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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섹션 데이터 필터링 방법 및 장치

요약

섹션 데이터 필터링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필터링 장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

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마스크 생성부를 포함하며,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수신

기에 이미 저장된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또는 비트값 1 의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의 생성 여부

를 결정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미 수신기에 수신되어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를 그 다음 수신되는 섹션 번호와

직접 비교하지 않고, 수신된 비트값의 누적값을 이용하여 생성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필터링 처리

시간을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은 ISO 13818-6 에 규정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의 구조도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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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 는 종래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 는 DDB 및 섹션 데이터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3 은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도 3 의 마스크 생성부(360)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5 는 필터부(330)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 은 섹션 번호 필터부의 필터링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7 은 기준값이 --1- 이고 마스크가 0010 인 경우 통과되지 않고 버려지는 섹션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 은 도 7 의 상태에서 기준값이 --10 이고 마스크가 0011 으로 변하였을 때 필터부에 의해 버려지는 섹션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9 은 본 발명에 따른 섹션 번호 필터링 방법을 나타내는 시간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의 섹션 데이터 필터링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섹션 번호의 각 비트값의 누

적값에 기초하여 생성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셋톱박스의 정보 처리 속도의 증가 및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방송(Digital Media

Broadcasting)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방송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 증가 때문에 아날로그 방송에 비

해 많은 장점을 가진다. 디지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는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 이외

에,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한다.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로의 부가 서비스는 디지털 미디어 방송의 대표적 장점중의

하나이다.

서비스 데이터는 방송 제공자로부터 수신기로 제공된 후, 수신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수행됨으로써 전술한 부가 서

비스를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서비스 데이터는 자바, HTML,MHEG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

램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서비스 데이터는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여 대화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대화형 서비스의 예로는 여론조사, 인기가요순위 투표, 시청률 조사 및 방영 인물에 대한 인기 투표, 설문 조사, 홈

쇼핑 및 방영되고 있는 영화의 제작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도 1a 은 ISO 13818-6 에 규정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의 구조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디지털 미디어 방송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의 종래 기술에는, ISO 13818-6 에 의해 규정된 DSM-CC 데이터 카

루셀이 있다. 데이터 카루셀을 데이터를 모듈이라고하는 논리적인 단위로 그룹화하고, 이 모듈을 다시 블록이라고 하는 물

리적인 전송단위로 분할한다. 방송 제공자는 블록을 반복하여 수신기에 전송한다. 즉 데이터 카루셀은 일정 주기로 전송채

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신기로 전송된다. 수신기는 오디오, 비디오 및 서비스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수신한 후 이것을 조

립함으로써 모듈로 재구축한다. 모듈은 수신기내에서 전술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 단위로 사용된다.

이러한 전송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카루셀은 다운로드 데이터 지시자(Download Data Indication,DDI) 및 다운

로드 데이터 블록(Download Data Block)라는 2개의 테이블을 정의하고 있다. DII 는 모듈을 식별하는 모듈 ID 및 모듈의

실체를 운반하는 DDB 로의 포인터를 가진다. 전송되는 모듈은 일정한 크기의 로 분할된후 DDB 에 채워져 전송된다. DDB

는 하나이상의 섹션 데이터(Section Data)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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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 는 종래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방송 스트림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함으로써 소정의 채널

의 전송 스트림을 추출하는 튜너부(110), 전송 스트림(Transport Stream)중에서 오디오/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122) 및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124)을 분할하는 역다중화부(120),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

송 스트림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섹션 데이터를 추출하는 필터부(140), 추출된 섹션 데이터(142)가 순차적으로 저장되

는 버퍼부(150), 버퍼부에 저장된 섹션 데이터(152)를 읽어들여서 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출력 데이

터(162)를 생성하는 데이터 처리부(160), 오디오/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122)을 처리함으로써 AV 출력

데이터(132)를 생성하는 AV 처리부(130) 및 AV 출력 데이터(132) 및 서비스 출력 데이터(162)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출력부(170)를 포함한다.

ISO 13818-6 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으로 전송되는 방송 데이터는 전송 스트림의 형태로 전송된다. 전송 스트림은 하나이

상의 패킷을 포함하며, 하나의 패킷은 188Byte 의 고정된 크기를 가진다. 하나의 패킷마다 하나의 패킷 ID (PID)가 할당되

어 있으며, 패킷은 오디오 패킷, 비디오 패킷, 데이터 패킷으로 분류된다.

필터부(140)는 , 패킷 ID 에 기초하여,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원하는 패킷만을 추출한 후 이들을 조합함으로써 섹션 데이터

를 생성한다. 섹션 데이터는 최대 4096 Byte 의 크기를 가진다. 하나의 카루셀 데이터를 형성하는 섹션 데이터는 하나이

상이며, 다운로드 데이터 블록(DDB)이라는 고정된 크기의 블록을 단위로 수신기에 전송된다. 즉 DDB 는 하나이상의 섹션

데이터를 포함한다.

도 2 는 DDB 및 섹션 데이터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 에 따르면, DDB 는 섹션 0부터 섹션 L 까지의 L+1 개의 섹션을 포함한다. 섹션 데이터는 섹션 헤더와 패이로드 데이

터를 포함한다.

섹션 헤더는 테이블 ID, 섹션 길이, 테이블 ID 확장자, 버전 번호, 섹션 번호, 마지막 섹션 번호 등을 포함한다.

테이블 ID 는 DDB 을 특정하는 식별자이다. 테이블 ID 확장자는 테이블 ID 로 DDB를 특정하지 못할 때 추가되는 부가 정

보이며, 예를 들면 모듈 ID 가 포함될 수 있다. 섹션 번호는 DDB 내에서의 섹션의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임의의

섹션 헤더로부터 추출된 테이블 ID가 0x3c 이고, 섹션 번호가 0003, 마지막 섹션 번호가 000f 라면, 해당 섹션 데이터는

테이블 ID 가 0x3c 인 DDB 내에 포함된 16개의 섹션 데이터 중에서, 4번째 섹션임을 나타낸다. 버전 번호는 해당 섹션 데

이터의 버전을 나타낸다.

필터부(140)는 테이블 ID, 모듈 ID, 버전 번호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한다. 여기서 사용자

가 원하는 섹션 데이터의 테이블 ID 등은 방송 제공자가 수신기 측에 미리 전송하는 여러 종류의 테이블인 PMT, AIT,

DSI, DDI 등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데이터 처리부(160)는 내부에 메모리(미도시)를 포함하고, 그 메모리에 버퍼로부터 전송된 섹션 데이터를 저장한다. 메모

리에 저장된 섹션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부내의 별도의 프로세서에 의해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수신기에 따르면, 버퍼에서의 데이터 유실(loss)이 발생하여 새로운 주기의 카루셀 데이터를 받아

야 하는 경우, 이전 주기에서 버퍼에 저장되었던 섹션 데이터가 다시 버퍼내에 중복 저장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예를 들면

0000부터 000f 까지 16개의 섹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카루셀 데이터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주기에서 데이터 처

리부(160)내의 메모리에 0001부터 0004 까지의 섹션 데이터가 저장된 후 두 번째 주기에서 동일한 카루셀 데이터를 수신

하였을 때 0001부터 0004 까지의 섹션 데이터는 버퍼에 저장된후 데이터 처리부내의 메모리에 중복 저장된다. 이는 이전

주기에서 수신한 섹션 데이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 처리부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중복 저장은, 수신기의 제한된 성능으로 인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카루젤 데이

터의 완전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또한 그 결과, 사용자가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킴에 있어서, 사용

자 입력후 출력까지 상당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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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데이터의 중복 저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를 이미 수신기에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와 비교함으로써 섹션 데이터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섹션 데이터가 수신될 때마다 섹

션 번호의 모든 비트값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증가되어 결국 필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섹션 번호에 기초한 섹션 데이터 필터링에 있어서 이미

수신기에 저장된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의 누적값에 기초하여 생성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섹션 데이

터를 필터링함으로써, 필터링 시간이 감소된 섹션 데이터 필터링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에 이미 저장된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또는 비트값 1 의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의 생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

는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상기 마스크를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장치는, 상기 마스크와 동일한 비트수를 가지며, 상기 0 누적값 또는 상기 1 누적값이 상기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기준값을 생성하고,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는 필터링이 수행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장치에 있어서, a)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를 생성하는 마스크 생성부; 및 b)상기 마스크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필터부를 포함

하고, 상기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누적값 및 전체

섹션 데이터의 개수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마스크를 생성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에 이미 저장된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또는 비트값 1 의 누적값에 기

초하여 상기 마스크의 생성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a)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를 생성하는 마스크 생성 단계; 및 b)상기 마스크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마스크 생성 단계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누적

값 및 전체 섹션 데이터의 개수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 은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방송 스트림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함으로

써 소정의 채널의 전송 스트림을 추출하는 튜너부(310), 전송 스트림(Transport Stream)중에서 오디오/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324) 및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322)을 분할하는 역다중화부(320), 서비스 데이터

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섹션 데이터를 추출하는 필터부(330), 추출된 섹션 데이터(332)가 순

차적으로 저장되는 버퍼부(340), 버퍼부에 저장된 섹션 데이터(342)를 읽어들여서 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출력 데이터(352)를 생성하는 데이터 처리부(350), 오디오/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스트림(324)을 처리함

으로써 AV 출력 데이터(372)를 생성하는 AV 처리부(370), AV 출력 데이터(372) 및 서비스 출력 데이터(352)를 출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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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382)로서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출력부(380) 및 데이터 처리부(350)로부터 이전의 주기에 데이터 처리부(350)로 전송

되었던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354)를 전송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기준값(362) 및 마스크값(364)을 생성하여 이를 필터

부(330)에 전송하는 마스크 생성부(360)를 포함한다.

도 3 에 나타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마스크 생성부(360)가 추가되었다는 점 및 필터부(330)가 마스크 생성부(360)가

생성한 기준값(362) 및 마스크값(364)에 기초하여 필터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이하 도 4 및 도 5를 이용

하여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도 3 의 마스크 생성부(360)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마스크 생성부(360)는 섹션 번호 추출부(410), 누적값 계산부(420), 초과여부 판단부(430) 및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

(440)를 포함한다.

섹션 번호 추출부(410)는 데이터 처리부(350)로부터 데이터 처리부(350)에 이전의 주기에 전송되었던 카루젤 데이터의

섹션 데이터(354)를 전송 받아 이를 기초로 전송 받은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 SN (412) 및 마지막 섹션 번호 LSN (414)

를 추출한다.

누적값 계산부(420)는 섹션 번호 추출부(410)로부터 섹션 번호(412)를 전송 받고, 전송된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에서

의 0 및 1 의 개수의 누적값을 계산한다. 표 1 은 섹션 번호가 4비트인 경우 누적값 계산이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이

다.

[표 1]

  섹션 번호  비트3  비트2  비트1  비트0

 1  0  1  0  1  0  1  0

 첫 번째 전송된 SN  1000  Y  -  -  Y  -  Y  -  Y

 두 번째 전송된 SN  1101  Y  -  Y  -  -  Y  Y  -

.

.

.

         

 각 비트별 누적값  2  0  1  1  0  2  1  1

표 1에 따르면, 누적값 계산부(420)는 데이터 처리부(350)에 저장된 섹션 번호가 누적값 계산부에 입력될때마다 각 비트

위치마다 '1' 이 누적되는 개수 즉 비트별 1누적값 및 '0' 이 누적되는 개수 즉 비트별 0 누적값을 계수함으로써 1 누적값

(424) 및 0 누적값(422)을 생성한다. 표 1 의 예에서, 비트3의 1 누적값 C31 = 2, 비트3의 0 누적값 C30 = 0, 비트2의 1

누적값 C21 = 1, 비트2의 0 누적값 C31 = 1, 비트1의 1 누적값 C11 = 0, 비트1의 0 누적값 C10 = 2, 비트0의 1 누적값

C01 = 1, 비트0의 0 누적값 C00 = 1 이다.

초과 여부 판단부(430)는 섹션 번호 추출부(410)로부터 전송받은 마지막 섹션 번호(414) 및 누적값 계산부(420)로부터의

각 비트별 0누적값(422) 및 1누적값(424)에 기초하여 더 이상 수신할 필요가 없는 섹션 데이터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한

후, 만약 더 이상 수신할 필요가 없는 섹션 데이터가 발생하였다면, 마스크 생성부(44)로하여금 마스크를 생성하도록 지시

하는 명령 신호를 나타내는 마스크 생성 명령 신호(432)를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440)에 전송한다.

초과 여부 판단부(430)가 더 이상 수신할 필요가 없는 섹션 데이터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지막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하나의 카루젤 데이터에 속하는 전체 섹션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한다. 즉 전체 섹션 데

이터의 개수 = 마지막 섹션 번호 + 1 이다.

그 다음, 누적값 계산부로부터 수신한 0 누적값(422) 또는 1 누적값(424) 및 위에서 계산한 전체 섹션 데이터의 개수에 기

초하여 방송 수신 장치가 더 이상 수신할 필요가 없는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가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이 단계는 0 누적

값 또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 P/2 보다 크거나 같은 지를 검사함으로써 수행된다.

표 2 는 이진수로 나타낸 16 개의 4비트 섹션 번호를 나열한 것이다. 표 2에 따르면, 전체 섹션 번호의 개수가 16 개이면,

2진수로 나타낸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마다의 비트값 0의 수는 8이고, 1의 수도 8 이다. 즉 이진수의 특성에 따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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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처리부(350)에 저장되어야할 모든 섹션 데이터는,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에 존재하는 0 또는 1 의 개수 = 모두 전체

섹션 번호의 개수(전체 섹션 데이터의 개수)/2 와 동일하다. 따라서 만약 어떤 비트 위치에서의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

터의 개수/2 보다 동일하거나 크다면, 해당 비트 위치의 비트값이 0 인 섹션 번호에 대응하는 섹션 데이터는 더 이상 수신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는 이러한 이진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술한 방법으로 필터링할 섹션

번호를 결정한다.

[표 2]

 섹션 번호_16진수  섹션 번호_2진수

 0  0000

 1  0001

 2  0010

 3  0011

 4  0100

 5  0101

 6  0110

 7  0111

 8  1000

 9  1001

 A  1010

 B  1011

 C  1100

 D  1101

 E  1110

 F  1111

마스크 생성 정보(432)는 0 누적값 또는 1 누적값이 초과한 비트 위치를 나타내는 초과 비트 번호 N 및 해당 비트 번호에

서 초과한 비트값을 나타내는 초과 비트값 B 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비트 3에서 비트값 1 이 초과되었다면, N=3, B=1 이

다. 초과 비트 번호 N 및 초과 비트값 B 는 섹션 번호(412), 0 누적값 및 1 누적값(422,424)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440)는 초과 여부 판단부(430)로부터 수신한 마스크 생성 정보(432)에 기초하여 기준값(362)

및 마스크(364)를 생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크 생성 정보(432)는 0 누적값 또는 1 누적값이 초과한 비트 위치를

나타내는 초과 비트 번호 N 및 해당 비트 번호에서 초과한 비트값을 나타내는 초과 비트값 B 을 포함한다. 섹션 번호 마스

크 생성부(400)는 다음과 같은 기준값 및 마스크의 정의에 따라 기준값 및 마스크를 생성한다.

기준값(362)은, 섹션 번호와 동일한 비트수를 가지며, 초과 비트 번호 N 에 대응되는 비트 위치에서 비트값이 초과 비트값

B 인 이진수이다. 다른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은 무관하다.

마스크(364)는 역시 섹션 번호와 동일한 비트수를 가지며, 초과 비트 번호 N 에 대응되는 비트 위치에만 비트값 1 을 가지

고 그 외의 비트 위치에는 비트값 0을 가지는 이진수이다. 필터링 동작에 있어서의 마스크(364)의 역할은 도 5 및 6을 참

조하여 추후 설명된다.

본 발명에서는, 필터부(520)가 데이터 처리부(350)에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를 직접 수신되는 섹션 번호와 비교

하지 않고, 마스크와 기준값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전술한 마스크 및 기준값의 특정 비트값은 0 누적값 또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의 이상이 될 때

만 생성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필요할 때만 수행되므로, 전체 처리 시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필터링섹션 번호의 모든 비트값을 비교하는 대신에 마스크 및 기준값에 의해 결정된 특정 비트값만을 비교함으로써

필터링의 처리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도 5 는 필터부(330)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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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부는 섹션 데이터 생성부(510) 및 섹션 데이터 필터부(520)를 포함하며, 섹션 데이터 필터부(520)는 테이블 ID 필터

부(530), 버전 필터부(540) 및 섹션 번호 필터부(550)를 포함한다.

섹션 데이터 생성부(510)는 하나이상의 패킷을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322)을 수신한 후, 패킷 ID 에 기초하여 패킷

을 선택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섹션 데이터(512)를 생성한다. 생성된 섹션 데이터(512)는 도 2 에 나타난 구조를 가지고, 테

이블 ID, 버전, 섹션 번호등을 포함한다.

섹션 데이터 필터부(520)는 미리결정된 필터링 정보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한다. 필터링 정보란 필터링의 기준

이 되는 정보로서, 테이블 ID, 버전, 섹션 번호등이 될 수 있다. 섹션 데이터 필터부(520)는 전술한 필터링 정보에 따라 테

이블 ID 필터부(530), 버전 필터부(540) 및 섹션 번호 필터부(55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섹션 번호 필터부(550)는 필터링 기준 정보로서 마스크 생성부(360)에 의해 생성된 기준값(362)

및 마스크(364)를 수신한다. 즉 섹션 번호 필터부(550)는 기준값(362) 및 마스크(364)에 의해 섹션 번호 필터링을 수행한

다.

도 6 은 섹션 번호 필터부의 필터링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기준값 R 및 마스크 M1,M2,M3 는 마스크 생성부(360)로부터 전송된 기준값(362) 및 마스크(364)이다. 섹션 번호 SN 는

필터부(330)로 입력되는 섹션 데이터 또는 섹션 데이터 필터부내의 다른 필터부(530,540)에 의해 필터링된 섹션 데이터

의 섹션 번호이다. 비트 번호 BitNum 는 기준값, 섹션 번호 및 마스크의 비트 위치를 식별하는 식별자이다.

섹션 번호 필터부(550)는, 어떤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수신되었을 때, 마스크(M1,M2,M3)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존재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그 섹션 번호의 비트값과 동일한 비트 위치에 존재하는 기준값 R 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해당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킨다. 만약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

이라면, 모든 비트 위치에서 기준값의 비트값과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이하여야 한다.

도 6의 예에서, 마스크 M1 의 경우, 마스크 M1 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는 BitNum=2 이며, 이 비트 위치에서 기준값

의 비트값은 1 이고, 섹션 번호의 비트값은 0 이다. 기준값의 비트값과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이하므로, 해당 섹션 번호

SN=1010 에 대응되는 섹션 데이터는 통과된다.

그러나 마스크 M2 의 경우, 마스크 M2 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는 BitNum=3 이며, 이 비트 위치에서 기준값의 비트값

은 1 이고, 섹션 번호의 비트값도 1 이다. 따라서 기준값의 비트값과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동일하므로, 해당 섹션 번호

SN=1010 에 대응되는 섹션 데이터는 통과하지 못하고 버려진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M3 의 경우를 설명한다. 마스크 M3 는 비트값 1 인 비트 위치가 2개이다. M3 의 경우, 마스크 M3 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는 BitNum=3,2 이며, 이 비트 위치에서 기준값의 비트값은 각각 1,1 이고, 섹션 번호의 비트값은

각각 1,0 이다. BitNum=2 인 비트 위치에서의 기준값의 비트값과 섹션 번호의 비트값은 상이하지만, BitNum=3 인 비트

위치에서의 기준값의 비트값과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동일하므로, 해당 섹션 번호 SN=1010 에 대응되는 섹션 데이터는

통과하지 못하고 버려진다.

마스크 M3 의 경우에 살펴본바 와 같이,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증가할수록 통과하지 못하는 섹션 데이터가

증가한다. 데이터 처리부에 저장되는 섹션 데이터 수가 증가하면,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마스크가 생성되어 필터부로 전송

되는데, 이때 새로운 마스크는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하나더 증가된 마스크이다. 여기서 어느 시점이란 특정 비트 위

치에서의 0누적값 또는 1누적값이 섹션 데이터의 개수/2와 동일하게나 그 이상이 되는 시점이다.

도 7 및 도 8 은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발생과 필터링되는 섹션 데이터 수의 변화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7 은 기준값이 --1- 이고 마스크가 0010 인 경우 통과되지 않고 버려지는 섹션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마스크가

0010 이고 기준값이 --1- 인 것의 의미는, 비트번호=1 인 위치에서, 데이터 처리부에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1 누적값이

8 이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마스크에서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비트번호=1 이기 때문에, 도 7에서 블록으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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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섹션 번호에 대응되는 섹션 데이터는 모두 버려진다. 즉 버려지는 섹션 데이터의 이진수 섹션 번호는

0010,0011,0110,0111,1010,1011,1110,1111 이고, 이에 대응되는 16진수 섹션 번호는 2,3,6,7,10,11,14,15 로서 8개

이다.

도 8 은 도 7 의 상태에서 기준값이 --10 이고 마스크가 0011 으로 변하였을 때 필터부에 의해 버려지는 섹션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기준값이 --10 으로 변하고 마스크가 0010 으로 변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도 7 의 상태에서 추가적으

로, 비트번호=0 인 위치에서, 데이터 처리부에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0 누적값이 8 이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마스크에서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비트번호=0 이기 때문에, 도 8 의 빗금친 섹션 번호에 대응되는 섹션 데이터는 모

두 버려져야한다. 즉 도 8에서 추가된 마스크 및 기준값의 비트값에 의해 버려져야할 섹션 번호는 즉 0,2,4,6,8,10,12,14

(빗금친 부분)의 8 개다. 이중 섹션 번호 2,6,10,14 는 도 7의 기준값 및 마스크에 의해 버려지는 섹션 번호(블록 부분)와

중첩됨에 유의하라. 즉 도 8 의 기준값 및 마스크에 의해 추가적으로 버려지는 섹션 번호는 0,4,8,12 로서 4개뿐이다. 결국

도 8 에 따르면, 마스크에 비트값이 1 인 비트위치가 증가할 때마다 반드시 섹션 데이터의 개수/2 만큼의 섹션 데이터가 버

려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8 의 기준값 및 마스크에 따르면, 총 8+4 = 12 개의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지 못한다. 따라서 12개의 섹션 데이터가 데

이터 처리부에 중복 저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9 은 본 발명에 따른 섹션 번호 필터링 방법을 나타내는 시간 흐름도이다.

단계 910에서, 섹션 번호 필터부(550)는 섹션 데이터 생성부(510)로부터 섹션 데이터가 수신되기를 대기한다.

단계 920에서, 섹션 번호 필터부(550)는 섹션 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된 섹션 데이터는 필터부(330)내의 다른 필터부

(530,540)의 동작과의 조합에 의해 필터링된 섹션 데이터일 수도 있다.

단계 930에서, 섹션 번호 추출부(410)는 섹션 데이터의 섹션 헤더로부터 섹션 번호 SN 및 마지막 섹션 번호 LSN을 추출

한다.

단계 940에서, 누적값 계산부(420)는 섹션 번호를 수신할 때마다 섹션 번호의 비트위치마다 비트값 1 및 비트값 0 의 개수

를 계수함으로써 1누적값 및 0누적값을 계산한다.

단계 950에서, 초과 여부 판단부(430)는 단계 940에서 계산된 1누적값 또는 0 누적값이 섹션 데이터 개수/2=P/2 보다 크

거나 같은지를 판단한다. 섹션 개수는 마지막 섹션 번호로부터 생성가능하다.

만약 크거나 같다면 단계 960 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단계 910 으로 진행하여 그 다음 섹션 데이터를 수신한

다.

단계 960에서, 0누적값 또는 1누적값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큰 비트 위치의 비트값을 결정함으로써 기준값 및 마스

크를 설정한다.

기준값은, 0누적값 또는 1누적값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큰 비트 위치의 비트값은 1(1누적값인 경우) 또는 0(0누적값

인 경우)으로 설정되고, 그 외의 비트 위치의 비트값은 아무값으로 설정되어도 무관하다.

마스크는, 0누적값 또는 1누적값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큰 비트 위치의 비트값은 1(1누적값 및 0 누적값인 경우 모

두)로 설정되고, 그 외의 비트 위치의 비트값은 0 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설정된다함은 마스크 생성부(360)에 의해 기준값

및 마스크가 생성된 후, 생성된 마스크 및 기준값이 섹션 번호 필터부(550)에 필터링 정보로서 입력된다는 의미이다.

단계 970에서, 섹션 번호 필터부(550)는 단계 960에서 설정된 마스크 및 기준값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한다.

섹션 번호 필터부(550)는, 어떤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수신되었을 때, 마스크내에서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

에 존재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그 섹션 번호의 비트값과 동일한 비트 위치에 존재하는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

에만, 해당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킨다. 만약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이라면, 모든

비트 위치에서 기준값의 비트값과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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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기가 첫 번째 주기의 카루젤 데이터를 수신할 때는, 하나의 카루젤 데이터에서는 중복되는 섹션 데이터가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도 9 의 루프 즉 단계 910 내지 950 만이 수행될것이다. 그러나 버퍼와 데이터 처리부의 처리 속도차이 또

는 기타 이유에 의해 섹션 데이터의 유실 때문에 방송 수신기가 새로운 주기의 카루젤 데이터를 수신할때는 중복된 섹션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이러한 섹션 데이터는 단계 960 내지 970 에 의해 필터링될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섹션 번호 필터링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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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섹션 번호

필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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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섹션 데이터 필터링 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이미 수신기에 수신되어 저장된 섹션 데이터

의 섹션 번호를 그 다음 수신되는 섹션 번호와 직접 비교하지 않고, 수신된 비트값의 누적값을 이용하여 생성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처리 시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필터링시에 섹션 번호의 모든 비트값을 비교하는 대신에 마스크 및 기준값에 의해 결정된 특정 비트값만을 비교함으

로써 필터링의 처리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장치에 있

어서,

상기 수신기에 이미 저장된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또는 비트값 1 의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의

생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에 상기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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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마스크와 동일한 비트수를 가지며, 상기 0 누적값 또는 상기 1 누적값이 상기 전체 섹

션 데이터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기준값을 생성하고,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는 필터링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이고,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모든 비트 위치에서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기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는 필터링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a)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서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로부터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를 추출하는 섹션 번호

추출부;

b)상기 섹션 번호를 수신하여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의 누적회수를 나타내는 값인 1 누적값

및 비트값 0 의 누적 회수를 나타내는 값인 0 누적값을 계산하는 누적값 계산부;

c)상기 0 누적값 및 1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초과 여부 판단부; 및

d)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섹션 번호에서 상기 0 누적값 또는 상기 1 누적값이 초과한 비트 위치에 기

초하여 마스크를 생성하는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초과한 비트 위치의 비트값은 1 이고 그 외의 비트값은 0 인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섹션 번호의 상기 초과한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경우,

상기 초과한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기준값을 더 생성하고,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는 필터링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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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

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를 생성하는 마스크 생성부; 및

b)상기 마스크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필터부를 포함하고,

상기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누적값 및 전체 섹션

데이터의 개수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에 상기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마스크와 동일한 비트수를 가지며, 상기 0 누적값 또는 상기 1 누적값이 상

기 전체 섹션 데이터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기준값을 생성하고,

상기 필터부는,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

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이고,

상기 필터부는,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모든 비트 위치에서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기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

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생성부는,

a1)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서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로부터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를 추출하는 섹션 번호

추출부;

a2)상기 섹션 번호를 수신하여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의 누적값인 1 누적값 및 비트값 0 의

누적값인 0 누적값을 계산하는 누적값 계산부;

a3)상기 0 누적값 및 1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초과 여부 판단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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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섹션 번호에서 0 누적값 또는 1 누적값이 초과한 비트 위치를 나타내는

초과 비트 번호 및 해당 비트 번호에서 초과한 비트값을 나타내는 초과 비트값에 기초하여 마스크를 생성하는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부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에 상기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부는,

b1)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로 전송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섹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섹션 데이터 생성부; 및

b2)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에 필요한 섹션 데이터를 식별하는 필터링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

터를 필터링하는 섹션 데이터 필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링 정보는 테이블 ID, 버전, 섹션 번호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데이터 필터부는,

b21)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섹션 번호 필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필터부는,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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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이고, 상기 필터부는,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모든 비트 위치에서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기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수신기에 이미 저장된 섹션 번호의 각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또는 비트값 1 의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의

생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에 상기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와 동일한 비트수를 가지며, 상기 0 누적값 또는 상기 1 누적값이 상기 전체 섹션 데이터개수/2 보다 크거나 같

은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기준값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는 필터링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이고,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모든 비트 위치에서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기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는 필터링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서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로부터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를 추출하는 섹션 번호

추출 단계;

등록특허 10-0601689

- 13 -



b)상기 섹션 번호를 수신하여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의 누적회수를 나타내는 값인 1 누적값

및 비트값 0 의 누적 회수를 나타내는 값인 0 누적값을 계산하는 누적값 계산 단계;

c)상기 0 누적값 및 1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초과 여부 판단 단계; 및

d)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섹션 번호에서 상기 0 누적값 또는 상기 1 누적값이 초과한 비트 위치에 기

초하여 마스크를 생성하는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 단계는,

상기 초과한 비트 위치의 비트값은 1 이고 그 외의 비트값은 0 인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 단계는, 상기 섹션 번호의 상기 초과한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경

우, 상기 초과한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기준값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가 통과되는 필터링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a)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의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

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를 생성하는 마스크 생성 단계; 및

b)상기 마스크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마스크 생성 단계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누적값 및 전체 섹

션 데이터의 개수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생성 단계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에 상기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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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생성 단계는, 상기 마스크와 동일한 비트수를 가지며, 상기 0 누적값 또는 상기 1 누적값

이 상기 전체 섹션 데이터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이 1 인, 기준값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고,

상기 필터링 단계는,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

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이고,

상기 필터링 단계는,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모든 비트 위치에서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기 섹션 번호의 비트값

이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생성 단계는,

a1)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내에서 이미 저장된 섹션 데이터로부터 섹션 번호 및 마지막 섹션 번호를 추출하는 섹션 번호

추출 단계;

a2)상기 섹션 번호를 수신하여 상기 섹션 번호의 각각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의 누적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 및

비트값 0 의 누적 회수를 나타내는 0 누적값을 계산하는 누적값 계산 단계;

a3)상기 0 누적값 및 1 누적값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크를 생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초과 여부 판단 단계; 및

a4)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섹션 번호에서 0 누적값 또는 1 누적값이 초과한 비트 위치를 나타내는

초과 비트 번호 및 해당 비트 번호에서 초과한 비트값을 나타내는 초과 비트값에 기초하여 마스크를 생성하는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마스크 생성 단계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1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1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상기 섹션 번호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값 0 이 누적된 회수를 나타내는 0 누적값이 전체 섹션 데이터 개수/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에 상기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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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링 단계는,

b1)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로 전송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섹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섹션 데이터 생성 단계;

및

b2)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에 필요한 섹션 데이터를 식별하는 필터링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

터를 필터링하는 섹션 데이터 필터링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링 정보는 테이블 ID, 버전, 섹션 번호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데이터 필터링 단계는,

b21)섹션 번호에 기초하여 상기 섹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섹션 번호 필터링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 번호 필터링 단계는,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섹션 번호의 비트

값이 상기 비트 위치에서의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의 비트값이 1 인 비트 위치가 둘이상인 경우, 상기 섹션 번호 필터링 단계는, 상기 마스크

의 비트값이 1 인 모든 비트 위치에서 상기 기준값의 비트값과 상기 섹션 번호의 비트값이 상이한 경우에만, 상기 섹션 번

호를 가지는 섹션 데이터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19 항에 기재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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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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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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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01689

- 19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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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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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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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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