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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와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

요약

텔레비젼신호의 수신장치와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록한 프로그램을 복잡한 조작을 하
지 않고 즉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음성, 데이타 등으로 구성된 여러개의 편성채널의 신
호가 디지탈정보로서 미리 정해진 패킷형식중의 1개의 비트열로 다중되고 또한 전송된 전송디지탈정보를 
수신하고 미리 정해진 패킷구조를 갖는 비트열로 복조하는 채널디코드수단, 채널디코드수단의 출력비트열
에서 지정된 패킷을 추출하는 제1 패킷분리수단, 제1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편성채널을 복호해서 텔
레비젼신호로서 출력하는 소스디코드수단, 채널디코드수단의 출력비트열에서 지정된 패킷의 적어도 일부
를 추출하는 제2 패킷분리수단, 제2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비트열의 기록재생수단을 향해 있는 출력
수단,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입력비트열을 제1 패킷분리수단으로 공급하는 입력수단 및 제1 패킷분리수
단과 제2 패킷분리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재생시에는 사용자가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도 즉시 기록한 프로그램을 재생
할 수가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패킷구조 및 패킷의 다중방식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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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디지탈방송을 수신했을 때의 프로그램제시 수순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기록한 디지탈신호를 재생할 때의 프로그램제시 수순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6도는 제5도의 구성에 있어서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재생신호에 의한 프로그램제시 수순을 도시한 도
면.

제7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3도는 본 발명의 제2 다중분리수단의 다른 1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4도는 본 발명의 제2 다중분리수단의 또 다른 1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5도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6도는 제15도의 패킷치환회로의 제1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7도는 제16도의 패킷치환회로의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제18도는 패킷의 분리 및 치환의 상태를 도시한 타이밍도.

제19도는 제15도의 패킷치환회로의 제2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0도는 제19도의 패킷치환회로의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제21도는 전체치환모드의 제1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제22도는 전체치환모드의 제2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텔레비젼신호의 수신장치와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탈신호상태로 기
록하고 재생하는데 적합한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와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디지탈신호를 수신하고 기록해서 재생하는 기술로서 여러개의 정보가 다중되어 전송되어 오는 디
지탈신호를 수신해서 기록하는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가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8-98164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는 여러개의 정보가 다중화되어 전송되어 오는 디지탈정보신호를 수신해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수단에 대해서 기
술되어 있다. 또, 여러개의 정보가 다중화되어 전송되어 오는 디지탈신호를 수신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술이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8-56350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 종래기
술에 있어서는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각각 패킷식별자를 부가받아 패킷화됨과 동시에 상기 프로그램과 상
기 패킷식별자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전송제어데이타도 패킷화되고, 이들 각 패킷이 다중화되어 전송
되어 오는 다중화신호중에서 각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프로그램탐색장치가 기술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8-98164호에 기술되어 있는 종래기술에 있어서는 기록한 프로그램의 재
생시에 다중된 정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만을 분리해서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
지 않다. 한편,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8-56350호에 기술되어 있는 종래기술에 있어서는 다중된 디지탈
신호에서 원하는 신호를 추출해서 제시하는 탐색수단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예를들면 종래부터 존재하는 아날로그신호를 기록재생하는 VTR(Video  Tape  Recorder)에 있어서 
기록한 프로그램을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생용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그밖의 조작을 특별히 하
지 않아도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상술한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8-98164호
에 기술되어 있는 디지탈정보신호의 기술과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8-56350호에 기술되어 있는 기술을 
조합하더라도, 재생할 때에는 예를들면 프로그램탐색 등의 번거로운 조작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어 상술
한 아날로그신호를 기록재생하는 VTR과 같이 스위치를 1개 누르는 것만으로 즉시 기록한 원하는 프로그램
을 재생하는 것은 실현할 수 없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탈신호상태로 기록한 프로그램을 상술한 아날로그 신호를 기록재생하는 VTR과 마찬
가지의 번거로운 조작을 하지 않고 즉시 재생할 수 있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와 수신 및 기록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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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를 위해서, 본 발명은 영상, 음성, 데이타 등으로 구성된 여러개의 편성채널의 신호가 디지탈정보로서 
미리 정해진 패킷형식중의 1개의 비트열로 다중되고 또한 전송된 전송디지탈정보를 수신하고 미리 정해진 
패킷구조를 갖는 비트열로 복조하는 채널디코드수단, 상기 채널디코드수단의 출력비트열에서 지정된 패킷
을 추출하는 제1 패킷분리수단,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편성채널을 복호해서 텔레비젼신호
로서 출력하는 소스디코드수단, 상기 채널디코드수단의 출력비트열에서 지정된 패킷의 적어도 일부를 추
출하는 제2 패킷분리수단,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비트열의 기록재생수단을 향해 있는 출력
수단,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입력비트열을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으로 공급하는 입력수단 및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과 제2 패킷분리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있어서의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의 제1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이다.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안테나(300)은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방식으로 디지탈변조된 
위성방송전파를 수신하는 예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송신방식을 위성
방송으로 한정하고 또 변조방식을 QPSK방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신호의 압축 및 신장방식으로
서 국제표준인 MPEG2(Moving Picture Experts Group2)를 사용한 예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압축 및 신장방식을 MPEG2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1에  있어서  (300)은  안테나,  (301)은  수신한  전파를  튜너입력신호로  변환하는  컨버터,  (302)는 
케이블,  (401)은  튜너,  (402)는  QPSK  복조회로,  (403)은  전송에  수반하는  신호의  에러를  정정하는 
FEC(Forward Error Correction), (414)와 (424)는 스위치, (413)은 제2 다중분리수단, (423)은 신호의 기
록재생수단, (404)는 제1 다중분리수단, (405)는 MPEG2 디코더, (406)은 비디오 인코더, (407)은 D/A 컨
버터, (408)은 OSD(On Screen Display), (409)는 제어수단, (410)은 텔레비젼, (434)와 (415)는 각각 제1 
다중분리수단(404)와 MPEG2 디코더(405)가 데이타를 전개하기 위한 RAM(Random Access Memory), (419)는 
제어수단(409)의 동작 프로그램을 기억한 ROM(Read Only Memory)이다.

도 1에 있어서 위성(도시하지 않음)에서 송신된 전파를 안테나(300)에서 수신하고, 컨버터(301)에서 튜너
입력신호로 변환해서 케이블(302)를 거쳐 뉴터(401)에 입력한다. 도 1에서 도시한 예에 있어서는 튜너
(401)은 제어수단(409)의 설정에 따라서 입력신호에서 원하는 신호를 선국하여 출력한다. 튜너(401)의 출
력은 QPSK 복조회로(402)에서 복조되어 FEC(403)에 입력된다. FEC(403)은 전송에 수반하는 입력디지탈신
호의 에러정정을 실행한다.

상기와 같이 해서 입력신호의 에러정정을 실행하여 얻어진 디지탈신호는 스위치(414)와 (424)를 거쳐서 
제1 다중분리수단(404)에 입력된다.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위성디지탈방송은 일반적으로 위성에 탑재된 
전파중계용 트랜스폰더(도시하지 않음)가 중계하는 1개의 전파로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다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다중된 프로그램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제1다중분리수단(404)이다. 제
1 다중분리수단(404)에서 분리된 디지탈신호는 MPEG2 디코터(405)에 입력된다. MPEG2 디코더(405)는 압축
된 디지탈신호를 신장해서 압축전의 디지탈영상신호 및 디지탈음성신호를 재생한다. 재생된 디지탈영상신
호는 OSD(408)을 거쳐서 비디오 인코더(406)에, 또한 디지탈음성신호는 D/A컨버터(407)에 입력된다. 비디
오 인코더(406)은 입력디지탈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해서 텔레비젼(410)으로 출력한다. 한
편, D/A컨버터(407)은 입력디지탈 음성신호를 아날로그음성신호로 변환해서 텔레비젼(410)으로 출력한다. 
상기의 동작은 ROM(419)에 기억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제어수단(409)에 의해서 제어된다.

다음에, 상기의 설명에 있어서 제1 다중분리수단(404)에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정보를 분리하는 일반적
인 수순의 예를 도 2 및 도 3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도 1의 제1 다중분리수단(404)에 입력되는 신호는 도 2의 (a)에 도시한 패킷이 도 2의 (b)와 같이 다중된 
구성이다. 도 2의 (b)의 다중의 1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의 (b)와 같이 다중화된 신호는 제1 다중분리
수단(404)에 의해 처리된다.

또한, 도 2의 (c)는 도2의 (a)에 도시한 헤더(20)의 구성예를 도시한 것이며, (23)은 헤더의 선두인 것을 
나타내는 고정패턴인 동기바이트, (24)는 수송에러 지시기(transport error indicator), (25)는 페이로드
유닛(payload unit)개시 지시기, (26)은 수송우선도, (27)은 패킷의 속성을 나타내는 PID, (28)은 수송스
크램블제어, (29)는 적응(adaptation)필드제어, (30)은 연속성 손상이며, 각각 패킷에 관한 각종 속성 및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4바이트로 이루어진다. 각 숫자는 비트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1 다중분리수단(404)에 있어서의 동작의 예를 도 3에 도시한다. 먼저, 스텝(201)에 있어서 시청자가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채널을 입력한다.

편성채널이라는 것은 1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영상, 음성 등을 총괄한 호칭법으로서, 종래의 아날로그
방송에서 말하는 텔레비젼채널에 상당한다. 또, 디지탈방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다중된 1개의 주파수를 물리채널이라 부르고 있다. 다음에, 스텝(202)에 있어서 현재 수신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도 2의 다중화신호(=Transport Stream, 이하 TS라고 한다)를 구성하는 패킷중의 1개인 PAT(Program 
Association Table)를 수신한다. 또한, PAT는 국제 표준인 MPEG2 규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중의 테이블의 1개이다. 또, PAT인 것을 나타내는 PID는 특정 값을 취하는 것이 규
격에 따라 정해져 있다. 따라서, 예를들면 PAT의 PID를 ROM(419)에 기억해 두면, 제1 다중분리수단(404)
는 수신신호중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PAT를 수신할 수가 있다. 다음의 스텝(203)에서는 스텝(202)에서 
수신한 PAT의 부가데이타중에서 희망하는 편성채널의 유무를 검색한다. 희망하는 편성채널이 있으면 스텝
(207)로 이행한다. 희망하는 편성채널이 없는 경우에는 스텝(204)로 이행하고, PSI의 1개이고 또한 부가
데이타에 포함되어 있는 편성채널과 물리채널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NIT(Network Information Table)를 
수신하고 희망하는 편성채널이 포함되어 있는 물리채널을 취득한다. 다음의 스텝(205)에서는 스텝(204)에 
있어서 취득한 물리채널로 이행한다. 물리채널의 이행은 실제의 회로에 있어서는 도 1에 있어서 제어수단
(409)에서 튜너(401)에 선국할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 후, 스텝(206)에 있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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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후의 물리채널에 있어서의 다중화신호TS를 구성하는 패킷중의 1개인 PAT를 수신한다.

PAT를 수신했으면, 다음에 스텝(207)에 있어서 상기 스텝(201)에 있어서 입력된 원하는 편성채널을 구성
하는 영상, 음성 등의 PID(패킷 ID)가 기술되어 있는 PMT(Program Map Table)를 취득하고, PID를 갖는 
PMT를 수신한다. 여기에서, PMT는 도 2의 (b)에서 헤더와 부가데이타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PSI의 
테이블중의 1개이다. 또, PID는 패킷의 헤더에 포함되는 패킷식별자이다. 이 PMT에는 수신중인 TS에 포함
되어 있는 각 편성채널을 구성하는 영상, 음성 및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PCR(Program Clock Reference) 등
의 패킷의 PID가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스텝(208)에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영상, 음성, PCR등의 패
킷PID를 취득한다.그후, 취득한 PID를 스텝(209)에 있어서 도 1의 제 1 다중분리수단(404)에 설정해서 원
하는 영상, 음성의 스트림을 수신하고, 다음의 MPEG2 디코더(405)에 입력해서 디코드를 실행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동작에 의해서 복호된 영상신호는 OSD(408)을 거쳐서 NTSC인코더(406)에 의해 처리되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됨과 동시에, 음성신호는 D/A컨버터(407)에 의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아날로그영상신호와 아날로그음성신호는 텔레비젼(410)에 입력되는 것에 의해, 시청자가 희망한 프로그램
을 제시할 수가 있다.

다음에, 수신한 디지탈신호를 도 1의 스위치(414)와 제2 다중분리수단(413)을 통해서 기록재생수단(423)
으로 공급하고, 수신한 디지탈신호를 기록하며, 또 기록재생수단(423)에 의해 스위치(424)를 통해서 기록
한 디지탈신호를 재생하는 수순을 설명한다.

기록재생수단(423)에 디지탈신호를 기록하는 경우, 제어수단(409)로부터의 제어에 따라서 스위치(414)가 
FEC(403)과 제2 다중분리수단(413)을 접속하도록 전환된다. 제2 다중분리수단(413)은 제어수단(409)로부
터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한 후의 재생시에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데이타만을 
추출하는 수단이다.  도 1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술한 PAT,  PMT,  영상,  음성등의 각 패킷에 부가해서 
MPEG2  디코더(405)에서 필요하게 되는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타인 PCR과 프로그램관련정보중 원하는 
프로그램(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pfEIT)만을 추출한다.

도 1의 제2 다중분리수단(413)의 다른 1구성을 도 13에 도시한다. 도 13에 있어서는 도 2의 제2 다중분리
수단(413)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다중분리수단(4131)과 이 다중분리수단(4131)의 
출력신호의 전송속도를 상기 기록재생수단(423)에 적합하게 속도변환하는 속도변환수단(4132)로 구성되는 
것이다. 속도변환수단(4132)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FIFO(선입선출)메모리이다.

도 1의 제2 다중분리수단(413)의 또 다른 구성을 도 14에 도시한다. 도 14에 있어서는 도 13의 구성 이외
에 (4133)의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4133)은 도 1의 제2 다중분리수단(413)과 기록재생수단
(423)과의 인터페이스수단으로서, 예를들면 속도변환수단(4132)에서 출력되는 신호가 병렬신호이었던 경
우에 직렬신호로 변환하는 수단이다.

도 1 또는 도 13 또는 도 14에 도시한 예와 같은 구성의 제2 다중분리수단(413)에 의해서 추출한 신호가 
기록재생수단(423)에 기록된다. 재생시에는 기록재생수단(423)에 의해 재생된 디지탈신호가 스위치(424)
를 거쳐서 제1 다중분리수단(404)에 입력된다.

제1 다중분리수단(404)는 기록재생수단(423)에 기록된 신호를 재생하는 경우에 제어수단(409)에 의해 제
어되어 도 4에 도시한 수순으로 동작한다. 이하, 그 동작을 설명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관련
정보인 것을 나타내는 PID는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특정값으로 표시되는 것이며,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이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한다.

기록재생수단(423)에서 디지탈신호가 입력되면, 제1 다중분리수단(404)는 제어수단(409)로부터의 제어에 
따라서 도 4에 있어서 최초에 스텝(44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하는 프로그램관련정보를 수신해서 희망
하는 프로그램관련정보에 기술되어 있는 편성채널번호를 취득한다. 다음에, 스텝(442)에 있어서 PAT를 수
신한다. 이 단계에서 기록되고 있는 편성채널의 채널번호를 스텝(441)에 있어서 알고 있으므로, 다음의 
스텝(443)에 있어서는 기록한 프로그램의 영상, 음성 등의 패킷의 PID가 기술되어 있는 PMT의 PID를 즉시 
취득할 수가 있다. 이하의 수순은 도 3에 있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다중된 디지탈신호의 상태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재
생수단(423)에서 재생한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 즉시 다중 분리해서 디코드하여 
제시할 수가 있다. 또, 원하는 프로그램관련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디지탈방송의 특징중의 하나인 프
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할 수가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1의 제1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2 다중분리수단
(413)이 제어수단(409)의 명령에 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관련정보만을 추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도 5
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2 다중분리수단(413)이 제어수단(409)의 명령에 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관련정보를 추출해서 기록재생수단(423)에 기록하는 
구성으로 한 것이다.

도 6은 도 5의 실시예의 구성을 사용한 경우의 기록재생수단(423)으로부터의 재생신호를 처리하는 수순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의 수순은 도 4에 있어서 도시한 수순중 스텝(441)의 희망하는 프로그램관련정보에서 
편성채널을 취득하는 수순이 없어지고, 먼저 스텝(601)에 있어서 편성채널의 정보는 PAT에 기술되어 있는 
PID가 기록되어 있는 PMT의 PID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체크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할 때까
지 스텝(601)의 동작을 반복하고, 일치하면 스텝(602)의 동작으로 이행한다. 이후의 동작은 도 4의 스텝
(443)이후와 동일하다.

이 도 5의 실시예에 의하면, 도 1의 실시예의 경우보다 제2 다중분리수단(413)의 회로구성을 간략화할 수 
있고 또 도 1의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관련정보에 기술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할 수가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의 실시예가 도 5의 실시예와 다른 점은 제2 
다중분리수단(413)이 프로그램관련정보를 추출하지 않고 PAT, PMT, PCR 및 영상, 음성의 데이타만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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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409)로부터의 제어에 따라서 추출하도록 한 점이다. 이것에 의해, 도 5의 실시예의 경우보다 더욱더 
제2 다중분리수단(413)의 구성을 간략화할 수가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8의 실시예가 도 1의 실시예와 다른 점은 도 8
의 제2 다중분리수단(413)이 제어수단(409)로 부터의 명령에 의해서 추출하는 것은 PMT, PCR, 영상, 음성
만으로 함과 동시에, PID리라이트수단(433)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도 8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PID
리라이트수단(433)에 의해서 PMT의 PID를 제어수단(409)에 의해 설정되는 특정의 값으로 리라이트해서 기
록재생수단(423)에 신호를 기록하는 구성으로 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기록한 신호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PMT의 PID를 미리 알고 있으므로, PMT에 기술되어 있는 영상, 음성 및 PCR의 PID를 즉시 취득할 수 있고, 
도 1의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 즉시 재생할 수가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9의 실시예가 도 8의 실시예와 다른 점은 도 9
의 제2 다중분리부(413)이 제어수단(409)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 추출하는 것은 PCR, 영상, 음성의 정보
만으로 함과 동시에, PID리라이트수단(433)에 의 해서PCR, 영상, 음성의 PID를 제어수단(409)에 의해 설
정되는 특정의 값으로 리라이트하는 구성으로 한 것이다.

이 도 9의 실시예에 의하면, 재생시에는 기록한 PCR, 영상, 음성의 PID를 미리 알고 있으므로, 도 1의 실
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 즉시 재생할 수 있고 또 기록하는 정보량을 
도 8의 실시예의 경우보다 적게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제2 다중분리수단(413)의 구성을 간략화할 수가 있
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10의 실시예가 도 9의 실시예와 다른 점은 도 
9의 PID리라이트수단(433) 대신에 도 10의 패킷삽입수단(453)을 마련한 것이다. 도 10의 실시예에 있어서 
제2  다중분리수단(413)은  원하는  PCR,  영상,  음성등의  각  정보의  PID를  취득함과  동시에,  상기  PCR, 
영상, 음성 등을 추출해서 패킷삽입수단(453)에 입력한다. 패킷삽입수단(453)은 제2 다중분리수단(413)으
로부터의 입력신호에 제2 다중분리수단(413)에 있어서 취득한 PCR, 영상, 음성 등의 PID를 기술한 패킷을 
작성해서 삽입하고, 기록재생수단(423)에 기록한다. 기록한 신호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제1 다중분리수단
(404)가 먼저 상기 패킷삽입수단(453)에 의해서 삽입한 패킷을 수신하도록 제어수단(409)에 의해 제어를 
실행하고 이것에 기술되어 있는 PCR, 영상, 음성 등의 PID를 취득하므로, 도 9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사
용자가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 즉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있다. 또한, 상술한 설명에 있어서 
패킷삽입수단(453)에 의해서 삽입하는 패킷의 PID로서는 MPEG2 규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PAT와 동일한 
PID를 부여해도 좋다. MPEG2규격에 있어서는 PAT의 PID는 특정 값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 
다중분리수단(404)에  있어서 기록재생수단(423)에  의해  재생한 신호의 처리를 실행할 때에는 제어수단
(409)가 먼저 PAT와 동일한 PID를 갖는 패킷을 추출하도록, 제1 다중분리수단(404)를 제어하도록 미리 설
정하는 것에 의해서 도 10을 사용해서 설명한 동작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10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가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 즉
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11에 있어서(463)은 전송속도 검출수단이다. 
도 11에 있어서 제2 다중분리수단(413)은 도 1 또는 도 5의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어수단(409)
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영상, 음성 등의 정보와 함께 프로그램정보 등의 부가데이타를 추출하는 것이다. 
제2 다중분리수단(413)에서 출력된 TS는 전송속도 검출수단(463)에 입력된다. 전송속도 검출수단(463)에 
있어서 입력TS의 전송속도가 미리 설정한 특정의 값을 초과한 것이 검출된 경우, 전송속도 검출수단(46
3)은 제어수단(409)로 전송속도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했다는 것을 고지(告知)하는 신호를 출력한다. 
전송속도 검출수단(463)으로부터의 고지신호가 입력되면, 제어수단(409)는 제2 다중분리수단(413)을 제어
해서 미리 설정된 우선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의 추출을 실행하지 않
도록 제어한다. 즉, 예를들면 제2 다중분리수단(413)에서 출력되는 TS의 전송속도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
과한 경우에 예를들면 프로그램정보의 추출을 중지시키는 것에 의해서, 제2 다중분리수단(413)에서 출력
되는 다중화신호의 전송속도가 일정값 이하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11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기록재생수단(423)으로서는 기록가능한 
다중화신호의 전송속도에 상한이 있는 기록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기록할 다중화신호가 미리 설정된 전송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한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영상, 음성 등의 정보와 함께 프로그램정보 등의 부가정
보를 기록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기록할 다중화신호의 전송속도가 미리 설정된 전송속
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프로그램내용의 제시와는 직접 관계없는 정보의 추출을 중지시키는 것에 의해서 프
로그램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12에 있어서 (473)은 스위치수단이다. 도 12
에 있어서 제2 다중분리수단(413)은 제어수단(409)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 저작권의 보호 등에 관한 기록
관련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상기 기록관련정보로서 기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정보가 추출된 경우 제
어수단(409)는 기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정보가 추출된 것을 검출해서 스위치수단(473)을 제어하고, 
제2 다중분리수단(413)에서 출력된 신호가 기록재생수단(423)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즉, 도 12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송신측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등의 목적으로 기록을 금지시킨
다는 내용의 정보를 부가한 신호를 송출한 경우에 이것에 따른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

또한, 도 12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기록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스위치수단(473)을 마련한 예를 설명하였지
만, 제어수단(409)에서 제2 다중분리수단(413)의 일부(속도변환수단(4132) 등) 또는 전부의 동작을 정지
시키려고 제어해도 동일한 효과가 얻어지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1 다중분리수단(404)와 제2 다중분리수단(413)을 별도의 회로로서 설명하였지
만, 이 2개의 수단은 동일한 회로블럭으로 해도 상관없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15에 있어서 (501)은 안테나, (502)는 튜너, (503)은 QPSK복조회로, (504)는 전송에 수반하는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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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를 정정하는 FEC, (505)는 스위치, (506)은 제1 패킷분리회로, (507)은 MPEG2 디코더, (509)는 제2 
패킷분리회로, (510)은 패킷치환회로, (511)은 인터페이스회로(I/F), (512)는 기록재생장치, (513)은 시
스템컨트롤러, (514)는 출력회로, (518)은 영상 및 음성 출력단자이다.

도  15에  있어서  위성(도시하지  않음)에서  송신된  전파를  안테나(501)에서  수신하여  튜너(502)에 
입력한다. 도 15에 도시한 예에 있어서 튜너(502)는 시스템컨트롤러(513)의 설정에 따라서 입력신호에서 
원하는 신호를 선국하여 출력한다. 튜너(502)의 출력은 QPSK복조회로(503)에 의해 복조되고, FEC(504)에 
입력된다. FEC(504)는 전송에 수반하는 입력디지탈신호의 에러정정을 실행한다. 

상기와 같이 해서 입력신호의 에러정정을 실행하여 얻어진 디지탈신호는 스위치(505)를 거쳐서 제1 패킷
분리회로(506)에 입력된다.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위성디지탈방송은 일반적으로 위성에 탑재된 전파중계
용 트랜스폰더(도시하지 않음)가 중계하는 1개의 전파로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다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다중된 프로그램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제1 패킷분리회로(506)이다. 제1 패킷
분리회로(506)에 의해 분리된 디지탈신호는 MPEG2 디코더(507)에 입력된다. MPEG2 디코더(507)은 압축된 
디지탈신호를 신장해서 압축전의 디지탈영상신호 및 디지탈음성신호를 재생한다. 재생된 디지탈영상신호 
및 디지탈음성신호는 출력회로(514)에 의해 각각 아날로그신호로변환되고, 영상 및 음성 출력단자(518)에
서 출력된다. 상기의 동작은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의 설명에 있어서 제1 패킷분리회로(506)에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정보를 분리하는 일반적인 수순의 
예는 상술한 도 2 및 도 3을 사용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도 15의 제1 패킷분리회로(506)은 
도 1에 있어서는 제1 다중분리수단(404)에 해당하고,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서 제어되며, 도 3의 스
텝(201)~(208)을 거쳐서 원하는 영상, 음성의 스트림을 추출해서 프로그램스트림을 얻고, MPEG2 디코더
(507)에 입력해서 디코드 등을 실행한다. 디코드된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출력회로(514)에 의해 처리하
고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해서 영상 및 음성출력단자(518)에서 출력하며, 외부의 텔레비젼(도시하지 않음)
에서 수신하는 것에 의해 시청자가 희망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제2 패킷분리회로(509)를 통해서 수신한 신호를 기록재생장치(512)에기록하고, 또 기록재생장치
(512)에서 기록한 신호를 재생하는 수순을 설명한다. 

제2 패킷분리회로(509)는 기록한 후의 재생시에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데이타
를 추출하는 수단이다. 재생시에는 제1 패킷분리회로(506)에 의해 추출된 신호 이외에도 패킷이 필요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스트림과는 다른 스트림을 필요로 한다. 도 15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술한 PAT, PMT, 
영상, 음성 등의 각 패킷에 부가해서 MPEG2 디코더(507)에서 필요로 되는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타인 
PCR과 프로그램관련정보중 원하는 프로그램(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패킷
치환회로(510), 인터페이스회로(511)을 거쳐서 기록재생장치(512)에 기록한다. 

본 발명은 기록재생장치(512)에 의해 재생할 때 기록된 신호의 프로그램을 자동 선국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패킷치환회로(510)에 의해 상술한 PAT의 치환을 실행한 후 기록한다. 

이하, 이 패킷치환회로(510)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16은 이 패킷치환회로의 제1 구성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44)는 수바이트정도의 데이타를 일시기억하
는 버퍼, (40)은 버퍼에 기억된 데이타에서 PID(27)을 검출하는 PID검출회로, (41)은 PID검출회로(40)에 
의해 검출된 PID와 소정 값의 비교를 실행하는 PID일치회로, (42)는 치환후의 데이타를 기억하는 기억회
로, (43)은 입력된 버퍼(44)의 출력인지 기억회로(42)의 출력인지를 선택하는 선택회로, (54)는 타이밍생
성회로, (56)은 시스템컨트롤러(513)에서 입력되는 소정의 PID를 기억하는 PID레지스터이다. 

도 17은 동작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패킷치환회로는 바이트단위로 동작하는 것으로 하고, 입력패
킷(45) 등은 모두 8비트의 병렬신호로 한다. 도 16에는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도 17에 도시한 바이트클
럭(60)과 동기해서 동작한다. 

제2 패킷분리회로(509)에서 출력된 분리스트림(45)는 버퍼(44)에 의해 수바이트분 순차 기억된다 도 17에
서는 버퍼(44)에 기억된 각 단마다의 데이타를 버퍼1(52), 버퍼2(53), 버퍼3(61), 버퍼4(46)으로 하고 있
다. 또, 입력패킷의 구간을 나타내는 인에이블(70)이 도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제2 패킷분리회로(509)에
서 출력되어도 좋고 타이밍생성회로(54)에 의해 동기바이트(23)에서 생성해도 좋다.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 미리 치환을 실행하고자 하는 패킷의 PID(치환PID)가 입력되어 PID레지스터
(56)에 기억되고, 치환후의 데이타(치환데이타)를 시스템컨트롤러(513)에서 입력하여 기억회로(42)에 기
억해 둔다. 또한, 기억회로(42)에서는 여러개의 패킷데이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도 좋다. 

타이밍생성회로(54)에 의해 인에이블(70)에서 검출클럭(63)을 생성한다. 타이밍(64)의 시점에서 버퍼1의 
출력8비트와 버퍼2의 하위측 5비트의 합계 13비트가 PID(27)로 된다. PID일치회로(41)에 의해 PID검출회
로(40)에서 검출된 검출PID(55)와 PID레지스터(56)에 기억되어 있는 치환PID(57)을 비교하고, 일치한 경
우에는 검출결과(51)을 (65)로 나타나도록 H로 한다.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66)의 점선으로 도시
한 바와 같이 L상태로 한다. 선택회로(43)은 검출결과(51)이 L일 때에는 a를 선택하고 H일 때에는 b를 선
택하는 것에 의해서, 검출PID(55)가 치환PID(57)과 일치할 때에는 기억회로(42)의 출력인 치환데이타(4
7)을 출력한다. 이것에 의해, 소정의 PID를 갖는 패킷전체를 임의의 데이타로 치환할 수가 있다. 기억회
로(42)의 출력타이밍은 타이밍생성회로(54)에 의해 제어된다.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버퍼(44)의 출력(4
6)이 그대로 출력된다.

이것에 의해, 1개의 입력스트림(80)으로 다중되어 있는 여러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개의 PMT의 패킷의 
PID가 기술되어 있는 PAT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만의 PMT의 패킷의 PID만 기술되어 있는 PAT로 
치환할 수 있게 된다. 즉,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 PID레지스터에 PAT의 PID를 기억시키고, 또 기록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만의 PMT의 패킷의 PID만의 PAT를 기억회로(42)에 기억시키면 좋다. 

도 18은 패킷분리 및 패킷치환의 동작예를 도시한 타이밍도로서, (80)은 제2 패킷분리회로(509)에 입력되
는 입력스트림, (45)는 제2 패킷분리회로(509)에 의해 1개의 프로그램에 관한 것만 분리된 분리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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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은 패킷치환회로(510)의 출력인 출력스트림이며, 각각 _A, _B, _C는 A프로그램, B프로그램, C프로그
램에 관한 패킷인 것을, 또 SI는 영상, 음성 이외의 패킷을 나타내고 있다. 

제2 패킷분리회로(509)에 의해 입력스트림(80)에서 A프로그램에 관한 패킷과 PAT를 추출해서 분리스트림
(45)를 얻는다 이 시점에서의 PAT(81), (83)에는 ABC전체의 프로그램의 PMT의 PID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패킷치환회로(510)에 의해 상기 조작에 의해서 A프로그램의 PMT의 PID만의 PAT(82), (84)에 치환을 실행
하고 출력스트림(48)을 출력한다. 이 출력스트림(48)을 인터페이스회로(511)에 의해 예를들면 병렬-직렬
변환 등을 실행하여 기록재생장치(512)로 출력하고 기록을 실행한다. 

재생시에는 기록재생장치(512)에 의해 재생된 신호를 인터페이스회로(511)에 의해 직렬-병렬변환하고, 스
위치(505)를  거쳐서 제1  패킷분리회로(506)에  입력한다.  제1  패킷분리회로(506)은  기록재생장치(512)에 
기록된 신호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 제어해서 도 1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도 4
와 동일한 수순으로 동작시킨다. 

상기의 설명에서는 패킷치환회로(510)은 패킷전체를 치환하는 것으로 했지만, PAT를 치환할 때 헤더(20)
은 그대로 보존되고 데이타(21)의 부분만이 치환되기 때문에 치환하는 타이밍을 헤더(20) 직후로 해도 좋
다. 이 경우의 치환회로(510)의 구성을 도 19에, 동작타이밍을 도 20에 도시한다. 도 19에서는 선택회로
(43)의 a입력을 버퍼(44)전의 분리스트림(45)로 하고 있다. 도 20에 도시한 검출클럭(63)의 타이밍과 검
출결과(51)이 H로 되는 타이밍은 도 5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선택회로(43)의 a입력은 정확히 헤더(20)이 
종료한 시점으로 되어 데이타(21)만이 치환된다. 이 구성에 의해, 버퍼(44)의 기억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
어 회로규모를 저감할 수가 있다. 

또, 도 17 및 도 20에 있어서 검출결과(51)이 L로 복귀되는 타이밍(67)을 패킷의 최후의 데이타의 출력종
료후로 하고 있지만, 패킷의 도중에 전환해도 좋다. 이것에 의해, 데이타(21)의 일부의 데이타만을 치환
할 수 있게 된다. 

또, 패킷치환회로(510)에 모든 패킷을 치환데이타로 치환하는 모드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서, 임의의 타이
밍에 임의의 패킷을 기록재생장치(512)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의 동작예를 도 21에 도시한다. 
동일도면에 있어서 (50)은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 제어되는 패킷치환회로(510)의 동작모드로서, PAT
치환은 상술한 통상의 패킷치환을 실행하는 모드, 전체치환모드_1은 입력된 모든 분리스트림을 그의 PID
와는 관계없이 기억회로(42)에 기억된 제1 치환데이타(PAT치환모드에서 치환되는 치환데이타와 달라도 좋
다)로 치환하는 모드, 전체 치환모드_2는 마찬가지로 제2 치환데이타로 치환하는 모드이다. 전체치환모드
에 있어서는 PID일치회로(41)이 검출PID(55),  치환PID(57)의 값과는 관계없이 검출결과(51)을 H로 하면 
좋다. 도 21의 출력스트림(4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스템컨트롤러(513)으로부터의 치환모드(50)의 제어
에 의해, 임의의 패킷, PA1(93), (94), PA2(95)를 기록할 수가 있다. PA1, PA2의 선택은 치환모드(50)을 
타이밍생성회로(54)에 의해 판단해서 기억회로(42)를 제어하면 좋다. 구체적으로는, 기억회로(42)에 RAM
을 사용하는 경우 RAM의 리드어드레스를 전환하면 좋다. 

이것에 의해, 예를들면 기록개시, 기록종료시에 기록의 단락인 것을 나타내는 패킷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재생시에 기록의 편집점, 프로그램의 변경점 등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제1 패킷분리회로(506)에 의해 자
동적으로 리세트를 가하거나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의 경우에 전체치환모드의 시간이 짧은 경우 분리스트림(45)상에 패킷이 존재한다는 보증은 
없다. 그래서, 제2 패킷분리회로(509)에 의한 분리동작을 제어하고, 전체치환모드 기간에는 모든 패킷을 
통과시켜도 좋다. 

도 22는 이 경우의 동작타이밍을 도시한 것으로서, 제2 패킷분리회로(509)에 시스템컨트롤러(513)으로부
터의 제어에 의해 전체패킷 통과모드를 마련한 것이다. (100)은 분리모드로서, L일 때는 통상분리동작, H
일 때는 전체패킷 통과모드이다.

전체치환모드_1, 전체치환모드_2의 기간에 제2 패킷분리회로(509)를 전체 패킷 출력모드로 하는 것에 의
해서,  분리스트림에  있어서  (101)~(105)의  패킷이  모두  패킷치환회로(510)에  입력되므로,  PA1(106), 
(107), (108), PA2(109), (110)을 확실하게 기록재생장치(512)에 의해 기록할 수가 있다. 

또한, 도 15에서는 인터페이스회로(511)과 기록재생장치(512)의 접속을 입출력 공통으로 하고 있지만, 입
력과 출력을 분리해도 좋다. 또, 상기의 설명에서는 직렬전송으로 하고 있었지만, 병렬전송이어도 좋다. 
이 경우, 인터페이스회로(511)에 의한 병렬-직렬변환 등은 불필요하게 된다. 또, 제1 패킷분리회로(506)
과 제2 패킷분리회로(509)를 별도의 회로로서 설명했지만, 이 2개의 수단은 동일한 회로블럭으로 해도 좋
다. 

또, 도 16 및 도 19의 동작설명에서는 신호를 8비트의 병렬신호로서 설명했지만, 예를들면 16비트의 병렬
신호 또는 1비트의 직렬신호로 해서 처리해도 좋다. 

또한, 도 18, 도 21 및 도 22에서는 입력스트림(80), 분리스트림(45), 출력스트림(48)을 동일타이밍으로
서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처리를 위해 각각의 스트림간에는 수바이트~수패킷 정도의 지연이 발
생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무시하고 있다. 

또,  패킷치환회로(510)의  설명에서는 PAT의  치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다른 패킷의 헤더(20), 데이타
(21)을 치환해도 좋다. 

또, 헤더(20)내의 연속성 손상(30)의 4비트는 각 패킷마다 그의 값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때,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 패킷의 치환을 실행할 때마다 기억회로(42)상의 연속성 손상(30) 또
는 연속성 손상(30)을 포함한 8비트(1바이트)분의 데이타의 리라이트를 실행하면 좋다. 그것을 위해서는 
도 16 등에서는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검출결과(51)을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입력하여 패킷의 리라이트
가 실행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또, 실제의 패킷의 데이타(21)에는 에러체크용 CRC 부호가 부가되어 있지만, 치환데이타의 CRC는 시스템
컨트롤러(513)에 의해 계산해도 좋고, 패킷치환회로(510)내에 CRC생성회로를 마련하고(도시하지 않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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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해 생성, 부가해도 좋다. 

또, 본 실시예의 설명에서는 패킷의 치환을 위해 전용 패킷치환회로(510)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1 패킷분
리회로(506)의 블럭내에서 치환을 실행해도 좋다. 

또, 패킷의 치환을 패킷분리와 동시 또는 패킷분리전에 실행해도 좋다. 또, 각 패킷을 시스템컨트롤러
(513)에 한번 페치하고, 시스템컨트롤러에 의해 치환조작을 실행해도 좋다. 시스템컨트롤러(513)에 의해 
실행하는 경우는 부담이 커지므로, 고속의 CPU를 필요로 하지만 치환조작에 유연성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
다. 

또,  본  발명에서는  패킷의  치환을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헤더(20)내의  PID(27)에  의해  판단하고 
있지만, 헤더(20)내의 다른 데이타 또는 데이타(21)내의 특정 데이타를 사용해도 좋다. 

또, 도 16과 도 19에서는 버퍼(44), 기억회로(42), PID레지스터(56)을 각각 다른 회로로 하고 있지만, 이
들을 1개 또는 2개의 기억회로로 겸용해서 사용해도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송신되는 신호의 정보량과 기록재생장치에 기록
가능한 정보량이 다른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한 디지탈신호만을 기록할 수 있고, 
또 재생시에는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 즉시 기록한 프로그램을 재생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음성, 데이타 등으로 구성된 여러개의 편성채널의 신호가 디지탈정보로서 미리 정해진 패킷형식중
의 1개의 비트열로 다중되고 또한 전송된 전송디지탈정보를 수신하고 미리 정해진 패킷구조를 갖는 비트
열로 복조하는 채널디코드수단, 상기 채널디코드수단의 출력비트열에서 지정된 패킷을 추출하는 제1 패킷 
분리수단,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편성채널을 복호하여 텔레비젼신호로서 출력하는 소스디
코드수단, 상기 채널디코드수단의 출력비트열에서 지정된 패킷의 적어도 일부를 추출하는 제2 패킷분리수
단,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비트열의 기록재생수단을 향해 있는 출력수단, 기록재생수단으
로부터의 입력비트열을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으로 공급하는 입력수단 및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과 제2 
패킷분리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은 MPEG2규격에 의해 정해진 PAT패킷, 1개 또는 여러개의 PMT패킷 
및 상기 PMT에 의해 정해진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추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비트열 입력시에 상기 PAT와 상기 PMT를 비교
하여 재생할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을 결정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
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적어도 MPEG2규격에 의
해 정해진 PMT패킷 및 상기 PMT패킷에 의해 정해진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추출하는 것이고, 상
기 PMT패킷의 패킷ID를 미리 정해진 값으로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 리라이트하는 리라이
트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리라이트수단에 의해 리라이트된 신호를 기록재생수단을 향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비트열입력시에,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은 미리 정해진 패킷ID
를 갖는 PMT를 추출하고, 상기 PMT에 따라서 재생할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을 결정하도록 상기 제어수단
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은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추출하는 것이고, 상기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ID를 미리 정해진 값으로 리라이트하는 리라이트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비트열 입력시에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미리 정해진 패
킷ID를 갖는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을 추출하도록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은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추출하는 것이고, 상
기 추출할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식별하는 패킷ID를 지정하는 새로운 패킷을 상기 제2 패킷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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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단의 출력비트열에 삽입하는 삽입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ID를 지정하는 새로운 패킷을 지정하는 패킷은 MPEG2 
규격에 의해 정해진 PAT와 동일한 패킷ID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비트열 입력시에,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ID를 지정하는 새로운 패킷을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추출하도록 제어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은 적어도 MPEG2규격에 의해 정해진 PAT패킷, PMT패킷 및 상기 
PMT에 의해 정해진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추출하는 것이고, 또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내용을 기술하는 프로그램정보패킷을 추출하도록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
에 의해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비트열 입력시에,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정보
패킷을 미리 추출하고, 상기 프로그램정보패킷에 따라서 추출할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상기 제
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결정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정보패킷은 특히 제2 패킷분리수단에 의해서 추출할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의 정보를 기술한 특정 프로그램정보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기록재생수단으로부터의 비트열 입력시에 상기 제1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특정 프로그램
정보패킷을 미리 추출하고, 상기 특정 프로그램정보패킷에 따라서 추출할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
을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결정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
신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이 상기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기록불가능 정보를 상기 제어수
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추출한 경우에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을 향해 있는 상기 출력수단을 정지시키
는 출력정지수단을 더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이 상기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기록불가능 정보를 추출한 경우
에 상기 제2 패킷추출수단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정지수단을 더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
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은 적어도 MPEG2규격에 의해 정해진 PAT패킷, PMT패킷 및 상기 
PMT에 의해 정해진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패킷을 추출함과 동시에 상기 영상, 음성, 데이타 등의 내용
을 기술하는 프로그램정보패킷을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추출하고,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
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전송속도를 검출하는 전송속도검출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이 출력하는 신호의 전송속도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한 것이 전송속도검출수단에 의해 검
출된 경우에 상기 제2 패킷분리수단에 의한 미리 설정된 특정 패킷의 추출을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의 명
령에 의해 중지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8 

영상, 음성, 데이타 등으로 구성된 여러개의 편성채널의 신호가 디지탈정보로서 미리 정해진 패킷형식중
의 1개의 비트열로 다중되고 또한 전송된 전송디지탈정보를 수신하고 미리 정해진 패킷구조를 갖는 비트
열로 복조하는 입력처리수단, 상기 입력처리수단의 출력비트열에서 지정된 패킷을 추출하는 
패킷분리수단, 상기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패킷의 적어도 일부를 미리 정해진 신호로 치환하는 패킷
치환수단, 상기 패킷치환수단의 출력신호를 내부 또는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 상기 패킷분리수
단 및 상기 패킷분리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분리수단은 입력된 신호를 일시 기억하는 일시기억수단, 상기 일시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에서 특정 신호를 검출하는 검출수단, 상기 제어수단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기억하는 제1기억
수단과 제2기억수단, 상기 검출수단에서 검출된 신호와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를 비교하는 비
교수단 및 상기 비교수단의 결과에 따라 상기 입력신호 또는 일시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특정 신호가 미리 정해진 값일 때에 
상기 특정 신호를 포함한 패킷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로 치환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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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신호는 적어도 상기 패킷의 속성을 나타내는 ID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치환수단에 의해 치환을 실행하는 패킷은 적어도 상기 편성채널의 선택에 관
한 정보를 갖는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제어수단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제
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입력신호인지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으로 이
루어지고,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의해 패킷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로 치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수단은 상기 비교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서 상기 입력신호 또는 
일시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의 선택을 실행하고 상기 특정 신
호가 미리 정해진 값일 때 상기 특정 신호를 포함한 패킷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
된 신호로 치환하는 제1 모드 및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의해 상기 특정 신호의 값과는 관계없이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로  치환하는  제2  모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억회로는 여러종류의 신호를 기억하고,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제2 기억수단으로부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출력제어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어수단에 의해서 상기 치환수
단에서 실행하는 치환후의 패킷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수단은 지정된 패킷을 추출하는 통상모드와 전체패킷을 추출하는 통과모드를 
갖고, 적어도 상기 패킷치환수단이 상기 제2 모드일 때 상기 분리수단은 통과모드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장치.

청구항 26 

영상, 음성, 데이타 등으로 구성된 여러개의 편성채널의 신호가 디지탈정보로서 미리 정해진 패킷형식중
의 1개의 비트열로 다중되고 또한 전송된 전송디지탈정보를 수신하고 미리 정해진 패킷구조를 갖는 비트
열로 복조하는 입력처리 수단, 상기 입력처리수단의 출력비트열에서 지정된 패킷을 추출하는 패킷분리수
단, 상기 패킷분리수단에서 출력되는 패킷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미리 정해진 신호로 치환하는 패킷치환수
단, 상기 패킷치환수단의 출력신호를 기록재생하는 기록재생수단, 상기 패킷분리수단 및 상기 패킷분리수
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분리수단은 입력된 신호를 일시 기억하는 일시기억수단, 상기 일시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에서 특정 신호를 검출하는 검출수단, 상기 제어수단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기억하는 제1 기억
수단과 제2 기억수단, 상기 검출수단에서 검출된 신호와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를 비교하는 비
교수단 및 상기 비교수단의 결과에 따라 상기 입력신호 또는 일시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특정 신호가 미리 정해진 값일 
때 상기 특정 신호를 포함한 패킷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로 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신호는 적어도 상기 패킷의 속성을 나타내는 ID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치환수단에 의해 치환을 실행하는 패킷은 적어도 상기 편성채널의 선택에 관
한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분리수단은 상기 제어수단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입력신호인지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의해 패킷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로 치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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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수단은 상기 비교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서 상기 입력신호 또는 
일시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인지의 선택을 실행하고, 상기 특정 신
호가 미리 정해진 값일 때 상기 특정 신호를 포함한 패킷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
된 신호로 치환하는 제1 모드 및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의해 상기 특정 신호의 값과는 관계없이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신호로 치환하는 제2 모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억회로는 여러종류의 신호를 기억하고,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제2 기억수단으로부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출력제어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어수단에 의해 상기 치환수단
에서 실행하는 치환후의 패킷신호를 선택할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
생장치.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수단은 지정된 패킷을 추출하는 통상모드와 전체패킷을 추출하는 통과모드를 
갖고, 적어도 상기 패킷치환수단이 상기 제2 모드일 때에 상기 분리수단은 통과 모드로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탈방송신호의 수신 및 기록재생장치.

도면

27-11

1019970058984



    도면1

27-12

1019970058984



    도면2

27-13

1019970058984



    도면3

27-14

1019970058984



    도면4

27-15

1019970058984



    도면5

27-16

1019970058984



    도면6

27-17

1019970058984



    도면7

27-18

1019970058984



    도면8

27-19

1019970058984



    도면9

27-20

1019970058984



    도면10

27-21

1019970058984



    도면11

27-22

1019970058984



    도면12

27-23

1019970058984



    도면13

    도면14

    도면15

27-24

1019970058984



    도면16

    도면17

27-25

1019970058984



    도면18

    도면19

27-26

1019970058984



    도면20

    도면21

    도면22

27-27

1019970058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