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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IP 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신호 처리 장치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MPEG-TS)와 인터넷 데이
터를 분리시, 별도의 메모리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IP 어드레스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와이어 스피드(wire-speed)
로 IP 패킷을 전달해주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디지털 방송 신호 분리 장치는 전송매체(100)를 통해 전송되는 IP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버퍼(201);
수신버퍼(201)에서 출력되는 IP 패킷으로부터 IP 헤더(header) 부분을 복사(copy)하여 헤더 부분만을 추출하는 IP
헤더 추출부(202); 사용자로부터 설정된 방송 채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값이나 유니캐스
트 IP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204); IP 헤더 추출부(202)에서 추출된 IP 헤더(202b)의 어드레스와 레지
스터(204)에 저장된 IP 헤더(205)의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비교부(203); 비교부(203)에서 출력되는 비교결과값에
따라 IP 패킷 경로를 선택하는 IP 패킷 경로 처리부(206); 비교부(203)의 비교결과값이 일반 인터넷 데이터에 해당
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부(206)에서 IP 패킷을 컴퓨터로 리턴시키기 위하여 IP 패킷
을 송신하는 송신버퍼(207); 및 비교부(203)의 비교결과값이 디지털 방송신호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부(206)에서 IP 패킷을 MPEG-TS 처리부(209)로 이루어진다.

등록특허 10-0475191

- 1 -



대표도

도 5

색인어

디지털 방송, IP 필터링, MPEG, 셋탑박스, MPEG T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ATM 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신호를 서비스하는 처리 장치에 관한 블럭도,

도 2는 종래의 IP 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에 관한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IP 망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빠르게
분리하는 장치에 관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IP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과정을 프로토콜 스택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신호 분리 장치에 관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는 장치에 관한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전송매체 200 : 셋탑박스

210 : IP 인터페이스부 220 : 데이터 분리부

230 : MPEG 디코더 240 : DAC

300 : 컴퓨터 400 : 텔레비전

201 : 수신버퍼 202 : IP 헤더 추출부

202a: IP 헤더 202b : IP 처리부 A

203a: 결과값처리부 XOR1 : 배타적 논리합수단

XOR2 : 배타적 논리합수단 204 : 필터링 레지스터

205 : 필터링 된 레지스터 206a : 스위칭부

206b : IP 처리부 B 207 : 송신버퍼

208a : UDP 처리부 208b : UDP 헤더

208c : 필터링 된 UDP 헤더 208d : 최종처리부

209 : MPEG-N TS 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인터넷 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신호 중 인터넷 데이터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분리시, 별도의 메모리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IP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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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와이어 스피드(wire-speed)로 IP 패킷을 전달해주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
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실시간으로 디지털 방송신호를 가입자까지 전송하는 방식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망을 이
용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IP 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ATM 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ATM 망을 이
용하여 디지털 방송 신호를 서비스하는 처리 장치에 관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xDSL, 광 (optic) 또는 케이
블모뎀 등의 전송매체(10)와, 전송매체(10)로부터 전송되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형태의 디지
털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동시에 압축된 MPEG
신호를 풀어 표준의 영상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탑박스(Set-top box)(20)로 구성된다.

상기 셋탑박스(20)는 ATM 인터페이스부(21), ATM MPEG-1∼7(이하, 'MPEG-N'라 함) 스트리머(22), MPEG 디
코더(23), DAC(Digital/Analog Converter)(24), 제어부(2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셋탑박스를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 신호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ATM 망을
통해 전송매체(10)로 ATM 신호가 수신되면 ATM 인터페이스부(21)에서 인터페이싱되어 디지털 방송신호는 ATM
MPEG-N 스트리머(streamer)(22)로 출력되고, 인터넷 데이터는 제어부(25)를 통해 컴퓨터로 출력된다.

디지털 방송신호는 ATM MPEG-N 스트리머(22)에서 해당 전송단위(MPEG-1,2,3,4,7)로 분리된 후, MPEG 디코
더(23)에 의해 압축이 해제되어 DAC(24)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텔레비전의 해당 포트로 전송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이 보고자하는 방송채널 서버로부터 송신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하
게 된다.

그런데, ATM 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송서비스는 ATM 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고가인 ATM 장
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점점 저가의 IP 망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의 흐름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IP 망에서 문제시되던 QoS(Quality of Service)도 어느정도 해결되어 있고, 전체 망이 IP 망으로 진화하고 있
는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셋탑박스의 전송장비 인터페이스를 IP 인터페이스로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하, 종래의 IP 망을 기반으로 한 셋탑박스의 디지털 방송 처리 장치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종래의 IP 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에 관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IP 망을 기반으로 셋탑박스의 내부 구성은, IP 망으로부터 전송되는 IP 패킷을 임시저장하여 순차
적으로 출력하는 큐(Queue)(31); 큐(31)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SOP(Start Of Packet), EOP(End Of Packet) 신호
를 처리하는 메모리 제어부(32); 메모리 제어부(32)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33); 메모리 제어부
(32)에서 출력되는 IP 패킷으로부터 추출되는 IP 헤더(34);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방송용 IP 어드레스를 셋팅하여
전달하는 제어부 인터페이스부(35); 제어부 인터페이스부(35)를 통하여 전달되는 셋팅된 IP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36); 레지스터(36)에 저장된 IP 어드레스와 IP 헤더(34)를 비교하여 IP 어드레스가 동일하면 "0"신호를 출
력하고 다르면 "1"신호를 출력하는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37); 및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37)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에 따라 메모리(33)에 저장된 IP 패킷을 해당 출력부로 출력시키는 큐(38)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구성된 IP 망을 기반으로 한 셋탑박스의 경우, IP 패킷을 수신하자마자 일단 메모리(33)에 저장
한 후, 해당 디지털 방송서비스 IP 어드레스와 일치하면 메모리(33)로부터 하나씩 전송하는 구조이므로, 패킷 전달
에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신된 IP 패킷을 일단 메모리에 저장한 후 IP 헤더를 추출하여 방송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IP 패킷
전달을 와이어 스피드(wire-speed)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와이어 스피드란, 라인(line) 상에 흐르는 데이터의 처리 속도와 동일하게 IP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IP 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신호
처리 장치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MPEG-TS)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시, 별도의 메모리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IP
어드레스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와이어 스피드(wire-speed)로 IP 패킷을 전달해주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
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
는 장치의 구성은, IP(Internet Protocol) 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인터넷 제공 사업자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가입자까지 전송해주는 전송매체; 전송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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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여 해당 장치로 출력하는 셋탑박스
(Set-top box); 셋탑박스에서 분리되어 출력되는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텔레비전; 및 셋탑박스
에서 분리되어 출력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컴퓨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셋탑박스는 수신된 IP 패
킷의 IP 어드레스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방송용 IP 어드레스를 비교하여 방송용 IP 어드레스인 경우, 해당
IP 패킷을 MPEG-N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N Transport Stream) 처리하고, 수신된 IP 패킷의 IP 어
드레스가 미리 지정된 방송용 IP 어드레스가 아닌 경우, 컴퓨터로 직접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셋탑박스는 IP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버퍼; 수신버퍼에서 출력되는 IP 패킷으로부터 IP 헤더(header)를 추출하
는 IP 헤더 추출부; IP 헤더 추출부에서 추출된 IP 헤더의 어드레스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IP 어드레스를 비
교하는 비교부; 사용자에 의해 셋팅된 방송용 IP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비교부에서 출력되는 비교결과
값에 따라 IP 패킷 경로를 선택하는 IP 패킷 경로 처리부; 비교부의 비교결과값이 일반 인터넷 데이터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부에서 IP 패킷을 컴퓨터로 리턴시키기 위하여 IP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버퍼; 및 비교부의 비교결과값이 디지털 방송신호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
부에서 IP 패킷을 MPEG-N TS 처리부로 출력하도록 구성된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은,
IP(Internet Protocol) 패킷을 버퍼로 수신하는 제 1단계; 수신된 IP 패킷으로부터 IP 헤더(header)를 복사하여 IP
헤더를 추출하는 제 2단계; 추출된 IP 헤더(IP 어드레스)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방송용 IP 어드레스를 비교
하는 제 3단계; 추출된 IP 헤더(IP 어드레스)가 방송용 IP 어드레스와 동일한 경우, 해당 IP 패킷을 MPEG-N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N Transport Stream) 처리부로 출력하는 제 4단계; 및 추출된 IP 헤더(IP 어
드레스)가 방송용 IP 어드레스가 아닌 경우, 해당 IP 패킷을 컴퓨터로 출력하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지닌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IP 망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빠르게
분리하는 장치에 관한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는 셋탑박스 장치
의 구성은, 방송국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공중파 디지털 방송 스트림 및 인터넷 제공 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xDSL, 이더넷, 광(optic), 케이블모뎀, 무선 랜 등의 전송매체(100); 전송매체(100)를 통해 전
송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 및 인터넷 데이터를 신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출력부{예컨대, 텔레비전(400) 및 컴
퓨터(300)}로 전달하는 셋탑박스(200)로 이루어진다.

상기 셋탑박스(200)는 IP 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IP 인터페이스부(210)와, 인터넷 데이
터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부(220)와, MPEG 형태로 압축된 디지털 방송신호를 압축해제하여
텔레비전(400)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MPEG 디코더(230)와, MPEG 디코더(230)에서 출력되는 디지
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DAC(24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텔레비전(400)이 디지털 텔레비전일 경우, DAC(240) 기능이 셋탑박스(200)내에 구비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있는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하, 본 발명의 특징인 디지털 방송 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데이터 분리 과정 및 데이터 분리
부(220)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IP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과정을 프로토콜 스택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한 도면이다. 도 4를 참
조하면, 전송매체(100)를 통해 방송용 MPEG TS(MD)와 인터넷 데이터(D)가 셋탑박스(200)로 입력되면, 셋탑박스
(200)의 데이터 분리부(220)에서 디지털 방송신호 패킷(MD1)과 인터넷 데이터 패킷(D')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방
송신호 패킷(MD1)의 IP 헤더 부분(MD2)은 룩업 테이블(T)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로부터 지정된 IP 어드레스 값
(MDH)과 비교되어, IP 헤더가 지정된 IP 어드레스 값(MDH)에 해당되면 IP 헤더가 제거되면서 UDP(User
Datagram Protocol) 필드와 페이로드(MD3)부분이 남게된다. 남아있는 UDP 필드와 페이로드(MD3) 부분으로부
터 UDP 필드가 제거된 실제 페이로드(MD4)에 해당하는 MPEG-N 스트림이 MPEG 스트림 전송단위(TS)(MD5)로
복원되면, MPEG 디코더(230)로 출력되어 압축이 해제된 후, DAC(240)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텔레비전
(400)으로 전송된다.

이하, 상기와 같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신호 분리 장치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신호 분리 장치에 관한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신
호 분리 장치는 IP 헤더를 IP 패킷으로부터 추출하기 위하여 IP 처리부 A(202a)를 두어, IP 헤더(202b)와 필터링
된 IP 헤더(205)를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XOR1)에서 비교한다. 디지털 방송 신호 분리 장치는 전송매체(100)를 통
해 전송되는 IP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버퍼(201); 수신버퍼(201)에서 출력되는 IP 패킷으로부터 IP 헤더(header) 부
분을 복사(copy)하여 헤더 부분만을 추출하는 IP 헤더 추출부(202); 사용자로부터 설정된 방송 채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값이나 유니캐스트 IP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204); IP 헤더 추출부(202)
에서 추출된 IP 헤더(202b)의 어드레스와 레지스터(204)에 저장된 IP 헤더(205)의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비교부
(203); 비교부(203)에서 출력되는 비교결과값에 따라 IP 패킷 경로를 선택하는 IP 패킷 경로 처리부(206); 비교부
(203)의 비교결과값이 일반 인터넷 데이터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부(206)에
서 IP 패킷을 컴퓨터로 리턴시키기 위하여 IP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버퍼(207); 및 비교부(203)의 비교결과값이 디
지털 방송신호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부(206)에서 IP 패킷을 MPEG-TS 처리
부(209)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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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신하기 위한 UDP 포트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IP 패킷 경로 처리
부(206)와 MPEG-TS 처리부(209) 사이에 UDP 처리부(208)를 두어, IP 패킷의 UDP 필드를 사용자가 지정한
UDP 포트와 비교하여 필터링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하, 디지털 방송 신호 분리 장치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는 장치에 관한 블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신호 분리 장치는 IP 헤더를 IP 패킷으로부터 추출하기 위하여 IP 처리부 A(202a)를
두어, IP 헤더(202b)와 필터링 된 IP 헤더(205)를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XOR1)에서 비교한다. 이때 필터링된 IP 헤
더(205)와 현재 들어오는 IP 패킷의 IP 헤더(202b)가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XOR1)를 통하여 비교되는 방법은 표 1
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 1.
 필터링 된 IP 헤더  현재 들어오는 IP 헤더  비교결과

 yyy.yy1.y1.x  xxx.yy0.yy0.x00  '1'값 출력, 컴퓨터로 반환
 yyy.yy1.y1.x  xxx.yy0.yy0.x00  '1'값 출력, 컴퓨터로 반환

 xxx.yy0.yy0.x00  xxx.yy0.yy0.x00  일치 '0'값 출력
 yyy.yy1.y1.x  xxx.yy0.yy0.x00  '1'값 출력, 컴퓨터로 반환

일 예로 사용자가 KBS 1(239.0.1.1)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 KBS 1로부터 IP 패킷의 어드레스 부분
이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239.0.1.1)로 캡슐화되어 방송이 전송된다. 이 IP 패킷은 인터넷 망을 통해 각각의 셋탑
박스로 전송되고, 셋탑박스에서는 필터링된 IP 헤더(205)에 239.0.1.1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배타적 논리합 게
이트(XOR1)의 출력값은 0.0.0.0이 된다.

따라서 결과값 처리부(203a)에서 스위칭부(206a)로 현재 IP 패킷을 디지털 방송 신호로 처리하도록 스위칭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IP 처리부 A(202a)로부터 출력되는 IP 패킷을 스위칭부(206a)에서 IP 처리부 B(206b)로 패
싱(passing)하여 IP 처리부 B(206b)에서 IP 헤더가 제거된 후 UDP 처리부(208)로 출력되게 된다.

이때, 결과값 처리부(203a)의 제어시점은 IP 처리부 A(202a)에서 스위칭부(206a)로 IP 패킷이 전송되는 시점에 맞
추어 진행하도록 한다.

한편, 비교결과 현재 전송되어 들어오는 패킷의 IP 헤더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IP 어드레스와 일치하지 않는 경
우,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XOR1)는 '0.0.0.0'이 아닌 '1'이 포함된 값을 출력하므로 결과값 처리부(203a)에서 스위
칭부(206a)로 현재 IP 패킷을 인터넷 데이터로 처리하도록 스위칭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IP 처리부
A(202a)로부터 출력되는 IP 패킷을 스위칭부(206a)에서 송신버퍼(207)로 출력하여 컴퓨터(300)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UDP 처리부(208)에서는 IP 처리부 B(206b)로부터 IP 헤더가 제거된 패킷이 들어오면, UDP 처리부(208a)에
서 UDP 헤더(208b)를 추출하여 필터링 레지스터(204)에서 저장되어 있는 UDP 헤더(208c)와 비교한다.

여기서 비교되는 값은 UDP 헤더에 기록된 포트넘버를 비교하게 되는데,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포트넘버(즉,
필터링된 UDP 헤더)와 현재 전송되어 들어온 UDP 헤더에 기록된 포트넘버가 같을 경우,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
(XOR2)에서 '0'을 출력하여 최종처리부(208d)에서 데이터가 손실없이 정상적으로 수신된 것으로 판단하여, UDP
처리부(208a)에서 UDP 헤더가 제거되어 출력되는 패킷을 MPEG-N TS 처리부(209)에서 처리하도록 MPEG-N
TS 처리부(209)로 유효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포트넘버(즉, 필터링된 UDP 헤더)와 현재 전송되어 들어온 UDP 헤더에 기록된
포트넘버가 다를 경우,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XOR2)에서 '1'을 출력하여 최종처리부(208d)에서 데이터에 비정상적
으로 수신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수신된 패킷에 대해 'discard'(데이터를 버림)신호를 출력한다.

이하, 디지털 방송 신호와 인터넷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신호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법은, 먼저 전송매체를 통해 IP 패킷을 버퍼로 수
신한다(S100).

IP 패킷에서 IP 헤더를 추출하면(S210), 분리된 IP 헤더의 어드레스 정보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IP 어드레스
항목을 비교한다(S220).

S220에서 분리된 IP 헤더의 IP 어드레스가 방송용 IP 어드레스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IP 패킷을 MPEG-
N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N Transport Stream) 처리부로 출력하고(S230), MPEG-N TS 처리부에
서 MPEG 압축화일이 해제되고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뒤 아날로그 텔레비전으로 출력된다(S240).

그러나, 분리된 IP 헤더의 IP 어드레스가 방송용 IP 어드레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IP 패킷을 컴퓨터로 출
력한다(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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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 이외에도 UDP 필터링 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S230 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UDP 필터링 과정을 수
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을 인터넷 망을 통해 수신할 수 있는 셋탑박스 내에 고가의 네
트워크 프로세서(예컨대, ATM 인터페이스부)를 활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IP 망에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전송되어 들어오는 IP 패킷을 별도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바로
IP 헤더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므로 인터넷 데이터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와이어 스피드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
자가 방송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P(Internet Protocol) 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인터넷 제공 사업자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가입자까지 전송해주는
전송매체;

전송매체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인터넷 데이터를 분리하여 해당 장치로 출력하는 셋탑박
스(Set-top box);

셋탑박스에서 분리되어 출력되는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텔레비전; 및

셋탑박스에서 분리되어 출력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컴퓨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셋탑박스는 수신된 IP 패킷의 IP 어드레스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방송용 IP 어드레스를 비교하여 방송
용 IP 어드레스인 경우, 해당 IP 패킷을 MPEG-N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N Transport Stream) 처리
하고, 수신된 IP 패킷의 IP 어드레스가 미리 지정된 방송용 IP 어드레스가 아닌 경우, 컴퓨터로 직접 출력하도록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셋탑박스는,

IP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버퍼;

수신버퍼에서 출력되는 IP 패킷으로부터 IP 헤더(header)를 추출하는 IP 헤더 추출부;

IP 헤더 추출부에서 추출된 IP 헤더의 어드레스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IP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비교부;

사용자에 의해 셋팅된 방송용 IP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비교부에서 출력되는 비교결과값에 따라 IP 패킷 경로를 선택하는 IP 패킷 경로 처리부;

비교부의 비교결과값이 일반 인터넷 데이터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부에서 IP
패킷을 컴퓨터로 리턴시키기 위하여 IP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버퍼; 및

비교부의 비교결과값이 디지털 방송신호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판단되는 경우, IP 패킷 경로 처리부에서 IP 패
킷을 MPEG-N TS 처리부로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
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셋탑박스의 비교부는,

배타적 논리합수단(eXclusive OR gate)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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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셋탑박스는,

데이터의 손실여부 및 정상적인 수신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포트넘버 필터링을 수행하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필터링 처리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UDP 필터링 처리부는,

UDP 헤더와 데이터 부분으로 분리하는 UDP 처리부;

UDP 헤더와 필터링된 UDP 헤더를 비교하는 배타적 논리합수단; 및

배타적 논리합 수단의 출력값에 따라 데이터를 버릴것인지 MPEG-N TS 처리부로 출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최종
처리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청구항 6.

IP(Internet Protocol) 패킷을 버퍼에 수신하는 제 1단계;

수신된 IP 패킷으로부터 IP 헤더(header)를 복사하여 IP 헤더를 추출하는 제 2단계;

추출된 IP 헤더(IP 어드레스)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방송용 IP 어드레스를 비교하는 제 3단계;

추출된 IP 헤더(IP 어드레스)가 방송용 IP 어드레스와 동일한 경우, 해당 IP 패킷을 MPEG-N 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N Transport Stream) 처리부로 출력하는 제 4단계; 및

추출된 IP 헤더(IP 어드레스)가 방송용 IP 어드레스가 아닌 경우, 해당 IP 패킷을 컴퓨터로 출력하는 제 5단계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방송용 IP 어드레스들을 적어도 하나 이상 설정해놓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5단계는,

추출된 IP 헤더(IP 어드레스)가 방송용 IP 어드레스가 아닌 경우, 해당 IP 패킷을 송신버퍼를 통해 컴퓨터로 출력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
를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필터링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
달되는 데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UDP 필터링 단계는,

IP 헤더가 제거된 IP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패킷의 UDP 헤더 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분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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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 헤더에 기록되는 포트넘버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 포트넘버를 비교하는 단계;

UDP 헤더에 기록되는 포트넘버와 미리 지정된 포트넘버가 동일한 경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된 상태이므로
MPEG-N TS 처리부로 출력하는 단계; 및

UDP 헤더에 기록되는 포트넘버와 미리 지정된 포트넘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수신된 상
태이므로 'discard'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달되는 데
이터에서 디지털 방송신호를 분리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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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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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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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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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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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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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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