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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방송 채널 신호를 디멀티플렉싱하는 디지털 방송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및 디멀티플렉싱 방법

요약

다중 방송 채널 신호를 디멀티플렉싱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및 디멀티플렉싱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디

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에서는, PID 필터들이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다중 방송 채널들 각각에

해당하는 방송 스트림을 추출하여, 여러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출력한다. 이에 따라, CA 버퍼의 버스 점유

를 중재하는 아비터의 그랜트 신호에 따라 상기 다중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 중 해당 워드가 FIFO 메모리들로

부터 출력되어, CA 버퍼에 저장된다. CA 버퍼에는 콘트롤 워드를 포함하여 패킷 단위로 저장되며, 아비터의 중재를 받아

CA 버퍼에서 CA 모듈로 출력된 패킷은 디스크램블링된 후 디코더를 통해 시청 가능한 형태로 출력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멀티플렉서를 구비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디멀티플렉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의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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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의 레지스터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3의 스테이트 머신의 PID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 및 워드 단위 저장 동작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상태도이다.

도 6은 도 3의 스테이트 머신의 PID 데이터 출력동작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상태도이다.

도 7은 도 2의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의 동작 설명을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8은 도 2의 아비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9는 도 2 및 도 8의 CA 버퍼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0은 도 2 및 도 8의 아비터, CA 버퍼, 및 CA 모듈 간의 CA 버퍼 인터페이싱 설명을 위한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중 방송 채널들을 동시에 시청하거나 녹화하기 위하여 다중 방송 채

널들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stream)들을 디멀티플렉싱(demultiplexing)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RF(radio frequency) 모듈에서 무선 공중파로부터 TS(transport stream) 스트림 또는

DSS(direct satellite service) 스트림과 같은 디지털 방송 신호를 추출하고, 패킷 식별자(PID:packet identifier) 필터에

서, 해당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추출한다. 추출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은 소정 디코더에서 디코딩 처리된다. 또

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AV(audio and video) 출력 회로를 통하여 디코딩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및 오디오 구동 신호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유저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스피커를 통하여 표시되는 영상 및 소리를 시청한

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유저가 희망하는 방송 채널을 선택할 때, 하나의 PID 필터를 통하여, 선택된 방

송 채널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추출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는, 2 개 이상의 방송 채널

이 동시에 선택되어 여러개의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이 동시에 추출되거나 디코딩 처리될 수 없다. 유저는 2 개 이상

의 방송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면서, 다른 하나 이상의 방송 채널은 녹화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저는

TS 스트림 포맷을 가지는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송 채널 두 개를 동시에 시청하면서, DSS

스트림 포맷을 가지는 Direc TV 방송 채널을 녹화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하여 디지털 방송 수

신기는 다수의 PID 필터들을 통하여 여러개의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추출하고 디코딩 처리하여야 한다.

선택된 하나의 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처리하는 종래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는, 여러 개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PID 필터에서 추출하여 디코더로 출력할 때의 버퍼 인터

페이싱 방식도 간단하다. 하지만, 2 개 이상의 방송 채널들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리소스인 접근 제한(CA:Conditional Access) 모듈(module)을 이용함에 있어 CA 버퍼 인터페이스를 위한 아비트레이션

(arbitration)이 필요하다. 즉, 방송 채널마다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CA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각 디지

털 방송 스트림을 패킷(packet) 단위로 CA 버퍼에 저장했다가 CA 모듈로 전송하는, CA 버퍼 인터페이스를 위한 다양한

아비트레이션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 스트림에 대한 종래의 단순한 아비트레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미국 공개 특허, "US2002-0146023"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디멀티플렉서는, 같은 채널 소스에서 들어오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 패킷에 CA 버퍼 인터페이싱

하여 순서 변동없이 패킷을 전달하는 아비트레이션 수행에 있어서, CA 버퍼로서 이중 포트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등을 사용하므로 메모리 용량이 크고 아비트레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로 면적이 크다는 문제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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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중 방송 채널 신호를 동시 처리하기 위하여, 최소의 CA 버퍼를 사용하

고 버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CA 버퍼 인터페이스를 아비트레이션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다중 방송 채널 신호를 동시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디멀티

플렉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는, PID 필터들, 제1 메모리, 및

아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PID 필터들은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다중 방송 채널들 각각

에 해당하는 방송 스트림을 추출하여, 여러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출력한다. 상기 제1 메모리는 각 해당 방

송 채널에 대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바이트 단위로 수신하여 저장하고,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되면, 해당 방송

채널의 워드에 대한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 중 그랜트 신호에 따라 해

당 워드를 출력한다. 상기 아비터는 리드 요청 신호,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의 해당 라이트 요청 신호들에 우선권을

결정하고 상기 그랜트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에 대한 리드 억세스와 라이트 억세스에 대한 버스 점유

를 중재한다.

상기 디멀티플렉서는, CA(conditional access) 버퍼, CA 모듈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CA 버퍼는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 각각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메모리에서 출력되는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소정 단

위로 저장하고,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에 따라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출력한다. 상기 CA 모듈은

상기 버스 점유의 중재를 받아 상기 CA 버퍼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여 패킷 단위로 디스크램블링하

고, 상기 디스크램블링의 완료 시마다 버퍼 리드 요청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아비터는, 상기 마지막 번지 워드가 상기 CA 버퍼에 저장될 때, 서비스 큐에 해당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상기 버퍼 리

드 요청 신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CA 버퍼에 대한 해당 버스 점유의 우선권을 부여받을

때, 상기 서비스 큐가 가리키는 상기 CA 버퍼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상기 소정 단위의 스트림 중 상기 콘트롤 워드를 먼저

출력시키고, 다음에 나머지 워드들을 바이트 단위로 출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아비터는, 리드 요청 신호에는

최고 우선권, 및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은,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다중 방송 채널들 각각에 해당하는 방송 스트림을 추출하여, 여러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

을 출력하는 단계; 각 해당 방송 채널에 대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바이트 단위로 수신하여 제1 메모리에 저장하

고,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되면, 해당 방송 채널의 워드에 대한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그랜트 신호에 따라

상기 다중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 중 해당 워드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에 대한 리드 억

세스와 라이트 억세스에 대한 버스 점유를 중재하는 아비터에 의하여, 리드 요청 신호,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의 해

당 라이트 요청 신호들에 우선권을 결정하고 상기 그랜트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멀티플렉서(120)를 구비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는 RF(radio frequency) 모듈(110), 디멀티플렉서

(demultiplexer)(120), 디코더(130), AV(audio and video) 출력 회로(140), 및 외부 메모리(150)를 구비한다. 상기 RF

모듈(110)은 무선 공중파로부터 디지털 방송 신호, 즉, TS(transport stream) 스트림 또는 DSS(direct satellite service)

스트림을 추출하여 출력한다. TS 스트림 및 DSS 스트림에는 다중 방송 채널들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

러 방송 채널들 각각에 해당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들이 다수 실려있다. 상기 디멀티플렉서(120)는 PID(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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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r) 필터들(도 2의 131~134)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스트림들

을 아비트레이션(arbitration)하며, CA(conditional access) 모듈(도 2의 126)에서 디스크램블링(descrambling) 처리하

여 출력한다. 이외에도, PID 필터들(131~134)을 거치면서 TS 스트림 및 DSS 스트림에는 해당 방송 채널별로 패킷

(packet)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콘트롤 워드가 부가된다. 외부 메모리(150)는 아비트레이션의 수행에서 이용되고, 상기

디멀티플렉서(120) 내에 구비될 수도 있다. 여기서, 유저가 2 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거나 녹화하기를 원한

다고 가정한다. 상기 디코더(130)는 상기 디멀티플렉서(120)에서 출력되는 TS 스트림 또는 DSS 스트림을 디코딩 처리하

고, 상기 AV 출력 회로(140)는 디코딩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및 오디오 구동 신호를 생성한다. 이

에 따라, 유저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 및 스피커를 통하여 표시되는 영상 및 소리를 시청

한다.

그러나, 2 개 이상의 방송 채널들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리소스인 CA 모듈(도 2

의 126)과 CA 버퍼(도 2의 125)를 이용해야하므로, 상기 디멀티플렉서(120)에서 버퍼 인터페이스를 위한 아비트레이션

(arbitration)이 필요하다. 이는 방송 채널마다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CA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에 따

라, 각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소정 단위(192 바이트 또는 136 바이트 단위)로 버퍼에 저장했다가 CA 모듈(도 2의 126)로

전송하는, CA 버퍼 인터페이스를 위한 새로운 아비트레이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도 2는 도 1의 디멀티플렉서(120)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도 1의 디멀티플렉서(120)는, PID 필터들

(121), 제1 메모리(122), 제2 메모리(123), 아비터(124), CA 버퍼(125), 및 CA 모듈(126)을 구비한다.

상기 PID 필터들(121)은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다중 방송 채널들 각각에 해당하는 방송 스트림을 추출하

여, 여러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출력한다. 상기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이 TS 스트림인 경우에, 188

바이트의 패킷 단위로 데이터가 실린 디지털 방송 스트림과 함께 4 바이트의 콘트롤 워드가 출력된다. 상기 입력되는 디지

털 방송 스트림이 DSS 스트림인 경우에, 130 바이트의 패킷 단위로 데이터가 실린 디지털 방송 스트림과 함께 더미 데이

터 2바이트, 및 4 바이트의 콘트롤 워드가 출력된다. 즉, 상기 188 바이트 또는 130 바이트 패킷 단위의 디지털 방송 스트

림에는 해당 방송 채널별로 패킷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콘트롤 워드가 부가된다. 32 비트로 구성되는 콘트롤 워드는 [표

1]과 같이, PID 필터에서 패킷 식별을 위한 PID 인덱스(index), 암호화된 부분의 시작 위치를 알려주는 스크램블 시작 위

치(scramble start position), TS 스트림인지 DSS 스트림인지를 알려주는 패킷 타입(packet type), 암호화시 사용된 키의

종류(odd key 또는 even key)를 알려주는 키 타입(key type), 시청 또는 녹화인지를 알려주는 디멀티플렉스 여부(dmx

valid), 및 암호화 유형(3 DES, DES, DVB-CSA, 또는 AES 등)을 알려주는 CA 타입(type)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콘트롤 워드는 CA 모듈(126)에서 복호화하고 디스크램블링 하는데에도 이용된다.

[표 1]

 [31:24]  [23:16]  [15]  [14]  [13]  [12:11]

PID index

(i_index[7:0])

scramble start position

(i_scrm_start_byte[7:0])

packet type

1:DSS

0:TS

(i_DSS or TS)

key type

1:odd key

0:even key

(i_odd_even_key)

dmx valid

(i_dmx_valid)

ca type

00:des

01:3des

10:dvb

11:aes

(i_ca_type[1:0])

여기서는, 유저가 4 개의 방송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거나 녹화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제1 PID 필터(131)

는 제1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추출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추출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은 PID 데이터라고 하기

로 한다. 제2 PID 필터(132)는 제2 방송 채널의 PID 데이터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제3 PID 필터(133)는 제3 방송 채널의

PID 데이터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제4 PID 필터(134)는 제4 방송 채널의 PID 데이터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방송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거나 녹화하고자 하는 유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PID 필터가 더 구비될 수 있

다.

상기 제1 메모리(122)는 각 해당 방송 채널에 대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바이트(8비트) 단위로 수신하여 저장한

다. 즉, 상기 제1 메모리(122)는 해당 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저장하는 제1 타입의 다수의 FIFO

(first-in first-out) 메모리들(141~144)을 구비하고, FIFO 메모리들(141~144) 각각에서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되면,

해당 방송 채널의 워드에 대한 라이트 요청 신호(REQ)를 생성하여, 아비터(124)의 그랜트 신호(GNT)에 따라 워드 단위로

저장된 상기 다중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 중 해당 워드를 출력한다.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141~144)에

대해서는 도 3 내지 도 7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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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비터(124)는 CA 모듈(126)의 버퍼 리드 요청 신호(RDREQ)에 의하여 발생되는 리드 요청 신호(CAREQ),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의 해당 라이트 요청 신호들(REQ)에 우선권을 결정하고 상기 그랜트 신호(GNT)를 생성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에 대한 리드 억세스와 라이트 억세스에 대한 버스 점유를 중재한다. 상기 아비터(124)는 리드 요청 신

호(RDREQ)에는 최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REQ)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다

음 순위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상기 CA 버퍼(125)는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REQ) 각각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GNT)에

따라 상기 제1 메모리(122)에서 출력되는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소정 단위(192 바이트 또는 136 바이트 단위)로 저

장하고, 상기 리드 요청 신호(CAREQ)에 대응한 그랜트에 따라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출력한다. 상기 소정 단위는,

상기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이 TS 스트림인 경우에, 콘트롤 워드 4 바이트를 포함한 192 바이트이고, 상기 입력되

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이 DSS 스트림인 경우에 더미 데이터 2 바이트 및 콘트롤 워드 4 바이트를 포함한 136 바이트이다.

상기 CA 모듈(126)은 상기 버스 점유의 중재를 받아 상기 CA 버퍼(125)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여 패

킷 단위(188 또는 130 바이트 단위)로 디스크램블링하고, 상기 디스크램블링의 완료 시마다 버퍼 리드 요청 신호를 발생

시킨다. 이와 같은 상기 아비터(124), 상기 CA 버퍼(125), 및 상기 CA 모듈(126)의 동작에 대해서는 도 8 내지 도 10의 설

명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된다.

도 1에서, 외부 메모리(150)는 상기 CA 버퍼(125)가 사용된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기 외부 메모리(150)에 접근을

위한 소정의 DMA(direct memory access) 제어를 받아, 상기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상기 제1

메모리(122)의 해당 FIFO 메모리에서 바이패스시켜 임시 저장한다. 상기 바이패스된 워드(BYPD)를 출력한 해당 채널의

라이트 요청 신호는 상기 아비터(124)의 CA 버퍼(125)에 대한 버스 점유의 우선권 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2 타

입의 FIFO 메모리인 상기 제2 메모리(123)는 상기 CA 버퍼(125)가 사용된 양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상기 소정의 DMA

제어를 받아, 상기 바이패스된 워드(BYPD)를 상기 외부 메모리(150)로부터 다시 입력받아 저장을 완료한 후, 상기 라이트

억세스를 위한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2 메모리(123)는 32 비트의 워드를 8개 저장할 수 있는 저

장소를 가진다. 상기 아비터(124)는 상기 제1 메모리(122)의 FIFO 메모리들(141~144)에서 발생되는 해당 채널들의 라이

트 요청 신호들 이외에, 상기 제2 메모리(123)에서 발생된 라이트 요청 신호에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다

음 순위의 우선권을 결정한다.

도 3은 도 2의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141~144)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도 2의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141~144) 각각은 레지스터부(151) 및 스테이트 머신(152)을 구비한다. 도 4는 도 3의 레지스터부(151)의 구조

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레지스터부(151)는 제1 레지스터(161), 제2 레지스터(162), 및 제3 레지

스터(163)를 구비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레지스터(161)는 8 비트의 바이트 데이터를 3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가

진다. 상기 제2 레지스터(162) 및 상기 제3 레지스터(163) 각각은 8 비트의 바이트 데이터를 4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가진다.

도 5는 도 3의 스테이트 머신(152)의 PID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 및 워드 단위 저장 동작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상태도이

다. 도 6은 도 3의 스테이트 머신(152)의 PID 데이터 출력동작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상태도이다. 도 7은 도 2의 제1 타입

의 FIFO 메모리들(141~144)의 동작 설명을 위한 타이밍도이다. 이하, 도 3의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141~144)의 동

작을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에서, 상기 제1 레지스터(161)는 상기 수신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PID 데이터)의 제1, 제2, 및 제3 바이트를 저장한

다. 상기 제2 레지스터(162)는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미도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제2, 및 제3 바이트와 다음으로 수신

되어 한 워드를 구성하는 제4 바이트를 저장하거나 이전에 저장했던 워드(WORD_O)를 출력한다. 상기 제3 레지스터

(163)는 상기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레지스터(162)의 출력 시에는 다음 워드를 구성하는 제1, 제2,

제3, 및 제4 바이트를 저장하고, 상기 제2 레지스터(162)의 저장 시에는 이전 워드(WORD_E)를 출력한다.

상기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는 상기 스테이트 머신(152)에서 발생된다. 상기 스테이트 머신(152)은 아비터(124)에서 생성

되는 그랜트 신호(GNT)를 이용하여 저장 기간과 출력 기간을 알리는 상기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를 발생시키고, 해당 저장

레지스터에서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되면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REQ)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제3 레지스터(163)가 출력 기간에 있고, 상기 제2 레지스터(162)가 저장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레지스터(161)가 상태 ST_BYTE1_O, ST_BYTE2_O, 및 ST_BYTE3_O 각각에서 제1, 제2, 및

제3 바이트를 저장하고, 다음 상태 ST_WORD_O에서는 상기 제2 레지스터(162)가 상기 제1, 제2, 및 제3 바이트와 다음

으로 수신되어 한 워드를 구성하는 제4 바이트를 저장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2 레지스터(162)가 출력 기간에 있고, 상

기 제3 레지스터(163)가 저장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레지스터(161)가 상태 ST_BYTE1_E, ST_BYTE2_E, 및

ST_BYTE3_E 각각에서 제1, 제2, 및 제3 바이트를 저장하고, 다음 상태 ST_WORD_E에서는 상기 제3 레지스터(16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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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제2, 및 제3 바이트와 다음으로 수신되어 한 워드를 구성하는 제4 바이트를 저장한다. 이와 같이, TS 스트림의

경우에, 188 바이트의 유효한(valid) 데이터 스트림 패킷이 상기 제2 레지스터(162) 또는 상기 제3 레지스터(163)에 저장

되고, 워드 단위로 아비터(124)로 출력된다. 도 7에서, I_SYNC, 및 I_END 각각은 주기적으로 입력되는 188 바이트의 데

이터 스트림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동기 신호이다. 콘트롤 워드는 별도의 회로(미도시)를 통하여 발

생된다.

DSS 스트림의 경우, 130 바이트의 데이터 스트림 중 마지막 후미 데이터는 2 바이트(129 및 130 번째 바이트)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상기 제1 레지스터(161)의 PID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 저장에서 워드 단위 저장으로의 동작은 시스템 클럭의

2 싸이클 만에 이루어진다. 즉, 도 5에서, ST_WORD_E에서 상기 제3 레지스터(163)가 저장 동작을 완료하고, 마지막으

로 다음 상태 ST_BYTE1_O에서 DSS 스트림의 후미 데이터 2 바이트를 받는 경우에, 상기 제1 레지스터(161)가 상태

ST_BYTE1_O, 및 ST_BYTE2_O 각각에서 제1 및 제2 바이트를 저장하고, 상기 제1 레지스터(161)에 저장된 후미 데이

터 2 바이트가 다음 상태 ST_BYTE1_E에서는 상기 제2 레지스터(162)로 이동되어 저장된다. 이때, 상기 제2 레지스터

(162)의 4 바이트 저장소 중 나머지 2 바이트에 의미없는 값인 더미 데이터 2바이트가 저장된다. 상기 제2 레지스터(162)

가 후미 데이터 2 바이트와 더미 데이터 2바이트를 저장할 때, 상기 제3 레지스터(163)는 이전 워드를 출력한다. 마찬가지

로, ST_WORD_O에서 상기 제2 레지스터(162)가 저장 동작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상태 ST_BYTE1_E에서 DSS

스트림의 후미 데이터 2 바이트(129 및 130 번째 바이트)를 받는 경우에, 상기 제1 레지스터(161)가 상태 ST_BYTE1_E,

및 ST_BYTE2_E 각각에서 제1 및 제2 바이트를 저장하고, 상기 제1 레지스터(161)에 저장된 후미 데이터 2 바이트가 다

음 상태 ST_BYTE1_O에서는 상기 제3 레지스터(163)로 이동되어 저장된다. 이때, 상기 제3 레지스터(163)의 4 바이트

저장소 중 나머지 2 바이트에 의미없는 값인 더미 데이터 2바이트가 저장된다.

이와 같이,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141~144)에 저장된 PID 데이터의 아비터(124)로의 출력 동작은, 도 6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상기 제2 레지스터(162) 또는 상기 제3 레지스터(163)에 한 워드의 저장이 완료된 경우에, 상태 ST_WR_O 또는

ST_WR_E에서 해당 라이트 요청 신호(REQ)(도 7 참조)가 발생되어 아비터(124)로부터 해당 그랜트 신호를 받으면, 상기

제2 레지스터(162) 또는 상기 제3 레지스터(163)에 저장된 PID 데이터는 아비터(124)로 전송되어 CA 버퍼(125)에 저장

된다. 도 7에서, O_SYNC는 188 바이트 중 첫번째 워드가 아비터(124)로 전송되는 시간을 알려주는 동기 신호이다. 콘트

롤 워드에 대한 라이트 요청 신호(REQ) 발생은 마지막 워드가 아비터(124)로 전송되는 시간을 알려주는 동기 신호 O_

END에 동기되어 발생된다. 특히, DSS 스트림의 콘트롤 워드에 대한 라이트 억세스를 위하여, 도 6과 같이, PID 필터들

(121)에서 발생되는 콘트롤 워드에 대한 라이트 요청 신호(REQ)가 상태 ST_WR_CO 및 ST_WR_CE 각각에서 발생된다.

도 8은 도 2의 아비터(124)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도 2의 아비터(124)는, 라이트 포인터 값을 부가하

는 유니트(171), CA 인터페이스부(177), 리드 포인터(read pointer)(178), 먹스(multiplexer)(179), 서비스 큐(queue)

(180), 순위 결정부(181), 및 그랜트 포인터(grant pointer)(182)를 구비한다. 상기 아비터(124)와 관련된 설명은 도 10의

타이밍도가 참조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 모듈(126)은 상기 아비터(124)의 중재를 받아 상기 CA 버퍼(125)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방

송 스트림(DSSD 또는 TSD)을 수신하여 패킷 단위(188 또는 130 바이트)로 디스크램블링하고, 상기 디스크램블링의 완

료 시마다 버퍼 리드 요청 신호(RDREQ)를 발생시킨다. 상기 CA 버퍼(125)에는 상기 아비터(124)의 중재를 받아 FIFO 메

모리들(122, 123)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PID 데이터)이 저장된다. 상기 CA 버퍼(125)의 구조가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콘트롤 워드 4 바이트를 포함하여 192 바이트로 구성된 TS 스트림은 시작 동기 신호

SYNC와 함께 0 번지부터 47 번지까지의 저장소에 48 워드가 저장되고, 특히, 콘트롤 워드는 마지막 패킷을 알리는 동기

신호 END와 함께 CA 버퍼(125)의 마지막 47 번지에 저장된다. 더미 데이터 2 바이트 및 콘트롤 워드 4 바이트를 포함하

여 136 바이트로 구성된 DSS 스트림의 경우에는, 시작 동기 신호 SYNC와 함께 0 번지부터 내지 32 번지까지의 저장소에

33 워드가 저장되고, 콘트롤 워드 4바이트는 마지막 패킷을 알리는 동기 신호 END와 함께 CA 버퍼(125)의 마지막 47 번

지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48 개의 저장소로 이루어지는 버퍼는 8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상기 CA 버퍼(125)는 제1 타입

의 FIFO 메모리들(141~144) 및 제2 타입의 FIFO 메모리(123)으로부터의 라이트 요청 신호들(F1REQ~F4REQ,

RBREQ) 각각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F1GNT~F2GNT, RBGNT)에 따라 상기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141~144) 및

제2 타입의 FIFO 메모리(123)에서 출력되는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소정 단위(192 바이트 또는 136 바이트)로 저장

한다. 또한, 상기 CA 버퍼(125)는 상기 CA 모듈(126)로부터의 상기 버퍼 리드 요청 신호(RDREQ)를 이용하여 상기 CA

인터페이부(177)에서 발생시킨 리드 요청 신호(CAREQ)에 대응한 그랜트에 따라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CABD)을 출

력한다.

도 8에서, 상기 아비터(124)는, 순위 결정부(181)에서 리드 요청 신호(CAREQ), 및 FIFO 메모리들(141~144, 123)로부터

의 해당 라이트 요청 신호들(F1REQ~F4REQ, RBREQ)에 우선권을 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그랜트 신호들을 생성한다.

상기 아비터(124)는 순위 결정부(181)에서 리드 요청 신호(RDREQ)에는 최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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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REQ)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 타입의 FIFO 메모리들

(141~144) 및 제2 타입의 FIFO 메모리(123)로의 그랜트 신호(F1GNT~F2GNT, RBGNT) 또는 리드 요청 신호(CAREQ)

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의 발생 시에는 먹스(179)를 제어하는 신호(MCGNT)가 발생된다. 먹스 제어 신호(MCGNT)에 따

라, 먹스(179)는 FIFO 메모리들(141~144, 123)로부터의 PID 데이터(F1D~F4D, RBD) 각각에, 라이트 포인터 부가부들

(172~176)에 의하여 라이트 포인터 값(ADDR)이 부가된 데이터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먹스(179)에서 출력되는

PID 데이터(FD)는, 라이트 포인터 값(ADDR)이 가리키는 CA 버퍼(125)의 어드레스에 저장된다. CA 모듈(126)의 버퍼 리

드 요청 신호(RDREQ)에 대응한 리드 요청 신호(RDREQ)에 대해서는, 순위 결정부(181)에서 해당 그랜트를 받을 때 발생

하는 먹스 제어 신호(MCGNT)에 따라, 먹스(179)를 통하여 리드 포인터 값(ADDR)이 출력된다. 그랜트 포인터(182)는 순

위 결정부(181)에서 라운드 로빈 동작에 따른 다음 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그랜트 발생 시마다 포인터 값을 하나씩 증가시

킨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포인터 부가부들(172~176) 및 리드 포인터(178) 각각은 그랜트 신호들 발생에 따른 해당 PID

데이터(F1D~F4D, RBD) 또는 리드 포인터 값이 먹스(179)를 통하여 출력될 때마다, 포인터 값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한편, 상기 아비터(124)는 마지막 번지의 콘트롤 워드가 상기 CA 버퍼(125)에 저장될 때, 서비스 큐(180)에 해당 어드레

스를 저장한다. CA 인터페이스부(177)가 상기 버퍼 리드 요청 신호(RDREQ)를 이용하여 상기 리드 요청 신호(CAREQ)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상기 순위 결정부(181)가 상기 CA 버퍼(125)에 대한 해당 버스 점유의 우선권을 부여할 때, 상기 서

비스 큐(180)가 가리키는 상기 CA 버퍼(125)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 스트림(CABD)이 출력된다. 상기 CA 버퍼

(125)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스트림(CABD)은, 상기 CA 인터페이스부(177)를 거쳐 CA 모듈(126)로 전송된다. 이때, 상기

서비스 큐(180)가 가리키는 상기 CA 버퍼(125)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192 바이트 또는 136 바이트의 데이터 스트림

(CABD) 중 콘트롤 워드가 먼저 출력되고, 다음에 나머지 워드들이 바이트 단위로 출력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

기 CA 버퍼(125)의 마지막 번지에 저장되는 콘트롤 워드에는 PID(packet identifier) 인덱스, 스크램블 시작 위치, 패킷

타입, 키 타입, 디멀티플렉스 여부, 및 CA 타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100)의 디멀티플렉서(120)는, 각 다중 방송 채

널에 해당하는 여러 방송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패킷 단위로 입력받아, 단일 포트 메모리(single port memory) 형태

를 가지는 CA 버퍼(125)의 비어있는 임의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출력 시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CA 버퍼

(125) 운용을 실현한다. 또한, CA 모듈(126)의 요청이 있을 시 순서대로 한 패킷씩 CA 버퍼(125)로부터 CA 모듈(126)로

전송하고, 이때 동시에 패킷 식별을 위한 PID 인덱스, 암호화된 부분의 시작 위치를 알려주는 스크램블 시작 위치, 패킷 타

입, 키 타입, 시청 또는 녹화인지를 알려주는 디멀티플렉스 여부, 및 암호화 유형을 알려주는 CA 타입의 정보를 포함하는

콘트롤 워드도 전송함으로써, CA 모듈(126)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현재 전송되고 있는 패킷을 복호화 하는데 이용할 수 있

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는, 패킷 순서가 뒤바뀌지 말아야 하는 방송 스트림

의 특성을 만족시키면서, CA 버퍼로서 단일 포트 SRAM을 사용하여 CA 버퍼 인터페이스를 아비트레이션하므로, 이중 포

트 SRAM을 사용하는 종래의 방식에 비하여 회로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다중 방송 채널들 각각에 해당하는 방송 스트림을 추출하여, 여러 방송 채널의 디지

털 방송 스트림들을 출력하는 PID 필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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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송 채널들 중 대응되는 방송 채널에 대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바이트 단위로 수신하여 저장하고, 워드 단

위로 저장이 완료되면, 해당 방송 채널의 워드에 대한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 중 그랜트 신호에 따라 해당 워드를 출력하는 제1 메모리; 및

리드 요청 신호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의 해당 라이트 요청 신호들에 우선권을 결정하고 상기 그랜트 신호를 생성

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에 대한 리드 억세스와 라이트 억세스에 대한 버스 점유를 중재하는 아비터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멀티플렉서는,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 각각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메모리에서 출력되는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소

정 단위로 저장하고,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에 따라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출력하는 CA

(conditional access) 버퍼; 및

상기 버스 점유의 중재를 받아 상기 CA 버퍼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여 패킷 단위로 디스크램블링하

고, 상기 디스크램블링의 완료 시마다 버퍼 리드 요청 신호를 발생시키는 CA 모듈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이,

TS(transport stream) 스트림인 경우에, 상기 소정 단위는 192 바이트이고, 상기 패킷 단위는 188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이,

DSS(direct satellite service) 스트림인 경우에, 상기 소정 단위는 136 바이트이고, 상기 패킷 단위는 130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단위가 저장되는 상기 CA 버퍼의 마지막 번지 워드는,

PID(packet identifier) 인덱스, 스크램블 시작 위치, 패킷 타입, 키 타입, 디멀티플렉스 여부, 및 CA 타입의 정보를 포함하

는 콘트롤 워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아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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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지막 번지 워드가 상기 CA 버퍼에 저장될 때, 서비스 큐에 해당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상기 버퍼 리드 요청 신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CA 버퍼에 대한 해당 버스 점유의 우선권을 부여받을 때, 상기 서비스

큐가 가리키는 상기 CA 버퍼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상기 소정 단위의 스트림 중 상기 콘트롤 워드를 먼저 출력시키고, 다음

에 나머지 워드들을 바이트 단위로 출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멀티플렉서는,

상기 CA 버퍼가 사용된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정의 DMA(direct memory access) 제어를 받아, 상기 제1 메모리에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바이패스시켜 임시 저장하는 외부 메모리를 더 구비하고,

상기 아비터는,

상기 우선권 결정에서 상기 바이패스된 워드를 출력한 해당 채널의 라이트 요청 신호를 제외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디멀티플렉서는,

상기 CA 버퍼가 사용된 양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상기 소정의 DMA 제어를 받아, 상기 외부 메모리로부터 상기 바이패스

된 워드를 다시 입력받아 저장을 완료한 후, 상기 라이트 억세스를 위한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제2 메모리를 더 구

비하고,

상기 아비터는,

상기 우선권 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제2 메모리에서 발생된 라이트 요청 신호를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하여 상기 제2

메모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모리는,

각 해당 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저장하는 다수의 FIFO 메모리들을 구비하고, 상기 FIFO 메모리들

각각은,

상기 수신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의 한 워드를 구성하는 제1, 제2, 및 제3 바이트를 저장하는 제1 레지스터;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제2, 및 제3 바이트와 다음으로 수신되어 상기 워드를 구성하는 제4 바이트

를 저장하거나 이전 워드를 출력하는 제2 레지스터;

상기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레지스터의 출력 시에는 다음 워드를 구성하는 제1, 제2, 제3, 및 제4 바

이트를 저장하고, 상기 제2 레지스터의 저장 시에는 이전 워드를 출력하는 제3 레지스터; 및

상기 그랜트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터들의 저장 기간과 출력 기간을 알리는 상기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를 발생시키

고, 해당 저장 레지스터에서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되면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스테이트 머신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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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아비터는,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는 최고 우선권, 및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서.

청구항 11.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다중 방송 채널들 각각에 해당하는 방송 스트림을 추출하여, 여러 방송 채널의 디지

털 방송 스트림들을 출력하는 단계;

각 해당 방송 채널에 대하여,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바이트 단위로 수신하여 제1 메모리에 저장하고, 워드 단위로 저

장이 완료되면, 해당 방송 채널의 워드에 대한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그랜트 신호에 따라 상기 다중 방송 채널의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 중 해당 워드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에 대한 리드 억세스와 라이트 억세스에 대한 버스 점유를 중재하는 아비터에 의하여, 리드 요청

신호,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의 해당 라이트 요청 신호들에 우선권을 결정하고 상기 그랜트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디멀티플렉싱 방법은,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 각각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메모리에서 출력되는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소

정 버퍼에 소정 단위로 저장하고,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 대응한 그랜트 신호에 따라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버스 점유의 중재를 받아 상기 소정 버퍼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여 패킷 단위로 디스크램블링하

고, 상기 디스크램블링의 완료 시마다 버퍼 리드 요청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이,

TS 스트림인 경우에, 상기 소정 단위는 192 바이트이고, 상기 패킷 단위는 188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이,

DSS 스트림인 경우에, 상기 소정 단위는 136 바이트이고, 상기 패킷 단위는 130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

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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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3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단위가 저장되는 상기 소정 버퍼의 마지막 번지 워드는,

PID 인덱스, 스크램블 시작 위치, 패킷 타입, 키 타입, 디멀티플렉스 여부, 및 CA 타입의 정보를 포함하는 콘트롤 워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그랜트 신호에 따라 해당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마지막 번지 워드가 상기 소정 버퍼에 저장될 때, 서비스 큐에 해당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버퍼 리드 요청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리드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 버퍼에 대한 해당 버스 점유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해당 그랜트 신호를 생성하

는 단계;

상기 그랜트 신호에 따라, 상기 서비스 큐가 가리키는 상기 소정 버퍼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상기 소정 단위의 스트림 중 상

기 콘트롤 워드를 먼저 출력시키는 단계; 및

상기 콘트롤 워드 이외의 나머지 워드들을 바이트 단위로 출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

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디멀티플렉싱 방법은,

상기 소정 버퍼가 사용된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정의 DMA 제어를 받아, 상기 제1 메모리에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

료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을 바이패스시켜 외부 메모리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바이패스된 워드를 출력한 해당 채널의 라이트 요청 신호는 상기 우선권 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디멀티플렉싱 방법은,

상기 소정 버퍼가 사용된 양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상기 소정의 DMA 제어를 받아, 상기 외부 메모리로부터 상기 바이패

스된 워드를 다시 입력받아 제2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바이패스된 워드가 저장되면, 상기 제2 메모리에서 상기 라이트 억세스를 위한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해당 채널들의 라이트 요청 신호들 이외에, 상기 제2 메모리에서 발생된 라이트 요청 신호에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

하여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우선권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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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모리에 저장 단계는,

각 해당 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들을 다수의 FIFO 메모리들에 저장하고, 상기 FIFO 메모리들 각각에서,

상기 수신되는 디지털 방송 스트림의 한 워드를 구성하는 제1, 제2, 및 제3 바이트를 제1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제2, 및 제3 바이트와 다음으로 수신되어 상기 워드를 구성하는 제4 바이트

를 제2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상기 제2 레지스터에 저장된 이전 워드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스테이트 콘트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레지스터의 출력 시에는 다음 워드를 구성하는 제1, 제2, 제3, 및 제4 바

이트를 제3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상기 제2 레지스터의 저장 시에는 상기 제3 레지스터에 저장된 이전 워드를 출력하는 단

계; 및

스테이트 머신에서, 상기 그랜트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터들의 저장 기간과 출력 기간을 알리는 상기 스테이트 콘트

롤 신호를 발생시키고, 해당 저장 레지스터에서 워드 단위로 저장이 완료되면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20.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권 결정은,

상기 리드 요청 신호에는 최고 우선권, 및 상기 라이트 요청 신호들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디멀티플렉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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