서 PAT 패

킷을 검출하는 PAT 추출/파싱부, MPEG-2 패킷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ID(Program ID)를

해석하는 PMT 추출/파싱부,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받는 PMT 필터링/선택부,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을 제

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패킷들을 제거하는 패킷 종료부 및, 상기 PAT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PMT

의 PID만 남기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PID들을 삭제함으로써 PAT를 변경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응한 스트림에 삽

입하는 PAT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MPTS-SPTS 분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PAT 추출/파싱부는 MPTS 패킷의 오버헤드의 PID(Packet Identification)를 보고 PAT 패킷인지

를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TS-SPTS 분리 장치.

청구항 4.

등록특허 10-0532278

- 5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PAT 추출/파싱부로부터 MPEG-2 MPTS 패킷을 분석한 결과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사용자로부

터 MPTS로부터의 복수개의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받으면 상기 PMT 필터링/선택부에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TS-SPTS 분리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는 일반 컴퓨터의 모니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중 어느 하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TS-SPTS 분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PTS-SPTS 분리부는 저가의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를 사용하여 단순화된 하

드웨어 구조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TS-SPTS 분리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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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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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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