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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V신호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고정장(固定張) 트랜스포트 패킷 단위로 고속처리하는 트랜
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의 다중·분리장치가 제안된다. 이 장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일정한 
비트 레이트 비로 저장하는 N개의 버퍼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동기 바이트를 체크하는 동기 ＆ 페
치 컨트롤러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패킷 식별번호를 해당 패킷의 개별 비트열과 비교하여 지정된 
패킷만을 걸러내는 tp_헤더 디코더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프로그램 시각 기준 참조치(PCR)를 추출
하는 ad_필드 디코더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내의 페이로드 정보중의 스크램블 신호를 복원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패킷과 디스크램블된 신호를 다중 분리하는 멀티플렉서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의 프리젠테이션 타임 정보(PTS)를 추출하는 PES_헤더 디코더와; 상기 다중 분리된 비디오/오디오 신호 
또는 최종 디스크램블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제안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도착 즉시 디코딩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모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30 : 다중·분리장치11 : 패킷 구성기

12, 15 : FIFO 버퍼13 : RISC 엔진

14 : 디스크램블러 인터페이스16 : 메모리 컨트롤러

17 : 고속 인터페이스18 : PCR 복원기

19 : 전압제어발진기20 : RC 필터

21 : I
2
C22 : 호스트 인터페이스

23 : 프로그램/데이터 램24 : 비디오 인터페이스

25 : 오디오 인터페이스31 : n개의 버퍼

32 : 동기＆페치 컨트롤러33 : tp_헤더 디코더

34 : ad_필드 디코더35 : 디스크램블러

36 : 다중화기(MUX)37 : 메모리 인터페이스

38 : PES_헤더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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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 멀티미디어를 다중화하는 엠펙-2(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미디어 통합계 동영상압축의 국
제표준 2, 이하, 'MPEG-2'이라 칭한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TV신호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트 스
트림 패킷을 고정장(固定張) 트랜스포트 패킷 단위로 고속처리하여 전송하는데 적당한 트랜스포트 스트림
(transport stream;이하, ts라 칭한다)의 다중·분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킷에 의한 다중화는 예를들면 비디오와 오디오를 다중화하는 경우, 비디오·오디오 각각을 
'패킷(paket)'이라 불리는 적당한 길이의 비트열로 분할하고, 헤더(header) 등의 부가정보를 붙여서 적절
히 비디오·오디오 패킷을 절체하여 시분할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시분할전송방식은 통신 및 디지탈 DBS(Direct Broadcasting Service) 수신기의 데이터 압축에 적
용된다. 

방송국에서는 TV 신호를 디지털 TV신호로 변환, 압축후 위성으로 전송하고, 통신위성은 우주공간에서 상
기 TV신호를 수신호 증폭하여 중계기를 통해 재전송하며, 상기 통신위성으로 부터 중계된 TV신호는 수신
기 또는 디코더로 수신하여 복조함으로써 방송국에서 전송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이때 방송국은 비디오·오디오 그리고 데이터 신호를 MPEG-2 규격에 따라 디지탈 신호로 변환, 압축한후 
패킷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TV신호 스트림을 만든다. 여러개의  디지탈 TV신호 스트림들은 트랜스
포트 멀티플렉서에서 다중화되어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으로 된후 채널 엔코더로 보내진다. 상기 트랜스
포트 스트림 패킷은 188바이트 단위이며 데이터 레이트(data rate)(Ru)는 약 40∼45Mbps이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C-Cube사의 CL9110 
트랜스포트 레이어 디멀티플렉서(Transport Layer Demultiplexer)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10)는 원칩화 되어 있으며, MPEG-2 전송 
데이터를 제공받아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단위로 재구성하는 패킷 구성기(11)와, 상기 패킷 구성기(1
1)의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바이트(byte) 단위로 일시 저장하는 제1 FIFO 버퍼(12)와, 상기 제1 FIFO 
버퍼(12)에 저장된 패킷들을 주변소자들 예들들면 프로그램/데이터 램(23) 또는 디스크램블러 인터페이스
(14)의 요구에 따라 응하는 RISC(Restricted Instruction Set Computer) 엔진(13)과, 상기 RISC 엔진(1
3)에서 인터페이스된 패킷들을 일시 저장하는 제2 FIFO 버퍼(15)와, 상기 제2 FIFO 버퍼(15)에 저장된 패
킷들을 로칼 디램(미도시)과의 정보 교환하고 파징(parsing)된  비트 스트림을 각각 비디오 인터페이스
(24), 오디오 인터페이스(25), 고속 인터페이스(17)로 전송 여·부를 제어하는 메모리 컨트롤러(16)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패킷 구성기(11)에는 STC(System Time Clock; 기준이 되는 동기정보)의 값을 패킷 구성기에서 
의도한 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PCR(Program Clock Reference; 프로그램 시각기준 참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PCR 복원기(18)와, 상기 PCR 복원기(18)에 STC을 제공하기 위한 전압제어발진기(19)와, 상기 PCR 복원기
(18)의 STC를 발진신호로 선형필터링하는 RC 필터(20)의 버스라인을 통하여 상호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패킷 구성기(11)는  I
2
C 인터페이스(21), 호스트 인터페이스(22), 프로그램/데이터 램(23), 비

디오 인터페이스(24), 오디오 인터페이스(25), 고속 인터페이스(17) 등의 인터페이스 장치와 공통 버스라
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10)는 먼저 패킷 구성기(11)에 MPEG-2 
트랜스포트 데이터가 도착하면, PCR값을 실어나르는 비트열 중의 바이트의 타이밍에 맞게 전압제어발진기
(19)와 RC 필터(20)을 통해 PCR 정보를 세팅하고 있게된다. 

또한 상기 패킷 구성기(11)는 주변 장치와 접속된 I
2
C 인터페이스(21) 및 호스트 인터페이스(22)와, 프로

그램/데이터 램(23), 비디오 인터페이스(24), 오디오 인터페이스(25) 및 메모리 컨트롤러(16)와의 버스라
인 통신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 구성에 적당한 정보들을 픽업한다.

다음 패킷 구성기(11)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비트단위의 MPEG-2 트랜스포트 데이터를 상기 정보들의 요
구에 맞게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으로 재구성하여 출력한다. 이때 재구성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은 
FIFO 버퍼(12)에 일시 저장된 후 RISC 엔진(13)이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일부 디코딩하므로서 스크
램블 여부가 결정되고 프로그램/데이터 램(23)의 제어신호에 따라 디코딩 된다.  이때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은 도달시간이 가변적이므로 바이트단위로 디코딩된다.

그 다음 상기 RISC 엔진(13)을 통해 디코딩된 데이터(비디오 또는 오디오 정보)는 제2 FIFO 버퍼(15)에 
일시 저장된 후 메모리 컨트롤러(16)를 통해 외부 로칼 메모리에 저장된다.

계속하여 상기 제2 FIFO 버퍼(15)에 일시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컨트롤러(16)의 제어에 따라 버스라인
을 통해 비디오 인터페이스(24)와 오디오 인터페이스(25)에 전송되어 각각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
림으로 출력된다.

또한 외부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들에 대한 데이터 요구가 있을 때 패킷 구성기(11)를 통해 구성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들은 고속 인터페이스에 의해 외부장치로 전송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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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구성되어 동작되는 종래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는 프로그램/데이터 램을 사용하
므로 프로그램 변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RISC 엔진의 불규칙한 데이터 처리속도로 인해 상기 RISC 
엔진의 입·출력단에 일정크기의 FIFO 버퍼들이 존재하므로 하드웨어의 사이즈가 크고 로-코스화가 어려
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단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별도의 트랜
스포트 스트림을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없이 트랜스포트 스트림 도착 즉시 디코딩이 가능한 트랜스포트 스
트림의 다중·분리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간단한 하드웨어 구성으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실시간대로 디코딩할 수 있도록 
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일정한 비트 레이트 비로 저
장하는 N개의 버퍼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동기 바이트를 체크하는 동기 ＆ 페치 컨트롤러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패킷 식별번호를 해당 패킷의 개별 비트열과 비교하여 지정된 패킷만을 걸러내는  
tp_헤더 디코더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프로그램 시각 기준 참조치(PCR)를 추출하는 ad_필드 디코
더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내의 페이로드 정보중의 스크램블 신호를 복원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패킷과 디스크램블된 신호를 다중 분리하는 멀티플렉서와;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에서 디코딩 타임 
스탬프 정보를 추출하는 PES_헤더 디코더와; 상기 다중 분리된 비디오/오디오 신호 또는 최종 디스크램블
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모식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
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30)는  상기 N개의 버퍼(31)와, 동기 
＆ 페치 컨트롤러(32)와, tp_헤더 디코더(33)와, ad_필드 디코더(34)와, 디스크램블러(35)와, 멀티플렉서
(36)와, PES_헤더 디코더(38)와, 메모리 인터페이스(37)로 구성되며 각각 공통 버스라인에 의해 상호 연
결되어 있다.

상기한 구성을 갖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30)는 TV신호에 해당하는 188바이트의 트랜스포
트 스트림(도 2 참조)을 다음 설명될 해당 블록들에 의해 다중 분리되므로 유저가 선택한 방송국 채널에 
맞는 비디오/오디오 신호가 얻어진다.

한편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tp 레벨과 PES 레벨에서 스크램블링될 수 있다. 따라서 PES_헤더 디코더는 tp 
레벨에서 스크램블된 경우 디스크램블러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고 PES 레벨에서 스크램블된 경우 외부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바로 입력으로 하여 디코딩한다. 

또한 tp_헤더 디코더(33), ad_필드 디코더(34) 및 PES_헤더 디코더(38)와 동기 ＆ 페치 컨트롤러(32)는 N
개의 버퍼(31)를 통해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1클럭에 1바이트씩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tp_헤더 디코더(33)의 경우 패킷 식별 정보인 PID(Paket Identification)를 비교할때만 여러 클럭
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클럭에 하나의 PID만 비교한다고 가정할때, PID 레지스터가  N개이면 N클
럭이 필요하고 디코딩의 동작 클럭과 트랜스포트의 비트레이트의 비를 α라하면 필요한 버퍼 수는 N×α
가 된다. 만약 동작 클럭이 27MHz이고 입력 비트 레이트(input bit rate)가 72Mbps이면 버퍼(31)의 수는 
N×1/3이 된다. 따라서 N=32인 경우 10개의 버퍼면 충분하다.

동기 ＆ 페치 컨트롤러(32)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동기 바이트를 체크하고 다른 디코딩 모듈과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부터 데이터 요구를 받으면 요구된 만큼의 데이터를 전달한다.

따라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대한 파징(parsing)이 시작되면 동기 ＆ 페치 컨트롤러(32)는 동기 바이트를 
찾은  후,  tp_헤더  디코더(33)에  디코딩의  시작을  알린다.  tp_헤더  디코더(33)는  패킷  식별정보인 
PID(Paket Identification)를 개별 비트열과 비교하여 지정된 패킷만을 걸러내고, 검출된 헤더의 내용에 
따라 ad_필드 디코더(34)나 PES_헤더 디코더(38), 디스크램블러(35) 또는 메모리 인터페이스(37)의 동작
을 실행시킨다.

ad_필드 디코더(34)는 PCR값을 추출하여 디스크램블러(35),  PES_헤더 디코더(38),  메모리 인터페이스(3
7)를 실행시킨다.

PES_헤더 디코더(38)는 데이터 요구에 따라 전송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데이터로 부터 PTS(Presentation 
Time  Stamp)를 추출하고 메모리 인터페이스(37)를 실행시킨다. 또한 PES-헤더 디코더(38)는 멀티플렉서
(36)와 디스크램블러(35)에 각각 제어신호(CS)와 키워드(KW)를 제공함으로써 페이로드내의 비디오/오디오 
신호가 복원되도록 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37)는 최종 디스크램블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거나 외부로 메모리 어드레스 
또는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외부로 부터 전송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상기한 실행과정을 거쳐서 패킷과 디스크램블된 신호로 
다중 분리되고 멀티플렉서(36)를 통해 비디오/오디오 신호로 최종 출력된다. 또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패킷단위로 디코딩한 후 동기 ＆ 페치 컨트롤러 tp_헤더 디코더(33), ad_필드 디코더(34), 디스크램블러
(35), 멀티플렉서(36), PES_헤더 디코더(38)는 다음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 초기화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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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장치내의 모든 블록들이 공용버스에 연결되어 있고 버퍼 관리 모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논리적인 분할이 잘이루어져 있다.

둘째, 특정 디코더를 소프트웨어로도 구현 가능하므로 약간의 수정이나, 여타의 다른 디코더의 수정, 기
능추가, 구조변경이 용이하다.

셋째, 본 발명은 종래기술과 비교되지 않을만큼의 작은 버퍼로 디스크램블링을 겸한 TS 파징을 수행하며 
디자인의 수정과 변화가 용이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일정한 비트 레이트 비로 저장하는 N개의 버퍼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동기 
바이트를 체크하는 동기 ＆ 페치 컨트롤러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패킷 식별번호를 해당 패킷의 개
별 비트열과 비교하여 지정된 패킷만을 걸러내는  tp_헤더 디코더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프로그램 
시각 기준 참조치(PCR)를 추출하는 ad_필드 디코더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내의 페이로드 정보중
의 스크램블 신호를 복원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패킷과 디스크램블된 신호를 다중 분리하는 멀티플렉
서와;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프리젠테이션 타임 정보(PTS)를 추출하는 PES_헤더 디코더와; 상기 다중 
분리된 비디오/오디오 신호 또는 최종 디스크램블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버퍼, 동기 ＆ 페치 컨트롤러, tp_헤더 디코더, ad_필드 디코더, 디스크램
블러, 멀티플렉서, PES_헤더 디코더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공통 버스라인으로 연결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다중·분리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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