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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프로토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적은 설치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트랙픽이 원활하게 인터넷 서비스와 IP 방송 서비스(Internet Protocol

Broadcasting Service)를 광동축혼합망(HFC)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고속 큐오에스(QoS:Quality of Service)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에 L3 스위치(Layer3 Swithch),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및 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과 HFC(Hybrid-Fiber Coaxial)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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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서비스 가입자측에는 분배기, 케이블 모뎀 및 IP 셋톱박스을 구비한 IP(Internet Protocol)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의 상기 L3 스위치와 결합기 사이에는 상기 CMTS와 병렬로 IP-QAM(IP-

Quadrature Amplitude Modulator) 송신기를 구비하여 상기 L3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의 위상 및

진폭을 반송판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고, 상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의 분배기에는 상기 케이블 모뎀과 병렬로 IP-

QAM 모뎀을 구비하여 상기 IP-QAM 송신기에서 송신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복조한 후 상기 IP 셋톱박스에 전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에 L3 스위치(Layer3 Swithch),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및 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과 HFC(Hybrid-Fiber Coaxial)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

에는 분배기, 케이블 모뎀 및 IP 셋톱박스을 구비한 IP(Internet Protocol)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의 상기 L3 스위치와 결합기 사이에는 상기 CMTS와 병렬로 IP-QAM(IP-Quadrature

Amplitude Modulator) 송신기를 구비하여, 상기 L3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의 위상 및 진폭을 인터

넷 데이터 전송 신호 및 케이블 TV 신호의 주파수와 다른 반송파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고, 상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

의 분배기에는 상기 케이블 모뎀과 병렬로 IP-QAM 모뎀을 구비하여 상기 IP-QAM 송신기에서 송신된 IP 방송 서비스 데

이터를 복조한 후 상기 IP 셋톱박스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

반의 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P-QAM 송신기는 복수의 갯수를 서로 병렬이 되게 설치하되, 각 IP-QAM 송신기의 반송 주파수 대역은 서로 다르

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의 케이블 모뎀과 IP-QAM 모뎀 사이에는 케이블 모뎀에서 입출력되는 이더넷 데이터와 IP-

QAM 모뎀에서 입출력되는 이더넷 데이터를 섞어서 컴퓨터와 상기 IP 셋톱박스가 연결된 LAN에 실어 주는 스위치

(Switch)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프로토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 전

송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에는 IP-QAM 관리서버를 더 구비하여, IP-QAM 송신기들의 현재 동작 상태를 감시하

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응급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프로토

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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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IP-QAM 관리서버는 IP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편성표, TV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방송 분류 번호 등을 새로 작성하

거나 원격지 서버에서 전달받아서 ECI(Electrical Channel Information)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에 있는 IP-QAM 모뎀

에 전달하여 주는 기능을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프로토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IP-QAM 모뎀은 상기 IP-QAM 관리서버에서 작성되어 주기적으로 전달되는 상기 ECI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IP 셋톱박스가 비디오 서버를 통하여 알게된 IP 방송 서비스를 요청할때 미리 저장되어 있던 ECI정보를 활용하여 요청된

IP 방송이 제공되는 IP-QAM 송신기의 전송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IP 셋톱박스가 요청한 방송을 LAN을 통하여 출력하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프로토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케이블 TV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와 IP 방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송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적은 설치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트랙픽이 원활하게 인터넷 서비스와 IP 방송 서비스(Internet Protocol

Broadcasting Service)를 광동축혼합망(HFC)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고속 큐오에스(QoS:Quality of Service)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케이블 TV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들은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와 케이

블 모뎀을 케이블 TV망에 연결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가입자측의 케이블 모뎀에 IP

셋톱박스를 더 연결하여 IP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 TV업자들은 케이블 TV망으로 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되

는 광케이블망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설치 비용이 저렴한 광동축혼합망(HFC:Hybrid-Fiber Coaxial)으로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케이블 TV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이 광동축혼합망(HFC)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 1은 HFC를 기반으로 한 종래의 IP 방송 서비스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이고, 도 2는 도1에 도시된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IP 방송 서비스의 데이터 트래픽량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10)들은 CMTS(13)와 케이블 모뎀(22)

을 HFC(2)에 연결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20)측의 케이블 모뎀(22)에 IP셋톱박스

(Internet Protocol Set-Top Box)(26)를 더 설치하여 IP 방송 서비스 제공하여 왔다.

도 1에서 DHCP 서버(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Server)(11)와 L3 스위치(Layer3 Switch)(12)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센터용 장비이다. 상기 DHCP 서버(11)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를 할당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L3스위치 (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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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등에서 전달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인터넷 가입자들을 위한 데이터를 걸러내서 여러 가지의 케이블 모

뎀 종말 장치(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들 중에서 해당하는 CMTS(13)로 인터넷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CMTS(13)는 수백대 또는 수천대의 케이블 모뎀(22)들에게 유선 또는 케이블 TV용 전파 신호로 인터넷 데이터를 전

해주거나 가입자 컴퓨터(25)로부터의 인터넷 데이터 요청 신호등을 수신하며 케이블 모뎀(22)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상기 케이블 모뎀(22)의 출력에 IP 셋톱박스(Set-Top Box)(26)를 설치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비디오 서버(30)의 방송 서

비스를 CMTS(13)와 케이블 모뎀(22)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구성되어진 것이 종래의 IP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종래의 IP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 의할 경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CMTS(13)와 케이블 모뎀

(22)이 인터넷 데이터와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고성능이어야 한다는 점이 방송 서비스의 성패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수십에서 수백개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의 CMTS(13)과 케이

블 모뎀(22)을 이용하여 IP 방송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방송 서비스의 방송 품질을 결정하는 화면 해상도의 증가

에 따라 투자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나, 아니면 화면 해상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트려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케이블 TV 방송이나 위성 방송서비스에 비하여 투자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거나, 아니면 방송품

질을 현저하게 떨어 뜨려야 하므로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시스템은 IP 방송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 IP 방송 서비스 시스템은 심각한 전송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야기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 IP 방송 시스템은 케이블 TV망에 부가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용 장비 중 가입자측의 케이블 모뎀

(22)에 IP 셋톱박스(26)를 설치하여 CMTS(13)와 케이블 모뎀(22)이 제공하는 데이터 전달 용량의 일부를 상기 비디오 서

버(30)와 IP 셋톱박스(26) 사이의 방송서비스 데이터에 할당하도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비디오 서버(30)에서 IP 셋톱박

스(26)로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 데이터는 L3 스위치(12)와 CMTS(13), HFC망, 케이블 모뎀(22)에 이르는 기존의 인터넷

하향 데이터(Down Stream Data)와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게 되어 CMTS(13)와 케이블 모뎀(22)이 제공하는 데이

터 전달 용량을 인터넷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가 함께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트래픽 장애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가 CMTS(13), 케이블 모뎀(22)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하향 데이터 (Down Stream

Data)와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도 2는 종래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IP 방송 서비스의 데이터 트래픽량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그래프이다. CMTS(13)와 케

이블 모뎀(22)이 제공하는 하향 데이터 전달 용량 (Sdown)과 상향 데이터 전달 용량(Sup)중 하향 데이터 부분에는 실선으

로 표시된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의 트래픽양 (TIS)과 점선으로 표시된 방송 서비스 데이터의 트래픽량(TIS)이 함께 나타난

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경로를 두 서비스가 공유하게 되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의 하향 데이터 전달 용량 (Sdown)을 초

과 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순간이 발생된다. 이 순간에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가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IP 방송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 속도 저하 또는 방송 서비스 중단과 같은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도 2의 하향 데이터 전달 용량 (Sdown)이 매우 큰 CMTS(13)과 케이블 모뎀(22)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

나, 1 방송 데이타가 2Mbps 에 이르는 IP 방송 서비스에 있어서 수십가지에서 수백가지 방송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CMTS(13)와 케이블 모뎀(22)의 전달 용량을 키우는 것 만으로는 기술면이나 비용면에서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인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종래 IP 방송 서비스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본 발명은 CMTS(13)과 케이블 모뎀(22)로 구성

된 종래의 인터넷 서비스 부분은 종래와 같이 인터넷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적은 투자 비용으로 고해상도의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IP 방송 서비스를 위한 HFC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QoS) 전송 시스템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존 인터넷 망의 서비스 품질을 떨어 뜨리지 않으면서 방송 서비스 데이터도 원활한 트래픽을 유

지할 수 있는 HFC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QoS) 전송 시스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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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 발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에 L3 스위치(Layer3 Swithch),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및 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과 HFC(Hybrid-Fiber Coaxial)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

에는 분배기, 케이블 모뎀 및 IP 셋톱박스을 구비한 IP(Internet Protocol)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의 상기 L3 스위치와 결합기 사이에는 상기 CMTS와 병렬로 IP-QAM(IP-Quadrature

Amplitude Modulator) 송신기를 구비하여, 상기 L3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의 위상 및 진폭을 반송

판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고, 상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의 분배기에는 상기 케이블 모뎀과 병렬로 IP-QAM 모뎀을 구

비하여 상기 IP-QAM 송신기에서 송신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복조한 후 상기 IP 셋톱박스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의 케이블 모뎀과 IP-QAM 모뎀 사이에는 케이블 모뎀에서 입출력되는 이더넷 데이터와 IP-

QAM 모뎀에서 입출력되는 이더넷 데이터를 섞어서 컴퓨터와 상기 IP 셋톱박스가 연결된 LAN에 실어 주는 스위치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에는 IP-QAM 관리서버를 더 구비하여, IP-QAM 송신기들의 현재 동작 상태를 감시하

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응급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IP-QAM 관리서버는 IP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편성표, TV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방송 분류 번호 등을 새로 작성하

거나 원격지 서버에서 전달받아서 ECI(Electrical Channel Information)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측에 있는 IP-QAM 모뎀

에 전달하여 주는 기능을 더 수행할 수 있다.

상기 IP-QAM 모뎀은 상기 IP-QAM 관리서버에서 작성되어 주기적으로 전달되는 상기 ECI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IP

셋톱박스가 비디오 서버를 통하여 알게된 IP 방송 서비스를 요청할때 미리 저장되어 있던 ECI정보를 활용하여 요청된 IP

방송이 제공되는 IP-QAM 송신기의 전송 신호를 수신하여 IP 셋톱박스가 요청한 방송을 LAN을 통하여 출력하여 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IP 방송 서비스를 위한 HFC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QoS) 전송 시스템을 상

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IP 방송 서비스를 위한 HFC 기반의 고속 QoS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 트래픽량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그래프이고,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른 IP 방송 서비스가 추

가된 케이블 TV에서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보여 주는 주파수 표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IP 방

송 서비스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10)측에는 IP-QAM 송신기(16a,...,16n)을 구비하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20)측에는 상기 IP-QAM 송신기(16a,...,16n)에 대응하는 IP-QAM 모뎀(24)을 구비하여 인터넷 데이터 전송은 CMTS

(13)와 케이블 모뎀(22)으로 하고, IP 방송 데이터 전송은 IP-QAM 송신기(16a,...,16n)와 IP-QAM 모뎀(24)으로 할 수 있

게 한 데 본 발명의 특징이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은 CMTS(13)과 케이블 모뎀(22)로 구성된 종래의 인터넷 서비스 부분은 종

래와 같이 인터넷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하고, IP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CMTS(13)와 케이블 모뎀(22)에 병렬로 설

치된 별도의 데이터 전송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IP 방송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측(10)의 L3 스위치

(12)에는 상기 CMTS(13)와 병렬로 IP-QAM송신기(16a,...,16n)를 설치하고, 결합기(14)를 사용하여 HFC망(2)에 인터넷

데이터의 전송 신호와 함께 IP-QAM송신기(16a,...,16n)의 IP 방송 데이터 전송 신호를 실어주어, 가입자측의 분배기(21)

에 상기 케이블 모뎀(22)과 병렬로 연결된 IP-QAM 모뎀(24)에서 이 IP 방송 데이터 전송 신호를 수신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넷 데이터가 흐르는 경로와 IP방송 서비스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가 서로 분리되고,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저하와 방송 서비스의 중단 현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10)측에는 DHCP 서버(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Server)(11), L3 스위치(12), CMTS(13), 결합기(14)와 IP 방송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서버(30)에 새로 추가된 IP-QAM

송신기(16a,...,16n)가 구비된다. IP 방송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IP-QAM 관리서버(15)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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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서비스 가입자(20)측에는 전송 신호 분배기(21), 케이블 모뎀(22), IP-QAM 모뎀(24)와 케이블 모뎀(22)의 출력과 IP-

QAM 모뎀(24)의 출력 데이터를 섞어서 LAN에 실어주기 위한 스위치(23), 비디어 서버에서 전달된 방송서비스 데이터를

최종 수신하고 이를 원래의 동영상 데이터로 복원하여 TV등에 표시하기 위한 IP 셋톱박스(26)를 구비한다.

종래의 방법에서와 같이 DHCP 서버(11), L3 스위치(12), CMTS(13), 케이블 모뎀(22)등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준

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서버(30)에서 송출되는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는 미리 지정된 IP 그룹의 포트(port)로 멀

티케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다. L3 스위치(12)는 이 데이터를 CMTS(13)쪽이 아닌 IP-QAM 송신기(16a,...,16n)쪽으로 전

달하고, 전달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는 IP-QAM 송신기(16a,...,16n)에서 위상 및 진폭이 변조된 반송파 신호로 바뀌어

지게 된다. 상기 IP-QAM 송신기(16a,...,16n)의 변조 주파수는 CMTS(13)의 전송 신호 주파수 와 다를 뿐만 아니라 케이

블 TV 신호의 주파수와도 다른다. 또한, IP 방송 서비스의 방송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QAM 송신기(16a,...,16n)를 서로 병렬이 되게 추가하여 연결하여 주고 각 IP-QAM 송신기 (16a,..., 16n)의 변조 주파수를

다르게 해 주면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주면,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를 위한 CMTS(13)의 데이터 용량이 거의 포화된 상태에

서도 멀티케스트 형태의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는 전용의 IP-QAM 송신기(16a,..., 16n)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HFC(2)에

실어지게 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인터넷 서비스의 트래픽(TIS)과는 별개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의 트래픽(TIPB1,...,TIPBN)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MTS(13)의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와 각 IP-QAM 송신기(16a,...,16n)의 IP 방송 데이터는 서로 다른 주

파수 대역으로 변조되어 서로 트래픽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전송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전송 신호의 주파수의 배치도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도 5a에서는 실제 케이블

TV 망에서 TV 채널의 케이블 TV용 전파 신호의 주파수 대역(BTV1,BTV2,BTV3)과, CMTS(13)에서 케이블 모뎀(22)으로

전달된는 인터넷 하향 신호의 주파수 대역(BID)과, 케이블 모뎀(22)에서 CMTS(13)으로 전달되는 인터넷 상향 신호의 주

파수 대역(BIU)의 배치 예를 보여 준다. 도 5b에는 도 5a에서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BE1,BE2,BE3)이 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이 처럼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 (BE1,BE2,BE3)을 각 IP-QAM 송신기(16a,...,16n)의 변조 주파수 대역(BIP-

QAM1,BIP-QAM2,BIP-QAM3)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TV 채널 신호와 인터넷 데이터 신호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IP 방송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IP-QAM 관리서버(15)는 IP-QAM 송신기들(16a,...,16n)의 현재 동작 상태를 감시하고 돌발

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응급 동작을 수행한다. 또한 IP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편성표, TV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방송 분류 번호 등을 새로 작성하거나 원격지 서버에서 전달받아서 ECI(Electrical Channel

Information)을 본발명의 가입자측에 있는 IP-QAM 모뎀(24)과 상기 IP-QAM 모뎀(24)과 연결되어 있는 IP 셋톱박스

(26) 등에 전달하여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서비스 가입자 측에 설치되어 있는 IP 셋톱박스(26)는 케이블 모뎀(22)에서

CMTS(13)로 출력되는 상향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비디오 서버(30)에 접속하여 IP 방송 서비스의 종류 및 IP 방송 서비스

가입 방법 등을 확인 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해주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IP 셋톱박스(26)가 비디오 서버(30) 등

에서 찾아 온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10)측의 상기 L3 스위치(12)에서 서비스의 경로가 IP-QAM 송신기

(16a,...,16n)로 변경되어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달된다.

도 3에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20)측의 상기 IP-QAM 모뎀(24)은 상기 IP-QAM 송신기(16a,...,16n)에서 전달되고 있

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LAN 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10)측에 설치된 수많

은 IP-QAM 송신기(16a,...,16n)들 중에서 어떤 IP-QAM 송신기의 출력을 수신할 것인가는 상기 IP-QAM 관리서버(15)

로부터 ECI(Electrical Channel Information)형태의 부가 정보를 제공받아서 결정하며, 이를 위해 상기 IP-QAM 모뎀

(24)은 IP-QAM 송신기 (16a,...,16n)의 갯수와 종류, 담당하고 있는 IP 방송 서비스의 컨텐츠 등을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가진다. IP 셋톱박스(26)가 비디오 서버(30)을 통하여 알게된 IP 방송 서비스를 요청할때 IP-QAM 모뎀(24)은 요

청된 IP 방송이 제공되는 IP-QAM 송신기 (16a,..., 16n)의 전송 신호를 수신하여 IP 셋톱박스(26)가 요청한 방송을 LAN

을 통하여 IP 셋톱박스(26)로 출력하여 준다.

도 3에서, 상기 스위치(23)는 케이블 모뎀(22)에서 입출력되는 이더넷 데이터와 IP-QAM 모뎀(24)에서 입출력되는 이더

넷 데이터를 섞어서 LAN에 실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6은 상기 IP-QAM 관리서버(15)에서 주기적으로 ECI정보를 브로드케스팅하는 것에서부터 IP 셋톱박스(26)로 방송 서

비스 데이터가 수신되기 까지의 동작 흐름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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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프로토콜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고속 큐오에스 전송 시스템에

서는 상기 IP-QAM 관리서버(15)에서 주기적으로 ECI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고, 상기 IP-QAM 모뎀(24)에서 ECI 정보를

수집, 저장 및 관리하는 단계(101); 상기 케이블 모뎀(22)이 상기 DHCP 서버(11)에 자신의 IP 주소를 요청하는 단계(102)

; 상기 DHCP 서버가 상기 케이블 모뎀(22)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단계(103); 상기 IP-셋탑박스(26)에서 웹에 연결된 방송

또는 영상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104); 상기 포탈 사이트에서 영화명, 멀티캐스트 IP, 포트 번호 및 IP-QAM 송신

기 (16a,..., 16n)의 주파수 채널 번호를 전송하고, IP-셋톱박스(26)의 웹브라우저에 영화명, 멀티캐스트 IP등이 보여지는

단계(105); 상기 IP-QAM모뎀(24)이 멀티캐스트 IP와 브로드캐스팅된 ECI 정보에서 상기 IP-QAM송신기(16a,...,16n)의

주파수 채널 번호를 설정하는 단계(106); 및 선택된 IP-멀티캐스트 프로그램이 상기 L3 스위치(12)와 상기 (106)단계에

서 설정된 IP-QAM 송신기를 거쳐 전송되는 단계(107)가 수행되며, 사용자는 상기 IP-셋톱박스(26)에서 방송을 시청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 인터넷 망의 서비스 품질을 떨어 뜨리지 않으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IP-QAM 송신기 및 IP-

QAM 모뎀을 활용하여 적은 투자 비용으로 고해상도의 IP방송 데이터를 트래픽 장애없이 전송할 수 있는 HFC 기반의 고

속 큐오에스(QoS) 전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HFC를 기반으로 한 종래 IP 방송 서비스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IP 방송 서비스의 데이터 트래픽량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IP 방송 서비스를 위한 HFC 기반의 고속 QoS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IP 방송 서비스 데이터 트래픽량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른 IP 방송 서비스가 추가된 케이블 TV에서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보여 주는 주파수 표이

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IP 방송 서비스의 동작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인터넷(Internet)

2 : 광동축혼합망(HFC:Hybrid-Fiber Coaxial)

10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11 : DHCP 서버(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Server)

12 : L3 스위치(Layer3 Switch)

13 :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14 : 결합기

15 : IP-QAM 관리 서버(IP-Quadrature Amplitude Modulator Managemen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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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 16n : IP-QAM 송신기

20 :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ISS:Internet Service Subscriber)

21 : 분배기

22 : 케이블 모뎀

23 : 스위치

24 : IP-QAM 모뎀

25 : 가입자 컴퓨터

26 : IP셋톱박스(Internet Protocol Set-Top Box)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52790

- 8 -



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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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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