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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제 1 수신 회로는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수신 처리를 실행한다. CPU는 항상 제 1 수신 회로내의 제 1 역다중

화기(DMX)에 의해 얻어진 다양한 테이블들로부터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 요구되는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항상 최근의 데

이터 베이스를 생성한다. 프로그램 선택 명령이 CPU로 입력될 때, 프로그램이 배치된 트랜스폰더(transponder)의 주파수

(파라미터 A)는 제 1 DMX에 의해 이미 얻어진 최근의 선택 정보로부터 얻어지고, 주파수는 제 2 동조기에서 설정된다. 프

로그램의 비디오 엘리멘트리 스트림(ES) 및 오디오 ES의 PID들(파라미터들 B)은 프로그램의 최근 선택 정보로부터 얻어

지고, PID들은 디스크램블러(descrambler)와 제 2 DMX에서 설정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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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가 분리되어 복수의 전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

되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복수의 수신 회로들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지 않는 수신 회로는, 상기 선택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고, 트

랜스폰더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유지 수단(maintaining means)을 더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지 않는 수신 회로는 상기

선택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유지하여 항상 최근의 선택 정보를 유지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수신 회로들 각각은 복수의 프로그램들을 수신하는 기능과, 상기 선택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

는 기능을 갖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수신 회로들 중 하나는 상기 선택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만을 수신하는 기능을 갖는, 디지털 방송 수신

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발생된 프로그램-안내 비디오 신호와,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을 수신함으로써 발생

된 프로그램 비디오 신호를 혼합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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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 비디오 신호는 오버레이(overlay) 처리에 의해 상기 프로그램-안내 비디오 신호와 혼합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비디오 신호는 자식-화면 처리(child-screen processing)에 의해 상기 프로그램-안내 비디오 신호와 혼합

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는 다중화되어 상기 복수의 전송 채널들 각각

을 통해 동시에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만 사용되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상기 선택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는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에만 사용되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청구항 10.

디지털 방송 수신기가 복수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가 분리되어 복수의 전

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때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선택 방법으로서, 복수의 수신 회로들이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는, 상기 선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지 않는 수신 회로가 항상 최근의 프로그램 정보를 얻도록 상기 선택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최근의 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트랜스폰더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선택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수신 회로들 중 하나는 상기 선택 정보 및 상기 프로그램 정보만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는, 선택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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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들, 그의 선택 방법들, 및 데이터 전송 방법들에 관한 것이며, 특히,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

해 전송 채널이 스위칭될 때 선택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와 그의 선택 방법, 및 전송 경로의 효과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위성 방송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디지털 위성 방송은 잡음과 페이딩(fading)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품질의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그 외에도, 다중 채널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영화 채널, 스포츠 채널, 뉴스 채널,

및 음악 채널과 같이, 다수의 특정 채널들 상에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다.

도 1은 종래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전송 채널들과 프로그램들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면에서, 전송 경로(N)는

하나의 통신 위성을 사용해 전송이 허용되는 대역에 대응한다. 이 전송 경로(N) 내에는 복수의 전송 채널들이 제공된다. 디

지털 위성 방송에서, 전송 채널들(A, B, 등)중 하나는 하나의 트랜스폰더에 대응한다. 각 전송 채널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

들이 동시에 분배(distribute)된다. 전송 경로(N)를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정보(PBI: program

specific information)와 프로그램들의 컨텐트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들과 다중화되어 각 전송 채널을 통

해 전송된다. MPEG-2 시스템을 근거로 하는 종래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는, 예를 들면, 복수의 프로그램들이 각 트랜스폰

더에 동시에 분배된다. 한 통신 위성에는 이와 같은 트랜스폰더들이 복수 개 제공된다.

도 1에 도시된 전송 경로(N)를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후 설명

된다. 시청자가 프로그램 정보에 따라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에 의해 생성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화면을 시청하

면서, 시청자는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의 원격 커맨드를 사용해 예를 들면, 프로그램(A11)을 선택하는 명령을 입력한다.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는 선택 정보를 참고로 하여 프로그램(A11)이 현재 수신되고 있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있

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A11)이 현재 수신되고 있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전송 채

널에서 프로그램의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분리되어 디코딩된다. 프로그램(A11)이 현재 수신되고 있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트랜스폰더는 전송 채널(A1)에 대한 트랜스폰더로 스위칭되고, 프로그

램(A11)의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분리되어 디코딩된다.

종래의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에는 단 하나의 동조기만이 제공되므로, 동조기가 현재 선택하고 있는 전송 채널(이후 자

체 채널(self channel)이라 칭함)을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정보 및 선택 정보만이 얻어진다. 그러므로, 다른 전송 채널

(이후 다른 채널이라 칭함)을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트랜스폰더를 스위칭하도록 동조기 수신 주

파수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현재 시청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화면 디스플레이는 인터럽트되고 EPG 화면이 나타

난다. 시청자는 이들 모두를 시청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채널을 통해 분배되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최소 프로그램 정보와 최소 선택 정보가

오버랩되어 방송된다. 이는 전송 경로의 효과적인 사용의 견지에서는 낭비가 된다.

프로그램 연관 테이블(program association table, PAT) 및 프로그램 맵 테이블(program map table, PMT)과 같은 선택

정보는 대응하는 트랜스폰더에만 배치된다. 그러므로, 트랜스폰더를 통해 분배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트랜스폰더를 통해 분배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또 다른 트랜스폰더에 배치된 선택 정보

로부터 미리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트랜스폰더가 스위칭되어 프로그램이 선택될 때, 원하는 프로그램에 동조되기 위해서

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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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송 채널이 스위칭되고 프로그램이 선택될 때 요구되는 선택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디

지털 방송 수신기 및 그의 선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지털 방송 데이터가 전송될 때 전송 경로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목적들 중 하나는, 복수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가 분리되어

복수의 전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복수의 수신 회로들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지 않는 수신 회로는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는 상

기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공을 통한 본 발명의 한 측면으로 달성된다.

앞에서 말한 목적들 중 하나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위한 선택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수신기가, 복수의 프로그램들

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가 분리되어 복수의 전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때, 복수의 수신 회로들이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제공되고,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지 않는 수신

회로는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하여 항상 최근의 선택 정보를 얻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명령이 입력

될 때 원하는 프로그램은 최근의 선택 정보를 사용하여 선택되는, 상기 선택 방법의 제공을 통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으로

달성된다.

앞서 말한 목적들 중 하나는,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프로그램들과, 상기 복수의 프로그램들의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가 분리되어 복수의 전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되고, 복수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만 사용되는 전송 채널

을 통해 전송되고,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는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에만 사용되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 전송 방법의 제공을 통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으로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복수의 수신 회로들 중에서 프로그램의 수신 처리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수신 회

로는 항상 최근의 선택 정보를 얻도록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수신한다. 시청자가 프로그램 선택 명령을 제공할 때,

원하는 프로그램은 최근의 선택 정보를 사용해 선택된다.

본 발명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 및 그의 선택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전송 채널이 스위칭될 때 요구되는 선

택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 본 발명의 데이터 전송 방법에 따라, 전송 경로는 디지털 방송 데이터가 전송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면을 참고로 이후 상세히 설명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제 1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P1)에서 신호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채널(P1)에서는 4개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엘리멘트리 스트림들(이후 ES들이라 칭함)만이 전송된

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트랜스폰더는 특별히 프로그램 ES들을 위해 사용된다. ES는 MPEG-2 시스템(ISO/IEC 13818-1)

에서 지정된 패킷이다. 실제로, 이들 ES들은 전송 패킷들(transport packets; 이후 TS 패킷들이라 칭함)로 나뉘어 전송된

다. 4개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번호들(100 내지 103)을 갖는다. 2011, 2013, 2015 및 2017의 패킷 ID들(이후 PID들

이라 칭함)은 비디오 ES들에 할당되고, 2010, 2012, 2014 및 2016의 PID들은 오디오 ES들에 할당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제 2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P2)에서 신호 흐름들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채널(P2)에서는 4개의 프로그램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 ES들만이 전송된다. 이러한 트랜스폰더도 또한 특별히

ES들을 위해서 사용된다. 4개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번호들(104 내지 107)을 갖는다. 2021, 2023, 2025 및 2027의

PID들은 비디오 ES에 할당되고, 2020, 2022, 2024, 및 2026의 PID들은 오디오 ES들에 할당된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제 3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P3)에서 신호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트랜스폰더에서는

제 1 트랜스폰더와 제 2 트랜스폰더를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들에 대응한 프로그램 정보 및 선택 정보가 분배된다. 제 3

트랜스폰더는 특별히 프로그램 정보 및 선택 정보를 위해 사용된다. 특별히, 프로그램들(100 내지 107)의 이벤트 정보 테

이블들(EIT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 제 1 트랜스폰더와 제 2 트랜스폰더의 PAT들, 프로그램들(100 내지 107)의

PMT들, 조건부 액세스 테이블(CAT), 자격 관리 메시지(EMM), 및 프로그램들(100 내지 107)의 자격 제어 메시지들

(ECM들)이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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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 제 1 및 제 2 트랜스폰더들은 프로그램을 분배하고 제 3 트랜스폰더들은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분배한다.

도 5는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이

다. 이러한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에는 안테나 및 컨버터(1), 안테나 및 컨버터(1)의 출력에 모두 접속된 제 1 수신

회로(2)와 제 2 수신 회로(3), 이들 수신 회로들을 제어하는 CPU(4), 및 요구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IC 카드(5)가 제공된

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는 안테나 및 컨버터(1)를 제외하고 상술된 유닛들로 형성된다.

제 1 수신 회로(2)는 제 1 동조기(2A), 제 1 복조기(2B), 제 1 에러 정정 회로(ECC)(2C), 및 제 1 역다중화기(DMX)(2D)

를 포함하고, 제 3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P3)을 통해 분배되는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의 수신 처리를 실행한다.

제 2 수신 회로(3)는 제 2 동조기(3A), 제 2 복조기(3B), 제 2 ECC(3C), 디스크램블러(3D), 제 2 DMX(3E), MPEG 오디

오 및 비디오 (AV) 디코더(3F), NTSC 인코더(3G), 및 오디오 D-A 컨버터(3H)를 포함하고, 제 1 및 제 2 트랜스폰더들의

전송 채널들(P1 및 P2)을 통해 분배된 ES들의 수신 처리를 실행한다.

CPU(4)는 제 1 수신 회로(2)와 제 2 수신 회로(3)에 접속된다. 제 1 수신 회로(2)에서 얻어진 선택 정보, 사용자 입력, 및

IC 카드(5)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CPU(4)는 제 2 수신 회로(3)에서의 선택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제

2 수신 회로(3)에 전송한다. IC 카드(5)는 CPU(4)에 접속되고, 수신된 TS들을 디스크램블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저장한다.

다음에는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의 동작이 설명된다.

안테나 및 컨버터(1)는 위성(도시되지 않은)으로부터 전송된 무선파들을 수신하고, 수평 및 수직 편파들(polarized

waves)을 분리하고, 특별히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위해 사용되는 트랜스폰더의 전송 신호가 배치된 편광면

(polarized plane)으로부터 얻어진 RF 신호를 제 1 동조기(2A)에 전송하고, 또한 특별히 프로그램 ES들을 위해 사용되는

트랜스폰더의 전송 신호가 배치된 편광면으로부터 얻어진 RF 신호를 제 2 동조기(3A)에 전송한다. 특별히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위해 사용되는 트랜스폰더의 신호와, 특별히 프로그램 ES들을 위해 사용되는 트랜스폰더의 신호가 동일

한 편광면 상에 배치될 때, 이들은 수신되어 분리되고 대응하는 동조기들에 전송된다.

제 1 동조기(2A)는 그 주파수를, 특별히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위해 사용되는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 주파수에

고정시키고 검출을 실행한다. CPU(4)는 이러한 주파수 설정을 실행한다. 제 1 복조기(2B)는 동조기(2A)에 의해 선택된

신호를 이진 신호로 변환하여 복조를 실행한다. 제 1 ECC(2C)는 전송 프레임에 인가된 에러 정정 코드에 대한 에러 정정

처리를 적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처리로,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가 다중화된 데이터 스트림이 만들어진다. 데이터 스

트림은 제 1 DMX(2D)에 전송된다.

제 1 DMX(2D)는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를 구성하는 복수의 테이블들(PAT, PMT, NIT 및 CAT와

같은)로 분리한다. CPU(4)는 다양한 테이블로부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요구되는 파라미터들을 추출하여 최근의 데이

터 베이스를 생성하고, 이를 RAM과 같은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저장한다. 최근의 데이터 베이스는 다음의 파라미터들

(1) 내지 (5)를 포함한다.

(1) : 프로그램들이 배치된 트랜스폰더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A.

이 파라미터는 NIT로부터 발생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근의 NIT가 얻어졌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A1에

서). 최근의 NIT가 얻어졌다면, NIT가 점검된다(단계 A2에서). 프로그램이 배치된 트랜스폰더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테이

블(트랜스폰더 테이블)이 업데이트된다(단계 A3에서).

(2) : 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비디오 ES 및 오디오 ES의 PID들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B.

이 파라미터는 PAT 및 PMT로부터 발생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근의 PAT가 얻어졌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

계 B1에서). 최근의 PAT가 얻어졌다면, PAT가 점검된다(단계 B2에서). 최근의 PAT를 근거로 PMT가 얻어지고(단계

B3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PID 테이블이 업데이트된다(단계 B4에서).

(3) : 각각의 계약 정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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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는 CAT로부터 얻어진 EMM에서 발생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IC 카드(5)의 ID가 얻어진 이후(단계 C1

에서), 최근의 CAT가 얻어졌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C2에서). 최근의 CAT가 얻어졌다면, 자체 EMM이 CAT를 참

고하여 탐색되고 얻어진다. 자체 EMM은 IC 카드(5)에 전송된다(단계 C3 내지 C5에서).

(4) : 각 프로그램의 세션 키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D.

이 파라미터는 PMT로부터 얻어진 ECM에서 발생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프로그램의 ECM이 얻어진 이후(단계

D1에서), ECM이 IC 카드(5)에 전송된다(단계 D2에서). ECM은 IC 카드(5)에서 확인된다. IC 카드(5)는 계약된 정보 번호

에 대한 세션 키를 CPU(4)에 전송한다(단계 D3에서).

(5) : 각 프로그램의 추가 정보와 스케줄.

이 파라미터는 EIT 및 SDT(service description table : 서비스 설명 테이블)로부터 발생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근의 EIT 또는 SDT가 얻어졌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E1에서). 최근의 EIT 또는 SDT가 얻어졌다면, EIT 또는

SDT가 점검된다(단계 E2에서). EPG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업데이트되고(단계 E3에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 :

on-screen display) 데이터가 생성된다(단계 E4에서).

조건부 액세스 유닛이 설치될 때, EMM 및 ECM들이 암호화되므로, 암호화는 IC 카드(5)에 미리 저장된 정보를 사용해 IC

카드(5)에서 해제되고, EMM은 각각의 계약 정보로 IC 카드(5)에 저장된다. 각 프로그램의 ECM은 IC 카드(5)에서 각각의

계약 정보로 확인된다. 액세스 가능한 결과가 얻어질 때, 암호화는 해제된다. 대응하는 세션 키(Ks)는 IC 카드(5)에서 CPU

(4)로 출력된다.

시청자가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프로그램(100)을 선택하는 명령을 CPU(4)에 입력할 때, CPU(4)는 제 1 DMX(2D)에

의해 이미 얻어진 프로그램(100)의 최근 선택 정보로부터, 프로그램(100)이 배치된 트랜스폰더의 주파수(파라미터 A)를

획득하고, 제 2 동조기(3A)에서 이를 설정한다. 제 2 동조기(3A)는 제 1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을 선택하고, 제 2 복조기

(3B)는 프로그램을 복조하고, 제 2 ECC(3C)는 에러 정정 처리를 적용하고, 이어서 프로그램은 디스크램블러(3D)에 입력

된다.

CPU(4)는 제 1 DMX(2D)에 의해 이미 얻어진 프로그램(100)의 최근 선택 정보로부터, 프로그램(100)을 구성하는 비디오

ES 및 오디오 ES의 PID들(파라미터 B)을 획득하고, 디스크램블러(3D)와 제 2 DMX(3E)에서 이들을 설정한다. 프로그램

(100)의 ECM은 CPU(4)를 통해 IC 카드(5)에 전송되고, 각각의 계약 정보(파라미터 C)로 확인된다. 계약이 인증될 때는

프로그램(100)의 비디오 ES 및 오디오 ES에 적용된 스크램블 처리를 해제하기 위한 세션 키(파라미터 D)가 IC 카드(5)로

부터 출력된다. 이 세션 키는 CPU(4)를 통해 디스크램블러(3D)에서 설정된다. 도 11은 이러한 조건에서 CPU(4)에 의해

실행되는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디스크램블러(3D)는 파라미터(B)에 의해 지정된 PID들을 갖는 ES에 인가된 스크램블 처리를 해제하고, 원래의 MPEG

AV 스트림을 얻기 위해 스크램블 처리가 해제된 ES를 추출하여, 이를 MPEG AV 디코더(3F)에 전송한다. 거기서 스트림

은 디코딩된다.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는 각각 NTSC 인코더(3G)와 오디오 D-A 컨버터(3H)

에 전송된다. 비디오 데이터는 NTSC 신호로 변환되고, 오디오 데이터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도 5에 도시된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에서, 시청자가 선택 명령을 입력하기 이전에 제 1 수신 회로(2)

가 모든 ES 전송 채널의 선택 정보를 가지므로, 고속 선택이 허용된다. 부가하여, 선택 정보가 얻어질 때 프로그램 정보가

동시에 얻어지므로, 제 2 동조기(3A)가 예를 들어 제 1 트랜스폰더를 선택하는 동안이라도, 제 2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

을 통해 분배되는 프로그램들(104 내지 107)의 프로그램 정보가 얻어질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정보가 OSD 정보를 만들도

록 CPU(4)에 의해 처리되고, 이것이 EPG에 대한 OSD 데이터로서 NTSC 인코더(3G)에 출력될 때, 제 1 트랜스폰더에 의

해 전송되는 프로그램이 시청되는 동안이라도,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정보는 화면 또는 자식-화면 처리(child-screen

processing)를 오버레이 처리함으로써 항상 동시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구조를 갖는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종래 트랜스폰더 구조가 사용되는 경우라도, 제 1

동조기(2A)가 순차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스위칭시키고 각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에 분산된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

를 수집할 때는 전송 효율성이 열등하여도 유사한 고속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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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도시된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에서, 제 1 수신 회로(2)는 특별히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의 수신 처리에

사용되고, 제 2 수신 회로(3)는 특별히 ES 수신 처리에 사용된다.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시스템은 두 수신 회로들이 선택

정보, 프로그램 정보, 및 ES들에 대한 모든 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고(다른 말로 하면, 종래 디지털 위성 방

송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수신 회로들의 두 시스템들이 제공됨), 프로그램이 시청되지 않는 동안에는 선택 정보 및 프로그

램 정보가 수집되어 최근의 선택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한다. 이 경우에, 트랜스폰더들은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특별히 ES들, 선택 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리되거나, 종래 수신 시스템에서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디지털 위성 방송에 적용된다. 본 발명은 또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 및 디지털 지상 방송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전송 채널과 프로그램들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된 제 1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에서 신호 흐름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된 제 2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에서 신호 흐름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된 제 3 트랜스폰더의 전송 채널에서 신호 흐름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NIT로부터 각 프로그램이 배치된 트랜스폰더의 주파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PAT로부터 PID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8은 CAT로부터 얻어진 EMM을 IC 카드에 전송하기 위한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9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션 키(session key)를 얻기 위한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0은 EPG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1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명령을 입력할 때 시청자에 의해 지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세션 키를 디스크램블러

에서 설정하기 위한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안테나 및 컨버터

2 : 제 1 수신 회로

3 : 제 2 수신 회로

4 : CPU

5 : IC 카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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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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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57185

- 10 -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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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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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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