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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 및 장치

요약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은, a)이미 수신된 제 1

서비스 데이터로부터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참조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b)상기 위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인밴드 서비스 데이터인지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아웃오브밴드 서비스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c)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상기 위치 정보를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1b 는 각각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되는 SIT 및 PMT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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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c 은 인밴드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 는 종래의 OCAP 에 따른 NSAP 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NSAP 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a는 OCAP 스펙에서 정의한 도 2의 소스 ID 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도 3 의 서비스 ID 를 나타내는 도면.

도 5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수신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 은 PID 결정부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NSAP을 이용하여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송신기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새로운 NSAP 포맷을 정의함으로써

인밴드 채널과 아웃오브밴드 채널에 통일적으로 적용가능한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방송은 방송되는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응용 분야중중

의 하나가 멀티미디어 방송이다.

멀티미디어방송은 아날로그, 디지털 및 라디오, TV를 이용한 기존의 단순한 오디오, 비디오 방송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서비스로써 기존의 방송이 단순히 음성 및 영상을 전송하는 서비스에만 국한되었던 것에 반하여, 디지털 형태

의 데이터를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의 방송으로는 생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중 하나인 KBS 가 트로이라는 영화 프로그램을 전송선로를 통하여 방송하면서, 트로이의 제작과

정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KBS 는 트로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서비스 데이터 의 3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단말기는 3가지 데이터를 수신한 후,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는 디코더를 이용하여 디코딩한 후 재생하며, 서비스 데이터는 단말기 자신이 가진 응용 프로그램

또는 전송선로로부터 수신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기내에서 처리한 결과를 출력 장치에 출력한다.

도 1a 및 1b 는 각각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되는 SIT 및 PMT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디지털 방송에서 전송되는 3가지 데이터는 파일 및 데이터 스트림의 형태로 수행된다. 파일을 전송함에 있어서 모든 파일

은 일정한 길이의 패킷으로 나누어진다. 방송의 본질에 따라 패킷은 반복하여 전송이 되는데, 반복되는 패킷의 집합을 카

로젤 (Carousel) 이라고 부른다. 패킷 및 프로그램의 관계에 관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단말기에 별도의 과정을 통

하여 전송된다.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면, 서비스 정보 테이블(Service Information Table, SIT) 및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

(Program Mapping Table, PMT) 등으로 표현된다. SIT 는 방송 제공자의 식별자인 소스ID 와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식별

자인 프로그램 번호를 매핑하고(도 1a), PMT 는 프로그램 번호와 패킷 ID를 매핑한다(도 1b). 패킷 ID 는 하나의 프로그

램에 포함되는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서비스 데이터를 나타내는 패킷을 식별하는 식별자이며, 수신기는 패킷

ID를 기초로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패킷을 전송 채널로부터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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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생성된 후 단말기로 방송된다. 서비스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구별을 위해 전자는 서비스 프로그램, 후자는 참조 데이터라 부른

다. 서비스 데이터는 전송 채널로부터 단말기에 의해 획득된 후 단말기내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Java, html, Mheg 등으로 작성된다.

서비스 프로그램내에는 각각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서비스 참조 데이터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로케이터

(locator) 또는 NSAP (Network Service Access Point) 가 존재한다. NSAP 는 ISO/IEC 8348에서 정의되었으며, OSI 네

트워킹 모델에서 네트워크 엔드 포인트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로 사용된다.

한편, 디지털 방송은 한정된 크기의 대역폭을 가지는 전송 채널을 통해 수행된다. 전송 채널은 전송 채널이 가지는 대역폭

의 크기에 따라 인밴드 채널(InBand Channel, IB)과 아웃오브밴드 채널 (Out Of Band Channel, OOB)로 나뉜다.

인밴드 채널은 미리정해진 방송 표준에 따라 메인 데이터가 방송되는 채널이며, 일반적으로 아주 큰 대역폭을 가지며, 오

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 서비스 데이터가 함께 전송된다. 인밴드를 이용한 방송에서는, 각 방송사마다 고유한 식별

자인 소스 ID 가 할당되어 있다. 아웃오브밴드 채널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송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역폭이 아주

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고 서비스 데이터 만이 전송된다. 아웃오브밴드 채널에서

는 소스 ID 가 사용되지 않는다.

도 1c 은 인밴드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계 110에서, 수신기는 전송 선로로부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 서비스 데이터를 획득한다. 만약 서비스 데이

터가 서비스 프로그램이고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또 다른 서비스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지시되어 있다면, 서비스 참조 데이

터를 다시 수신하여야 한다.

단계 120에서, 수신기는 단계 110에서 획득한 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NSAP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프로그

램이 참조하고자 하는 서비스 참조 데이터의 소스 ID를 추출한다.

단계 130에서, 수신기는 서비스 정보 테이블 SIT 에 기초하여 소스 ID 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번호 PN 를 결정한다. SIT

는 소스 ID 와 프로그램 번호 PN를 매핑시키는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리정해진 규약에 의해 방송제공자에 의해 수

신기로 사전에 전송된다.

단계 140에서, 수신기는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 PMT 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번호에 대응되는 패킷 ID를 결정.

단계 150에서, 단말기는 패킷 ID 에 기초하여 단말기에 수신되는 모든 패킷으로부터 해당 패킷 ID를 가진 패킷만을 추출

함으로써 해당 패킷을 선택적으로 수신한다.

도 1c 의 과정과 상이하게,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한 방송은 소스 ID 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수신기는 프로그램 번

호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참조 데이터를 전송선로로부터 추출한다. 프로그램 번호는 방송 제공자에 의해 수

신기로 미리 전송된다.

현재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서 OCAP(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인밴드 및 아웃오브밴

드에서의 서비스 데이터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도 2 는 종래의 OCAP 에 따른 NSAP 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서, 종래의 NSAP 는 모두 20 바이트로 구성되며,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프라이비트 데이터 필드 (private data)

에는 10 바이트가 할당되어 있다. 프라이비트 데이터 필드에 포함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는 2바이

트의 소스 ID 가 있다. 소스 ID 는, NSAP를 통해 전송되는 참조 데이터의 네트워크 상의 위치 정보를 나타낸다. 디지털 방

송에서는 NSAP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참조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참조 데이터

를 전송 선로로부터 획득한다. 참조 데이터는 방송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말하며,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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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데이터의 위치 정보에 어떠한 정보를 기록할 것인지는 디지털 방송 표준마다 상이하다. OCAP 또는 ACAP

(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의 스펙에서는 이 서비스 ID 에 소스 ID를 기록한다. 소스 ID 는 참조 데이터

를 방송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하는 식별자이다. 현재 OCAP에서, 소스 ID 는 2 바이트이며, 인밴드 채널의 서비스 제

공자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OCA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04년 3월 5일자 OpenCableTM Application Platform Specification을, 이 중 NSAP 에 관

한 상세한 내용은 OCAP 스펙 중 3.2.1 Definitions 18p Locator, 16.2.1.1 OCAP 1.0 Locator, 및 16.2.1.5 Locators

and content referencing을 참조하기를 바라며, 이들 내용은 본 명세서에 병합된다.

그러나, 전술한 OCAP 표준은 인밴드(in-band) 채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아웃 오브 밴드(out of band) 채널에 대해

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 2 와 같은 종래의 NSAP 로는 아웃오브 밴드 채널로 들어오는 참조 데이터

의 위치 정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인밴드 및 아웃오브 밴드 채널에 모두 적용가능한 새로

운 포맷의 NSAP를 제공하고, 이 NSAP를 이용하여 인밴드 및 아웃오브 밴드 채널에 모두 적용가능한 서비스 데이터의 송

수신 방법을 제공하고자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에 있어서, a)이미 수신된 제 1 서비스 데이터로부

터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참조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b)상기 위치 정보를 분석함으로

써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인밴드 서비스 데이터인지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아

웃오브밴드 서비스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c)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상

기 위치 정보를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인지 혹은 아웃오브밴드인지를 구별하는 식별자인 서비스 유

형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서비스 유형이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인밴드 채널의 소

스 ID를 포함하고, 상기 서비스 유형이 다른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아웃오브밴드 채널

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장치에 있어서, a)상기 수신 장치에 수신된 제 1 서비스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비스 처리부; b)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내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서비스 데

이터가 참조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패킷 ID를 결정하는 PID 결정부; 및

c)상기 패킷 ID 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 수신되는 패킷을 필터링함으로써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에 대응되는 패킷을 수

신하는 필터부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전송되는 채널이 인밴드인지 또는 아웃오브밴드

인지에 따라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소스 ID 또는 프로그램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b)PID 결정부는, b1)상기 NSAP를 분석함으로써 상기 서비스 유형 및 상기 서비스 ID를 추출하는 NSAP 분

석부; b2)상기 서비스 유형이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서비스 ID를 소스 ID 로 판단하고, 상기 서비스 유형이 다른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서비스 ID를 프로그램 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소스 ID 또는 프로그

램 번호중 어느하나를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추출하는 위치 정보 추출부; b3)소정의 서비스 정보 테이블

(SIT)을 이용하여 상기 소스 ID 에 매핑되는 프로그램 번호를 결정하는 SIT 매핑부; 및 b4)소정의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

(PMT)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정보에서 추출한 프로그램 번호 또는 상기 SIT 매핑부에서 추출한 프로그램 번호 중 어느하

나의 프로그램 번호에 대응되는 패킷 ID를 결정하는 PMT 매핑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의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로서, a)네트워크 서비스 엑세스 포인트(NSAP)를 포함하는 제 1 서비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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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

성하는 제 1 서비스 생성부; b)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

에 기초하여,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하는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2 서비스 생성부;

c)제 2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 에 삽입

함으로써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를 생성하는 NSAP 생성부; 및 d)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 및 제 1 서비스 프로

그램 매핑 테이블을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의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으로서, a)네트워크 서비스 엑세스 포인트(NSAP)를 포함하는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1 서비스 생성 단계; b)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하는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2 서비스 생

성 단계; c)제 2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 에 삽입함으로써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를 생성하는 NSAP 생성 단계; 및 d)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 및

제 1 서비스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서비스 데이터는 디지털 방송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중에서 AV 데이터를 제외한 부가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 유형으로써 수신기에서 실행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고, 서비스 참조 데이터는 서비스 데이터 중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외한 순수한 데이터

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제 2 서비스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제 1 서비스 데이터는 서비스 프로그램일

수 있고, 제 2 서비스 데이터는 순수한 데이터(이하 참조 데이터)이거나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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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NSAP 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NSAP는 3바이트의 소스 ID 영역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NSAP 에 의하면, 소스 ID 영역의 첫 번째 1바이트는 서비스 유형을 나타내고, 나머지 2 바이트는 서비스

ID 를 나타낸다.

서비스 유형 service_type 은 현재 프로그램 코드내에 포함된 위치 정보가 인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참조 데이터의 위치 정

보 인지 아니면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참조 데이터의 위치 정보인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service_type=00 인

경우 인밴드 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경우 아웃오브밴드 서비스를 나타낸다.

서비스 ID service_ID 는 현재 프로그램 코드내에 포함된 위치 정보가 인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위치

정보인지 아니면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위치 정보를 나타낸다. 전자의 경우 서비스 ID 는 서비

스 프로그램의 소스 ID를 나타내고, 후자의 경우 서비스 ID 는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번호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도입된 새로운 NSAP 포맷은, 종래의 포맷을 유지하면서 단시 소스 ID 영역의 크기를 2바이트에서 3바이트로

증가시킴으로써, 인밴드 및 아웃오브밴드의 프로그램의 위치정보를 통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 4a 는 현재 OCAP 스펙에서 정의한 인밴드에서의 서비스 ID 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4b 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 ID 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a는 OCAP 스펙에서 정의한 도 2의 소스 ID 의 구성을 나타낸다.

소스 ID 의 첫 번째 바이트가 00 인 경우, 2번째 및 3번째 바이트는 소스 ID를 나타낸다. 이 서비스 ID 는 인밴드의 소스 ID

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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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ID 의 첫 번째 바이트가 01 또는 02 인 경우는 제조사, 유선 방송 사업자(System Operator, SO) 또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 에 의한 앱스트랙트 서비스(abstract service)의 위치 정보를 나타낸다. 이 위

치 정보 또한 아웃오브밴드로 전송되는 서비스의 위치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치 정보에 관해서는 PMT를

얻을 수 없으며 앱스트랙트 서비스에 한정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NSAP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ID 의 첫 번째 바이트가 03 -FF 인 경우는, 아직 아무것도 정의된 것이 없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는 이 영역을 이용하여 아웃오브밴드를 위한 NSAP를 정의한다.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도 3 의 서비스 ID 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도 4a의 OCAP 스펙을 그대로 이용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ID 구조를 제시한다. 즉 도 4a 의 서

비스 ID 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서비스 ID 의 첫 번째 바이트에 대하여 아직 정의되지 않은(reserved된) 영역을 아

웃오브밴드를 위한 NSAP 생성에 사용한다.

즉,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서비스 ID 의 첫 번째 바이트가 03-FF 일 때는, 서비스 ID 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이트가

아웃오브밴드로 인입되는 서비스의 프로그램 번호를 나타내도록 정의된다. 아웃오브밴드를 통해서 인입되는 서비스에 대

해서는 서비스 정보 테이블(SIT)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NSAP 내에 소스 ID 가 없다. 따라서 단말기가 아웃오브밴드를 통

해서 인입되는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번호를 직접 획득하여야하므로, 도 3 및 도 4b 의 NSAP 에서와 같

이 NSAP 내부에 프로그램 번호를 직접 기입한다.

도 5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계 510에서, 수신기는 전송 선로로부터 서비스 데이터를 획득한다. 만약 서비스 데이터가 서비스 프로그램이고 이 서비

스 프로그램이 또 다른 서비스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지시되어 있다면, 서비스 참조 데이터를 다시 수신하여야 한다.

단계 520에서, 수신기는 단계 110에서 획득한 서비스 프로그램내에 존재하는 NSAP를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유형을 추출

하고, 서비스 유형(첫 번째 바이트)이 00 인지 검사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참조 데이터가 인밴드를 통해 전송되는지 아니면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서비스 유형이 인밴드이면 단계 530 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

계540 으로 진행한다.

단계 530에서, 수신기는 소스 ID 영역내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이트를 소스 ID 로 추출한다.

단계 540에서, 수신기는 소스 ID 영역내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이트를 프로그램 번호로 추출한다.

단계 550에서, 수신기는 서비스 정보 테이블 SIT을 이용하여 단계 530에서 추출한 소스 ID 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번호

PN 를 결정한다. SIT 는 소스 ID 와 프로그램 번호 PN를 매핑시키는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리정해진 규약에 의해

방송제공자에 의해 수신기로 사전에 전송된다.

단계 560에서, 수신기는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 PMT을 이용하여 단계 540 및 550에서 추출한 프로그램 번호에 대응되는

패킷 ID를 결정한다.

단계 570에서, 단말기는 패킷 ID 에 기초하여 단말기에 수신되는 모든 패킷으로부터 해당 패킷 ID를 가진 패킷만을 추출

함으로써 해당 패킷을 선택적으로 수신한다.

도 5 와 같은 수신 방법은 인밴드 및 아웃오브밴드를 통하여 인입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가능하다는 이점을 가

진다. 서비스 프로그램 A 가 서비스 데이터 B를 참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서비스 데이터 B 는 순수한 데이터

이거나 또는 또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일 수 있다.

종래에는, 서비스 프로그램 A 가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 데이터 B를 참조하는 경우, 아웃오브밴드를 통하

여 수신기로 전송되는 서비스 데이터 B 은 소스 ID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 A 가

서비스 데이터 B 의 위치 정보를 NSAP 내에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수신 방법에서는 인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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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및 아웃오브밴드에 통일적으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NSAP 포맷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수신방법을 정의함으로써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인입되는 서비스 데이터 B 의 위치 정보를 서비스 프로그램 A 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서비스 프로그램 A  서비스 데이터 B  참조가능여부

 종래 기술  본 발명

 IB  IB  가능  가능

 OOB

 OOB  불가능  가능  

 IB

 OOB    

도 6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수신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송 수신기는, 필터부(610), 섹션 데이터 생성부(620), 서비스 데이터 처리부(630), AV 처리부(640), 출

력부(650) 및 PID 결정부(660)를 포함한다.

필터부(610)는, 패킷 ID 에 기초하여, 방송 수신기에 전송되는 패킷(600)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패

킷만을 필터링한다.

섹션 데이터 생성부(620)는 필터링된 패킷(612)을 조합함으로써 카루젤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섹션 데이터(622,644)를

생성한다.

서비스 데이터 처리부(630)는 섹션 데이터 중에서 서비스 데이터(622)를 처리하여 서비스 출력 데이터(632)를 생성한다.

AV 처리부(640)는 섹션 데이터 중에서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624)를 처리하여 AV 출력 데이터(642)를 생성한

다.

출력부(650)는 서비스 출력 데이터(632) 및 AV 출력 데이터(642)를 사용자가 감지가능한 데이터(652)로 변환한다.

PID 결정부(660)는 서비스 데이터 처리부(630)에 수신되어 저장된 서비스 데이터(632)가 참조하는 또 다른 서비스 데이

터를 나타내는 패킷의 패킷 ID(662)를 결정한다.

도 7 은 PID 결정부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PID 결정부(660)는 서비스 데이터 처리부(630)로부터 서비스 데이터(634)를 수신하여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서

비스 데이터(634)가 참조하는 또 다른 서비스 데이터의 패킷 ID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데이터 처리부(630)가 먼저

처리한 서비스 데이터가 서비스 프로그램 A 이고, 서비스 프로그램 A 가 또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 B를 참조하는 경우, 서

비스 프로그램 A 내의 NSAP를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프로그램 B 의 패킷 ID를 결정한다.

PID 결정부(660)는 NSAP 분석부(710), 위치 정보 추출부(720), SIT 매핑부(730) 및 PMT 매핑부(740)를 포함한다.

NSAP 분석부(710)는 서비스 데이터 처리부(630)로부터 서비스 데이터(634)를 수신하여 서비스 데이터(634)내의 NSAP

를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유형(712) 및 서비스 ID(714)를 추출한다. 서비스 유형(712)은 소스 ID 의 첫 번째 바이트이고,

서비스 ID (714)는 소스 ID 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이트이다.

위치 정보 추출부(720)는 서비스 유형(712) 및 서비스 ID(714)에 기초하여 참조 데이터의 위치 정보(722, 724)를 생성한

후, SIT 매핑부(730) 또는 PMT 매핑부(740)로 전송한다. 위치 정보 추출부(720)는 먼저 서비스 유형(712)이 인밴드임을

나타내면, 서비스 ID(714)를 인밴드의 소스 ID(722)로 판단하고, 소스 ID(722)를 SIT 매핑부(730)로 전송한다. 또한 위치

정보 추출부(720)는 서비스 유형(712)이 아웃오브밴드임을 나타내면, 서비스 ID(714)를 아웃오브밴드의 프로그램 번호

(724)로 판단하고, 프로그램 번호(724)를 PMT 매핑부(740)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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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 매핑부(730)는 서비스 정보 테이블 SIT를 이용하여 소스 ID (722)에 매핑되는 프로그램 번호(732)를 결정한다. SIT

는 인밴드 채널을 이용하는 방송 제공자에 의해 방송 수신기로 제공된다.

PMT 매핑부(740)는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 PMT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번호 (732, 724)에 매핑되는 패킷 ID(662)를 결정

한다. PMT 는 인밴드 채널 또는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이용하는 방송 제공자에 의해 방송 수신기로 제공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NSAP을 이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송신기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 은 제 1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 2 서비스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경우를 나타낸 도

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송신기는 제 1 서비스 생성부(810), 제 2 서비스 생성부(820), NSAP 생성부(830), 및 전송부(840)를 포함

한다.

제 1 서비스 생성부(810)는 제 1 서비스 프로그램(812)을 생성하고, 제 1 서비스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작성된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814)을 생성한다.

제 2 서비스 생성부(820), 제 2 서비스 프로그램(822)을 생성하고, 제 2 서비스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작성된 제 2 프

로그램 매핑 테이블(824)을 생성한다.

제 2 서비스 프로그램(822)은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므로, 제 2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824)은, 제 2 서비스 프로그

램(822)에 대한 위치 정보로서 소스 ID 가 아닌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한다.

제 1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 2 서비스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경우에, 제 2 서비스 생성부(820)는 제 2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

로부터 제 2 서비스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번호를 추출한 후, NSAP 생성부(830)에게 전송한다.

NSAP 생성부(830)는 제 2 서비스 생성부(820)로부터 전송된 제 2 프로그램 번호를 도 3 의 포맷에 따라 제 1 프로그램의

NSAP 내에 생성함으로써, 제 1 프로그램의 NSAP(834)를 생성한다.

전송부(840)는 제 1 및 제 2 서비스 생성부(810,820)로부터 제 1 서비스 프로그램(812),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814)

, 제 2 서비스 프로그램(822) 및 제 2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824)을 전송 받아 이를 전송 스트림(Transport Stream) 으로

변환한 후 수신기로 전송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

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디

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을 구현한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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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새로운 포맷의 NSAP를 통해 인밴드 채널 및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서

비스 프로그램이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밴드 채널과 아

웃오브밴드 채널에 모두 적용가능한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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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방법에 있어서,

a)이미 수신된 제 1 서비스 데이터로부터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참조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

는 단계;

b)상기 위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인밴드 서비스 데이터인지 아

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아웃오브밴드 서비스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c)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아웃오브밴드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상기 위치 정보를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인지 혹은 아웃오브밴드인지를 구별하는 식별자인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서비스 유형이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인밴

드 채널의 소스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서비스 유형이 다른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아웃오브밴드 채널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d)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상기 위치 정보를 상기 제 2 서비스 데

이터의 소스 ID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6 항에 있어서, e)인밴드 채널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송된 서비스 정보 테이블(Service Information Table, SIT)에

기초하여 상기 소스 ID 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번호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f)아웃오브밴드 채널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Program Mapping Table, PMT)에

기초하여 상기 프로그램 번호에 대응되는 패킷 ID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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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g)인밴드 채널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Program Mapping Table, PMT)에 기초

하여 상기 프로그램 번호에 대응되는 패킷 ID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네트워크 서비스 엑세스 포인트(Network Service Access Point)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디지털 방송 데이터 수신 장치에 있어서,

a)상기 수신 장치에 수신된 제 1 서비스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비스 처리부;

b)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내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참조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패킷 ID

를 결정하는 PID 결정부; 및

c)상기 패킷 ID 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 수신되는 패킷을 필터링함으로써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에 대응되는 패킷을 수

신하는 필터부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전송되는 채널이 인밴드인지 또는 아웃오브밴드인지에 따라 상기 제 2 서비

스 데이터의 소스 ID 또는 프로그램 번호 중 어느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인지 혹은 아웃오브밴드인지를 구별하는 식별자

인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서비스 유형이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인밴

드 채널의 소스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서비스 유형이 다른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아웃오브밴드 채널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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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가 인밴드인지 혹은 아웃오브밴드인지를 구별하는 식별자인 서비스 유형; 및

상기 서비스 유형이 인밴드인 경우에는 소스 ID, 그리고 상기 서비스 유형이 아웃오브밴드 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나타내는 서비스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네트워크 서비스 엑세스 포인트(Network Service Access Point)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PID 결정부는,

b1)상기 NSAP를 분석함으로써 상기 서비스 유형 및 상기 서비스 ID를 추출하는 NSAP 분석부;

b2)상기 서비스 유형이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서비스 ID를 소스 ID 로 판단하고, 상기 서비스 유형이 다른 일 유형인 경우

상기 서비스 ID를 프로그램 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소스 ID 또는 프로그램 번

호중 어느하나를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서 추출하는 위치 정보 추출부;

b3)소정의 서비스 정보 테이블(SIT)을 이용하여 상기 소스 ID 에 매핑되는 프로그램 번호를 결정하는 SIT 매핑부; 및

b4)소정의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PMT)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정보에서 추출한 프로그램 번호 또는 상기 SIT 매핑부에서

추출한 프로그램 번호 중 어느하나의 프로그램 번호에 대응되는 패킷 ID를 결정하는 PMT 매핑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디지털 방송의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로서,

a)네트워크 서비스 엑세스 포인트(NSAP)를 포함하는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1 서비스 생성부;

b)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제 2 서비스 데

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하는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2 서비스 생성부;

c)제 2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 에 삽입

함으로써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를 생성하는 NSAP 생성부; 및

d)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 및 제 1 서비스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디지털 방송의 제 1 서비스 데이터가 아웃오브밴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 2 서비스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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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트워크 서비스 엑세스 포인트(NSAP)를 포함하는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1 서비스 생성 단계;

b)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코드에 기초하여, 제 2 서비스 데

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포함하는 제 1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2 서비스 생성 단계;

c)제 2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상기 제 2 서비스 데이터의 프로그램 번호를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 에 삽입

함으로써 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의 NSAP를 생성하는 NSAP 생성 단계; 및

d)상기 제 1 서비스 데이터 및 제 1 서비스 프로그램 매핑 테이블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기재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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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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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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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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