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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615, 620, 640)은 헤더 정보, 페이로드(payload) 정보 및 페이로드 정보의 내용과 연관된 속성을 포

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상기 디코더 시스템(620)은 데이터 출력 우선 순위를 갖는 개별적인 속성과 연관시

키기 위해 미리 결정된 계층적 우선 순위 프로파일(640)내의 속성과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의 속성을 식별하고 비교한

다. 상기 우선 순위 프로파일(640)은 원격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 국부적으로 입력되거나

또는 디폴트 프리셋 프로파일이 될 수 있다. 상기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는 출력 우선 순위에 따라 속성 비교에 기초로 하

여 대조되고 출력(660)된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방송 시스템에서 쌍방향 통신 데이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개인용 컴퓨터와 텔레비젼 기능(PC/TV 기능)을 겸한 가정용 오락 셋톱 박스 시스템은 사용자 대화형인 다중 소스와 다중

수신지 통신 장치로 점점 더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사용자 요구에 응답하여 여러 가지 응용 장치를 위한

여러 위치 사이를 상이한 데이터 포맷으로 통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셋톱 박스 시스템은 고선명 텔레비젼(HDTV: High

Definition Television) 방송, 다지점 마이크로웨이브 분배 시스템(MMDS: Multi-point Microwave Distribution

System) 방송 및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Digital Video Broadcasts)을 포함하는 위성 또는 지상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셋톱 박스 시스템은 전화(예를 들어 인터넷)와 동축선(예를 들어 케이블 TV)을 통하여 및,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Digital Video Disk), CDROM, VHS 및 디지털 VHS(DVHSTM) 유형의 재생기, PC, 및 많은 다른 유형의 소

스들과 같은 원격 및 국부 소스 모두로부터 데이터를 또한 수신하고 전송할 수 있다.

셋톱 박스 시스템이 쌍방향 통신 및 가정 내부(in-home)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다중 방송 소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억세스하고 디코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톱 박스 시스템이 사용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디코드된 정보를

끊어짐 없이 조합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한 시스템을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여러 소스로부터

상이한 데이터 포맷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고 그 정보의 처리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은 헤더 정보, 페이로드(payload) 정보, 페이로드 정보의 내용과 연관된 속성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디코더 시스템은 개별적인 속성을 데이터 출력 우선 순위에 연관시키기 위해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

의 속성을 유리하게는 식별하고 이를 미리 결정된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내의 속성과 비교한다. 우선 순위 프로파일

은 원격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해 국부적으로 입력되거나 또는 디폴트 프리셋 프로파일일 수

도 있다.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는 대조되고, 속성 비교에 기초하여 출력 우선 순위에 따라 출력된다. 이에 따라 시스템은

예를 들어, 사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화된(customization) 또는 구조적 요금청구(billing)를 위해 디코더에서 적

절하게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정하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소스와 효과적으로 통신하고 예시적인 TCP/IP 및 MPEG 포맷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스

케일가능한 디코더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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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도 1의 시스템에서 표현된 방송, 데이터 및 복귀 채널의 예시적인 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4 및 도 5는 도 1의 업스트림 채널과 다운스트림 채널을 거쳐 제공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통신량 유형(traffic type)

과 예시적인 비트 속도 할당을 목록화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쌍방향 응용을 위한 방송 및 데이터 패킷 처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우선 순위 스케줄 시스템

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도 6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송 및 데이터 패킷 처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법

의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방송 데이터를 도 1의 디코더에 분배하고 도 1의 디코더로부터의

업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 분배 허브(server distribution hub)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도 8의 서버 시스템에서 식별되는 예시적인 인터페이스(1 내지 10)를 목록화하고 기술한 도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소스와의 효과적인 통신을 제공하는 디코더 시스템을 도시한다. 디코더 시스템은 상이한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드된 데이터의 동시 처리 및 디코드를 위한 별도의 튜너, 복조기 및 처리 경로를 유리하게 병합시킨

다. 디코더 시스템은 예를 들어, 방송 소스와의 안전한 복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복귀 채널 통신 경로를 또한 유

리하게 병합시킨다. 도 1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TCP/IP(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과 MPEG(동화상 표준그룹: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포맷(예를 들어 MPEG2에 대

해서 1994년 6월 10일의 ISO/IEC 13818-1, 및 1995년 1월 20일의 ISO/IEC 13818-2)으로 데이터의 디코드를 제공한

다. 부가적으로, 도 1의 셋톱 박스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케이블 네트워크 시스템(MCNS: Multimedia Cable Networks

System) 예비 필요조건과 호환성이 있다.

도 1의 구조는 여러 포맷으로 별도의 소스로부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스케일가능하고(예를 들어 동적인 가변

비트 속도로) 동시 발생적인 디코드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데이터 포맷의 데이터는 둘러싸는 보다 높은

계층의 통신 포맷에 따라 인코드되지 않고, 도 1의 스케일가능한 디코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그것에 의하여, 디

코더 시스템은 그러한 부가적인 통신 포맷을 사용하여 계층적으로 인코드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비효율성 및

오버헤드(overhead)를 피한다.

디코더 시스템은 예를 들어, 수신된 데이터와 방송 소스로의 복귀 통신을 위한 데이터 모두의 처리에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스케줄러 시스템(scheduler system)을 또한 병합시킨다. 수신되어 복귀한 데이터는, a) 데이터와 연관된 기능, b) 데

이터의 프로토콜 특징, 또는 c) 데이터가 전달되는 물리적 통신 채널을 포함하는 특징을 기초로 한 계층적 데이터 출력 우

선 순위가 할당된다. 디코더에 의해 수행되는 예시적인 기능은 ⅰ) 이메일, ⅱ) 인터넷 웹 페이지 브라우징, ⅲ) 인터넷 전

화, ⅳ) 종래의 전화, ⅴ) 팩스, ⅵ) 비디오폰, ⅶ) 방송 비디오, 오디오 및 라디오 처리 및 ⅷ) 가정 제어 기능을 포함한다.

계층적 데이터 출력 우선 순위는 우선 순위 프로파일(priority profile) 또는 맵으로부터 도출된다. 우선 순위 프로파일은

개개의 기능, 프로토콜 특성, 또는 통신 채널과 연관된 데이터 패킷에 적절한 우선 순위를 할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한다. 우선 순위 프로파일내의 정보는 예를 들어, 미리 저장된 디폴트 정보, 사용자 입력 정보,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디코더로 방송된 정보를 포함한다. 프로파일은 이러한 몇몇 소스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디코더 시스템이 MPEG 및 인터넷 프로토콜 호환성 포맷으로 동축 케이블을 거쳐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술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지 실시예에 불과하다. 디코더 시스템은 이메일, 인터넷 웹 페이지 브라우징, 인터넷 전화, 종

래의 전화, 팩스, 비디오폰, 방송 비디오, 오디오와 라디오 및 가정용 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처

리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원리는 전송 채널과 통신 프로토콜의 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코딩과 변조 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시스템은 위성, 지상, 인터넷 및 비-MPEG와 비-인터넷 호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트라넷 방송 및 통신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원리는 예를 들어, 전화 메시지,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 데이터 또는 다른 통신같은 임의의 형태의 데이터 처리에 적용된다.

개략적으로, 도 1의 셋톱 박스 시스템(12)에서, 방송 비디오 데이터로 변조되는 제 1 캐리어 및 인터넷 데이터, 즉 웹 페이

지 정보로 변조되는 제 2 캐리어는 분할기/결합기 유닛(25)에 의해 수신되고 입력 디코더(13)에 의해 처리된다. 유닛(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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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의 제 1 및 제 2 캐리어에 동조시키고 출력 디코더(20)에 의한 또 다른 처리를 위해 복조된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

기 위해 수신된 데이터를 복조하고, 순방향 오류 정정(forward error correct)하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 유닛(13)은 수신

된 데이터로부터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또한 도출하고 유닛(20)에 상기 신호를 제공한다. 유닛(20)은 유닛(60 및 63) 각

각에 의해 오디오 재생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MPEG 호환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와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 다른 모드에서, 유닛(20)은 장치(60)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유닛(13)으로부터 아날로그

비디오 데이터를 또한 처리한다.

셋톱 박스 사용자는 원격 제어 유닛(67)을 사용하여 온 스크린 메뉴 선택 및 커서 명령에 의해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이

나 웹 페이지 데이터의 관찰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 기능을 선택한다. 유닛(15)은 쌍방향 데이터와 제어 신호 버스

(C)를 사용하여 입력 디코더(13)와 출력 디코더(20)의 요소의 동작을 제어하고 원격 제어 유닛(67) 명령에 응답한다. 제어

기(15)는 제어 버스(C)로 이러한 요소내의 제어 레지스터 값을 설정함으로써 유닛(13 및 20)내의 개개의 요소의 기능을 제

어한다. 부가적으로, 유닛(13)과 함께 유닛(15)은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로의 동축 케이블 링크 상의 복귀 통신을 위한

메시지의 발생과 전송을 개시하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

구체적으로 도 1을 고려하면, 분할기/결합기(25)는 제 1 및 제 2 직교 진폭 변조(QAM) 캐리어를 병합한 주파수 다중 신호

를 튜너(30 및 65)에 제공한다. 제 1 및 제 2 캐리어는 독립적으로 256 또는 64 포인트 중 어느 하나의 선택가능한 심볼 배

치(symbol constellation)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QAM 방식으로 변조된다. 튜너(30)는 주파수 다중 신호로부터 MPEG

호환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데이터로 변조된 제 1 캐리어를 도출한다. 튜너(65)는 주파수 다중 신호

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웹 페이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변조되는 제 2 캐리어를 도출한다. 튜너(30 및 65)는 주파수 디멀

티플렉서(demultiplexer), 무선 주파수(RF) 튜너 및 중간 주파수(IF) 혼합기와, 각각 제 1 및 제 2 캐리어를 도출하기 위해

유닛(25)으로부터의 신호를 저주파 대역으로 하향 변환(down-converting)하기 위한 증폭 단계를 포함한다.

제어기(15)와 함께, 튜너(30)는 제 1 캐리어가 디지털 MPEG 호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포함하는 지를 결정한다.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나타내는 제 1 캐리어는 멀티플렉서(MUX)(35)를 거쳐 튜너(30)에 의해

복조기(40)에 제공되고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는 MUX(35)를 거쳐 출력 디코더(20)에 있는 디스플레이 프로세서(55)에 제

공된다. 튜너(65)는 제 2 캐리어를 복조기(70)에 제공한다. 이러한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유닛(25)으로부터의 입력 주파수

다중 신호는 33개의 물리적 전송 채널(PTC 0-32)을 포함한다. 각 PTC(물리적 전송 채널: Physical Transmission

Channel)은 6 ㎒ 대역폭이 할당되고, 예를 들어 각각 특정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최대 6개의 부 채널을 포함한다.

셋톱 박스 사용자가 원격 제어 유닛(67)을 사용하여 관찰하기 위한 부 채널(SC)을 선택함이 예시적인 목적으로 가정된다.

제어기(15)는 인터페이스(69)를 거쳐 원격 제어 유닛(67)으로부터 제공된 선택 정보를, PTC와 선택된 부 채널(SC)의 대

응하는 캐리어 주파수를 수신하도록 입력 디코더(13)의 요소를 적절히 배열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향 변환한 다음, 선택된

PTC를 위해 튜너(30)로부터의 제 1 캐리어 출력 신호는 6㎒의 대역폭과 54 내지 806㎒의 범위에서의 중심 캐리어 주파수

를 갖는다. 이후의 논의에서, RF 채널 또는 PTC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 채널을 포함하는 할당된 방송 장치 전송 채널

대역으로 언급된다.

제어기(15)는 튜너(30)의 선택된 PTC 제 1 캐리어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RF) 튜너와 중간 주파수(IF) 혼합

기 및 증폭 단을 구성한다. 튜너(30)에 의해 제공된 선택된 PTC에 대해 하향 변환된 제 1 캐리어 주파수 출력은 MUX(35)

를 거쳐 유닛(40)에 의해 복조된다. 복조기(40)의 첫째 기능은 캐리어 주파수의 추적 및 복구와, 전송된 데이터 클록 주파

수의 복구와, MPEG 호환 비디오 데이터 자체의 복구와 순방향 오류 정정이다. 유닛(40)은 또한 전송기 클록에 대응하는

샘플링(sampling) 및 동기화 클록을 복구하고 튜너(30), 복조기(40) 및 스케줄러(43)의 동작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사용된

다.

유닛(40)은 복조된 디지털 출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QAM 식으로 변조된 제 1 캐리어 신호를 복조한다. 또한, 유닛

(40)에서, 복조된 디지털 출력 데이터는 역 인터리브(deinterleaved)된 바이트 길이 세그먼트로 매핑(mapped)되고 알려

진 원리에 따라 리드 솔로몬(Reed-Solomon) 오류 정정된다. 부가적으로, 유닛(40)은 순방향 오류 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유효성 또는 로크(lock) 표시를 제어기(15)에 제공한다. 리드 솔로몬 오류 정정은 순방향 오류 정정의

알려진 유형이다. FEC 로크 표시는 리드 솔로몬 오류 정정이 정정될 데이터에 동기화되고 유효한 출력이 제공되는 것을

나타낸다. 유닛(30 및 40){및 또한 유닛(65 및 70)}에 의해 구현되는 튜닝, 복조기 및 디코더 기능이 예를 들어, 리(Lee)와

메서스미드(messerschmidt)의 참조 문헌 "디지털 통신"(1988,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톤, 클루워 아카데믹 출판사)에

서 개별적으로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이 주시되어야 한다. 유닛(40)으로부터 복구된 출력은 프로그램을 나

타내는 다중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성분을 포함한 MPEG 호환 운반 데이터스트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운반 스트림

은 스케줄러(43)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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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웹 페이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변조된 제 2 캐리어는 튜너(65)에 의해 도출되고, 유닛(70)에 의해 복조

되고 오류 정정된다. 튜너(65)와 복조기(70)는 예를 들어, 유닛(30 및 40)의 튜너와 복조기 기능을 각각 복제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와 MPEG 호환 데이터의 동시에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인 처리 경로를 제공한다. 튜너(65)와 복조

기(70)는 대응하는 유닛(30 및 40)과 관련하여 미리 기술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튜너(65) 및 복조기(70)는 사용자가 선택

한 웹 페이지를 나타내는 인터넷 프로토콜 포맷으로 데이터를 스케줄러(43)에 제공한다.

제어기(15)와 함께 스케줄러(43)는 출력 디코더(20)의 요소에 의해 처리하기 위하여, 복조기(70)에서 나오는 인터넷 프로

토콜 데이터와 복조기(40)에서 나오는 MPEG 호환 운반 스트림 데이터 모두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스케줄러(43)와 제어

기(15)는 예를 들어, 동축 케이블 링크를 거쳐 방송 소스로 통신을 복귀하기 위한 데이터에 또한 우선 순위를 정한다. 유닛

(15)의 제어 하에서 스케줄러(43)는 특정 기능,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를 거쳐 요청된 웹 페이지 정보를 나타내는 유닛(70)

으로부터 개별적인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을 식별한다. 부가적으로, 유닛(15)의 제어 하에 있는 스케줄러(43)는 특정 프로

그램, 예를 들어 선택된 채널 NBCTM상의 "seinfeldTM"를 나타내는 개별적인 MPEG 호환 패킷 및 연관된 데이터를 식별한

다. 상기 연관된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MPEG 디코드와 복구를 지원하는 패킷 식별과 조립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위한 보조 서브-화상(sub-picture) 정보를 포함한다.

스케줄러(43)는 제어기(15)에 의해 유닛(43)내의 제어 레지스터에 미리 로드된 PID 값과 유닛(40)으로부터 데이터스트림

형태로 들어오는 MPEG 패킷의 PID를 매칭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를 병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케줄러(43)는, 제어

기(15)에 의해 유닛(43)내의 제어 레지스터에 미리 로드된 값과 유닛(70)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스트림 형태로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수신지, 데이터 유형, IP 주소, 및 웹 주소(URL: Universal Resource Locator) 코드와 같은 데이터

식별자를 매칭한다. 이러한 매칭 과정은 우선 순위 선정하고 더 처리하기 위해 기능 및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인터넷 및

MPEG 데이터 패킷을 식별하는데 기여한다. 그 결과 식별된 인터넷 및 MPEG 패킷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로 특정한 특성과 기능을 구비한 데이터에 연관된 미리 결정된 우선 순위 프로파일(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억세스된

다. 이에 따라, 유닛(43)은 웹 페이지 HTMLTM(하이퍼 텍스트 작성 언어: Hyper Text Mark-up Language) 및 연관된

JavaTM 데이터(및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 JPEG, GIF, TIF 유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버퍼링(buffered)되고 우선 순위가

정해진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를 HTMLTM 프로세서(75)에 제공한다. 유닛(43)은 또한 우선 순위가 정해진 MPEG 비디

오, 오디오 및 서브-화상 패킷을 각각 MPEG 비디오 디코더(50), 오디오 프로세서(61) 및 서브-화상 프로세서(80)에 제공

한다. 스케줄러(43)와 스케줄러의 구현의 작동 방법은 도 6 및 도 7에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술된다.

MPEG 디코더(50)는 유닛(43)으로부터 우선 순위가 정해진 MPEG 호환성의 패킷화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드하고 압축

해제(decompressed)하며,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및 미국 텔레비젼 위원회(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인코더(55)에 있는 화소(pixel)를 나타낸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 우선 순위가 지정되고 압축 해제된 프로그

램을 나타낸 화소 데이터를 제공한다. 오디오 프로세서(61)는 유닛(43)으로부터 우선 순위가 정해진 패킷화된 오디오 데

이터를 디코드하고, 연관되고 압축 해제된 비디오 데이터와 동기화된 우선 순위가 정해진 디코드되고 증폭된 오디오 데이

터를 오디오 재생을 위해 장치(63)에 제공한다. 프로세서(75)는 유닛(43)으로부터 HTMLTM 및 JavaTM로 인코드된 웹 정

보를 디코드하고, 서브-화상 프로세서(80)내의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 웹 페이지 이미지를 나타낸 화소 데이터를 제공한

다. 프로세서(75)는 다른 포맷, 예를 들어 JPEG, TIF, GIF 포맷 및 다른 작성 언어, 예를 들어 SGML(표준 범용 교정 용어: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로 인코드된 데이터를 또한 디코드하고, 또 다른 처리를 위해 서브-화상 프로

세서(80)에 디코드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제어기(15)의 제어 하에서, 프로세서(80)는 병합된 디스플레이로서 유닛(60)에

의해 재생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프로세서(55)내에 포함된 화소를 나타낸 메모리에 오버레이(overlay)로 저장하기 위해 저

장된 웹 페이지 이미지 화소 데이터를 포맷한다. 부가적으로, 제어기(15)는 전범위의(full complement) 웹 페이지 브라우

저 기능의 실행을 지원하는 웹 페이지 브라우저를 병합시킨다. 이에 따라, 프로세서(75) 및 프로세서(80)와 함께 유닛(15)

은 완전한 인터넷 억세스가 이용가능하게 하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TM와 같은 주문형 웹 페이지 브라우저 또는 표준 브

라우저 중 어느 하나의 유닛(60)을 거쳐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서브-화상 프로세서(80)는 유닛(43)으로부터의 서브-화상 데이터를 디코드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된 온 스크린 디스플레

이(OSD: On-Screen Display) 텍스트와 그래픽 발생기를 병합시킨다. 프로세서(80)는 프로그램 가이드, 서브타이틀링

(subtitling), 선택가능한 메뉴 옵션을 포함하는 제어 및 정보 메뉴 디스플레이, 및 다른 보조 아이템을 나타내는 화소가 맵

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데 있어 자체 내부 OSD 발생기를 또한 사용한다. 프로세서(80)에 의해 발생된 텍스트 및 그래픽은

제어기(15)의 제어 하에서 오버레이 화소 맵 데이터의 형태로 생성된다. 이 오버레이 화소 맵 데이터는 MPEG 디코더(50)

로부터의 압축 해제된 화소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프로세서(55)에 포함된 화소를 나타내는 메모리에서 프로세서(75)로부

터의 디코드된 인터넷 프로토콜 웹 페이지 데이터와 결합되고 동기화된다. 유닛(80)으로부터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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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연관된 서브-화상 텍스트 메시지 데이터와 함께 유닛(50)으로부터의 부 채널(SC) 상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나타내

는 연관된 화소 맵 데이터는, 프로세서(55)에 의해 NTSC 신호로 인코드되고 병합된 디스플레이로서 유닛(60)에 의한 재

생을 위해 출력된다. 또 다른 모드에서, 유닛(55)은 유닛(60)에 의해 출력 및 재생하기 위한 NTSC 신호로서 튜너(30)로부

터 MUX(35)를 거쳐 제공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또한 인코드한다.

셋톱 박스 시스템(12)은 기술된 예시적인 웹 브라우징 및 MPEG 비디오 처리 기능 이외에도 전범위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능은 이메일, 인터넷 전화, 종래의 전화, 팩스, 비디오폰, 라디오, 방송 오디오,

저장 및 가정용 제어 기능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열거된 디코드와 우선 순위 원리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위한

데이터의 처리에 또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화 데이터의 처리에서, 프로세서(75)는 인터넷 프로토콜 포맷으로

인코드되고 상위 레벨, 예를 들어 유닛(43)에 의한 실시간 처리 우선 순위로 할당된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

고 디코드한다. 압축 해제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재생을 위해 프로세서(75)에 의해 유닛(63)에 제공된다. 게다가, 프로

세서(75)는, 이전에 기술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닛(80, 55, 60, 61 및 63)에 의해 처리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프리젠

테이션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 포맷과 프로토콜로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기능을 병합시킨다.

변조기(85) 및 스케줄러(43)와 함께 제어기(15)는 분할기/결합기(25)를 거쳐 동축 케이블 입력 링크 상에서 인터넷 또는

방송 서비스 제공자와의 복귀 채널 통신을 초기화하고 구현한다. 인터넷 웹 페이지 정보에 대한 메시지 요청(또는 다른 기

능에 연관된 요청)은 예를 들어, 유닛(60) 상에 디스플레이된 메뉴 옵션의 사용자 선택에 의해 초기화될 수 있다. 유닛(85)

및 스케줄러(43)와 함께 제어기(15)는 유닛(25)을 거쳐 동축 케이블 링크 상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의 전송을 위한 웹 페이

지 요청 메시지를 생성시키고 초기화하고 인코드한다. 또한 제어기(15)는 요청된 인터넷 억세스가 조건부 억세스 또는 스

마트 카드 사용자 자격 정보로부터, 즉 스마트 카드 유닛(도면을 간략화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인가되는지를

결정한다. 요청된 인터넷 억세스가 인가된 경우, 제어기(15)는 복귀 채널 상에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통신을 초기화한다.

유닛(43 및 85)과 함께 제어기(15)는 미리 저장된 요청 억세스 데이터(전화 번호, IP 주소, URL 코드 및 조건부 억세스 데

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와의 통신을 설립하고, 웹 페이지 요청 메시지 데이터를 생성시킨다. 생성

된 요청 메시지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포맷으로 존재하고, 적절한 소스, 수신지 및 IP 주소 코드를 병합시킨다.

스케줄러(43)는 메모리에 웹 페이지 요청 메시지 데이터 패킷을 저장하고 버퍼링하며, 그 후에 특정한 특성과 기능을 갖는

복귀 데이터를 우선 순위와 연관시키는 미리 결정된 우선 순위 프로파일(맵)에 따라 패킷을 억세스한다. 이에 따라, 유닛

(43)은 버퍼링되고 우선 순위가 정해진 웹 페이지 요청 메시지 데이터를 변조기(85)에 제공한다. 변조기(85)는 요청 메시

지 데이터를 직교 위상 이동 키(QPSK: Quater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를 사용하여 순방향 오류 정정을 하고 인터

리브하여 인코드한다. 유닛(85)은 안전한 데이터 포맷으로 {제어기(15)의 제어 하에서} 요청 메시지 데이터를 또한 선택

적으로 암호화하고 케이블 링크 및 유닛(25)을 거쳐 우선 순위를 갖는 인코드된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한다. 유

닛(85)은 요청 메시지(또는 다른 복귀 데이터)를 대안적으로 코딩하고, 스크램블(scramble)하거나 인터리브하고 또는 데

이터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보호 기계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 보안은 예를 들어, 신용 카드 데이터

를 포함하는 전자 거래(transaction) 유형 메시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복귀 채널은, a)미터 판독(meter

reading)을 포함하는 원격측정(telemetry), b)비디오 및 알람 감시, c)가정 환경 감시, d)가전 제품 감시, e)상품 주문 및

f)프로그램 조건부 억세스 및 자격 관리와 같은 기능을 위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스케줄러(43)에 의해 사용된 수신 데이

터 및 복귀 데이터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도 6 및 도 7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술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1의 셋톱 박스 시스템의 구조는 상이한 포맷으로 상이한 소스(예를 들어 방송 소스로부터의 MPEG

프로그램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웹 페이지 데이터)로부터의 방송 데이터의 독립적인 동

시 발생적 처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완전히 스케일가능하고, 2개의 다운스트림(예를 들어 MPEG 및 인터넷) 처리

경로 사이의 동적으로 분할가능한 데이터 및 대역폭의 디코드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상기 구조는 예를 들어, HBO

영화 및 이에 수반한 인터넷 웹 페이지 데이터의 MPEG 방송의 동시 발생적인 디코드를 지원한다. 이 예에서, 수반하는 웹

페이지 데이터는 때때로 중단되고 웹 페이지 데이터에 의해 점유된 대역폭은 MPEG 데이터 또는 다른 보완적인 데이터 서

비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가이드, 이메일 등에 동적으로 재 할당될 수 있다. 상기 구조는 복귀 채널 경로와 2개의 다운스트

림 처리 경로 사이의 대역폭의 동적 분할을 또한 가능하게 한다.

도 2는 다운스트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및 MPEG 방송 비디오 채널의 예시적인 특성을 도시한다. 도 2가 2개의 다운

스트림 채널에 대한 동일한 특성을 도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지 예시적일 뿐이며 상기 특성은 각 채널에 대해 다를

수 있다. 도 3은 업스트림 복귀 통신 채널의 예시적인 특성을 도시한다. 도 4는 도 1의 다운스트림 채널을 거쳐 제공된 서

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신량 유형과 예시적인 비트 속도 할당을 목록화한다. 도 5는 도 1의 업스트림 채널을 거쳐 제공된 서

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신량 유형 및 예시적인 비트 속도 할당을 목록화한다. 도 1의 셋톱 박스 시스템(12)의 처리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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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스케일가능하고 2개의 다운스트림 채널 사이에서 동적으로 할당된 데이터를 적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셋톱 박

스 시스템(12)은 다운스트림 채널과 복귀 채널 사이에서 동적으로 할당가능한 대역폭을 점유한 데이터를 적응적으로 또한

처리할 수 있다.

도 6은 유닛(40 및 70)(도 1)으로부터 각각 수신된 MPEG 방송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 처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

기 위한 우선 순위 스케줄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6의 시스템은 유닛(85)(도 1)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로의 복귀 통신을 위

한 데이터 처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또한 사용된다. 도 6의 시스템에서, 입력 데이터 예를 들어 MPEG, 인터넷 프로

토콜 TCP/IP 또는 복귀 데이터는 입력 저장 스택(600)에 위치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10)는 스택(600)에 수신된 데

이터의 유형(예를 들어 MPEG, 인터넷 프로토콜 또는 복귀 데이터)을 식별하고 지능형 스케줄러(620)에 의해 특성(속성)

의 식별을 위해 상기 데이터를 포맷한다. 스케줄러(620)는 지능형 스케줄링 기능을 수행할 때 제어기(15)(도 1)로부터의

제어 및 동기 메시지(615)에 응답한다.

스케줄러(620)(도 6)는 내부 DRAM 저장 장치에 저장된 우선 순위 프로파일(640)에 포함된 기능, 프로토콜 및 통신 채널

속성에 대해 인터페이스(610)로부터 포맷된 데이터를 검사한다. 스케줄러(620)는 또한 우선 순위 프로파일내의 속성과 수

신된 데이터내의 속성을 비교하고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출력 우선 순위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대조한다. 스케줄러

(620)는 출력 우선 순위{예를 들어 임계, 높은, 중간 또는 낮은 우선 순위(640)}에 기초로 하여 연속하는 출력 FIFO(선입

선출: First-In First-Out) 유닛(650)에의 저장을 할당하고, 고속의 DMA(직접 메모리 접근: Direct Memory Access) 인

터페이스(630)를 거쳐, FIFO(650)의 할당된 저장 위치에 대조된 우선 순위가 정해진 데이터를 제공한다. 출력 프로세서

(660)는 FIFO(650)로부터의 우선 순위가 정해진 데이터에 연속적으로 억세스하고 유닛(40, 70 및 85)(도 1)에 의한 다른

처리를 위해 이 데이터를 포맷한다.

도 7은 도 6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입력 MPEG 방송 데이터,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및 복귀 데이터의 처리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단계(700)에서 시작한 이후에, 도 7의 단계(705)에서, 스케줄

러(620)(도 6)는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단계(710)에서 메모리로부터 우선 순위 프로파일 정보를 검색한다. 우선 순위

프로파일은 특정한 속성 또는 속성의 조합을 나타내는 입력 데이터에 특정한 출력 우선 순위를 계층적으로 연관시킨다. 우

선 순위 프로파일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송되거나 미리 저장된 디폴트 정보를 포함하거나 또는

이러한 소스의 조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셋톱 박스 시스템에 우선 순위 프로파일을 다운로

드함으로써 대응하는 상이한 요금청구 율(billing rate)로 상이한 사용자 데이터 억세스 횟수를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

이한 등급을 제공할 수 있다. 다운로드된 우선 순위 프로파일은 수신된 정보에 대한 사용자 억세스를 서비스 제공자가 제

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또는 미리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달마다 $10로

초당 1 kbit의 최소 데이터 속도와 달마다 $20로 초당 5 kbit 속도로 인터넷 억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사용자

는 사용자 시스템이 순서 또는 우선 순위로 데이터 또는 메시지를 처리하고 전달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우선 순위 프로파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우선 순위 프로파일 정보는 서비스의 고속 및 우수한 데이터 억세스 레벨의 비인가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목적을 위해 예를 들어 암호화, 스크램블링 또는 코딩함으로써 안전하게 인코드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우선 순위 프로파

일 정보는 사용되기 전에 스케줄러(620)(도 6)와 함께 제어기(15)(도 1)에 의해 디코드된다(예를 들어 암호 해독되거나 디

스크램블된다). 그러한 암호 해독 또는 디스크램블은 도 1의 셋톱 박스 시스템(12)(도면에 명확히 도시되지 않음)내의 조

건부 억세스 및 자격(entitlement) 관리 시스템에서 인가되고 구현될 수 있다. 우선 순위 프로파일이 서비스의 품질(QOS)

을 보증하기 위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intra-net), LAN 또는 WAN 등과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는 임의의 노드 및

모든 노드에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상기 노드는 서버(분배 허브), 게이트웨이, 터미널, 라우터 및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우선 순위 프로파일은, 네트워크 통신 경로에 걸쳐 또는 경로의 구역에 대해 단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도록 네트워크 자원을 단지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우선 순위 표시자(indicator)를 병합시키는 통신

프로토콜과 함께 또한 분배되고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통신 프로토콜은, 인터넷상에서 취득가능한 2 논문, 즉 자원 예비

프로토콜(RSVP: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인터넷 드래프트(draft)(1997년 6월 14일), 비평 논문 RFC 1889에

대한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1996년 2월 1일) 요청을 포함한다. 우선 순위 프로파

일 정보는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의해 개발된 1996년 11월의 H.323 및

H.324와 같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및 통신을 위한 시스템 요소를 한정한 표준에 따라 작동되는 시스템에서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도 7의 단계(715)에서, 스케줄러(620)는 단계(705)에서 수신된 데이터내의 속성을 식별한다. 식별된 속성은 (ⅰ)프로토콜

특성, (ⅱ)기능 유형 특성 및 (ⅲ)통신 채널 특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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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특성은 예를 들어, (a)데이터 소스 식별자, (b)데이터 수신지 식별자, (c)데이터 유형 식별자, (d)데이터 우선 순

위 표시자, (e)데이터 오류 표시자, (f)자격 표시자, (g)인터넷 프로토콜 표시자, (h)MPEG 호환 표시자, 및 (i)패킷 식별자

를 포함한다.

기능 유형 특성은 예를 들어, a)이메일, b)인터넷 웹 페이지 브라우징, c)인터넷 전화, d)종래의 전화, e)팩스, f)방송 비디

오 처리, g)비디오폰 처리, h)방송 라디오 처리, i)방송 오디오 처리 및 j)알람, 원격측정, 가전 제품 및 환경 제어 및 감시와

같은 가정용 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을 식별한다.

통신 채널 특성은 물리적 통신 링크의 유형, 예를 들어 전화선, 지상, 케이블 또는 위성 링크, 광섬유 링크, 광역 네트워크

(WAN), 근거리 통신망(LAN),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식별한다. 통신 채널 특성은 동일한 유형의 통신 링크의 상이한 채

널, 예를 들어 상이한 전화선들을 또한 식별한다.

도 7의 단계(720)에서, 스케줄러(620)는 우선 순위 프로파일내의 속성과 단계(715)에서 식별된 속성을 비교하고, 단계

(725)에서 이 비교에 기초하여 출력 우선 순위에 의해 패킷화된 입력 데이터를 대조한다. 이 방식으로 우선 순위 프로파일

의 사용은 다수의 여러 소스로부터 도출된 광범위한 여러 데이터의 우선 순위를 구성하는 융통성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데

이터는 통신 링크, 프로토콜, 또는 기능 특성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유리하게는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특

정 기능의 데이터, 즉 특정 링크 상에 전달된 데이터는 소스 또는 수신지 또는 유형에 의해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예

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는 소스 식별자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 있는데, 즉 특정 소스로부터의 이메일에 보다 높은

우선 순위가 주어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수신지(수신지 식별기에 의해 식별되는)에 대한 복귀 메시지는 높은

우선 순위로 할당되고 코드된다. 더욱이, 스케줄러(620)는 전용 우선 순위 표시자,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내의 인터넷 프로

토콜 데이터 유형(선행) 표시자를 해독하고 이러한 데이터에 적당한 우선 순위를 할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층적 처리

우선 순위는 자격 표시기, 인터넷 프로토콜 표시기, 예를 들어 패킷 식별기와 같은 MPEG 호환 표시기에 기초로 한 우선 순

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또한 할당될 수 있다.

단계(730)에서, 스케줄러(620)는 고속 DMA 인터페이스(630)를 거쳐 출력 우선 순위에 기초로 한 연속적인 출력

FIFO{도 6의 선입선출 유닛(650)}에 저장을 할당하고, 대조된 우선 순위가 정해진 데이터를 FIFO(650)내의 할당된 저장

위치에 제공한다. 상기 대조되는 우선 순위가 정해진 패킷 데이터는 단계(733)(도 7)에서 출력 우선 순위에 따라

FIFO(650)로부터 출력된다. 단계(735)에서, 대조된 우선 순위가 정해진 출력 데이터는 사용자에 대한 재생과 프리젠테이

션을 위해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복귀 전송을 위해 처리된다. 그러한 처리는 예를 들어, 복귀 통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를 인코드하는 단계와 암호화하는 단계 및 다른 셋톱 박스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과정은 단계(740)에서 끝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109)로부터 셋톱 박스 시스템(12)(도 1 및 도 8)으로 방송 데

이터를 분배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닛(12)으로부터의 업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 분배 허브

(102)를 도시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109)(도 8)로부터 MPEG 호환 비디오 데이터 또는 아날로그를 나

타내는 비디오 데이터와 같은 QAM 변조된 방송 데이터는 광섬유 링크(145)와 채널(135)을 거쳐 MUX(125)에 제공된다.

유닛(125)은 채널(135)로부터 수신된 방송 데이터와, 국부 허브 생성된 데이터(137), 케이블 모뎀 단자(150)로부터의

QAM 변조된 데이터{업 변환기(134)를 거쳐}를 포함하는 소스로부터의 다중 출력을 제공한다. MUX(125)로부터의 다중

출력은 광섬유 통신 인터페이스(120)에 출력된다. 유닛(120)은 광섬유 링크(115), 동축 케이블(coax)(105) 및 전자 광 변

환기(107)를 통해 고 주파수 채널(110) 상에서 다운스트림 QAM 데이터를 전송하고 업스트림 QPSK(또는 QAM) 데이터

를 수신함으로써 도 1의 셋톱 박스 시스템(12)과 통신한다.

셋톱 박스(12)로부터의 업스트림 데이터는 채널(110)을 거쳐 유닛(120)에 의해 수신되고 분할기(155)와 다운 변환기

(160)를 거쳐 케이블 모뎀 단자 시스템(150)에 경로지정된다. 시스템(150)은, 변환기(160)로부터의 QPSK 변조된 업스트

림 데이터를 복조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54), 선택 허브 스위치(140) 및 광섬유 링크(145)를 거쳐 복조된 업스트림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109)에 제공한다. 대안적으로, 선택 허브 스위치(140)는 복조된 업스트림 데이터를 선택 WAN

장치(130)에 제공할 수 있다. 시스템(150)의 유닛(154)은 스위치(140)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109) 또는 WAN 장치(130)

로부터 다운스트림 데이터를 또한 수신한다. 유닛(154)은 스위치(140)로부터 다운스트림 데이터를 포맷하고 처리하며,

QAM 변조 및 그 후의 변환기(134)에 의한 상향 변환을 위해 상기 다운스트림 데이터를 유닛(152)에 제공한다. 변환기

(134)로부터 업 변환된 데이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MUX(125)를 거쳐 셋톱 박스 시스템(12)에 전송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도 8의 서버 시스템에서 식별된 예시적인 인터페이스(1 내지 10)를 목록화하고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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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도 1, 도 6 및 도 8의 구조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다른 구조가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도출될

것이다. 더욱이, 도 1의 시스템(12) 요소의 기능과 도 7의 처리 단계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프로그램된 명령 내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디코더 시스템에서, 헤더 정보와 페이로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페이로드 정보의 내용과 연관된 속성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의 속성을 식별하는 단계와;

데이터 출력 우선 순위에 개별적인 속성을 연관시키기 위해 미리 결정된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내의 속성과 상기 식

별된 속성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속성 비교를 사용하여 출력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를 대조하는 단계와; 및

상기 출력 우선 순위를 갖는 상기 대조된 패킷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은 a)데이터 소스 식별자, b)데이터 수신지 식별자, c)데이터 유형 식별자, d)데이터 우선 순위

표시자, e)데이터 오류 표시자, f)자격 표시자, g)인터넷 프로토콜 표시자, h)MPEG 호환 표시자, 및 i)패킷 식별자 중 적어

도 하나를 나타내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터 입력 메뉴 및 데이터 입력 장치를 거쳐 제공된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

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품질과 구조적 요

금청구(structure billing)를 적절히 제어하게 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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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은 a)사용자 id, b)암호, c)데이터 수신지 식별자, d)데이터 유형 식별자, e)데이터 우선 순위 표

시자, 및 f)자격 표시자 중 적어도 하나를 나타내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은 미리 저장된 디폴트 우선 순위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

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비디오 디코더에 저장 우선 순위(storage priority)를 할

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대조된 패킷화된 데이터 출력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

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재생 장치 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대조된 패킷화된 데이터 출력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

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을 안정되게 디코드(security decoding)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비디오 처리 시스템에서, 헤더 정보와 페이로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페이로드 정보의 내용과 연관된 속성을 포함하는 패

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a)사용자 입력 및 b)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전송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제공된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 데이터를 수

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 데이터는 데이터 출력 우선 순위에 개별적인 속성을 연관시키는 단계

와,

상기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의 속성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내의 속성과 상기 식별된 속성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속성 비교를 사용하여 출력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를 대조하는 단계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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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 우선 순위를 갖는 상기 대조된 패킷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은 a)데이터 소스 식별자, b)데이터 수신지 식별자, c)데이터 유형 식별자, d)데이터 우선 순

위 표시자, e)데이터 오류 표시자, f)자격 표시자, g)인터넷 프로토콜 표시자, h)MPEG 호환 표시자, 및 i)패킷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나타내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출력 채널 상에 전송하기 위해 상기 대조된 패킷화된 데이터 출력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

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 데이터는 a)이메일, b)인터넷 웹 페이지 브라우징, c)인터넷 전화,

d)전화, e)팩스, f)방송 비디오, g)비디오폰, h)방송 라디오, i)방송 오디오 및 j)가정 제어(home control) 중 2개 이상의 기

능과 연관된 패킷 데이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 데이터는 A)데이터 소스 식별자, B)데이터 수신지 식별자, C)데이터

유형 식별자, D)데이터 우선 순위 표시자, 및 E)자격 표시자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상기 기능{a) 내지 i)} 중 하나의 패킷

데이터에 또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비디오 처리 시스템에서, 헤더 정보와 페이로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페이로드 정보의 내용과 연관된 속성을 포함하는 패

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a)상기 패킷화된 데이터와 연관된 기능, 및 b)상기 패킷화된 데이터의 프로토콜 특성 중 적어도 하나를 기초하여 출력하기

위해 데이터에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데이터 출력 우선 순위에 개별적인 속성을 연관시키는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

일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및

상기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의 속성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계층적인 우선 순위 프로파일내의 속성과 상기 식별된 속성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속성 비교를 사용하여 출력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수신된 패킷화된 데이터를 대조하는 단계와, 및

상기 출력 우선 순위를 갖는 상기 대조된 패킷화된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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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은 a)이메일, b)인터넷 웹 페이지 브라우징, c)인터넷 전화, d)전화, e)팩스, f)방송 비디오, g)

비디오폰, h)방송 라디오, i)방송 오디오 및 j)가정 제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특성은 a)데이터 소스 식별자, b)데이터 수신지 식별자, 및 c)데이터 유형 식별자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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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536569

- 13 -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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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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