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H 1/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3월30일

10-0565089

2006년03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4-0084374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4년10월21일 (43) 공개일자

(30) 우선권주장 1020040079687 2004년10월06일 대한민국(KR)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박정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2동 동아아파트 110동 1506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심사관 : 김기완

(54) 디지털 오디오 방송(ＤＡＢ)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및수신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하는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방법은 (a) 제공되는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

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채널에 담는 단계; 및 (b) 상기 담겨진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DAB 전송 프레임으로 다중화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서로

다른 DAB 수신장치라고 하더라고 통일적으로 비디오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어, 수신기의 비디오 서비스 처리 및 제어와

관련된 DAB 수신기 구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DAB 시스템의 송신측 구성도,

도 2는 하나의 DAB 앙상블을 구성하는 서비스 요소와 서브 채널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등록특허 10-0565089

- 1 -



도 3은 다중구조로 이루어진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과 앙상블, 서비스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구성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고

속정보그룹(Fast Information Group, FIG)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DAB 전송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의 상세 블록도,

도 6은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구성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의 상세 블록도,

도 7은 동기화 데이터와 오류정정 데이터를 삽입하여 생성한 MPEG-2 TS 패킷의 구성도,

도 8은 FIB(Fast Information Block)의 구성도,

도 9는 FIG type 0의 구성도,

도 10은 FIG 0/2 의 구성도,

도 11a는 FIG 0/13의 사용자 응용 필드의 상세 구성도,

도 11b는 새롭게 정의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용 FIG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프로파일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만든,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구성도,

도 13은 비디오 서비스를 수신하는 DAB 시스템의 수신측 구성도,

도 14는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의 상세 구성도,

도 15a 내지 도 15b는 본 발명에 따른, DAB에서의 스트림 모드를 통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정보 및 패킷 구성정보를 참

조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송신하는 방법에 관한 플로우차트,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DAB 수신장치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정보 및 패킷 구성정보를 참조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수신하는 방법에 관한 플로우차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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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한 표준으로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Institute)에서 만든 ETSI EN 300 401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EUREKA-147로도 불리우며, 약 2MHz의 대역폭으로 MPEG-1 오디오 레이어 II에 따른 고음질 오디오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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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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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qual Error Protection) 방법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EEP(Equal Error Protection) 방법을 사용하여 에러를 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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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부가 데이터의 예로는 정지영상, 동영상, 그래픽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예를 들면, 여행 및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뉴스의 헤드라인 문자와 영상을 결합하여

보여주거나 일기예보와 교통정보를 전자지도와 결합하여 보여 주는 등의 프로그램 연동 정보 제공 서비스, 웹 사이트 방송

이나 DAB 용 GPS와 같은 프로그램과 무관한 독립 정보 서비스, 그리고 동영상 전송 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 중 오디오 서비스, 패킷모드 데이터 서비스 및 스트림 모드 데이터 서비스는, DAB 규격(ETSI EN 300 401)

에 따라 제공되지만, 스트림 모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디오 서비스는 DAB 규격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비

디오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해, DAB 규격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그 처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렇게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의 송신방식과 수신기의 수신방식에 대해 개별적인 규정을 사전에 약속하여

서비스를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사설 규정에 준하지 못하는 수신기의 경우에는 DAB 스트림 모드를 통해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디오 서비스가, 주서비스 채널인 스트림 모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내에 비디오 서비스 관련 인코딩 파라미터와 그 비디오 데이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패킷화되어 있는가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DAB의 주서비스 채널을 디코딩하여 비디오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가 어떠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인코딩되어 있고, 그 비디오 데이터가 어떻게 패킷화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비디오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제공받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DAB에서의 스트림 모드를 통해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비

디오 서비스 제공 및 수신 방법,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a) 제공되는 비

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채널에 담는 단계; 및

(b) 상기 담겨진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DAB 전송 프레임으로 다중화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은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를 포함하

며,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의 시간동기 정보 및 다중화 정보

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패킷화에 관한 정보는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의 RTP

패킷화, UDP 패킷화 및 IP 패킷화에 관한 정보인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된 오류정정 부호화 방법 및 인터리빙 방법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가 담기는 채널은 DAB 전송 프레임 중 고속

정보채널(FIC)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수신방법에 있

어서, (a) DAB 전송 프레임을 수신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관련된 서브채널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

는 단계; 및 (b) 상기 선택된 서비스가 비디오 서비스인 경우,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채널을 통해 수신하여 해석하고 알아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는 DAB 전송 프레임 중 고속정보채널(FIC)을 통

해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DAB 전송 프레임을 수신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관련된

서브 채널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서비스 정보 해석부; 상기 선택된 비디오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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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채널을 해석하여 알

아내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 해석부; 및 상기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를 구동하는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 구동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처리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DAB 시스템의 송신측 구성도이다.

DAB 시스템은 기본적인 오디오 서비스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 및 부가 서비스 데이터도 전송한다. 따

라서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110), 오디오 서비스 인코더(120) 및 부가 데이터 서비스 인코더(130)를 구비한다. 방송될 음

성, 음악과 같은 오디오 서비스 데이터는 오디오 서비스 인코더(120)에 입력되어 인코딩 및 채널 코딩이 수행된 후 MSC

다중화부(140)에 입력된다. DAB 시스템에서는 복수의 오디오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 오디오 서비스 인코더

(120)가 존재할 수 있다.

오디오를 제외한 문자정보, 웹 정보 등의 데이터는 패킷 모드 데이터로 분류되고 이들 패킷 모드 데이터는 부가 데이터 서

비스 인코더(130)에 입력되어 인코딩 및 채널 코딩이 수행된 후 MSC 다중화부(140)에 입력된다. 패킷 모드 데이터 서비

스도 복수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 데이터 서비스 인코더(130)도 복수개가 존재할 수 있다.

DAB 시스템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구성하는 신호는 음성신호, 영상 신호 및 부가 데이터 신호가 있다. 영화, 드라마 동영상

과 같은 영상신호와 이와 관련된 부가 데이터(예를 들어 자막 데이터), 또는 문자정보, 교통정보, 정지 영상, 웹 정보 등의

DAB 규격의 패킷 모드 데이터로 분류된 데이터를 포함한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는 스트림 모드 데이터로 분류되어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110)로 보내어져 스트림 모드 데이터로 인코딩된 후, 채널코딩을 거쳐 MSC 다중화부(140)로 입력된다.

주서비스 다중화기(140)는 이들 오디오 서비스 및 패킷 모드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스트림 모드 데이터 서비스를 다중화

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관한 부가정보와 다중화 정보를 더한 후 여기에 동기정보를 붙여 DAB 전송 프레임을 만들어 출력한

다. 이렇게 만들어진 DAB 전송 프레임은 OFDM 변조기(150)와 증폭기(160)를 거쳐 VHF 대역의 전파에 실려 전송된다.

수신장치는 고정형이나, 휴대형, 이동형이 될 수 있다.

도 2는 하나의 DAB 앙상블을 구성하는 서비스 요소와 서브 채널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앙상블(Ensemble)은 여러개의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및 여러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각각 채널 코딩을 거친 후 시스템 데

이터와 함께 하나의 비트 스트림으로 다중화된 것을 말한다. 서비스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서비스와 같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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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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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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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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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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구조로 이루어진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과 앙상블, 서비스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구성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고

속정보그룹(Fast Information Group, FIG)을 도시한 도면이다.

FIG는 고속정보채널(FIC)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묶음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하나의 서비스에

는 여러개의 서비스 요소가 존재하고 서브 채널 ID 또는 서비스 요소 ID에 대응되는 서브 채널에 담겨 전송되는 여러 애플

리케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AB 에서는 FIC를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 구성을 기술한다. 따라서 사용자

가 선택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FIC의 다중화 구성정보(MCI)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그리고 그 채널

의 크기에 대한 정보(이 정보가 결국 서브 채널에 대한 정보임)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여주거나 표시할 수 있

다. FIG는 이 FIC를 구성하는 고속정보블록(Fast Information Block, FIB)을 이루는 것으로서 해당 FIG를 해석하면 서비

스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도 4는 DAB 전송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DAB 전송 프레임은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 SC)(410), 고속정보 채널(FIC)(420) 및 주서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MSC)(430)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채널(SC)(4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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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은 수신장치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

서비스의 구성, 다중화된 형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송하거나, 빠르게 전송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

는 채널이다. FIC(420)에는 각각의 서브채널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중화 구성정보(MCI), 그리고 각각의 서비

스에 대한 부가정보인 SI(Service Information)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채널을 확인하면 MSC를 통해 어떤 서비스의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FIC(420)에는 정해

진 시간내에 빠르게 전송되어야 할 데이터들도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상황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들은 FIC(420)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FIC(420)를 구성하는 FIB(Fast Information Block)에 대해서는 도 8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주서비스 채널(MSC)(430)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실제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한다. MSC(430)에는 FIC(420) 공간이

부족할 경우 FIC 데이터의 일부를 실을 수 있으나, MSC(430)는 타임 인터리빙(time interleaving)이 적용되어 복호하는

데 다소의 지연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전송되어야 하는 FIC 데이터는 담을 수 없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는 스트

림 모드(stream mode) 또는 패킷 모드(packet mode)가 있다. 스트림 모드는 주어진 서브 채널 내에 부가 헤더 없이 데이

터만 보내는 방식으로 고정 비트 레이트로 전송한다. 패킷 모드는 데이터 외에 헤더를 추가하여 전송함으로서 주어진 서브

채널 내에 여러 서비스 요소를 다중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실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는 패킷의 헤더를 분석하

는 과정이 추가된다.

도 5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의 상세 블록도이다.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인코더(502)에 의해 인코딩되고,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인코더(504)에 의해 인코딩되며, 부가 데이

터 신호는 부가 데이터 인코더(506)에 의해 인코딩된다.

이때, DAB의 패킷모드에 의해 전송되었던 문자정보, 교통정보, 정지영상, 웹 정보 등의 패킷 모드 데이터도 부가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고, 이들은 해당 규격의 패킷화된 형태로 사용된다. 이 DAB의 패킷모드 데이터로써 전송되었던 패킷 데이터

가 비디오 서비스의 부가 데이터로써 전송되는 경우에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에 구비된 오류 강화부를 통해 오류정정기

능 등이 수행되어 채널 오류에 강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킷 모드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보다 전송오류를 줄

일 수 잇다.

비디오 인코더(502)는 입력된 비디오 신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코딩하였는가 하는 정보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MPEG-4

비디오 코딩방법에 따라 인코딩하였다고 하면, 입력 영상의 크기 및 MPEG-4 프로파일 정보와 레벨 정보를 인코딩된 비디

오 스트림의 헤더에 기록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디오 인코딩에 관한 정보를 파라미터화하여 출력한다. 또한, 오디오 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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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504)도 마찬가지로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코딩하였는가 하는 정보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MPEG-4

오디오 코딩방법에 따라 인코딩하였다고 하면, 입력 오디오의 샘플링 레이트, 채널 개수 등의 정보를 인코딩된 오디오 스

트림의 헤더에 기록한다. 그리고 이들 오디오 인코딩에 관한 정보를 파라미터화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부가데이터 인코더(506)도 입력된 부가 데이터 신호인 문자정보, 교통정보, 정지영상, 웹 정보 등의 패킷 모드 데

이터, 또는 인코딩된 일반적인 부가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가에 관한 정보를 파라미터화하여 출력한다.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110)는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및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

하여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을 만들고, 이를 다른 서비스 데이터와 함께 MSC 다중화부(140)에서 다중화하여 스트림 모드

를 통해 전송한다.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110)는 시간동기정보 삽입부(510), 다중화부(520) 및 오류강화 처리부(530)를

구비한다.

시간 동기정보 삽입부(510)는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내의 음성 데이터,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내의 영상 데이터 및 부

가 데이터 스트림이 서로 동기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시간동기 정보를 삽입한다. 즉, 비디오 인코더(502), 오디오 인코더

(504) 및 부가 데이터 인코더(506)는 각각 입력된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인코딩하기 때문에 이들 인코딩된 데이터가 서로

연관되어 출력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 동기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시간동기

정보의 일예로써 MPEG-4 SL(Synchronization Layer)에 정의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하면, MPEG-4 SL 헤더에

시간동기 정보를 삽입하여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및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 스트림 각각에 부가

한다. 이러한 시간 동기 정보도 파라미터화하여 출력한다.

다중화부(520)는 시간 동기정보를 포함하여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 및 부가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의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한다.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다중화 할 수 있지만, MPEG-2 TS에 따른 다중화를 일예로

설명하면 188 바이트 크기로 패킷화된 MPEG-2 TS 패킷을 만들어 다중화한다. 다중화된 스트림에는 그 패킷에 실려있는

데이터의 프로그램 ID인 PID가 기록되어 있다. PID를 포함한 다중화 정보도 파라미터화하여 출력한다.

이렇게 다중화된 전송 스트림은 전송오류에 대처하기 위해 오류 강화 처리부(530)로 입력된다. 오류 강화부 처리부(530)

는 오류정정 코딩부(532) 및 인터리버(534)를 포함한다.

오류 정정 코딩부(532)는 전송될 페이로드 데이터 뒤에 오류 정정 데이터를 추가하고, 인터리버(534)는 오류정정 데이터

가 추가되어 마련된 전송 스트림을 컨벌류션 인터리빙 방법 등을 사용하여 오류 정정 데이터가 부가된 전송 스트림내의 각

바이트 위치를 재배열한다. 예를 들어, 다중화된 스트림이 MPEG-2 TS 인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MPEG-2

TS 패킷의 크기는 188 바이트가 되며, 이 188 바이트의 뒤에 오류정정 데이터를 추가한다. 오류정정 코딩부(532)는 리드

-솔로몬 코딩(Reed-Solomon coding) 방법 등을 사용하여 오류정정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인터리버(534)는 컨벌류

션 인터리빙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류정정 코딩 방법과 인터리빙 방법에 관한 정보도 파라미터화되어 출

력된다.

이렇게 오류 강화 처리부(530)를 통해 처리된 오류 강화 스트림은 MSC 다중화부(140)에 의해 DAB의 주서비스 채널에 실

려 전송된다.

상술한 파라미터화되어 마련된 정보를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이는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550)에 입

력된다.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550)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를 FIC를 통해 전송하기 위해 FIC 처리부(560)로 보

내고 FIC 처리부(560)에서는 이 인코딩 파라미터를 코딩하여 FIC 채널에 실어 전송한다. 수신한 인코딩 파라미터들 중에

서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의 인코딩 정보는 프로파일화하여 FIC에 기록된다. 그리고, 오류강화 처리부(530)에서 사

용된 오류정정 코딩방식 및 인터리빙 방식은 FIG 0/2의 DSCTy 필드에 기록되고, 시간동기정보 삽입 및 다중화 관련 방법

은 FIG 0/13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필드(User application field)에 기록되어 FIC를 통해 전송된다. 인코딩 파라미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러한 인코딩 파라미터는 비디오 서비스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로써, 해

당 디코더, 역다중화부 등을 초기화하거나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다시 말하면, 주서비스 채널에 포함된 스트림

모드 데이터가 비디오 서비스인지를 사전에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비디오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오디오 스트

림, 비디오 스트림 및 부가 데이터 스트림에 사용된 인코딩 방식이 다양하므로 어떤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정

보를 알아야 하며, 또한 오류 강화 방식중 어떤 방식이 사용되었는가도 알아야 한다.

등록특허 10-0565089

- 6 -



정리하면,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는 비디오 서비스를 구성하는 비디오 스트림의 인코딩, 동기화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수신기의 비디오 디코더 초기화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비디오 서비스를 구성하는

오디오 스트림의 인코딩, 동기화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수신기의 오디오 디코더 초기화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스트림 모드에서는 데이터의 시작과 끝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데이터의 연속해서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 중에서 어디가 처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MPEG-2 TS의 경우에는 0x47로

시작되는 싱크 패턴을 찾으면 되지만 MPEG-2 T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을 미리 싱크 패턴으로 정하고,

이 싱크 패턴이 찾아지면 데이터의 시작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싱크 패턴 다음에는 해당 패킷의 패킷 넘버 또는 마지막 패

킷인가의 여부 등을 더 부가하여 데이터의 끝을 알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다중화된 스트림의 역다중화에 필요한

정보로써, 각각의 스트림의 PID, PAT, PMT 등의 정보도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에 포함된다.

도 5에서는 MPEG-2 TS 패킷 기반으로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를 만들어 전송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으나, 도 6에서는 IP

패킷화한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의 제공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구성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의 상세 블록도이

다.

비디오 인코더(502), 오디오 인코더(504) 및 부가 데이터 인코더(506)의 구성 및 기능은 도 5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

다.

RTP 패킷타이저(610)는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및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 스트림을 각각 RTP

패킷으로 만든다. RTP 패킷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RFC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패킷화한다. RTP 패

킷화가 선택된 경우에 오디오 RTP 패킷, 비디오 RTP 패킷의 페이로드 타입 값 등이 RTP 헤더에 기록되고, RTP 헤더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로써 출력된다.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RTP 패킷은 UDP 패킷 구성부(620)와 IP 패킷 구성

부(630)로 전달된다. UDP 패킷 구성부(620)는 입력된 RTP 패킷에 UDP 헤더를 붙여 UDP 패킷으로 만들고, IP 패킷 구

성부(630)는 이렇게 생성된 UDP 패킷에 IP 헤더를 붙여 IP 패킷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IP 패킷은 전송오류에 대처하기 위해 오류 강화 처리부(640)로 입력된다. IP 패킷은 일반적으로 가변길

이를 가지므로, MPEG-2 TS 패킷에 적용된 오류강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P 패킷을 MPEG-2 TS 패킷과 같이 고

정적인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IP 패킷을 잘라 MPEG-2 TS 패킷과 동일한 형태로 만든다. 또는 동기화 데이터와

페이로드 데이터로써 188 바이트를 구성하거나, IP 패킷을 종래의 MPEG-2 TS 다중화 방법에 따라 다중화한 후, 오류강

화 처리부(640)로 입력하여 오류정정 데이터를 부가한다. 오류정정 방법 및 인터리빙 방법은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

미터로써 출력된다.

이렇게 오류 강화 처리부(640)를 통해 처리된 오류 강화 스트림은 MSC 다중화부(140)에 의해 DAB의 주서비스 채널에 실

려 전송된다.

상술한 파라미터화되어 마련된 정보를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이는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650)에 입

력된다.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650)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를 FIC를 통해 전송하기 위해 FIC 처리부(660)로 보

내고 FIC 처리부(660)에서는 이 인코딩 파라미터를 코딩하여 FIC 채널에 실어 전송한다. 수신한 인코딩 파라미터들 중에

서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의 인코딩 정보는 프로파일화하여 FIC에 기록된다. 그리고, 오류강화 처리부(640)에서 사

용된 오류정정 코딩방식 및 인터리빙 방식은 FIG 0/2의 DSCTy 필드에 기록되고, RTP 패킷타이저(610)에서 사용된 패킷

화 정보는 FIG 0/13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필드(User application field)에 기록되어 FIC를 통해 전송된다.

도 7은 동기화 데이터와 오류정정 데이터를 삽입하여 생성한 MPEG-2 TS 패킷의 구성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동기화 데이터(710)와 페이로드 데이터(720)를 포함하여 188 바이트의 MPEG-2 TS 패킷을 만들고 여

기에 리드 솔로몬 코딩방법과 같은 오류정정 부호화 방법에 따라 생성된 오류 정정 데이터를 부가한다.

도 8은 FIB(Fast Information Block)의 구성도이다.

FIC는 FIB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FIB은 FIB 데이터 필드(810)와 CRC 필드(820)로 구성된다. FIB 데이터 필드(810)는 30

바이트이며 이는 다시 FIG들로 구성된다. 만일 FIB 데이터 필드(810)를 FIG 데이터로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FIG 데

이터가 더 이상 없음을 수신장치가 알 수 있도록, End marker(830)를 삽입한 후에 널 데이터(840)를 패딩하여 256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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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FIB를 만든다. End marker(830)의 일 예로는 "111 11111"이 될 수 있다. 각각의 FIG에는 FIG 데이터 필드(870)

에 담긴 데이터의 형식을 알려주는 FIG type 필드(850)와 FIG 데이터 필드(870)의 길이를 알려주는 length 필드(860)가

헤더부에 삽입되고 뒤이어 실제 데이터가 FIG 데이터 필드(870)에 담겨진다. FIG type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의 신택스

(syntax)는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릴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서비스 처리와 관련된 FIG

type 들의 포맷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9는 FIG type 0의 구성도이다.

FIG type 0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다중화 구성, 다중화 재구성, 시간 및 다른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를 담고 있다. FIG type

0 필드(910)에는 타입 0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자(extension)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

도 10은 FIG 0/2 의 구성도이다.

FIG 0/2는 FIG type 0의 extension 2인 경우에, 도 9의 FIG type 0 필드(910)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서비스 구

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나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기술(description)은 하나의 필드(서비스 필드

k)에 담겨 있다.

이들 필드 중에서 TMId(1010)는 Transport Mechanism Identifier로 그 값이 "01"인 경우 해당 서비스 컴포넌트가 스트

림 모드 데이터 서비스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DSCTy(1020)는 Data Service Component Type을 나타낸다. 스트림 모드

를 이용하는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이 DSCTy 필드(1020)를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비디오 서비스 구

성요소중 오류 강화 방식이 적용된 것임을 이 필드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 리드솔로몬 오류 정정 코딩 방식 RS(204,188)

과 컨벌루션널 인터리빙(12x17)이 비디오 서비스용 스트림 모드에 사용되고, RS(208,192)와 블록인터리빙이 멀티미디어

서비스용 패킷모드에 사용된 경우에 이를 수신기에서 구분하고 알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적용

예이다.

DSCTy:value nnnnnn : 비디오 서비스용 스트림 모드( RS(204,188), CI(12x17) )

DSCTy:value mmmmmm : 멀티미디어 서비스용 패킷 모드( RS(208,192), 블록 인터리빙)

도 11a는 FIG 0/13의 사용자 응용 필드의 상세 구성도이다.

FIG 0/13은 DAB 수신기의 서비스 디코더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 FIG 0/13의 필드중에서 사용자 응용 타입

필드(User applicationType field, 1110)는 해당 서비스 아이디 SId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디코딩하는데 사용할 사용자 응

용 모듈을 알려준다. 스트림 모드를 사용하는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 응용 타입필드(1110)를 비디오 서비스

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용자 응용 데이터(User application data, 1120) 필드에는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에 사용된 인코딩 방식, 패킷

및 다중화 방식, 문자정보, 교통정보, 정지영상, 웹 정보 등의 패킷 모드 데이터가 부가데이터로 사용된 경우 DAB 규격에

서 정의한 각 패킷모드용 사용자 프로그램 타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즉, 사용자 응용 타입 필드(1110)에는 비

디오 서비스라는 것을 기록하고, 사용자 응용 데이터 필드(1120)에는 후술하는 도 12와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진 인코딩

파라미터가 기록된다.

한편 FIG type 0의 extension을 새롭게 정의하여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를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 11b

와 같이 사용자 응용 필드를 만든다.

도 11b는 새롭게 정의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용 FIG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사용자 응용 필드의 맨 앞에는 16 비트의 서비스 아이디(SId)를 기록하고, 이후 도 12와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진 인코딩

파라미터가 기록된다. 이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전용의 FIG를 구현할 수 있다.

도 12는 프로파일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만든,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구성도이다.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관련 정보는 프로파일 ID와 비디오 및 오디오에 관한 패킷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프

로파일 ID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인코딩에 사용된 코딩방식이 MPEG-4 AVC이고, 오디오 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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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코딩 방식이 MPEG-4 BSAC이며, 패킷 및 다중화 방식이 MPEG-4 SL을 사용한 MPEG-2 TS인 경우에는, 개

별적으로 비디오, 오디오, 패킷 및 다중화 방식을 하나씩 사용자 응용 데이터 필드에 기록하지 않고 프로파일화된 다음 표

1과 같이 정해진 인덱스 값인 0x00 값을 프로파일 ID 필드에 기록한다.

[표 1]

 Profile ID  Profile 설명  Video codec  audio codec  Muxing/packet

 0x00  video service 1  MPEG-4 AVC  MPEG-4 BSAC  MPEG-2 TS with MPEG-4 SL

 0x01  video service 2  MPEG-4 AVC  MPEG-4 AAC  MPEG-2 TS with MPEG-4 SL

 0x02  video service 3  MPEG-4 AVC  MPEG-4 AAC  MPEG-2 TS with MPEG-2

PES

 0x03  video service 4  MPEG-4 Part 2  MPEG-2 AAC  MPEG-2 TS with MPEG-2

PES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는 FIC 중 FIG 0/8 및 FIG 0/13에 담겨 있지만, 수신기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여 비디

오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은 수신장치의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가 수행한다.

프로파일 정보와 기타정보를 각각 분리하여 별개의 FIG에 할당하여 2개 이상의 다른 FIG에 인코딩 파라미터, 패킷화 관련

정보를 나누어서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방송에서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를 제공할 때 필수정보로

제공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비디오 서비스의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정보를 해석하여, 수신기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도 13은 비디오 서비스를 수신하는 DAB 시스템의 수신측 구성도이다.

DAB 수신장치는 OFDM 변조된 신호를 튜너(1310)를 통해 수신하고 OFDM 복조기(1320)를 통해 복조하여 DAB 전송 프

레임으로 만든다. 채널 디코더(1330)는 베이스밴드 디코더(1332) 및 OFDM 채널 디코더(1334)를 포함한다. 채널 디코더

(1330)는 FIC 데이터를 파싱하여 서비스 리스트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FIC 데이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비

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FIC 데이터를 해석하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방법에 따라 인코딩되어 있고 패킷화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

다. 사용자가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 데이터를 MSC 역다중화부(1340)가 추출하여 출력한다. 비디

오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비디오 서비스를 구성하는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및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 스트림은 각각 비디오 디코더(1350), 오디오 디코더(1360) 및 부가 데이터 디코더(1370)으로 전달되어 디코

딩된다. 제어부(1380)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 및 패킷화 정보에 따라 각 구성부를 제어한다.

도 14는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의 상세 구성도이다.

비디오 서비스 제어부는 서비스 정보 해석부(1410),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정보 해석부(1420),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 구

동부(1430)를 포함한다.

서비스 정보 해석부(1410)는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FIG 0/2를 해석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하나의 비디오 서비스를 선택하면, 선택한 서비스와 관련된 서브채널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정보를 해석한다.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정보 해석부(1420)는 비디오 서비스의 오류 강화 방식은 FIG 0/2의 DSCTy를 통해 해석하고, 비디

오 서비스에 사용된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 방식은 FIG 0/13의 사용자 응용 타입과 사용자 응용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한다.

이 해석을 통해 알게 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정보를 기반으로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 구동부(1430)는 오류 강화부를 포함

하는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를 구동한다.

도 15a 내지 도 15b는 본 발명에 따른, DAB에서의 스트림 모드를 통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정보 및 패킷 구성정보를 참

조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송신하는 방법에 관한 플로우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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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서비스 관련 인코딩 음성, 동영상, 부가 데이터 등을 외부로부터 수신하거나,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 내에 개별적으

로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인코더 및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전달받아(S1510), 원활한

비디오 서비스를 위해 동기 시간 정보 부가 및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 다중화를 수행하고(S1520), 오류 강화부를 통해 오류

정정 데이터 부가 및 컨벌류선널 인터리빙을 수행한다(S1530). 오류강화된 스트림을 채널코딩(S1540)을 한 후 다중화하

여(S1550), 주서비스 채널에 기록하고(S1560),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가 담긴 FIC와 함께 DAB 전송 프레임에

기록하여 전송한다(S1595).

한편, 이와 관련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 및 패킷 구성정보를 수신하여(S1570), 해당 FIG필드에 기록하고

(S1580) FIC에 싣는다(S1590). 즉, 제공되는 비디오 서비스를 수신장치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인 주서비스 채널(MSC)과는 다른 FIC에 담는다. FIC는 FIB로 구성되어 있고, FIB는 또 여

러개의 FIG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발명에서는 FIG 0/8과 FIG 0/13에 필드를 수정 및 새롭게 정의하여 여기에 비디오 서

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 및 패킷 구성정보를 담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는 주서비스

채널(MSC)과 함께 다중화하여 DAB 전송 프레임으로 만들어 전송한다(S1595). FIG 0/8 및 FIG 0/13의 구성은 상술한 바

와 같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DAB 수신장치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정보 및 패킷 구성정보를 참조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수신하는 방법에 관한 플로우차트이다.

DAB 전송 프레임을 수신하여(S1605),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관련된 서브채널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정보를 해석한

다(S1610).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채널인 FIC 내의 FIG 0/8과 FIG 0/13 을 해석한다(1615). 이렇게 하여

상기 선택된 비디오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와 패킷 구성정보를 알아낸다

(S1620). 이렇게 해석된 정보를 가지고 해당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를 구동할 준비를 완료한다(S1625).

그리고, 수신된 DAB 전송 프레임을 역다중화하고(S1630), 그리고 해당 주서비스 채널의 해당 서브채널 데이터를 채널 디

코딩한 후(S1635) 오류 강화 디코딩을 수행한다(S1640). 그리고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을 역다중화하고(S1645), 디패키

화를 통해 시간 동기 정보를 추출하고,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더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여(S1650),

그 결과를 추출한 시간 동기 정보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 요소로써 출력한다(S1655).

문자정보, 교통정보, 정지영상, 웹 정보 등의 패킷 모드 데이터로 이루어진 부가 데이터도,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 및 패킷화 정보 등에 따라 초기화된 해당 부가데이터 디코더를 통해 디코딩 또는 디패킷화되어 출력된다.

한편, 전술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정보를 포함한 비디오 서비스 제어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

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

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정보를 포함한 비디오 서비스 제어방법

을 구현한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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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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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DAB의 스트림 모드를 이용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

여 서로 다른 DAB 수신장치라고 하더라고 통일적으로 비디오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어, 수신기의 비디오 서비스 구현 측

면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FIC 정보를 이용하여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신하므로, 해당 디

코더 방식을 주서비스의 데이터를 디코딩하지 않고도 미리 알 수 있어 수신기에 포함된 디코더를 보다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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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털 방송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a) 제공되는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소정의

채널에 담는 단계; 및

(b) 상기 담겨진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비스 데이터 채널 및 상기 소정의 채

널을 포함하는 전송 프레임으로 다중화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프레임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전송 프레임이며,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은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를 포함하

며, 상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의 시간동기 정보 및 다중화 정보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화에 관한 정보는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의 RTP 패킷

화, UDP 패킷화 및 IP 패킷화에 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사용된 오류정정 부호화 방법 및 인터리빙 방법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프레임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전송 프레임이며,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가 담기는 채널은 DAB 전송 프레임 중 고속정보

채널(FI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정보채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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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크기의 FIB(Fast Information Block)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FIB를 이루는 데이터 필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FIG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FIG에 담

겨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FIG는

비디오 서비스에 사용된 오류 강화 방식에 해당하는 타입을 기록하는 데이터 서비스 컴포넌트 타입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FIG는

비디오 서비스임을 알리는 사용자 응용 타입 필드와 상기 비디오 서비스에 포함된 오디오 스트림 또는 비디오 스트림을 처

리하는데 사용될 디코더의 종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파일화된 프로파일 인덱스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FIG는

비디오 서비스임을 알리는 사용자 응용 타입 필드와 상기 비디오 서비스에 포함된 오디오 스트림 또는 비디오 스트림을 처

리하는데 사용될 디코더의 종류 필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디지털 방송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에 있어서,

(a) 서비스 데이터 채널 및 상기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구별되는 소정의 채널을 포함하는 전송 프레임을 수신하여, 사용

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관련된 서브채널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 및

(b) 상기 선택된 서비스가 비디오 서비스인 경우,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채널을 통해 수신하여 해석하고 알아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c) 상기 알아낸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수신장치의 해당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를 구동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

청구항 12.

등록특허 10-0565089

- 12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프레임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전송 프레임이며,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는 DAB 전송 프레임 중 고속정보채널(FIC)을 통

해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정보채널은

소정의 크기의 FIB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FIB를 이루는 데이터 필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FIG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는 하나 이상의 FIG에 담겨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FIG는

제공되는 비디오 서비스의 오류 강화 방식에 해당하는 타입을 기록하는 데이터 서비스 컴포넌트 타입 필드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FIG는

비디오 서비스임을 알리는 사용자 응용 타입 필드와 상기 비디오 서비스에 사용된 오디오 스트림 또는 비디오 스트림을 처

리하는데 사용될 디코더의 종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파일화된 프로파일 인덱스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FIG는

비디오 서비스임을 알리는 사용자 응용 타입 필드와 상기 비디오 서비스에 사용된 오디오 스트림 또는 비디오 스트림을 처

리하는데 사용될 디코더의 종류 필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수신 방법.

청구항 17.

서비스 데이터 채널 및 소정의 채널을 포함하는 전송 프레임을 수신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관련된 서브 채널 및

서비스 요소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서비스 정보 해석부;

상기 선택된 비디오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의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데이터 채널과는 다른 채널을 해석하여 알아내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 해석부; 및

상기 비디오 서비스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를 구동하는 비디오 서비스 디코더 구동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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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프레임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전송 프레임이며,

상기 비디오 서비스 스트림 인코딩에 관한 정보 및 패킷화에 관한 정보가 담기는 채널은 DAB 전송 프레임 중 고속정보채

널(FI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 처리장치.

청구항 19.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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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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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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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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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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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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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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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a

도면11b

도면12

등록특허 10-0565089

- 21 -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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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a

도면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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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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