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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송신하는 방법과 그러한송신 방법을 구현하는 디바이스

(57) 요약

IP 네트워크를 통해 DVB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하는 환경 내에서는, 네트워크와 제공된 서비스를 서술하는 시그널링 정

보를 서비스 자체로부터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시그널링은 HTTP 서버 상에서 이용 가능한 XML 파일을 거쳐 단

자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접근법과 대조적으로, 본 발명은 쌍방향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기에 의해, 쌍방

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방법은 제 1 스트림에 수신기를 연결하는 단계,

상기 수신기가 상기 네트워크 상의 위치에 대한 상기 스트림 정보로부터, 한편으로 이들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스트

림과, 다른 한편으로 이들 서비스를 서술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개별 스트림을 추출하는 단계,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비스 서술 정보를 전송하는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에 수신기를 연결하는 단계, 및 수신기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가능하게는 단일의 리스트를 구성하도록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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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쌍방향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기에 의해,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 제 1 스트림에 수신기를 연결하는 단계,

- 상기 수신기가 상기 네트워크 상의 위치에 대한 상기 스트림 정보로부터, 한편으로 이들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스

트림과, 다른 한편으로 이들 서비스를 서술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개별 스트림을 추출하는 단계,

-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비스 서술 정보를 전송하는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에 수신기를 연결하는 단계,

- 수신기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가능하게는 단일의 리스트를 구성하도록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단

계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시그널링(signalling) 테이블은, 상기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스트림 이외의

적어도 한 스트림에 담겨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이러한 식별자를 가지는 테이블이 상기 스트림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스트림의 서

술자(descriptor)에 담겨진 식별자와 필터 사이의 맵핑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

스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와 제 1 포트 번호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IP 어드레스와 제 1 포트 번호는 수신기에 의해 네트워크로부터 얻어지

는,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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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트림은 오직 하나의 DVB 서비스를 담고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

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서비스의 리스트는 제 1 포트 상의 제 1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서 이용

가능한 스트림에 담겨 있는 NIT에 포함되는,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8.

IP 네트워크에의 연결 수단과 DVB 스트림 브로드캐스팅을 이러한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 디코딩하는 수단을 거쳐,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 연결하는 수단을 가지는 디바이스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제 1항 내지 제 7항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러한 DVB 스트림 디코딩 수단은 IP 네트워크에 적

합한 네트워크 서술자를 담고 있는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NIT를 분석하고, NIT에서 DVB 스트림을 읽어들이고 NIT로부

터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상기 NIT에서 서술된 각각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

에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 연결하는 수단을 가지는 디바이스.

청구항 9.

NIT에서의 포함을 위해 DVB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팅하기 위한 서비스의 서술자에 있어서,

스트림 서버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와, IP형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DVB 스트림을 상기 서버

가 브로드캐스팅하는 포트 번호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서술자는 스트림 서버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와 상기 서

비스에 관련된 시그널링 정보를 전송하는 DVB 스트림을 상기 서버가 브로드캐스팅하는 포트 번호를 담고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NIT에서의 포함을 위해 DVB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팅하기 위한 서비스의 서술자.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스트림 서버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와, 상기 서버가 상기 서비스에 관련된 시그널링 정보를 전송하

는 DVB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팅하는 포트 번호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서술자는 식별자와 필터 사이의 맵핑을 테스트하

는 수단을 또한 담고 있는, NIT에서의 포함을 위해 DVB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팅하기 위한 서비스의 서술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서비스와 특히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표준과 호환 가능한 서비스의 송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DVB는 보통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유형(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의 네트워크 상뿐만 아니라 더 최근에는 IP 유형 네

트워크, 즉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스케줄의 일부로서 브로드캐스팅될 수 있는 브로스캐스터

의 제어 하의 프로그램의 시퀀스(sequence)"로서의 서비스를 정의한다. IP의 사양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가 가지고 있는 RFC(request for comments) 문서 791번에서 찾을 수 있다.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 디지털 서비스의 인식은 위성, 케이블 또는 디지털 지상파 송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DVB에 의해

표준화된다. 이 표준은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발표된 문서 "Digital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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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DVB); Specification for Service Information(SI) in DVB Systems"의 ETSI EN 300 468번에서 서술된

다. 이 문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담고 있는 데이터 스트림이 송신되는 빈도, 제공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의 세트를 서술한다. 독자는 또한 전송 스트림 포맷의 정의에 관한 문서 "MPEG-2 system-ISO IEC 13818-1"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송 스트림은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서브타이틀, 텔레텍스트 또는 기본 스트림의 형태

로 된 상호작용(interactive)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데이터 및 네트워크 상의 다른 전송 스트림이 찾아질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 프로그램 연계(Association) 테이블(PAT) 및 특히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를 콘텐츠로서

조직하는데 사용된 최소의 의무적인 시그널링(signalling) 테이블을 담고 있다. 이들 테이블은 전송 스트림에서 멀티플렉

싱되고, 수신기는 이들 테이블을 수신하고, 그들의 콘텐츠로부터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리스트와 서비스를 수

신하는데 필요한 연결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제 1 스트림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

로 구성된다.

디지털 쌍방향 데이터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과 고속 서비스의 모든 롤-아웃(roll-out)의 팽창으로 인해, 이제 이러한 유형

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각 디지털 서비스를 송신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설의 높은 비트율의

IP 네트워크가 회사 및 가정용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 DVB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DVB 서비스의 브로드캐

스팅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DVB-IPI(Internet Protocol Infrastructure)라고 부르는 작업 그룹은 IP 네트워크

를 통한 DVB 디지털 서비스의 전송에 관한 사양과 특히 이들 서비스의 인식을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구상되고 있

는 이러한 제안은 문서 "DVB-IP Phase 1 Handbook"의 참조 번호 IPI2003-227번에서 서술된다. 작업 그룹에 의해 현재

구성된 바와 같은 이러한 해결책은 한편으로 단일 DVB 서비스와, 예컨대 요청중인 단자에 액세스 가능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이들 서비스를 서술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전송 스트림의 형

태로 된 서비스의 브로드캐스팅 사이의 분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예컨대, HTTP(Hyper Text Transport Protocol)

는 이들 파일을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는 예컨대 위성 송신과는 대조적으로 IP

연결의 쌍방향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DVB와 같은 표준은 영구적으로 송신될 수신기에 유용할 것 같은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단방향 송신 네트워크 각각으로부터 설계되었다. 고려된 네트워크의 쌍방향 성질은, 시청각 서비스를 디

코딩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 서술 정보 사이에 구별(distinction)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VB 스트림에

종래에 포함된 이들 2가지 유형의 정보는 수신기에 의해 동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그것들의

송신은 분리될 수 있어, 시그널링 정보가 오디오 및 비디오 채널에서 요청시에만 송신되고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

절감되는 대역폭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XML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 HTTP 서버를 통한 IP형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 상에서 넓게 채택된 지배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XML 포맷으로 이러한 시그널링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의 세트를

반드시 개발하게 만든다. 실제로, 현재에는 콘텐츠 브로드캐스터가 위성이나 케이블을 통해 MPEG-2 DVB 서비스를 송신

하기 위한 제어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가진다. 새로운 시그널링 시스템의 채택이, 기존의 시스템과 더불어 새로운 도

구가 개발되어야함을 의미하므로, 운영자는 투자를 해야 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게다가, 단자는 예컨대 XML 분석기

와 같은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현재 통합되지 않는다. 그러한 도구를 비싸지 않은 수신기에 통합하

는 것은, 프로세서 전력 또는 메모리와 같은 이용 가능한 하드웨어 자원에 따라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

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쌍방향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서비스의 송신과, 특히 수신기에 의해 네트워크 상에 제공된 서비스의

인식 방법을 제공한다. DVB 환경에서 사용된 이러한 방법은, 위성이나 케이블에 관한 DVB 서비스에 관해 현재 이용되는

대부분의 제작 체인이 재사용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서비스 인식을 위한 브로드캐스팅 정보용으로 사용된

대역폭이 제한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쌍방향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기에 의해, 쌍방향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

로, 이 방법은 제 1 스트림에 수신기를 연결하는 단계, 수신기가 네트워크 상의 위치에 대한 스트림 정보로부터, 한편으로

이들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스트림과, 다른 한편으로 이들 서비스를 서술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개별 스트림을 추출

하는 단계,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비스 서술 정보를 전송하는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에 수신기를 연결하

는 단계, 수신기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가능하게는 단일의 리스트를 구성하도록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별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시그널링 테이블은, 상기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스트

림 이외의 적어도 한 스트림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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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특별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러한 식별자를 가지는 테이블이 상기 스트림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스트림의 서술자(descriptor)에 담겨진 식별자와 필터 사이의 맵핑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별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와 제 1 포트 번호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다.

본 발명의 특별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IP 어드레스와 제 1 포트 번호는 수신기에 의해 네트워크로부터 얻어진다.

본 발명의 특별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스트림은 오직 하나의 DVB 서비스를 담고 있다.

본 발명의 특별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서비스의 리스트는 제 1 포트 상의 제 1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서 이용 가능한

스트림에 담겨 있는 NIT에 포함된다.

본 발명은 또한 IP 네트워크에의 연결 수단과 DVB 스트림 브로드캐스팅을 이러한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 디코딩하

는 수단을 거쳐,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 연결하는 수단을 가지는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바람직하게는 위에서 정의

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러한 DVB 스트림 디코딩 수단은 IP 네트워크에 적합한 네트워크 서술자를 담고 있는 스트

림으로부터 추출된 NIT를 분석하고, NIT에서 DVB 스트림을 읽어들이고 NIT로부터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상기 NIT에서 서술된 각각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에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NIT에서의 포함을 위해 DVB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팅하기 위한 서비스의 서술자에 관한 것으로, 스트림 서

버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 IP형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DVB 스트림을 상기 서버가 브로드캐

스팅하는 포트 번호 및 스트림 서버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와 상기 서비스에 관련된 시그널링 정보를 전송하는 DVB

스트림을 상기 서버가 브로드캐스팅하는 포트 번호를 담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서술자를 담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특별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스트림 서버의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와, 상기 서버가 상기 서비스에 관련된 시

그널링 정보를 전송하는 DVB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팅하는 포트 번호를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서술자는 또한 식별자와 필

터 사이의 맵핑을 테스트하는 수단을 담고 있다.

본 발명은 다음의 첨부 도면을 참조하는 상세한 설명을 읽음으로써 더 잘 이해되고, 다른 특징과 장점 또한 분명해진다.

실시예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DVB 서비스의 송신에 관한 것이지만, 쌍방향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송신하는 임의의 다른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IP 유형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버에의 연결은 IP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그러한 프로토콜의 일

예는 RFC 2236에서 한정된 IGMP(Internet Gateway Management Protocol; 인터넷 게이트웨이 관리 프로토콜)이다. 그

러한 프로토콜에서는, 멀티캐스트 서버가 연관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가진다. 이 어드레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준비

된 도메인에서 IP 어드레스의 포맷을 가지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액세스될 수 있는 기계의 IP 어드레스에 대응하지 않는

다. 이 서버에 연결하기를 바라는 수신기는 이러한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가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요청은 그것이 이러한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서버에 도달할 때까지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되고, 이후 수

신기를 브로드캐스팅 클라이언트로서 등록하게 된다. 이후 서버와 수신기 사이의 경로 상의 라우터는 스트림을 구성하는

IP 패킷을 브로드캐스팅에 가입한 단자에 중계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와 더불어 서버 기계의 IP 어드레스를

알게 됨으로써, 이러한 프로토콜의 강화된 버전이, 네트워크 전역에 걸쳐 브로드캐스팅하는 대신 수신 서버에 직접 통로

(route)를 라우팅함으로써 가입 요청에 의해 취해진 통로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된 버전은 SSM(Source

Specific Multicast)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는 디지털 데이터 브로드캐스팅에의 가입에 기초한 시스템

이다.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형태로 된 디지털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한다. 어떠한 수신기도 이러한 브로드캐스팅

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한, 어떠한 패킷도 실제로 송신되지 않는다. 수신기가 가입할 때, 패킷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로를 따르는 네트워크를 통한 라우팅에 의해 수신기에 송신된다. 프로토콜은 실제로 수신기가 브로드캐스팅을 가입하게

인도하는 네트워크의 라우터만을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 수신기가 가입을 해지하면, 이 수신기로의 패킷의 실제 송신은 중

지된다. 프로토콜은 또한 브로드캐스팅에 가입하는 여러 개의 수신기로 인도하는 네트워크의 라우트 부분을 통해 패킷이

복제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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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송신은 또한 IP 유니캐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프로토콜의 일 예는

RFC 2326에서 정의된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RTSP; Real Time Streaming Protocol)이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IP를

통한 스트림의 브로드캐스팅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므로, RTP와 같은 적당한 브로드캐스팅 프로토콜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

계되고, 멀티캐스트 시스템과의 주된 차이점은, 스트림에의 연결을 희망하는 각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서버가 서버와 클라

이언트 사이의 점-대-점 브로드캐스팅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이러한 해결책은 멀티캐스트-기반의 해결책보다 더

대역폭-집중적(bandwidth-intensive)이다. 실제로 이러한 해결책에서, 다수의 가입 수신기를 인도하는 네트워크의 라우

트 부분을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 패킷은, 존재하는 가입 수신기만큼이나 여러 번 복제된다. 이러한 해결책은 소수의 단자

만이 스트림에 연결되기 쉬운 제한된 네트워크의 환경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위성이나 케이블과 같은 다른 송신 캐리어 상에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터에 의해 사용된 서

비스 제작 체인(chain)에 대해 이루어질 수정을 제한하면서, IP 네트워크를 통해 DVB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하는데 사용

된 대역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형성하는 데이터의 조직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소위 설치

스트림이 DVB NIT와 오직 이 테이블로부터 가깝게 유도된 네트워크 상의 정보의 테이블을 담게 되고, 이를 우리는 DVB

NIT와 동일한 통사론(syntax)을 사용하지만 IP를 통한 DVB 서비스의 브로드캐스팅에 적합한 특별한 서술자를 담고 있다

는 점에서, 수정된 NIT라고 부른다. 게다가, 서비스는 PAT와 PMT와 같은 이들 기본 스트림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된 최

소의 시그널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오디오, 비디오, 서브 타이틀 및 다른 서비스 스트림을 결합하는 콘텐츠 스트림으로

분리되고, 서비스 서술 정보만을 담고 있는 서술 스트림으로 분리된다. 콘텐츠 스트림만이 MPEG-2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전송 스트림 포맷을 유지한다. 설치 및 서술 스트림은 설치 스트림에 관한 NIT와 SDT와 같은 테이블 또는 서술 스트

림에 관한 다른 테이블로 직접 이루어진다. 이들 테이블은 MPEG-2 섹션의 통사론을 사용한다. 실제로는, 서비스 서술 정

보에 대한 액세스는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디코딩할 필요성에 상관되지 않는 1회에 한한(one-off) 요구 사항이다. IP

에 대한 현재의 대역폭과 네트워크 상의 대역폭을 제한할 필요성은, 각 서비스에 관해 스트림이 생성될 가능성을 만들지

만, 단일 스트림 상에서의 다수의 서비스의 멀티플렉싱은 본 발명의 환경 내에서 가능하다.

IP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도록 NIT를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IP 네트워크 상에 스트림을 위치시키는데 적합한 서술자가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멀티캐스트 사용에 적합한 서술자는 아래에 주어진다.

"Descriptor_tag" 필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술자에 대응하는 식별자이다.

"Descriptor_length" 필드는 서술자의 길이를 준다.

"Content_multicast_address" 필드는 콘텐츠 스트림이 이용 가능한 서버의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이다.

"Content_multicast_port_number" 필드는 수신기가 콘텐츠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해야 하는 서버 상의 포트 번호

이다.

"Content_multicast_protocol_mapping" 필드는 이러한 어드레스에의 각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의 인코딩 프로토콜을 식별

하는 필드이다. 이 프로토콜은 MPEG-2, MPEG-4 또는 또 다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인 필드는 수신기가 디코딩

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유지하도록 콘텐츠 유형에 의해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Content_source_address" 필드는 SSM 프로토콜에 따라 멀티캐스트 서버에의 연결 요청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제공하는

서버의 실제 IP 어드레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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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에 대한 루프가 서비스와 관련되는 각 서술자 스트림의 위치 서술자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 콘텐츠는 이전에

정의된 어드레스에 브로드캐스팅된다.

아래의 것은 유니캐스트 사용에 적합한 그러한 서술자의 또 다른 일 예를 정의하는 것이다.

"descriptor_tag" 필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술자에 대응하는 식별자이다.

"descriptor_length" 필드는 서술자의 길이를 준다.

"Content_unicast_address" 필드는 콘텐츠 스트림이 이용 가능한 서버의 유니캐스트 IP 어드레스이다.

"Content_unicast_port_number" 필드는 수신기가 콘텐츠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해야 하는 서버 상의 포트 번호이

다.

"Content_unicast_protocol_mapping" 필드는 이러한 어드레스에의 각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의 인코딩 프로토콜을 식별

하는 필드이다. 이 프로토콜은 MPEG-2, MPEG-4, MHP 또는 또 다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인 필드는 수신기가 디

코딩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유지하도록 콘텐츠 유형에 의해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서술자에 대한 루프가 서비스와 관련되는 각 서술자 스트림의 위치 서술자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 콘텐츠는 이전에

정의된 어드레스에 브로드캐스팅된다.

우리는 DVB NIT와, 그에 따라 수정된 NIT의 구조에서 전송 스트림에 대한 루프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고, 이는 브로드

캐스터의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전송 스트림이 이 루프에서 서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으로, 수신기

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광대역 TV 브로드캐스팅의 모든 전송 스트림의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IP 어드레스를 가지

고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서비스 서술자의 리스트는 수신기 설치 국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된 NIT에서 선택적으

로 포함될 수 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멀티캐스트 및 유니캐스트 스트림 서버 또한 구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좀더 정교한 구현예에서는, 송신된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서술 스트림의 위치 서술자는, 예컨대 다음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멀티캐스트 모드에서, IP를 통해 스트림 브로드캐스팅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서술자의 종래의 필드를 찾는

다. 오직 "Filter_length"와 "Filter_descriptor" 필드만이 해설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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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서비스 서술 정보는 콘텐츠 정보로부터 분리되고, 하나의 상이한 스트림으로 전송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그널링

정보, 즉 이들 테이블을 복수의 상이한 스트림에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확히 "lp_stream_descriptor" 서술자는 루

프를 담고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술자가 스캐닝될 때, 서술자의 루프에서 어느 스트림이 서

술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찾는 주어진 테이블을 담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 서술자에 "Filter_length"

와 "Filter_descriptor"를 도입하는 행동은 어느 테이블이 루프의 각 스트림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자 정보

에 저장하는 수단을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한 가지 방식은, 예컨대 상기 테이블을 필터

링하도록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의 스트링을, 예컨대 이러한 "Filter_

descriptor" 필드에 놓는 것일 수 있다. 각 테이블 유형이 주어진 식별자를 가지므로, 필터는 그 스트림에 담겨 있는 테이

블의 식별자를 나타내는 비트 스트링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스트림에 다수의 테이블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경우에, 디멀티플렉서의 필터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제 1 비트 스트링은 필터링될

식별자를 표시하고, 동일한 길이의 제 2 스트링은 제 1 비트 스트링의 각 비트에 관해 값이 정의되는지 아닌지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식별자는, 제 2 비트 스트링의 대응하는 비트가 1에 있는 이러한 식별자의 각 비트에 관해, 제 1 스트링의

대응하는 비트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지를 필터에 응답하게 된다. 예컨대, 0b101의 값을 가지는 제 1 비트 스트링, 0b110

의 값을 가지는 제 2 스트링의 3개의 비트로 된 스트링이 고려된다면, 이러한 필터에 대응하는 식별자는 0b101과 0b100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 방법은 디멀티플렉서가 테이블을 검색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트림에

담겨 있는 테이블을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더 간단한 구현예에서는,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서술 스트림의 위치 서술자가, 예컨대 다음의 형태

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멀티캐스트 모드에서 IP를 통해 스트림 브로드캐스팅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자의 종래의 필드

를 찾는다. "NbOfTableIDs"와 "TableIDList" 필드만이 해설을 필요로 한다.

"tableIDList" 필드는 대응하는 스트림에 포함되는 테이블 식별자의 리스트에 대응하고, "NbOfTableIDs" 필드는 열거된

테이블 식별자의 번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테이블 식별자가 0x4E인, 현재 스트림의 현재 이벤트와 후속 이벤트에 대한

시그널링 정보에 관련된 정보 및 테이블 식별자가 0x4F인, 다른 스트림의 현재 이벤트와 후속 이벤트에 대한 시그널링 정

보 모두를 담고 있는 스트림은 "nbOfTableIds"에 관해서는 2의 값을 구비한 서술자를 가지고, "tableIDList" 필드에 관해

서는 0x4E와 0x4F의 값을 구비한 서술자를 가진다.

시그널링 정보를 담고 있는 스트림의 브로드캐스팅을 구현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대신 서버와 수신

기 사이의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프로토콜은, 예컨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HTTP)일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서버로부터 파일을 얻기 위해 "GET"을 수행하는 능력을 구현하는데 제한된다면,

간단히 구현된다. 이 프로토콜은 도입부에서 서술된 XML 파일 처리보다 더 간단하게 관리된다. 이 경우, 아래의 서술자와

같은 또 다른 서술자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서술자는 주어진 식별자 테이블에 서술자를 담고 있는 파일의 URL

(universal resource locator)을 링크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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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법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아닌데, 이는 이들 시그널링 테이블의 유니캐스트 송신에서와 같이

HTTP에 의한 브로드캐스팅이 설치되기를 원하는 각 수신기에 관해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스트림의 복제를 수반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정용 네트워크와 같은 많은 수신기를 담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상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일 실시예이다.

도 1은 위성 브로드캐스팅의 환경 내에서 MPEG-2 DVB 서비스 제작 체인의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서술한다. 체인의 시작

시, 브로드캐스팅될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1.1)가 존재한다. 이 콘텐츠는 기본적인 오디오/비디오 스트림(1.5)을 생성

하기 위해 인코더(1.2)에서 MPEG-2 표준에 따라 인코딩된다.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의 인코딩과 함께, 시그널링 정보

(1.3)가 생성되고, 이러한 시그널링 정보는 정상적으로는 브로드캐스팅될 서비스를 서술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나온다. 이 정보는 시그널링 스트림(1.6)의 형태로 생성된다. 또 다른 모듈(1.4)은 서브타이틀 스트림(1.7)의

생성을 다룬다.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 스트림(1.8)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의 제작 체인은 본 명세서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모든 이들 기본 스트림은 필요하다면 다른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관련되거나 다른 시그널링을 전송하

는 다른 스트림과 함께, 이후 변조기/컨버터(1.10)에 의해 선택된 주파수로 변조되고 전환될 MPEG-2 전송 스트림을 생성

하기 위해 멀티플렉서(1.9)에서 멀티플렉싱된다. 이러한 유형의 스트림의 세트는 송신 스테이션(1.12)을 거쳐, 위성(1.13)

에의 송신을 위해 믹서(1.11)에 의해 혼합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그널링 정보의 동기화는, 각 스트림을 서술하는 테이블에

서 다른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다양한 스트림들 사이에서 필수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이후 셋톱 박스에

의해 디코딩되고 텔레비전 상에서 디스플레이될 후자의 접시 안테나(1.14)를 거쳐 사용자의 가정에서 수신될 수 있다. 이

러한 시스템은 이제 브로드캐스터의 능력 내에 있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림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설치 스트림이라고 하는 제

1 스트림(2.1)이 도시된다. 이 설치 스트림은 어떠한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도 담고 있지 않지만, 네트워크 정보를 담고

있는 수정된 NIT(2.4)를 담고 있다. 이 설치 스트림은 MPEG-2 섹션의 통사론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전송 스트림의 형

태로 된 캡슐화(encapsulation)를 특징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데이터가 IP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전송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수정된 NIT는 서비스를 담고 있는 다수의 스트림을 서술한다. DVB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NIT의 표준 구조는

도 6에 주어진다. 비록, 송신 수단에 무관하게 스트림이 다수의 DVB 서비스를 담을 수 있지만, 하나의 DVB 서비스만을 담

고 있는 스트림만이 대역폭의 이유로 IP를 통한 브로드캐스팅의 환경에서 초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도 2에

서술된 예는 이러한 경우를 반영한다. 하지만 본 발명은 스트림에 하나의 DVB 서비스만을 담고 있는 스트림의 사용에 제

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수정된 NIT(2.4)에서 3개의 서비스(2.5, 2.6, 2.7)의 서술을 가진다. 서비스의

서술은 서비스(2.3)와 관련된 서술을 담고 있는 스트림뿐만 아니라, 콘텐츠 스트림(2.2)의 위치를 찾기 위한 서술자(2.8,

2.9)를 담게 된다. 콘텐츠 스트림(2.2)은 PMT(Program Map Table)로 구성된 서비스(2.11)에 관련된 콘텐츠를 가리키는

PAT(Program Association Table)를 담게 된다. 그러므로 서술 스트림(2.3)은 이전의 것으로부터 분리된 스트림이다. 이

스트림은 MPEG-2 전송 스트림의 포맷을 가지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MPEG-2 섹션의 통사론을 가지는 테이블을 가진다.

이러한 분리는 서술 정보를 액세스할 필요가 있을 때만이 이러한 스트림에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따

라서 이러한 정보의 영구적인 송신을 위해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역폭의 사용이 개선

된다. 수신기가 브로드캐스팅 가입을 해지할 때, IP를 통한 브로드캐스팅에서 그 수신기로의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의 실제

송신은 중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예에서, 서술 스트림은 현재 이벤트와 다음 이벤트에 대한 정보와 같은 이벤트

(2.14)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적절하게는 완전한 이벤트의 캘린더를 담고 있어,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가 구성될 수 있

다. 또한 SDT(Service Description Table)와 같은 서비스(2.13)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림 아키텍처의 또 다른 예이다. 이 예는 도 2에서 나타난 이전의 것과 매

우 유사하다. 차이점은 이 경우, 이벤트와 관련된 서술 정보와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가 2개의 상이한 스트림에 의해 전송

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서비스 1(3.5)에 있어서 2개의 이전의 것 대신, 콘텐츠 스트림(3.2), 서비스 정보

스트림(3.3) 및 이벤트 정보 스트림(3.15)을 가리키는 3개의 스크린 서술자(3.8, 3.9, 3.10)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

한 테이블에 따라 상이한 스트림을 통한 시그널링 정보를 구성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상이한 테이블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갱신 빈도를 가지는 테이블과 함께 그룹화를 통해 서비

스 관리 강제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4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인식하는 국면을 서술하는 재생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그 내용은 수신기를 통

해 시청중인 시스템의 사용자, 수신기 및 설치, 서비스 콘텐츠 및 서비스 서술 스트림을 나타낸다. 다른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스트림이 네트워크에 존재할 수 있지만 도 4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다. 초기에, 사용자는 그의 수신기를 스위칭 온한

다. 이후 수신기는 설치 스트림에 연결된다. 수신기는 그것을 초기에 멀티캐스트나 유니캐스트 IP 어드레스에 연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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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파라미터를 가진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이러한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가 구성 메뉴에서 수동으로 입력된

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브로드캐스팅 IP 어드레스는 또한 DHCP(Dynamic Host Control Protocol)나 PPP(Point to

Point Protocol)과 같은 프로토콜을 거쳐 연결 국면에서 수신기에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 1 IP 어드레스를 결

정하는 임의의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 이러한 어드레스는 멀티캐스트나 유니캐스트 IP 어드레스와, 대응하는 포트 번호로

이루어진다. 설치 스트림은 이 어드레스에 브로드캐스팅된다.

일단 수신기가 설치 스트림에 연결되면, 수정된 NIT를 디코딩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

기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트를 스캐닝하게 되면, 콘텐츠 스트림

의 브로드캐스팅 어드레스 및 네트워크를 통한 서술 스트림 브로드캐스팅에의 액세스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신기

는 차례로 이들 스트림에 연결되어 각 서비스의 이름을 포함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후 수

신기가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사용자는 그가 시청하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신기는 선택된 서비스에 관해 수정된 NIT에서 발견된 콘텐츠 스트림의 서술자를 사용하며 선택된

서비스의 콘텐츠 스트림에 연결한다. 선택된 서비스의 디코딩 및 디스플레이가 이후 시작될 수 있다. 이후 사용자가 현재

이벤트나 다음 이벤트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기를 바란다면, 그러한 취지의 요청을 보내고, 수신기는 다시 한번 그 안에

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술 스트림의 네트워크에 대한 위치를 찾기 위해 수정된 NIT에 담겨 있는 서술자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 서술 정보와 동일한 스트림이나 도 2 및 도 3에 서술된 바와 같은 개별 스트림에 담

겨 있을 수 있다. 이후 수신기는 이러한 스트림을 연결하고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그 정보를 디스플

레이할 수 있게 된다.

수신기는, 예컨대 IGMP를 거쳐 스트림에 연결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러한 전송 스트림은 IP/UDP/RTP(User

Datagram Protocol, Real Time Protocol)층를 사용하는 IP 유형을 통한 캡슐화된 MPEG-2의 스트림이지만, MPEG-4,

MHP 또는 다른 유형의 스트림일 수도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림 제작 체인을 도시한다. 먼저, 로우(raw)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5.1)는 기본 오디오 및 비

디오 스트림(5.7)을 주기 위해, 인코더(5.4)에 의해 인코딩된다. 데이터베이스(5.2)는 이벤트에 대한 서비스와 정보의 전

체 서술을 담고 있다. 모듈(5.5)은 이러한 정보를 구비한 시그널링 테이블(5.8)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그널링 정보

(5.8),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스트림(5.7) 및 상호작용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5.6)과 같은 다른 선택적인 정보가 콘텐

츠 스트림(5.10)을 구성하기 위해 멀티플렉싱된다(5.9). 제 1 포맷팅 모듈(5.11)은 서술 스트림(5.12)을 구성하기 위해 데

이터베이스(5.2)에 담겨 있는 정보와 다른 서비스(5.3)에 대한 추가 정보로부터 적절하게 구성된 시그널링 테이블(5.8)을

사용한다. 제 2 포맷팅 모듈(5.13)은 설치 스트림(5.14)을 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5.3)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사용

하고, 이러한 설치 스트림(5.14)은 그것들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어드레스를 구비한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스트림의 서술을 담게 된다. 종래의 DVB 서비스 제작 체인에 존재하지 않는 메인 모듈이 이들 포맷팅 모듈(5.11, 5.13)이

다. 하지만 이들 모듈은 구성하는 것이 간단한데, 이는 그것들이 단지 시그널링 모듈(5.5)에 의해 이미 구성되는 것들과 같

은 시그널링 테이블을 담고 있는 스트림을 구성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새로운 사항은 이러한 스트림이 멀티캐스트 또는 유

니캐스트 모드에서 송신되는지 또는 심지어는 HTTP와 같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거쳐 이용 가능한지와 같은, IP 네트워

크 상의 스트림의 위치를 정하기에 적합한 서술자를 사용함으로써 생긴다. 일단 구성된 이들 스트림(5.10, 5.12, 5.14)은,

이후 IP 네트워크의 서버에 송신될 수 있다.

도 7은 디지털 지상파 디코더와 같은 종래의 디코더의 아키텍처를 서술한다. 디코더(7.1)는 스크린(7.3)을 가진다. 사용자

(7.2)는 스크린(7.3)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7.4)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모든 디코더 기능은 종래 기

술에서 미들웨어(7.5)라고 하는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구동된다. 이러한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 모듈, 즉 튜너

(7.8), 디멀티플렉서(7.7) 및 디코더(7.6)를 구동한다. 이 튜너은 안테나(7.9)에 의해 수신된 DVB 스트림을 복구하는 역할

을 한다. 이 스트림은 디멀티플렉서에 의해 디멀티플렉싱되는데, 즉 디멀티플렉서는 오디오, 비디오 및 보조 데이터(서브

타이틀, 텔레텍스트 또는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또는 특별한 시그널링 테이블과 같은 DVB 전송 스트림을 구성

하는 상이한 기본 스트림을 재구성할 수 있다. DVB 스트림에서, 각 기본 스트림은 식별자에 의해 식별되고, 디멀티플렉서

는 수신되는 완전한 스트림으로부터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는 기본 스트림을 필터링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적어

도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은, 그것들이 담고 있는 정보를 압축 및/또는 암호화하도록 인코딩되고, 따라서 디코더는 오디

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해 이들 스트림을 압축 해제 및/또는 해독하기 위해 존재하게 된다.

도 8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DVB 스트림을 수신하도록 설계된 IP 디코더를 서술한다. 이 아키텍처는 튜너가 IP 네트워크

(8.11)에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8.10)로 대체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종래의 디코더의 경우에서와 정확히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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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인식하는 단계를 상세히 서술한다. 제 1 단계는 설치 스트림(9.1)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이 스트림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스트림을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 중

적어도 3개가 인용될 수 있고, 이 스트림은 멀티캐스트 모드에서 송신될 수 있으며, 유니캐스트 모드에서도 송신될 수 있

거나, 예컨대 HTTP와 같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거쳐 이용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설치 스트림이 네트워크를 통해

브로드캐스팅되는 것과 관계없이, 디코더는 설치 스트림을 검색할 수 있을 필요가 있어, 이러한 스트림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 파라미터와 어드레스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 1 어드레스는 디바이스의 읽기 전용 메모리에 존재할 수 있거나

사용자에 의해 읽기 전용 메모리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이나

PPP(Point to Point Protocol)와 같은, 파라미터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연결 프로토콜을 거쳐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서버

에 의해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다. 수신기는 설치 스트림(9.2)에 연결되고, 이후 수정된 NIT(9.3)를 검색한다. 이러한 수

정된 NIT가 찾아지면, 전송 스트림 식별자(TSID)와 그것의 기점(origin) 네트워크 식별자(ONID)(9.4)를 특징으로 하는

파일 전송 스트림의 서술을 이러한 수정된 NIT에서 읽게 된다. 이후 전송 스트림이 다수의 서비스를 담을 수 있으므로, 수

신기는 전송 스트림에 담겨 있는 서비스의 서술을 읽기 시작한다. 각 서비스에 관해, 수신기는 콘텐츠 스트림(9.5)의 위치

를 정하기 위해, 서비스 식별자와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시작한다. 각 서비스에 관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복수의

서비스 서술 스트림에 담길 수 있다. 이러한 복수의 서술 스트림의 위치는 이제 읽혀지는 일련의 서술자(9.6, 9.7)에 명시

된다. 이후 각 서비스에 관해 전송 스트림 식별자, 기점 네트워크 식별자, 서비스 식별자,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송하는 스

트림의 위치 서술자(CSL은 "Content Stream Locator"의 약어) 및 서비스 서술 스트림 위치 선정기(SDSL: Service

Description Stream Locators)(9.8)의 테이블이 저장된다. 이들 작동은 각 전송 스트림(9.9, 9.10)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전송 스트림에 담겨진 각 서비스에 관해 반복된다. 이러한 식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의 리스트가,

콘텐츠와 콘텐츠 서술 정보 모두에 관해 브로드캐스팅하는 스트림의 서술자와 함께 얻어진다.

도 10은 일단 서비스의 리스트가 도 9에 서술된 바와 같은 수정된 NIT를 스캐닝함으로써 구성된다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

가 복원될 수 있는 방식의 일 예를 상세히 서술한다.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서는, 수신기가 각 서비스에 관해 서비스 서술 테이블(SDT)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 1 서비스(10.1)의 서술자를 읽

음으로써 시작한다. 이후 서비스 서술 스트림 위치 선정기(SDSL)를 읽는다. 이후, 이 SDSL이 지정된 스트림이 SDT를 담

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Filter_length"와 "Filter_descriptor" 필드를 담고 있지 않는다면, 스트림(10.9)에 연

결되어 그 스트림으로부터 테이블 식별자가 0x42, 10.10, 10.11 및 10.12인 SDT를 찾아 섹션을 읽는다. "Filter_length"

와 "Filter_descriptor" 필드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정보의 항목을 스트림(10.3)에서 SDT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

게 된다. SDT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서술자(10.13, 10.14)를 테스트하고 리스트로부터, SDT(10.15)를 찾을 수 없을 서

비스를 삭제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SDT를 담고 있는 스트림을 찾게 되면, 이 테이블(10.5)을 읽고, 그 안에서 서비스와 메

모리에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을 찾는다(10.6). 이 작동은 서비스의 리스트 끝(10.16)까지 모든 서비스(10.7,

10.8)에 관해서 반복된다.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터가 그들의 기존 제작 체인, 특히 멀티플렉서의 대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개발할 필요가 있

는 유일한 것은, 시그널링 테이블, 그것의 모두 또는 일부만을 담고 있는, 그리고 적절하다면 전송 스트림에서 시그널링 테

이블을 캡슐화하지 않는 스트림을 구성하기 위한 포맷팅 모듈의 것이다. 이러한 개발은 극미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디

코더 상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루어질 수정을 제한한다. 실제로, 위성이나 케이블 수신 인터페이스 대신, 주

로 IP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고, 한편으로 그러한 설치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부분이 약간 수

정되어야 한다. 디바이스의 모든 나머지 작동은 표준 디코더에 관한 것과 동일하다. 유사하게, 액세스 제어가 동일하게 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터와 네트워크 상의 이용 가능한 대역폭의 사용에 관한 투자 및 위험을 최

소화하면서 광대역 IP 네트워크를 통한 DVB 서비스의 브로드캐스팅을 채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디지털 서비스, 특히 DVB 표준과 호환 가능한 서비스의 송신에 이용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위성 브로드캐스팅의 환경에서 DVB 서비스 제작 네트워크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의 환경 내의 DVB 데이터 스트림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의 환경 내의 DVB 데이터 스트림 아키텍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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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의 환경 내에서의 수신기의 작동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의 환경 내의 DVB 서비스 제작 네트워크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DVB 표준에 따른 NIT(Network Information Table;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지상파 수신의 경우에서의 일 예로 표준 디지털 디코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IP를 통한 수신에 적합한 디지털 디코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서비스 인식 단계의 흐름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서비스 정보 판독 단계의 흐름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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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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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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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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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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