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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컨탠트(content)를 제작할 당시부터 특정 위치에 동기정보를 넣어 녹화/재생시에 시청자가 내용목차를 통해 
특정 위치에 동기된 정보로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제안하여 퍼스널 티브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서, 방송할 프로그램 혹은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에 동기화 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컨탠트(content) 제
작/동기부와, 상기 컨탠트 제작/동기부에서 출력되는 XML TAG 정보를 방송프로그램과 결합하여 MPEG-2 트랜스포
트 스트림 형태로 함께 전송하는 데이터 송출부와, 상기 데이터 송출부에서 전송한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저장과 
재생을 동시에 수행하고, 데이터 방송용 패스를 통해 특정 섹션에 동기되어 수신되는 XML TAG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비디오 인덱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재생하는 수신 시스템부로 구성됨으로써, 시청자가 저장된 MPEG 스트림의 
내용목차를 통해 선택적으로 VCR(Video Cartridge Recorder)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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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는 일반적인 디지털 방송 수신부에 HDTV급 혹은 SDTV급 멀티채널 프로그램을 동시 녹화/재생하기 위한 구성도

도 2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XML TAG를 갖는 동기화된 MPEG-2 스트림을 나타낸 도면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논리적인 링크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로직 저장부와 파일 시스템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각각의 XML TAG에 정의된 위치정보를 통해 MPEG 스트림의 위치를 검출해 내는 도면

도 7을 도 6에서 나타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MPEG 스트림의 특정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컨탠트 제작/동기부110 : 발생부

120 : XML부130 : 샷/신 부

140 : 스트림부200 : 데이터 송출부

210 : 데이터 인코더220 : MPEG-2 스트림 송신부

300 : 수신 시스템부310 : 티브이 표시부

320, 400 : EPG 부330 : 동기 분해부

331 : PSIP 디코더332 : 미디어 제어부

333 : XML 파서부340 :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

350, 600 : 로컬 저장부360 : 동시 저장/재생부

700 :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 및 재생에 관한 것으로, 특히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에 관한 것
이다.

최근 아날로그, 디지털 티브이에 하드디스크와 같은 고속의 저장 장치를 부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화, 재생할 수 있
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플레이어가 개발되고 있다.

 - 2 -



공개특허 특2001-0068851

 
이를 퍼스널(personal) 티브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국특허 '동시 녹화 및 재생 장치(simultaneous recording and 
playback apparatus)'[특허 No : 5,930,444]는 방송 프로그램의 단순 녹화/재생에 대해 개념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으며, 또한 이 특허는 퍼스널(personal) 티브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티보(Tivo), 리플레이티브이(ReplayTV) 등에 의하여 소개된 '퍼스널 비디오 레코더(Personal 
Video Recorder : PVR)'는 하드디스크를 TV, STB에 응용하여 최대 30시간까지 동시에 다른 방송국에서 각각 방송
되는 프로그램들까지 녹화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골라보는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PVR은 아날로그 방송에 치중해 있으며, 또한 아직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종래 기술은 단순히 녹화와 재생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티브이 방송에서 PSIP(Program and S
ystem Information Protocol)와 같은 가이드 정보를 이용한 EPG(Electronic Program Guide)상에서의 예약녹화, 
그리고 데이터 방송 규격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향상 티브이 기능을 위한 활용방법 등의 실질적인 퍼스널(pers
onal) 티브이의 기능은 제시된 것이 없다.

또한 종래 기술은 동시 녹화/재생에 따른 로직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에는 적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도 1 는 디지털 방송 수신부에 HDTV(High Definition TV)급 혹은 SDTV(Standard Definition TV)급 멀티채널 프
로그램을 동시 녹화/재생하기 위한 기본 하드웨어 로직이다.

    
도 1을 보면 방송망을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를 튜닝하는 튜너(1)와, 상기 튜너(1)에서 출력된 디지털 방송 신호를 복
조하여 라이브 스트림을 출력하는 디모듈레이터(2)와, 상기 튜너(1)에서 출력된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부호화하여 T
S 신호를 출력하는 인코더(10)와, 상기 디모듈레이터(2)에서 출력되는 라이브 스트림을 필터링하여 저장할 TS 신호
만을 검출하는 데이터 PID 필터부(3)와, 상기 데이터 PID 필터부(3)에서 검출된 TS 신호 이외의 TS 신호를 NULL 
패킷으로 간주하고 상기 NULL 패킷의 숫자를 카운터하여 헤더를 구성하고, 상기 구성된 헤더를 상기 일부분의(parti
al) TS 신호 사이사이에 삽입시키는 타임 스탬프 헤더부(4)와, 상기 타임 스탬프 헤더부(4)에서 생성된 TS 신호와 인
코더(10)에서 생성된 TS 신호를 저장하는 저장부(7)와, 상기 저장부(7)에 저장된 TS 신호의 편집 및 재생을 제어하
는 스탬프 제어부(5)와, 상기 저장부(7)에 저장된 정보를 관리하는 저장 제어부(6)와, 상기 스탬프 제어부(5)와 디모
듈레이터(2)에서 출력되는 TS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먹스부(8)와, 상기 먹스부(8)에서 선택된 신호를 디
코딩하는 디코더부(9)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도 1 은 텍스트/MIME 타입, 그래픽/이미지, HTML/XML, 자바 에이플렛(java applet) 등 일반적인 
데이터도 저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상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 및 재생 방법은 녹화했을 경우에 동영상 임의의 지점
을 랜덤(random)하게 엑세스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내용중심의 비디오 인덱스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컨탠트(content)를 제작할 당시부터 특정 위
치에 동기정보를 넣어 녹화/재생시에 시청자가 내용목차를 통해 특정 위치에 동기된 정보로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제안
하여 퍼스널 티브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의 동기화 장치의 특
징은 방송할 프로그램 혹은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에 동기화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컨탠트 제작/동기부와, 상
기 컨탠트 제작/동기부에서 출력되는 XML TAG 정보를 방송프로그램과 결합하여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
로 함께 방송망에 전송하는 데이터 송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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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방송망에서 전송된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저장과 재생을 동시에 수행하고, 데이터 방송용 
패스를 통해 특정 섹션에 동기되어 수신되는 XML TAG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비디오 인덱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재생하는 수신 시스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저장부에 저장된 방송 정보 중 XML 파일을 해석하여 XML TAG를 검출하는 제 1 검출 단계
와, 상기 제 1 검출 단계에서 검출한 XML TAG에서 타임 오프셋과 GOP 오프셋을 검출하는 제 2 검출 단계와, 상기 제 
2 검출 단계에서 검출한 타임 오프셋을 MPEG 스트림의 길이와 결합하여 상응하는 길이 오프셋으로 변환하는 변환 단
계와, 상기 변환된 길이 오프셋과 상기 XML TAG에서 검출한 GOP 오프셋을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확인 단계
와, 상기 확인 결과 동일하면 메타 데이터 인덱스(340)에 상기 오프셋 정보와 태그 정보를 저장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다음 GOP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MPEG-2 방송 스트림의 특정 샷/신(Shot/Scene)등에 XML TAG를 결합하여 동기시킬 수 
있는 내용 목차(annotation) 기능을 갖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저장된 스트림을 재생시에 내용목차를 보고 선택적으로 특정 섹션을 볼 수 있는 비디오 인덱
스 기능을 갖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특성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
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를 보면 방송할 프로그램 혹은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에 동기화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컨탠트(content) 
제작/동기부(100)와, 상기 컨탠트 제작/동기부(100)에서 출력되는 XML(eXtended Markup Language) TAG 정보
를 방송프로그램과 결합하여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함께 전송하는 데이터 송출부(200)와, 상기 데이터 
송출부(200)에서 전송한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저장과 재생을 동시에 수행하고, 데이터 방송용 패스를 통해 특정 
섹션에 동기되어 수신되는 XML TAG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비디오 인덱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재생하는 수신 
시스템부(300)로 구성된다.
    

상기 컨탠트 제작/동기부(100)는 티브이로 방송될 MPEG 스트림에 동기시킬 해당 위치로 GOP를 검출하는 스트림부
(140)와, 상기 스트림부(140)에서 검출한 해당 위치에 XML TAG를 설정하여 마킹하는 샷/신(shot/scene)부(130)
와, 상기 샷/신부(130)에서 마킹된 XML TAG와 방송될 MPEG 스트림을 동기화하는 XML부(120)와, PSIP 발생기(
111) 및 XML TAG 발생기(112)를 구비한 발생부(110)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 송출부(200)는 전송할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 XML TAG 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 인코더(210), 
상기 데이터 인코더(210)에서 결합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방송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MPEG-2 스트림 송신기(220)
로 구성된다.

    
또 상기 수신 시스템부(300)는 상기 데이터 송출부(200)에서 전송된 방송 정보를 저장 및 재생하는 동시 저장/재생부
(360)와, 상기 동시 저장/재생부(360)에서 저장하고자 하는 방송 정보를 저장하는 로컬 저장부(350)와, 상기 로컬 저
장부(350)에 저장된 방송 정보 중 XML 파일을 해석하는 XML 파서부(333)와, 상기 로컬 저장부(350)에 저장된 방
송 정보 중 MPEG 파일과 XML 파일을 결합한 단일 객체 파일을 동기시켜 VCR(Video Cartridge Recorder) 동작을 
제어하는 미디어 제어부(332)와, 상기 로컬 저장부(350)에 저장된 방송 정보를 디코딩하는 PSIP 디코더(331)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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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XML 파서부(333), 미디어 제어부(332), PSIP 디코더(331)에서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MPEG 스트림의 특정 섹
션의 동기된 위치를 검색하는 동기 분해부(330)와, 상기 동기 분해부(330)에서 출력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해 두
는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340)와, 상기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340)에 저장된 정보를 시청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제어
하는 EPG부(320)와, 상기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340)에 저장된 정보와 상기 동시 저장/재생부(360)에서 재생된 방
송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티브이 표시부(31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될 때 먼저 컨탠트 제작/동기부(10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림부(140)는 디지털 티브이로 방송할 MPEG 스트림에 대해 동기시킬 해당 위치, 즉 도 3과 같이 특정 샷/신(Sho
t/Scene)의 실행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MPEG 디코더 로직을 사용해서 GOP(Group Of Picture)를 찾아낸다.

그러면 샷/신(shot/scene) 부(130)는 상기 스트림부(140)에서 찾아낸 위치에 XML TAG를 설정하여 마킹해 둔다.

그리고 발생부(110)에서는 상기 마킹된 위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MPEG 스트림의 GOP 오프셋 위치정
보를 계산하여 인덱스를 위한 레퍼런스 값을 생성한다

그리고 도 4와 같이 논리적인 링크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 링크 테이블에는 MPEG 스트림에 동기된 해당 TAG를 XML 마커(marker)로 표시하는데, 이 해당 TAG는 1 프레
임 혹은 GOP 단위의 오프셋으로서 일련의 타임 시퀀스(sequence)이다.

이와 같이 XML TAG는 특정 샷/신(shot/scene)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를 받아 XML(eXtended Markup 
Language)로 표현하는 것으로 내용 목차(annotation)를 위한 기법이다.

이때 상기 텍스트정보는 대표적인 키워드로 메타 데이터를 준다.

또한 이 XML TAG는 XML부(120)에 의해 생성된 링크 테이블의 동기화 정보와, 효율적인 비디오 인덱스를 위해 프로
그램의 장르 등에 따른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갖는XML TAG를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은 XML의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의 컨탠트 규칙(content rule)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자가 임의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된 MPEG 스트림의 특정 섹션에 대한 상기 XML TAG를 통해 비디오 인덱스할 내용 목차(annotation)를 
얻게 되는 것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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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데이터 송출부(200)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컨탠트 제작/동기부(100)에서 제작된 결과의 XML TAG 정보는 실제 전송될 때 타임 정보를 함께 갖고 있기 때
문에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전달된다.

따라서 데이터 인코더(210)는 스트림부(140)에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188 바이트 패킷 형태로 전달하고
자 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널 패킷을 찾아 해당 XML TAG 정보를 결합한다.

그리고 MPEG-2 스트림 송신기(220)를 통해 방송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이때 널 패킷을 찾아 XML TAG를 전송 비트 스트림에 삽입(insertion)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어 로컬 저장부(350)를 갖는 수신 시스템(300)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수신 시스템(300)은 상기 데이터 송출부(200)에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전송된 방송 프로그램을 
도 1에 나타낸 동시 저장/재생부(360)에서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수신 시스템(300)은 저장과 재생을 동시에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방송용 패스로 오는 특정 섹션에 
동기되어 있는 XML TAG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비디오 인덱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재생한다.

그러면 상기 수신 시스템(300)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로컬 저장부(350)를 갖는 파일 시스템은 MPEG-2 TP 디먹스로부터 해당 MPEG 스트림(700)과 동기 정보를 
실은 XML(eXtended Markup Language) 데이터를 도 5와 같이 저장부(600)에 저장한다.

이때 파일 시스템은 디지털 티브이의 HD급 동시 녹화와 재생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그리고 XML 파서부(333)는 도 5에 나타낸 저장부(600)내의 XML 파일(620)을 읽어서 해석하는 것으로, 이것은 궁
극적으로 표 1의 정보를 해석하는 기능이다.

이와 같이 분석된 XML 분석은 내용목차(annotation) 정보로서, 비디오를 인덱스하기 위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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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분석한 결과는 단일 오브젝트 파일(500)에 저장된다.

이어 미디어 제어기(332)는 도 5의 저장된 MPEG 파일(610)과 XML 파일(620)을 링크한 단일 목적 파일(500)을 통
해 데이터와 MPEG 스트림을 동기시키면서 VCR 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동기 분해부(330)는 XML 파서부(333)가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MPEG 스트림의 특정 섹션이 동기된 
위치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간의 정보를 위치 정보로 변환한다.

이때 시간 정보를 위치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을 도 6에 나타낸다.

도 6과 같이 각각의 XML TAG에 정의된 시간정보를 통해 MPEG 스트림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도 7을 통해 도 6에서 나타낸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MPEG 스트림의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을 보면 먼저 XML 파서부(333)에서 출력된 XML TAG를 읽는다(S20).

그리고 상기 XML TAG에서 타임 오프셋과 GOP 오프셋을 검출한다(S30).

그리고 상기 검출한 타임 오프셋을 MPEG 스트림의 길이와 결합하여 길이 오프셋으로 변환한다(S40).

이어 상기 변환된 길이 오프셋과 상기 XML TAG에서 검출한 GOP 오프셋을 비교하여 동일하면 메타 데이터 인덱스(
340)에 상기 오프셋 정보와 태그 정보를 저장한다(S60).

그리고 동일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다음 GOP를 검출하고(S70) 상기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S10).

따라서, 시청자는 위치 정보를 임의로 검출할 수 있게 되어, 상기 위치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 임의의 시점에 비디오 인
덱스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기능은 퍼스널 티브이의 중요기능 중 하나로서, 티브이의 원격 제어만으로 개인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340)는 동기 분해부(330)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저장해 두는 데이터 베이스로 시청자는 
언제든지 단일 객체 파일에 대한 검색을 통해 대화형 정보로 쉽게 접근 가능하다.

즉, 상기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340)는 저장된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속성인 메타(meta) 데이터를 저장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340)에 저장된 정보로 EPG부(320)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단일 객체 파일
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상기 검색된 정보를 TV 표시부(330)로 시청함으로써 쉽게 대화형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는 간단히 XM
L TAG를 비디오 인덱스를 위한 내용 목차(annotation) 기법으로 사용함으로서, 시청자가 저장된 MPEG 스트림의 내
용목차를 통해 선택적으로 VCR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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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송할 프로그램 혹은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에 동기화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컨탠트 제작/동기부와,

상기 컨탠트 제작/동기부에서 출력되는 XML TAG 정보를 방송프로그램과 결합하여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
태로 함께 방송망에 전송하는 데이터 송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탠트 제작/동기부는

티브이로 방송될 MPEG 스트림에 동기시킬 해당 위치로 GOP를 검출하는 스트림부와,

상기 스트림부에서 검출한 해당 위치에 XML TAG를 설정하여 마킹하는 샷/신(shot/scene)부와,

상기 샷/신부에서 마킹된 XML TAG와 방송될 MPEG 스트림을 동기화하는 XML부와,

상기 XML부에서 동기화된 방송 정보를 발생하는 발생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송출부는

전송할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 XML TAG 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 인코더와,

상기 데이터 인코더에서 결합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방송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MPEG-2 스트림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청구항 4.

방송망에서 전송된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저장과 재생을 동시에 수행하고, 데이터 방송용 패스를 통해 특정 섹션에 
동기되어 수신되는 XML TAG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비디오 인덱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재생하는 수신 시스템
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시스템부는

상기 방송망에서 전송된 방송 정보를 저장 및 재생하는 동시 저장/재생부와,

상기 동시 저장/재생부에서 저장하고자 하는 방송 정보를 저장하는 로컬 저장부와,

상기 로컬 저장부에 저장된 방송 정보 중 XML 파일을 해석하는 XML 파서부와,

상기 로컬 저장부에 저장된 방송 정보 중 MPEG 파일과 XML 파일을 결합한 단일 객체 파일을 동기시켜 VCR 동작을 
제어하는 미디어 제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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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방송 정보를 디코딩하는 PSIP 디코더와,

상기 XML 파서부, 미디어 제어부, PSIP 디코더에서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MPEG 스트림의 특정 섹션의 동기된 위치
를 검색하는 동기 분해부와,

상기 동기 분해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저장해 두는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와,

상기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에 저장된 정보를 시청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EPG부와,

상기 메타 데이터 인덱스부에 저장된 정보와 상기 동시 저장/재생부에서 재생된 방송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TV 표시
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동시 저장/재생부는

방송망을 통해 수신된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튜닝하고 상기 튜닝된 방송신호 중 디지털 방송신호를 복조하여 
라이브 스트림을 출력하는 디모듈레이터와,

상기 튜닝된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부호화하여 TS 신호를 출력하는 인코더와,

상기 디모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라이브 스트림을 필터링하여 저장할 TS 신호만을 검출하는 데이터 PID 필터부와,

상기 데이터 PID 필터부에서 검출된 TS 신호 이외의 TS 신호를 NULL 패킷으로 간주하고 상기 NULL 패킷의 숫자를 
카운터하여 헤더를 구성하고, 상기 구성된 헤더를 상기 일부분의(partial) TS 신호 사이사이에 삽입시키는 타임 스탬
프 헤더부와,

상기 타임 스탬프 헤더부에서 생성된 TS 신호와 인코더에서 생성된 TS 신호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TS 신호의 편집 및 재생을 제어하는 스탬프 제어부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정보를 관리하는 저장 제어부와,

상기 스탬프 제어부와 디모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TS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먹스부와,

상기 먹스부에서 선택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저장부는

상기 동시 저장/재생부로부터 해당 MPEG 스트림을 저장하는 MPEG 파일부와,

상기 동시 저장/재생부로부터 동기 정보를 실은 XML 데이터를 저장하는 XML 파일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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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기 정보는 시간정보, GOP 오프셋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
기화 장치.

청구항 9.

저장부에 저장된 방송 정보 중 XML 파일을 해석하여 XML TAG를 검출하는 제 1 검출 단계와,

상기 제 1 검출 단계에서 검출한 XML TAG에서 타임 오프셋과 GOP 오프셋을 검출하는 제 2 검출 단계와,

상기 제 2 검출 단계에서 검출한 타임 오프셋을 MPEG 스트림의 길이와 결합하여 상응하는 길이 오프셋으로 변환하는 
변환 단계와,

상기 변환된 길이 오프셋과 상기 XML TAG에서 검출한 GOP 오프셋을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확인 단계와,

상기 확인 결과 동일하면 메타 데이터 인덱스(340)에 상기 오프셋 정보와 태그 정보를 저장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다
음 GOP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단계는

MPEG 방송 스트림의 특정 샷/신에 따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갖는 다수개의 XML TAG를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MPEG 방송 스트림을 재생시키면서 상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상응하여 길이 오프셋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및 재생시 A/V와 데이터간 동기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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