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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헤드엔드 모듈에서 동화상

전문가그룹(MPEG)의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데이터가 실린 테이블들을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고 전송패킷을 구성한 후 이를 전송하

고, 수신 모듈에서 헤드엔드로부터 전송패킷을 전송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서비스정보의 포함 여부를 판

별하고 그 판별결과에 따라 패킷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헤드

엔드 모듈에서 수신 모듈로 MPEG2 전송패킷을 전송할 때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과 다른 메시지들을 포함

하는 전송패킷을 시스템에서 미리 규정한 패킷식별자 번호를 이용해 구분함으로써, 수신 모듈의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프레임의 분해 및 재조립 과정이 생략되므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들이 다른 메시지들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고, 아울러 수신 모듈의 회로가 보다 간략화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디지털 케이블 방송, 헤드엔드 모듈, 수신모듈, 패킷식별자, IP 데이터그램, MPEG2 전송패킷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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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에서 헤드엔드 모듈의 구성이 도시된 블록

도이다.

도 2는 헤드엔드 모듈에서 생성한 MPEG2 전송패킷 구조가 도시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에서 수신모듈의 구성이 도시된 블록도이

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에서 헤드엔드 모듈에서의 정보 전송 방법이

도시된 순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에서 수신 모듈에서의 정보 수신 방법이 도

시된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대역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 중에서 서비스 정보를 다른 메시지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 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케이블이란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디지털부호로 바꾸어 송출하고 이

방송신호를 디지털 TV 수상기로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제작, 송출, 전송, 수신의 모든 과

정에서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고, 디지털 케이블의 장점인 고해상도, 데이터방송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역외채널(Out-of-band)을 통한 통신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 통신방법은 헤드엔드에서 가입자의 수신기로 하향 통신을 할 경우에 MPEG2 전송패킷들을 이용하고, 

가입자의 수신기에서 헤드엔드로의 상향 통신을 할 경우에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셀 포맷을 이용한

다.

위에서, MPEG2(Motion Picture Experts Group 2)는 동화상전문가그룹으로서, MPEG2는 1994년 ISO 13818로 규

격화된 영상압축기술로 현재 DVD 등의 컴퓨터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직접위성방송 유선방송 고화질 TV 등의 방송서

비스, 영화나 광고편집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다음, 두 번째 통신방법은 헤드엔드에서 가입자 수신기로의 하향 통신 경우에 SL-ESF(Signaling Link-Extended S

uper Frame) 포맷을 이용하고, 가입자 수신기에서 헤드엔드로의 상향 통신 경우에 ATM 셀 포맷을 이용한다.

그런데, 첫 번째 통신방법에서 하향 통신에 MPEG2 전송 패킷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입자 수신기는 전송 패킷 안에 

있는 패킷식별자(Packet Identifier, PID) 번호를 기반으로 수신한 MPEG2 전송 패킷들을 추출한다. 그 후, 데이터 링

크계층의 메시지들은 MPEG2 전송 패킷의 전용 섹션(Private Section)에서 추출한 데이터들로부터 재구성된다.

MPEG2 전송 패킷들로부터 메시지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MPEG2 전송 패킷의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로드 유닛 

스타트 인디케이터(Payload Unit Start Indicator) 비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메시지들은 헤더 부분의 어드

레스_타입(address_type) 부분을 보고, 싱글캐스트(Single cast) 주소로 전송되는 것인지,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주소로 전송되는 것인지를 구별한다.

여기서, 싱글캐스트 주소는 독립적인 셋탑박스(set-top-box)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것이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모

든 셋탑박스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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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캐스트 주소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경우에, 수신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주소와 비교하여 자신에게 온 메시

지인지를 확인한다. 수신기가 싱글캐스트 주소로 전송된 메시지가 자신에게 온 메시지라고 확인한 경우에 해당 메시

지를 다음 과정으로 보내고, 자신에게 온 메시지가 아닌 경우에 해당 메시지를 버린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경우에, 수신기는 무조건 메시지를 수신하고, 주기적 덧 검사(Cyclic Redun

dancy Check, CRC)를 통해 수신 상태를 확인한다.

수신기는 위의 과정을 통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rotocol Data Unit, PDU)을 구성하고, 1개 이상의 프로토콜 데이

터 유닛을 합쳐서 서비스 데이터 유닛(Service Data Unit, SDU)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서비스 데이터 유닛은 IP 데이터그램(Datagram) 형태를 가지게 되고, 수신기는 IP 데이터그램에서 페

이로드 부분을 추출하면 헤드엔드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역외채널로 서비스정보(Service Information)를 전송할 경우에, 종래 디지털 케이블 방송

의 정보 송수신 방식은 아래와 같이 여러 비효율적인 전송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서비스정보는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 형태의 추가정보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서

비스정보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이 100개 이상의 채널이 형성되므로 많은 채널들 중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서비스정보의 송수신시, 헤드엔드는 응용서버로부터 IP 데이터그램에 실린 서비스정보를 전송받고, IP 데이

터그램을 MPEG2 전송 패킷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수신기의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추가정

보들을 IP 데이터그램의 헤더 앞에 삽입한다.

추가정보들은 메시지의 타입, 주소 타입, 메시지 길이, 메시지 버전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소 타입에 따라 가변길

이를 갖는다. 그런데, 서비스정보는 추가정보들 없이도 정상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메시지 타입 필드는 서비스정보가 MPEG2 전송 패킷의 전용 섹션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패킷 식별자 번호를 가지

고 서비스정보의 포함 여부를 구별할 수 있 다. 또한, 서비스정보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되기 때문에 주소 필드

가 필요하지 않다.

메시지 길이필드는 수신기 측의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매체접근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 패킷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필드이므로 매체접근제어 패킷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지면 불필요한 필드이다. 메시지 버전필드는 규격상

모두 '0'으로 설정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헤드엔드는 서비스정보를 전송하는데 있어 추가정보를 삽입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수행하므로 비효율적인 전

송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헤드엔드가 IP 데이터그램을 MPEG2 전송 패킷의 헤더 4바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184 바이트 페이로드에 나누

어서 삽입하는 경우에, 수신기는 전송받은 MPEG2 전송 패킷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추출한 후 다시 IP 데이터그램의 

페이로드를 추출해야만 MPEG2 전용섹션 형태를 지닌 서비스정보들을 추출한다.

따라서, 헤드엔드가 IP 데이터그램을 포함해서 전송하므로 수신기가 불필요한 데이터 추출작업을 수행하는 비효율적

인 전송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미국특허 등록번호 제5892910호는 양방향 케이블 TV 시스템의 전송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위의 양방향

케이블 TV 시스템의 전송 방법은 송신측 헤드엔드 장비들 사이의 데이터는 IP 프로토콜을 통하여 교환하고, MPEG2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메시지들을 다중화하여 수신기로 전송하면 수신기는 MPEG2 전송 메시지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방향 케이블 TV 시스템의 전송 방법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프 로토콜 메시지 포맷이 복잡하고 헤드엔

드 측에서 모든 데이터를 MPEG2 전송 시스템으로 다중화하여 수신기에 전달하게 되므로 서비스 정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신기 측의 회로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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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 헤드엔드에서 대역외채널

(Out-of-band)을 통해 수신기로 전송되는 메시지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정보(Service Information)를 

다른 메시지들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의 특징은, 동화상

전문가그룹(MPEG)의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데이터가 실린 테이블들을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고 전송패킷을 구성한 후 이를 전송하

는 헤드엔드 모듈; 및 상기 헤드엔드 모듈로부터 전송패킷을 전송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서비스정보의 포

함 여부를 판별하고, 그 판별결과에 따라 패킷 처리를 결정하는 수신 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헤드엔드 모듈과 수신 모듈은,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ggregate Event Information Table, 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ggregate Exte

nded Text Table, 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보 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을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

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헤드엔드 모듈은,

상기 서비스정보를 포함하는 테이블들을 MPEG의 전용 섹션 형태로 생성하여 이를 IP 데이터그램에 실어 전송하는 

서비스정보 생성부; 및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전송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패

킷을 생성 출력하는 전송패킷 생성부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과 다른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을 구

별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에 제한하여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는 서로 다른 서비스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P 데이터그램을 구별하기 위해 전송패킷의 헤더

에 표시비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는 상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들 중에서 모든 다른 테이블들의 버전(Version),

크기, 패킷식별자를 제공하는 주가이드 테이블(Master Guide Table, MGT)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패킷 생성부는,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전송받은 IP 데이터그램에서 페이로드(Payload)를 추출하여 서비스정보를 포함하는 테

이블들 중에서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이 아닌 경우에는 제1 규정번호로,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인 경우에는 제2 규정번호로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패킷 생성부는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전송받은 IP 데이터그램의 페이로드를 추출한 다음에 일정 크

기의 전송패킷 헤더를 붙여서 최종 전송패킷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패킷 생성부는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입력받은 주가이드 테이블(MGT)을 참조하여 패킷식별자 번호

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신모듈은,

상기 헤드엔드 모듈에서 전송받은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제한된 번

호인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과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을 구분하는 패킷식별

자 확인부;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에 의해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을 전달받아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

여 각종 테이블들을 구성하는 테이블 구성부; 및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에 의해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

패킷을 전달받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rotocol Data Unit, PDU), 서비스 데이터 유닛(Service Data Unit, SDU)을

구성하는 링크계층 패킷구성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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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는,

상기 헤드엔드 모듈에서 전송받은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제1 규정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서

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결정하고, 상기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집합 이

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결정하며, 상기 패킷식별

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 및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으로 결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테이블 구성부는,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에서 입력받은 전성패킷의 전용 섹션으로부터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의 테이블 식별자를 이용하여 각종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의 특징은, 헤드엔드에서 동화상전문가그룹(MPEG)의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데이터가 실린 테이블들을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

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패킷을 구성하고 이를 수신기로 전송하는 제1 단계; 및 상기 제1 단계에서 전송패킷을 전송

받은 수신기는 패킷식별자를 검사하여 서비스 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패킷 처리를 결정

하는 제2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헤드엔드와 수신기가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

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 를 제1 규정번호,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

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 단계는,

상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테이블들을 MPEG의 전용 섹션 형태로 생성하여 이를 IP 데이터그램에 실어 전송하는 

서비스정보 생성단계; 및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단계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전송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

송패킷을 구성하여 이를 수신기로 전송하는 전송패킷 생성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전송패킷 생성단계는,

상기 IP 데이터그램에서 페이로드를 추출하여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 (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 규정번호를 부여하고,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

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하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 규정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제1 단계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메시지들은 제1 규정번호와 제2 규정번호를 제외한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송

패킷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제1 단계에서 전송받은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

호인지를 확인하는 패킷식별자 확인단계;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인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으로 간주하고, 상기 전송패킷에서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을 추출하여 테이

블을 구성하는 테이블 구성단계; 및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가 아인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처리하는 링크계층 처리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단계는,

상기 전송패킷의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제1 확인단계; 상기 제1 확인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을 제

외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판단하는 제1 판단단계; 상기 제1 확인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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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규정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는 판단하는 제2 확인단계; 상

기 제2 확인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과 집합 확

장 텍스트 테이블을 포함하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판단하는 제2 판단단계; 및 상기 제2 확인

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1 및 제2 규정번호를 제외한 번호를 갖는 경우에, 서비

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으로 판단하는 제3 판단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링크계층 처리단계는,

상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을 전달받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고, 한 개 이상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합쳐서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한 실시예에서 언급한 내용 중 다른 실시예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실시예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시스템은 MPEG2 전송패킷을 구성하는 헤드엔드 모듈, MPEG2 전송패킷을 전달받아 여러 

정보 테이블을 구성하고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수신 모듈을 포함한다.

먼저,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에서 헤드엔드 모듈의 구성이 도시된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드엔드 모듈(10)은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들을 MPEG2 전용 섹션 형태로 

생성하고 이를 IP 데이터그램에 실어 전송하는 서비스정보 생성부(11), 및 서비스정보 생성부(11)에서 IP 데이터그램

을 전달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MPEG2 전송패킷을 구성 출력하는 전송패킷 생성부(13)를 포함한다.

따라서, 헤드엔드 모듈(10)은 MPEG2 전송 패킷 내에 IP 데이터그램을 포함하 지 않도록 하면서, IP 데이터그램의 페

이로드에서 MPEG2 전용 섹션 형태의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여 그 전용 섹션에 4 바이트 크기의 헤더를 추가하여 MP

EG2 전송패킷을 구성한다.

도 2는 헤드엔드 모듈에서 생성한 MPEG2 전송패킷 구조가 도시된 도면이다.

도 2에 나타나 있듯이, IP 데이터그램(IP Datagram)은 헤더(header, 21)와 서비스 정보(service information, 22)로

구성되고, 전용 섹션(private section, 30)은 테이블_식별자(table_id, 31), 섹션 신택스 인디케이터(section syntax i

ndicator, 32), 전용 인디케이터(private indicator, 33), 섹션_길이 (section_length, 35), 서비스 정보(36)로 구성된

다.

그리고, 전송패킷 열(transport packet stream, 40)은 동기 바이트 (synchronous byte or sync byte)(41), 전송 에

러 인디케이터(transport error indicator, 42), 페이로드 유닛 스타트 인디케이터(payload unit start indicator, 43),

전송 우위(transport priority, 44), 패킷식별자 번호(packet identifier or PID)(45), 전송 스크램블링 디바이스(trans

port scrambling device, 46), 적응 필드 제어(adaptation field control, 47), 연결 카운터(continuity counter, 48), 

서비스 정보(49)로 구성된다.

전송패킷 생성부(13)는 서비스정보 생성부(11)에서 전달받은 IP 데이터그램의 페이로드를 추출하고, 4바이트 크기의

MPEG2 전송패킷 헤더(41~48)와 184 바이트 크기의 서비스 정보(49)를 붙여서 188 바이트 크기의 MPEG2 전송패

킷(40)을 구성한다.

이때, 패킷식별자 번호(45)는 MPEG2 전송패킷(40)이 4바이트 크기의 헤더를 구성할 때 부여하게 되는데, 서비스 정

보를 포함하고 있는 MPEG2 전송패킷을 다른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MPEG2 전송패킷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시스템은,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 패킷의 경우는 패킷식별자 번호를 0x1FFC로 

하여 제1 규정번호로 지정하고, 이 패킷식별자 번호를 다른 메시지를 전송하는 전송 패킷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

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정보를 구성하는 헤드엔드 모듈(10)의 응용 서버는 주가이드 테이블(Master Guide Table, MGT)을 구

성할 때,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 Aggregate Event Information Table, 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g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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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Extended Text Table, AETT)을 포함하는 MPEG2 전송 패킷의 패킷식별자 번호는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

정 범위 안의 값들로 제한하여 이를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한다.

여기서, MGT는 STT(System Time Table)를 제외한 모든 다른 테이블에 버전, 크기, 패킷식별자 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AEIT는 가상채널 상에 이벤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AETT는 가상 채널과 이벤트들의 상세한 설명을 제

공한다.

그리고, 전송패킷 생성부(13)는 다른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P 데이터그램과 구별하기 위해 MPEG2 전송 패

킷의 헤더에 있는 페이로드 유닛 스타트 인디케이터(43) 비트를 이용한다.

다음,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에서 수신모듈의 구성이 도시된 블

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 모듈(50)은 대역외채널을 통해 헤드엔드 모듈(10)의 전송패킷 생성부(13)에서 전달받

은 MPEG2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전송패킷이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하는 패킷식

별자 확인부(51),

패킷식별자 확인부(51)에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을 전달하면 전송패킷에서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여 각

종 테이블을 구성하는 테이블 구성부(53), 및

패킷식별자 확인부(51)에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을 전달하면 SCTE DVS 178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rotocol Data Unit, PDU)을 구성한 후 1개 이상의 PDU를 합쳐서 서비스 데이터 유닛(S

ervice Data Unit, SDU)을 구성하는 링크계층 패킷구성부(52)를 포함한다.

여기서, 수신 모듈(50)은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MPEG2 전송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에 대한 제1 규정번호 

및 제2 규정번호를 헤드엔드 모듈(10)과 서로 약속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한편, 패킷식별자 확인부(51)는 MPEG2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인 0x1FFC와 동일한지

를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가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

킷으로 판단한 후에 MPEG2 전송패킷을 테이블 구성부(53)로 전송한다.

그런데, 패킷식별자 확인부(51)는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와 동일하 지 않는 경우에, 패킷식별자 번호가 AEI

T와 AETT를 위해 별도로 할당된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한다.

위에서 MPEG2 전송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패킷식별자 확인부(51)는 MPEG2

전송패킷을 테이블 구성부(53)로 전송한다. 그런데, MPEG2 전송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가 제1 또는 제2 규정번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패킷 식별자 확인부(51)는 MPEG2 전송패킷이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MPEG2 전송패킷을 링크계층 패킷구성부(52)로 전송한다.

따라서, 수신 모듈(50)에서는 AEIT와 AETT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을 대역외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다른 전송 패킷들

과 구별할 수 있다.

한편, 테이블 구성부(53)는 패킷식별자 확인부(51)로부터 전송받은 MPEG2 전송패킷의 전용 섹션으로부터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을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한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의 테이블_식별자를 이용해 NIT(Network Informati

on Table), NTT( Network Text Table), S-VCT(Short-form Virtual Channel Table), L-VCT(Long-form Virtu

al channel Table), STT(System Time Table)을 구성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의 동작을 첨부한 도 4 및 

도 5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에서 헤드엔드 모듈에서의 정보 전송 방법이

도시된 순서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드엔드 모듈(10)의 서비스정보 생성부(11)는 데이터가 실린 테이블들에 서비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S1) 서비스정 보 생성부(11)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테이블들을 MPEG2 전용 섹션 

형태로 생성하고(S12), 이렇게 생성된 서비스 정보 테이블들을 IP 데이터그램(20)에 담아서 전송패킷 생성부(13)에 

전송한다.(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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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송패킷 생성부(13)는 서비스정보 생성부(11)에서 전송받은 IP 데이터그램(20)의 페이로드를 추출하고(S1

4), 서비스 정보 테이블 중에서 AEIT/AETT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한다.(S15)

AEIT/AETT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전송패킷 생성부(13)는 제1 규정번호인 0x1FFC를 패킷식별자 번호로 부여하

고(S16), AEIT/AETT를 포함하는 경우에 전송패킷 생성부(13)는 MGT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조사하여 제2 규정

번호를 부여한다. (S17)

이때, 전송패킷 생성부(13)는 서비스정보 테이블 중에서 MGT를 구성할 때 AEIT/AETT의 패킷식별자 번호는 헤드

엔드 모듈(10)과 수신 모듈(50)이 약속한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제한한다.

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부여되면, 전송패킷 생성부(13)는 전용 섹션(30)에 4 바이트 크기의 전송패킷 헤더를 붙여

서 188 바이트 크기의 MPEG2 전송패킷 (40)을 구성한다.(S18)

한편, S1 단계에서 서비스정보 생성부(11)가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테이블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서비스정보

를 포함하는 전송패킷과 구별되도록 제1 규정번호와 제2 규정번호를 제외한 다른 패킷식별자 번호를 사용하여 전송

패킷을 구성한다.(S18)

이렇게 하여 MPEG2 전송패킷이 구성이 완료되면, 전송패킷 생성부(13)는 대역외채널을 통해 수신 모듈(50)로 전송

패킷을 전송한다.(S19)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에서 수신 모듈에서의 정보 수신 방법이 도

시된 순서도이다.

도 5에 나타나 있듯이, 패킷식별자 확인부(51)가 물리계층을 통해 MPEG2 전송패킷을 수신하면(S21), 전송패킷으로

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한다.(S22)

이때, 패킷식별자 확인부(51)는 전송패킷의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여(S23), 동일한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으로 간주하고 전송패킷을 테이블 구성부(53)로 전송한다.(S24)

그런데, 패킷식별자 확인부(51)가 전송패킷의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패

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S25) 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패킷식별자 확인부(51)는 전송패킷의 서비스정보 테이블 중에서 AEIT/AETT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테이블 구성부(53)로 전송한다.(S26)

이렇게 하여 테이블 구성부(53)는 패킷식별자 확인부(51)로부터 전송패킷을 전달받아 MPEG2 전송패킷의 전용 섹션

으로부터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을 추출하고 (S27), 각 추출한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의 테이블 식별자를 이용해 각종 

테이블을 구성한다.(S28)

한편, 패킷식별자 확인부(51)가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패킷식별자 확

인부(51)는 MPEG2 전송패킷이 서비스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MPEG2 전송패킷을 링크계층 

패킷구성부(52)에 전송한다.(S29)

그러면, 링크계층 패킷구성부(52)는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PDU를 구성하고 (S30), 이렇게 구성된 한 개 이상의 PDU

를 합쳐서 SDU를 구성한다.(S31)

상기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

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및 그 방법은 헤드엔드 모듈에서 수신 모듈로 MPEG2 전

송패킷을 전송할 때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과 다른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전송패킷을 시스템에서 미리 규

정한 패킷식별자 번호를 이용해 구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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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수신 모듈에서 시스템에서 미리 규정한 패킷식별자 번호를 이용해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을 우

선적으로 추출하여 서비스정보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구성하고, 시스템에서 미리 규정한 패킷식별자 번호 이외의 번

호를 갖는 전송패킷은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수신 모듈의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프레임의 분해 및 재조립 과정이 생략되므로 서비스 정보를 포

함하는 메시지들이 다른 메시지들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고, 아울러 수신 모듈의 회로가 보다 간략화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화상전문가그룹(MPEG)의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데이터가 실린 테이블들을 시스

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Packet Identifier) 번호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고 전송패

킷을 구성한 후 이를 전송하는 헤드엔드 모듈; 및

상기 헤드엔드 모듈로부터 전송패킷을 전송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서비스정보의 포함 여부를 판별하고, 

그 판별결과에 따라 패킷 처리를 결정하는 수신 모듈

을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엔드 모듈과 수신 모듈은,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ggregate Event Information Table, 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ggregate Exte

nded Text Table, 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집

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

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엔드 모듈은,

상기 서비스정보를 포함하는 테이블들을 MPEG의 전용 섹션 형태로 생성하여 이를 IP 데이터그램에 실어 전송하는 

서비스정보 생성부; 및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전송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패킷을 생성 출력하는 전송

패킷 생성부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과 다른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을 구별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미

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에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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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는,

서로 다른 서비스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P 데이터그램을 구별하기 위해 전송패킷의 헤더에 표시비트를 사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 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는,

상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들 중에서 모든 다른 테이블들의 버전(Version), 크기, 패킷식별자를 제공

하는 주가이드 테이블(Master Guide Table, MGT)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

신 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패킷 생성부는,

상기 헤드엔드 모듈과 수신 모듈이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

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AEIT과 AETT를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전송받은 IP 데이터그램에서 페이로드(Payload)를 추출하여 서비스정보를 포함하는 테

이블들 중에서 AEIT과 AETT가 아닌 경우에는 제1 규정번호로, 상기 AEIT과 AETT인 경우에는 제2 규정번호로 패

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패킷 생성부는,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전송받은 IP 데이터그램의 페이로드를 추출한 다음에 일정 크기의 전송패킷 헤더를 붙

여서 최종 전송패킷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패킷 생성부는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가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들 중에서 모든 다른 테이블

들의 버전(Version), 크기, 패킷식별자를 제공하는 주가이드 테이블(Master Guide Table, MGT)을 구성하고, 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부에서 입력받은 주가이드 테이블을 참조하여 패킷식별자 번호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모듈은,

상기 헤드엔드 모듈에서 전송받은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제한된 번

호인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킷과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을 구분하는 패킷식별

자 확인부;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에 의해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을 전 달받아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여 각종 테

이블들을 구성하는 테이블 구성부; 및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에 의해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을 전달받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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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Unit), 서비스 데이터 유닛(Service Data Unit)을 구성하는 링크계층 패킷구성부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는,

상기 헤드엔드 모듈과 수신 모듈이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

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AEIT과 AETT를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

상기 헤드엔드 모듈에서 전송받은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제1 규정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서

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결정하고, 상기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AEIT와 

AETT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결정하며, 상기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 및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 구성부는,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부에서 입력받은 전송패킷의 전용 섹션으로부터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의 테이블 식별자를 이용하여 각종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

의 정보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3.
헤드엔드에서 동화상전문가그룹(MPEG)의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데이터가 실린 테

이블들을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패킷을 구성하고 이를 수신기로 전송하는 제1 단

계; 및

상기 제1 단계에서 전송패킷을 전송받은 수신기는 패킷식별자를 검사하여 서비스 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패킷 처리를 결정하는 제2 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헤드엔드와 수신기가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

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

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제1 단계는,

상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테이블들을 MPEG의 전용 섹션 형태로 생성하여 이를 IP 데이터그램에 실어 전송하는 

서비스정보 생성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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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정보 생성단계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전송받아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패킷을 구성하여 이를 수

신기로 전송하는 전송패킷 생성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패킷 생성단계는,

상기 헤드엔드와 수신기가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

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

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상기 IP 데이터그램에서 페이로드를 추출하여 AEIT와 AETT를 제외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 

규정번호를 부여하고, 상기 AEIT과 AETT를 포함하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 규정번호를 부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헤드엔드와 수신기가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

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

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상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메시지들은 제1 규정번호와 제2 규정번호를 제외한 패킷식별자 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패킷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제1 단계에서 전송받은 전송패킷으로부터 패킷식별자 번호를 검사하여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

호인지를 확인하는 패킷식별자 확인단계;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인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패

킷으로 간주하고, 상기 전송패킷에서 서비스 정보 메시지들을 추출하여 테이블을 구성하는 테이블 구성단계; 및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패킷식별자 번호가 아인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

는 전송패킷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링크계층에서 처리하는 링크계층 처리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식별자 확인단계는,

상기 헤드엔드와 수신기가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AETT)을 제외한 서비스 정

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AEIT)과 집합 확장 텍

스트 테이블(AETT)을 포함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패킷의 패킷 식별자 번호를 제1 규정번호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의 제2 규정번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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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패킷의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제1 확인단계;

상기 제1 확인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을 제외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판단하는 제1 판단단계;

상기 제1 확인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1 규정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에, 상기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

번호에 해당하는 판단하는 제2 확인단계;

상기 제2 확인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기 집합 이벤트 정보 테이블과 집합 

확장 텍스트 테이블을 포함하는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송패킷으로 판단하는 제2 판단단계; 및

상기 제2 확인단계에서 패킷식별자 번호가 제2 규정번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1 및 제2 규정번호를 제외한 번호를 갖

는 경우에,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으로 판단하는 제3 판단단계

를 포함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계층 처리단계는,

상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송패킷을 전달받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고, 한 개 이상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합쳐서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정보 송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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