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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홈 게이트웨이

(100); 및 상기 홈 게이트웨이(100)와 이더넷을 통해 연결되는 한편, PC, 제 2 IP STB, 1394 STB, HAS 및 HDTV와 접

속되고, 동축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수신받으면 제 2 IP STB 및 1394 STB를 통해 각각의

HDTV 수상기로 방송 화면을 송출하며, 홈 어플리언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홈오토 시스템과 연동하고, 내장하고 있는 STB

기능을 통하여 HDTV 수상기에 방송 화면을 곧바로 송출하는 홈 서버(20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본 발명

은 댁내에 HDTV를 다수 보유하는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정합장치를 통해 다수의 이종 홈 네트워크에 정합할 때 HDTV

방송을 방송 방식에 관계없이 동시에 다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이종 홈 네트워크,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지상파, 위성, 케이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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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전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따른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전달 장치에서 홈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

럭도,

도 3은 도 2에 따른 홈 서버에서 방송 분배기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도,

도 4는 도 3에 따른 방송 분배기가 방송 TS를 송신하는 프레임 구조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전달 방법에서 댁내망 정합 장치

가 방송 튜너 및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전달 방법에서 IP STB가 방송 튜

너 및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홈 게이트웨이 200 : 홈 서버

210 : 지상파 튜너 211 : 위성 튜너

212 : 케이블 방송 튜너 230 : 방송 분배기

231a : TS 수신부 231d : 다중화기

231e : IP 송신부 231f : MII 송신 정합부

232a : TS 수신부 232d : 다중화기

232e : 1394 송신부 232f : PCI 송신 정합부

233a : TS 송신부 233b : 역다중화기

233d : IP 수신부 233e : MII 수신 정합부

234a : TS 송신부 234b : 역다중화기

234d : 1394 수신부 233e : PCI 수신 정합부

240 : 이더넷 스위치 250 : 중앙처리장치

260 : MPEG2 디코더 장치 270 : IP 댁내망 정합 장치

280 : 튜너/채널 선택 정보 입력 장치 300 : IP STB

310 : 이더넷 정합부 320 : MPEG 디코더

400 : PC 410 : WLAN 정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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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PC 본체 500 : IP STB

510 : UWB 정합부 520 : MPEG 디코더

600 : 1394 STB 610 : IEEE 1394정합부

620 : MPEG 디코더 700 : 홈오토 시스템

710 : 홈오토메이션 정합부 720 : 홈 어플리언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다

수의 동종 또는 이종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다수의 튜너를 장착하여, 동시에 다수의 디지털 방송 채널을 수신함으

로 그 중 한 채널은 MPEG2 디코더를 통하여 HDTV로 출력하고, 그 나머지 채널은 댁내의 이종 유무선 홈네트워크를 통하

여 연결되는 HDTV 수신 장치에 전달하여 댁내에 다수 채널의 HD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

/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HD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디지털 STB를 HDTV 수상기와 함께 운용하고, 디지털 STB가 HDTV 채널을 디코

딩하여 HDTV 수상기에 영상을 송신하는 과정을 통해 HD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 때, 종래의 디지털 STB는 하나의

방송 튜너를 장착하여 하나의 채널을 수신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HDTV 방송 튜너를 장착하여 사용자가 여러 가지 방송,

예를 들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위성 디지털 방송, 케이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다가, 이들 방송 중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방송을 선택하면 이 선택된 방송만을 HDTV 수상기에 송신하는 방식을 통하여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기술은 3가지 튜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하나의 방송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2개의 튜너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가격의 장치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시청하고

싶은 방송 방식을 다수 개로 선택하여 동시에 방송 방식이 서로 다른 다수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자가 시청하고

자 원하는 방송 방식이 하나로 고정될 때 다수의 튜너를 장착하여 장착된 튜너 개수만큼 방송 채널을 시청할 있도록 해주

기 위한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는, HDTV 수

상기와 연결된 제 1 IP STB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와 액세스하는 홈 게이트웨이; 및

상기 홈 게이트웨이와 이더넷을 통해 연결되는 한편, PC, 제 2 IP STB, 1394 STB, HAS 및 HDTV와 접속되고, 동축 케이

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수신받으면 상기 제 2 IP STB 및 1394 STB를 통해 각각의 HDTV 수상

기로 방송 화면을 송출하며, 홈 어플리언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홈오토 시스템과 연동하고, 내장하고 있는 STB 기능을 통

하여 HDTV 수상기에 방송 화면을 곧바로 송출하는 홈 서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은, 사용자가 IP STB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

택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방송 TS를 IP STB로 출력하는 이종 홈 네트

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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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STB가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가진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01 단계;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튜너 타입을 결정하는 제 102 단계;

상기 제 102 단계에서 결정된 튜너 타입이 IP 튜너이면, 수신된 IP 방송 중 해당 채널을 수신하여 상기 IP STB를 통해

HDTV로 송출하는 제 103 단계;

상기 제 102 단계에서 결정된 튜너 타입이 지상파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와 목적지 IP 정보를

전달하는 제 104 단계; 및

지상파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수신받아 상기 IP STB로 전달하는 제 105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은, 사용자가 1394 STB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방송 TS를 1394 STB로 출력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1394 STB의 사용자가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가진 메시지

를 전송하는 제 106 단계;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튜너 타입을 결정하는 제 107 단계;

상기 제 107 단계에서 튜너 타입이 위성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와 목적지의 1394 ID 정보를

전달하는 제 108 단계; 및

위성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입력받으면, 목적지 1394 ID로 1394 프레임 위에 선택된 방송 TS를 실어 상

기 1394 STB로 전달하는 제 109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은, 사용자가 홈서버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

택 정보를 직접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방송 TS를 홈서버로 전달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홈 서버가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가진 메

시지를 전달하는 제 201 단계;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튜너 타입을 결정하는 제 202 단계;

상기 제 202 단계에서 IP 튜너이면, 입력되는 IP 방송 중 해당 채널을 수신하여 IP 헤더를 제거한 후 디코딩하여 HDTV로

송출하는 제 203 단계; 및

상기 제 202 단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이 케이블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전달함과 동

시에 케이블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상기 홈서버로 전달하는 제 204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은, 사용자가 홈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IP

STB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직접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방송 TS를

IP STB로 전달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에 있어서,

IP STB의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패킷을 전

달하는 제 205 단계;

수신한 튜너 번호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타입을 결정하는 제 20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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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06 단계에서 방송 타입이 지상파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전달함과 동시에 목적지

IP 정보를 전달하는 제 207 단계; 및

지상파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목적지 IP위에 선택된 방송 TS를 실어 상기 IP STB로 전달하는 제 208 단

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하여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전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도이다.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100)는 이더넷(Ethernet) 정합부(310) 및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디코

더(Decoder)(320)로 구성된 IP(Internet Protocol) STB(Set Top Box)(300)와 이더넷(Ethernet)으로 연결되며, 홈 서버

(Home Server)(200)와도 이더넷으로 연결된다. 이 때, 상기 홈 서버(200)는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수신

하는 동축(Coaxial) 케이블들을 통하여 방송을 수신한다. 또한, 상기 홈 서버(200)는 WLAN(Wireless LAN) 정합부(410)

를 가진 네트워크 PC(Personal Commputer) 본체(420)로 구성되는 개인용 컴퓨터(PC : Personal Commputer)(400)와

정합되며, UWB(Ultra-wideband) 정합부(510)와 MPEG 디코더(520)를 가진 IP STB(500)를 통하여 HDTV 수상기

(810)에 방송 화면을 송출한다.

한편, 상기 홈 서버(200)는 IEEE 1394정합부(610)와 MPEG 디코더(620)를 가진 1394 STB(600)를 통하여 HDTV 수상

기(820)에 방송 화면을 송출하고, 홈오토메이션 정합부(710)를 통하여 홈 어플리언스(Appliance)(720)를 제어하기 위하

여 홈오토 시스템(HAS : Home Auto System)(700)과 연동한다. 그리고, 상기 홈 서버(200)는 내장하고 있는 STB 기능

을 통하여 HDTV 수상기에 방송 화면을 곧바로 송출한다.

도 2는 도 1에 따른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전달 장치에서 홈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

럭도로서, 상기 홈 서버(200)는 이더넷(Ethernet) 포트를 통하여 IP에 실려오는 IP 방송 TS(Transmission Stream)와, 별

도의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며, 대응하는 튜너(Tuner)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채널의 TS를 추출하여 댁내망에 전달하는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IP 위에 실려오는 IP 방송의 TS는 이더넷 포트를 통하여 홈 서버(200)의 이더넷 스위치(240)를 거쳐서 중앙처리장치

(250)에 전달된다. 이 때,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는 수신한 IP 방송 TS를 인식하여 IP 헤더(Header)를 떼어내고 IP 방송

TS를 MPEG2 디코더 장치(260)로 송신한다. 한편, IP 댁내망 정합 장치(270)를 통하여 IP STB(500)에 송신될 IP방송

TS는 IP 헤더를 달고 그대로 전달된다.

또한, 지상파 튜너(210)는 지상파 방송(202)을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수신하여 지상파 방송 TS를 추출하고, 위성 튜너

(211)는 위성 방송(203)을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수신하여 위성 방송 TS를 추출하며, 케이블 방송 튜너(212)는 케이블 방

송을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수신하여 케이블 방송 TS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3개의 방송 TS는 방송 TS 선택기(220)

로 입력되고, 상기 방송 TS 선택기(220)는 어느 하나의 방송 TS를 상기 MPEG2 디코더 장치(260)로 송신하여 디코딩 한

다음 상기 MPEG2 디코더 장치(260)에 연결된 HDTV 수상기(830)에 출력하며, 나머지 두 방송 TS는 방송 분배기(230)

로 송신한다.

이 때, 상기 방송 분배기(230)는 선택된 방송 TS가 향하는 목적지에 따라 목적지가 IP STB(500)이면 IP위에 방송 TS를

실은 방송 TS 오버(over) IP의 패킷으로 변환하여 상기 IP 댁내망 정합 장치(270)를 통하여 목적지로 송신한다. 반면에,

목적지가 1394 STB(600)이면, 상기 방송 분배기(230)는 1394 프레임 위에 방송 TS를 실은 방송 TS 오버(over) 1394의

패킷으로 변환하여 상기 1394 댁내망 정합 장치(271)를 통하여 목적지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방송 분배기(230)는 상기

이더넷 스위치(240)를 통하여 홈 서버(200) 외부로 송신될 방송 TS를 수신하면, IP 위에 방송 TS를 실어서 방송 TS 오버

(over) IP 형태의 패킷을 만들어 상기 이더넷 스위치(240)로 전달하면, 상기 이더넷 스위치(240)는 목적지 이더넷 포트를

통하여 방송 TS 오버 IP 패킷을 송신한다.

이 때, IP 방송,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의 채널 선택은 사용자가 직접 상기 홈 서버(200)에 위치하는 튜너/채

널 선택 정보 입력 장치(280)를 통하여 선택 정보를 입력하거나, 사용자가 IP STB(500)나 1394 STB(600)를 통하여 선택

정보를 입력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상기 중앙처리장치(250)에 전달하거나, 도 1의 상기 홈 게이트웨이(100)에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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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P STB(300)를 통해 선택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홈 서버(200)의 중앙처리장치(250)에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상기 중

앙처리장치(250)는 이러한 메시지를 상기 MPEG2 디코더 장치(260)로 전달하고, 상기 MPEG2 디코더 장치(260)는 제어

신호을 생성하여 상기 지상파 튜너(210), 위성 튜너(211), 케이블 튜너(212)를 제어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튜너

및 채널의 선택 정보에 알맞게 상기 방송 분배기(230)가 필요로 하는 IP 헤더 또는 1394 헤더를 생성할 수 있는 정보는 상

기 중앙처리장치(250)가 상기 방송 분배기(230)로 전달한다.

도 3은 상기 방송분배기(230)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도로서, 도 2의 방송 TS 선택기(220)로부터 두 개의 방송 TS를

동시에 수신하여 송신한다. 이 때, 방송 TS 수신은 TS 수신부(231, 232)에서 이루어지며, 상기 TS 수신부(231a, 232a)는

수신한 방송 TS의 목적지에 따라 도 2의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로부터 수신한 헤더 생성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전

달하는 프로토콜에 알맞은 헤더를 생성하여(231b, 231c; 232b, 232c), 동종의 헤더 정보별로 다중화기(231d, 232d)에서

다중화 한다. IP를 구별자로 다중화된 다중화된 패킷은 IP 송신부(231e)를 거쳐서, 이더넷이 다음 목적지로 판단되면 MII

송신 정합부(331f)를 통해 전송되며, PCI를 거쳐 다음 목적지로 전달된다고 판단되면 PCI 송신 정합부(232f)을 통해 전송

된다. 한편, 1394 장치 번호를 구별자로 된 다중화된 패킷은 1394 송신부(232e)를 거쳐서 PCI 송신 정합부(232f)을 통해

전송된다.

반면에, 역으로 이더넷 스위치(240)를 통하여 입력되는 방송 TS는 MII 인터페이스를 통해 MII 수신 정합부(233e)에서 수

신되며, PCI를 통하여 입력되는 방송 TS는 PCI 수신 정합부(234e)에서 수신된다. 이 때, 수신된 TS가 IP 위에 실려온 패

킷이면 IP 수신부(233d)에서 처리되어 IP, UDP, RTP 헤더가 차례로 벗겨지어(233c) TS가 역다중화기(233b)를 거쳐서

TS 송신부(233a, 234a)를 통하여 도 2의 방송 TS 선택기(220)로 송신된다. 한편, 수신된 TS가 1394위에 실려온 패킷이

면 1394 수신부(234d)을 거쳐서 1394 헤더를 제거하고(234c) 역다중화기(234b)을 거쳐 TS 송신부(233a, 234a)를 통하

여 도 2의 방송 TS 선택기(220)로 송신된다.

도 4는 도 2의 방송 분배기(230)가 방송 TS를 목적지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송신하기 위한 프레임의 구조를 도

시하고 있다. 일 예로 IP 패킷(10)의 형태로 전송되는 방송 TS(14)는 먼저 RTP(real Time Protocol) 헤더(13)가 삽입되

고, 이어서 UDP 헤더(12)이 삽입된다. 계속해서 IP 헤더(11)가 삽입되어 IP 패킷(10)을 만들고, 이 IP 패킷(10)이 이더넷

프레임(20)에 실려서 전송되면 이더넷 헤더(21)와 FCS(Frame Check Sum)(22)을 붙여 이더넷 프레임(20)을 완성한다.

한편, PCI 프레임(30)에 실려서 전송되면 PCI 헤더(31)과 FCS(32)를 붙여 PCI 프레임(30)을 완성한다. 또한, 1394 패킷

(40) 형태로 전송되는 방송 TS(42)는 1394 ISO(Isochronous) 헤더(41)가 붙어 1394 패킷(40)을 이루며, PCI 프레임(50)

에 실려서 전송될 때 PCI 헤더(51)과 FCS(52)를 붙여 PCI 프레임(50)을 완성한다.

도 5는 사용자가 도 2의 IP STB(500)나 1394 STB(600)를 통하여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하면 방송 튜너(210,

211, 212)를 제어하고,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상기 방송 분배기(230)를 통하여 전달되는 방송 TS의 상세한 흐름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IP STB(280)가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

를 가진 메시지를 상기 IP 댁내망 정합장치(270)를 거쳐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로 보내고(S101), 상기 중앙처리장치

(250)는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타입을 결정한 다음(S102) IP 튜너이면

상기 이더넷 스위치(240)에 입력되는 IP 방송 중 해당 채널을 수신하여 상기 IP 댁내망 정합장치(270)를 거쳐 상기 IP

STB(500)으로 송신함으로 IP STB(500)에서 디코딩 된 다음 HDTV로 송출한다(S103).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이 지상파 방송이면,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는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방송 TS

선택기(220)로 전달하고, 또한 상기 방송 분배기(230)로 목적지 IP 정보를 전달한다(S104). 그러면, 지상파 튜너(210)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는 상기 방송 TS 선택기(220)를 거쳐서 상기 방송 분배기(230)로 전달되고, 상기 방송 분배기

(230)는 목적지 IP위에 선택된 방송 TS를 실어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를 거쳐 상기 IP 댁내망 정합장치(270)를 통하여

IP STB(500)로 전달된다(S105).

한편, 상기 1394 STB(600)의 사용자가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가진 메시지를 상기 1393 댁내망 정합장치(271)를 거쳐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로 보내고(S106), 상기 중앙처리장치

(250)는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타입을 결정한 다음(S107) 위성 튜너이

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상기 방송 TS 선택기(220)로 전달하고, 또한 상기 방송 분배기(230)로 목

적지의 1394 ID 정보를 전달한다(S108). 그러면, 위성 튜너(211)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는 상기 방송 TS 선택기

(220)를 거쳐서 상기 방송 분배기(230)로 전달되고, 상기 방송 분배기(230)는 목적지 1394 ID로 1394 프레임 위에 선택

된 방송 TS를 실어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를 거쳐 IP 댁내망 정합장치(270)을 통하여 상기 1394 STB(600)로 전달된다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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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사용자가 도 1의 IP STB(130)나 도 2의 홈서버(200)를 통하여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하면, 상기 방송 튜

너(210, 211, 212)를 제어하고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상기 방송 분배기(230)를 통하여 전달되는 방송 TS의 상세한 흐름

을 도시한 예이다.

먼저, 상기 홈 서버(200)가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

를 가진 메시지를 상기 IP 댁내망 정합장치(270)를 거쳐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로 보내고(S201), 상기 중앙처리장치

(250)는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타입을 결정한 다음(S202) IP 튜너이면

상기 이더넷 스위치(240)에 입력되는 IP 방송 중 해당 채널을 수신하여 IP 헤더를 제거한 후 상기 MPEG2 디코더 장치

(260)로 송신하여 디코딩 된 다음 HDTV로 송출한다(S203). 반면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이 케이블 방송이면 튜너 번호

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상기 방송 TS 선택기(220)로 전달하고, 상기 케이블 튜너(212)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

송 TS는 상기 방송 TS 선택기(220)를 거쳐서 상기 MPEG2 디코더 장치(260)로 전달된다(S204).

반면에, 도 1의 IP STB(130)의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패킷을 상기 이더넷 스위치(240)을 통하여 상기 중앙처리장치(250)로 전달한다(S205). 그러면, 상기 중앙처

리장치(250)는 수신한 튜너 번호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타입을 결정한 다음(S206) 지상파 튜너이면 튜너 번호

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상기 방송 TS 선택기(220)로 전달하고, 동시에 상기 방송 분배기(230)로 목적지 IP 정보

를 전달한다(S207). 한편, 상기 지상파 튜너(210)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는 상기 방송 TS 선택기(220)를 거쳐서

상기 방송 분배기(230)로 전달되고, 상기 방송 분배기(230)는 목적지 IP위에 선택된 방송 TS를 실어 상기 이더넷 스위치

(240)를 거쳐 상기 IP STB(130)로 전달된다(S208).

이상에서 몇 가지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러한 실시예로 국한되는 것

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실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및 그 방법에 의하면, 사

용자가 다수의 방송 방식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자가 하나의 방송 방식을 시청할 때 동시에 다수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튜너를 다수 장착하여, 댁내에 HDTV를 다수 보유하는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정합장치를 통해 다수의

이종 홈 네트워크에 정합할 때 HDTV 방송을 방송 방식에 관계없이 동시에 다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HDTV 수상기와 연결된 제 1 IP STB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와 액세스하는 홈 게이트웨이; 및

상기 홈 게이트웨이와 이더넷을 통해 연결되는 한편, PC, 제 2 IP STB, 1394 STB, HAS 및 HDTV와 접속되고, 동축 케이

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수신받으면 상기 제 2 IP STB 및 1394 STB를 통해 각각의 HDTV 수상

기로 방송 화면을 송출하며, 홈 어플리언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홈오토 시스템과 연동하고, 내장하고 있는 STB 기능을 통

하여 HDTV 수상기에 방송 화면을 곧바로 송출하는 홈 서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

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 서버는, 동축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지상파 방송 TS를 추출하는 지상파 튜너;

동축 케이블을 통해 위성 방송을 수신하여 위성 방송 TS를 추출하는 위성 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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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케이블을 통해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여 케이블 방송 TS를 추출하는 케이블 튜너;

상기 튜너들로부터 추출된 3개의 방송 TS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방송 TS 선택기;

상기 방송 TS 선택기를 통해 선택된 방송 TS가 향하는 목적지에 따라 목적지가 상기 IP STB이면 IP위에 방송 TS를 실은

방송 TS 오버 IP의 패킷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한편, 목적지가 1394 STB이면 1394 프레임 위에 방송 TS를 실은 방송

TS 오버 1394의 패킷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외부로 송신될 방송 TS를 수신받으면 IP 위에 방송 TS를 실어서 방송 TS

오버 IP 형태의 패킷을 만들어 출력하는 방송 분배기;

상기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이더넷 포트를 통해 IP 위에 실려오는 IP 방송의 TS를 수신받아 출력하는 한편, 상기 방송 분배

기로부터 IP 위에 방송 TS를 실은 방송 TS 오버 IP 형태의 패킷을 입력받으면 이를 이더넷을 통해 상기 홈 게이트웨이로

송출하는 이더넷 스위치;

사용자가 각 방송 채널을 선택하면 채널 선택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튜너 및 채널의 선택 정보에 알맞

은 IP 헤더 또는 1394 헤더를 생성할 수 있는 정보를 상기 방송 분배기로 전달하며, 상기 이더넷 스위치로부터 IP 위에 실

려오는 IP 방송의 TS를 입력받으면 IP STB에 송신될 IP방송 TS일 경우 IP 헤더를 달고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IP STB에

송신될 IP방송 TS가 아니면 그 TS에서 IP 헤더를 떼어낸 후 출력하는 중앙처리장치;

상기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채널 선택 메시지를 입력받으면 그 메시지에 상응하는 제어신호을 생성하여 상기 지상파 튜너,

위성 튜너, 케이블 튜너를 제어하고, 상기 중앙처리장치로부터 IP 방송 TS를 입력받으면 이를 디코딩하여 HDTV 수상기

로 출력하는 한편, 상기 방송 TS 선택기로부터 방송 TS를 입력받으면 디코딩 한 다음 HDTV 수상기로 출력하는 MPEG2

디코더 장치;

상기 방송 분배기로부터 방송 TS 오버 IP의 패킷을 수신받거나, 상기 중앙처리장치로부터 IP방송 TS를 입력받으면 상기

IP STB로 전달하는 IP 댁내망 정합장치;

상기 방송 분배기로부터 방송 TS 오버 1394의 패킷을 입력받아 상기 1394 STB로 전달하는 1394 댁내망 정합장치; 및

사용자가 튜너 또는 채널을 선택하면 이에 대한 메시지를 상기 중앙처리장치로 출력하는 튜너/채널 선택 정보 입력 장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IP 방송,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채널 선택은, 사용자가 직접 상기 튜너/채널 선택 정보 입력 장치를

통하여 선택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과, 사용자가 상기 IP STB나 1394 STB를 통하여 선택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과, 상기

홈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IP STB를 통해 선택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

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분배기는, 수신한 방송 TS의 목적지에 따라 상기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수신한 헤더 생성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

지로 전달하는 프로토콜에 알맞은 헤더를 생성하여, 동종의 헤더 정보별로 출력하는 두 개의 TS 수신부;

상기 두 개의 TS 수신부로부터 동종의 헤더 정보를 입력받아 다중화하는 두 개의 다중화기;

상기 임의의 다중화기를 통해 IP를 구별자로 다중화된 다중화된 패킷을 입력받아 송신하는 IP 송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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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다중화기를 통해 1394 장치 번호를 구별자로 된 다중화된 패킷을 입력받아 송신하는 1394 송신부;

이더넷이 다음 목적지로 판단된 경우 상기 IP 송신부로부터 다중화된 패킷을 입력받아 전송하는 MII 송신 정합부;

PCI를 거쳐 다음 목적지로 전달된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IP 송신부 또는 1394 송신부로부터 다중화된 패킷을 입력받아

전송하는 PCI 송신 정합부;

이더넷 스위치를 통하여 입력되는 방송 TS를 수신받는 MII 수신 정합부;

PCI를 통하여 입력되는 방송 TS를 수신받는 PCI 수신 정합부;

수신된 TS가 IP 위에 실려온 패킷일 경우, 상기 MII 수신 정합부 또는 PCI 수신 정합부로부터 패킷을 입력받아 IP, UDP,

RTP 헤더가 차례로 제거하는 IP 수신부;

수신된 TS가 1394위에 실려온 패킷일 경우, 상기 PCI 수신 정합부로부터 패킷을 입력받아 1394 헤더를 제거하는 1394

수신부;

상기 IP 수신부 또는 상기 1394 수신부로부터 각각 패킷을 입력받아 역다중화하는 두 개의 역다중화기; 및

상기 두 개의 역다중화기로부터 각각 패킷을 입력받아 송신하는 두 개의 TS 송신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분배기가 방송 TS를 목적지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송신하기 위한 IP 패킷 형태의 이더넷 프레임은,

이더넷 헤더와; IP 헤더, UDP 헤더, RTP 헤더 및 방송 TS로 구성된 IP 패킷과; FCS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분배기가 방송 TS를 목적지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송신하기 위한 IP 패킷 형태의 PCI 프레임은, PCI

헤더와; IP 헤더, UDP 헤더, RTP 헤더 및 방송 TS로 구성된 IP 패킷과; FCS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

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분배기가 방송 TS를 목적지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송신하기 위한 1394 패킷 형태의 PCI 프레임은,

PCI 헤더와; 1394 ISO 헤더 및 방송 TS로 구성된 1394 패킷과; FCS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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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IP STB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방

송 TS를 IP STB로 출력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에 있어서,

IP STB가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가진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01 단계;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튜너 타입을 결정하는 제 102 단계;

상기 제 102 단계에서 결정된 튜너 타입이 IP 튜너이면, 수신된 IP 방송 중 해당 채널을 수신하여 상기 IP STB를 통해

HDTV로 송출하는 제 103 단계;

상기 제 102 단계에서 결정된 튜너 타입이 지상파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와 목적지 IP 정보를

전달하는 제 104 단계; 및

지상파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수신받아 상기 IP STB로 전달하는 제 105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

청구항 9.

사용자가 1394 STB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방송 TS를 1394 STB로 출력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1394 STB의 사용자가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가진 메시지

를 전송하는 제 106 단계;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튜너 타입을 결정하는 제 107 단계;

상기 제 107 단계에서 튜너 타입이 위성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와 목적지의 1394 ID 정보를

전달하는 제 108 단계; 및

위성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입력받으면, 목적지 1394 ID로 1394 프레임 위에 선택된 방송 TS를 실어 상

기 1394 STB로 전달하는 제 109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

림 분배 방법.

청구항 10.

사용자가 홈서버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직접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

여 방송 TS를 홈서버로 전달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홈 서버가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가진 메

시지를 전달하는 제 201 단계;

수신한 메시지에서 튜너의 타입 정보를 찾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튜너 타입을 결정하는 제 202 단계;

상기 제 202 단계에서 IP 튜너이면, 입력되는 IP 방송 중 해당 채널을 수신하여 IP 헤더를 제거한 후 디코딩하여 HDTV로

송출하는 제 203 단계; 및

상기 제 202 단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이 케이블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전달함과 동

시에 케이블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상기 홈서버로 전달하는 제 204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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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사용자가 홈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IP STB를 통해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직접 입력했을 경우 방송 튜너를 제어함과 동

시에 해당 채널을 선택하여 방송 TS를 IP STB로 전달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

에 있어서,

IP STB의 사용자로부터 방송 및 채널 선택 정보를 입력 받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패킷을 전

달하는 제 205 단계;

수신한 튜너 번호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송의 타입을 결정하는 제 206 단계;

상기 제 206 단계에서 방송 타입이 지상파 튜너이면, 튜너 번호와 채널 번호를 가진 제어 신호를 전달함과 동시에 목적지

IP 정보를 전달하는 제 207 단계; 및

지상파 튜너가 추출한 해당 채널의 방송 TS를 목적지 IP위에 선택된 방송 TS를 실어 상기 IP STB로 전달하는 제 208 단

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종 홈 네트워크에서 이종/동종 디지털 방송 스트림 분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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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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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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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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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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