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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개의 텔레비전들과; 멀티프로그램으로 구성

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라 선택된 싱글 프로그램들

을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들로 전송하는 하나의 셋탑박스로 구성되며; 상기 셋탑박스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프로그

램 안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수신되는 디지털방송에서 상기 메모리에 설정된 메인채널의 디지털

방송을 선택하고 복조하여 멀티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튜너 및 복조부와, 상기 멀티프로그램 트

랜트포트 스트림의 패킷타이즈 인식자정보와 상기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시청자들 각각의 프

로그램 선택요구에 대응된 서브채널들 각각을 선택하게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 하에 상기 시청자들 

각각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른 서브채널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서브채널들상의 싱글 프로그램들 각각을 제공하는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디멀티플랙서들과, 상기 싱글 프로그램들 각각을 각각 디코딩하는 복수개의 싱글프로그램 디코

더와, 상기 디코딩된 싱글 프로그램들을 송신하는 송신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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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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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단방향 무선 송수신 시스템 일 예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셋탑박스 시스템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2의 셋탑박스(30) 구체 블록 구성도,

도 4는 도 3의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 및 그 주변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 블록 구성도,

도 5는 도 3의 RF송신부의 상세 회로 구성도.

도 6은 트랜스포트 DEMUX(64-k)의 신호 처리 전후의 스트림 포맷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멀티 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상의 트랜스 포트 스트림의 구체 포맷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나의 셋탑박스(settop box)를 이용하면서도 여러 대의 텔레비전들에서 디

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 및 그 시청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디지털 시험방송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의 영상과 음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현재의 아

날로그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셋탑박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셋탑박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한 대의 텔레비전으로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도 1에 도시된 일 예와 같이, 복수개의 무선 송신기(2,4,6,8)와 무선 수신기(10)를 포함한 단방향 무선 송수신 시

스템을 이용하면, 4대의 소스(12,14,16,18)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RF(Radio Frequency)채널 4개를 통해 송신하며 

그 채널에 따라 텔레비전(20)을 시청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NTSC(National Television Standard Committee) 표

준에 맞는 신호를 100kHz의 대역폭을 갖는 2.4GHz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밴드로 주파수 변조시켜

서 4개의 채널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각 채널은 DVD(Digital Versatile Disc player) 또는 VCR(Video Cassette Re

corder) 등에서 나오는 하나의 방송 데이터를 가진 소스가 송신되는 매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기술은 도 1과 같은 단방향 무선 송수신 시스템을 구성함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자는 무선송신기가 설

정한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방송(하나의 방송 데이터를 가지는 소스)을 무선 수신기에서 해당 채널을 선택함으로써 

텔레비전을 시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디지털 방송에서는 하나의 소스에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현재의 단방향 무선 송수신 시스템은 각각의 텔레비전 시청자가 하나의 소스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

송들중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의 셋탑박스를 이용하면서도 여러 대의 텔레비전에서 서로 다른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 및 그 시청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개의 텔레비전들과; 멀

티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라 선택

된 싱글 프로그램들을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들로 전송하는 하나의 셋탑박스로 구성되며; 상기 셋탑박스는; 디지털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수신되는 디지털방송에서 상기 메모리에 설정된 

메인채널의 디지털방송을 선택하고 복조하여 멀티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튜너 및 복조부와, 상기

멀티프로그램 트랜트포트 스트림의 패킷타이즈 인식자정보와 상기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시

청자들 각각의 프로그램 선택요구에 대응된 서브채널들 각각을 선택하게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 하

에 상기 시청자들 각각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른 서브채널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서브채널들상의 싱글 프로그램

들 각각을 제공하는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디멀티 플랙서들과, 상기 싱글 프로그램들 각각을 각각 디코딩하는 복수개

의 싱글프로그램 디코더와, 상기 디코딩된 싱글 프로그램들을 송신하는 송신부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

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셋탑박스 시스템 개념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2의 셋탑박스(30

)의 구체 블록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댁내와 같이 수 미터 내지 수 십미터 범위내에 하나의 셋탑박스(30)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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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텔레비전들(40,44,48,52)이 설치된다. 예컨대, 하나의 셋탑박스(30)는 댁내 거실에 설치될 수 있고 복수개의 

텔레비전들(40,44,48,52)은 댁내 방들 각각에 설치될 수 있다. 셋탑박스(3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도 3과 같이

새롭게 구현되는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방송 데이터를 복수개의 텔레비전들(40,44,48,52)로 무선송신하

기 위한 RF송신부(34)와, 복수개의 텔레비전들(40,44,48,52)이 있는 곳에 주로 놓이는 블루투스 원격제어기(remote

controller: 36)와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모듈(32)을 포함하고 있다. 복수개의 텔레비전들(40,44,48,5

2) 각각에는 대응된 무선 수신부들(38,42,46,50)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복수개의 텔레비전들(40,44,48,52) 각각에

는 대응된 블루투스 원격제어기(36)들이 각각 구비될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자는 텔레비전 근처 있는 블루투스 원격

제어기(36)를 이용하여 디지털방송의 메인채널내에 포함된 복수개의 서브채널들중 자신이 원하는 서브채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서브채널상의 싱글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상기한 도 2에서는 하나의 셋탑박스(30)를 이용하면서도 여러 대의 텔레비전들(40,44,48,52)에서 서로 다른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도 2의 개념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의 

셋탑박스(30)를 이용하면서도 여러 대의 텔레비전들(40,44,48,52)에서 서로 다른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셋탑박스(3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현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새롭게 구현된 셋탑박스(30)는, DTV(Digital Television)튜너(60), 8VS

B복조기(62),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DEMUX들(transport de-multiplexor)(64-1,64-2,..,64-n), 마이크로 프로세서(

66),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68), 복수개의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들(70-1,70-2,..,70-n)

, MUX(multiplexor)(72), 사용자 인터페이스(74), 블루투스 모듈(32), 및 RF송신부(34)를 구비하고 있다. 통상적인 

셋탑박스는 NIU(Network Interface Unit),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디코

더, 오디오 및 비디오 출력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셋탑박스의 일 예로는 대한민국 공

개특허공보 제2001-9630호(발명의 명칭: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개시되어 있다.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 예의 DTV(Digital Television)튜너, 8-VSB(Vestigial Side band)복조부(62)는 통상

적인 셋탑박스의 NIU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70-1,70-2,..,70-n)에는 도 4와 함께 상세히 설

명될 것인데 통상적인 셋탑박스의 MPEG-2디코더 및 AC-3디코더가 포함되어 있다.

도 2에서,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DEMUX들(64-1,64-2,..,64-n), 복수개의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들(70-1,70-2,..,70

-n), 메모리(68)에 포함된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가 셋탑박스(30)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메인채널을 통

해 수신되는 하나의 메인채널상의 디지털방송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개의 멀티프로그램들중 시청자 자신이 원하

는 싱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설명하면, 디지털 방송의 하나의 메인 채널(하나의 소스)은 복수

개의 서브채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하나의 셋탑박스(30)를 이용하면서도 각 텔레비전(40,

44,48,52)에서 다른 서브채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메인채널에 포함된 복수개의 서브채널들상의 

각 디지털방송 즉 각 싱글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모두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서브채널 수만큼의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

70-k: k=1,2,..,n)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도 3의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70-k: k=1,2,..,n) 및 그 주변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 블록 구성도이다. 도 4에서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88)와 트랜스포트 DEMUX(64-k)간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도 3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66)가 고의로 생략되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포트 DEMUX(64-k) 및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88)는 도 3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 프로세서(66)의 제어 하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3 및 도 4를 함께 참조하면, 디지털방송 신호인 8VSB방식으로 변조된 멀티프로그램 MPEG2 TS(transport strea

m) 스트림이 안테나 또는 케이블선 등으로 들어오면 DTV튜너(60)는 마이크로 프로세서(66)의 제어 하에 메모리(68)

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메인채널(도 4에서는 물리채널로 표현됨)을 선택하여 8-VSB 복조기(62)로 신호를 보낸

다. 메인채널의 선택은 셋탑박스(3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74)를 통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8-VSB

복조기(62)는 수신되는 디지털방송신호를 복조한 후 멀티프로그래밍 되어진 MPEG2 TS스트림(이하 '멀티 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multi program transport stream)'이라 칭함)을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DEMUX들(64-1,64-2,..,6

4-n) 각각에 19.4Mbps의 비트율로 보낸다.

멀티 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패킷 구조는 복수 프로그램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ITU-T(International Teleco

mmunications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에 의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존의 PES(Pack

etized Elementary Stream)을 분할하여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멀티 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

림(200)상의 각 트랜스포트 패킷(201)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스포트 헤더(transport header)(202), 적응필

드(adaptive field)(204), 및 페이로드(pay load)(206)로 구성되어 있다. 멀티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200)의 트

랜스포트 패킷(201)을 도 7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 면, 트랜스포트 헤더(202)에는 패킷 동기신호, 13비트의 

PID(Packetized ID)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적응필드(204)에는 PCR(Program Clock Reference)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페이로드(206) 부분에는 서브채널들의 A/V 스트림정보 즉 비디오, 오디오 또는/및 데이터 비트정보들이 포함

되어 있다.

트랜스포트 DEMUX들(64-1,64-2,..,64-n) 각각은 입력된 멀티 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PID(Packetized ID)

를 마이크로 프로세서(66)의 제어 하에 메모리(68)에 저장된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 베이스(88)에 인가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66)는 상기 PID를 이용하여 PSIP(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rotocol) 규약에 의해 만들어진 메모리(

68)내의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88)를 업그레이드시킨다.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는 MPEG-2 시

스템 규격에서 정의하는 것으로서 트랜스포트 스트림내의 프로그램 스트림들의 다중화 내용 및 네트워크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 베이스(88)에는 4개의 테이블 즉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PMT(Program Map Table), NIT(Network Information Table), CAT(Conditional Access Table)로 구성되어 있다

. PAT는 각 프로그램을 DEMUX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해당 PMT의 PID를 가리키는 테이블이고, PM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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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들의 PID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다. 그리고 NIT는 FDM 주파수,

위성 중계기 주파수 등의 네트워크의 물리적 파라메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며, CAT는 가입자 관리용 테이블이다.

한편 텔레비전이 설치된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는 셋탑박스(30)에 의해서 현재 방영되고 있는 디

지털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하면 그 방에 있는 블루투스 원격제어기(36)를 

이용해 방송변경 버튼을 누르면 된다. 즉 시청자는 프로그램 선택 요구를 하게 된다. 시청자가 텔레비전이 있는 곳의 

블루투스 원격 제어기(36)를 이용하여 서브채널의 변경을 요구(프로그램 선택 요구)하면, 선택 요구한 프로그램에 대

응된 채널정보와 텔레비전ID가 블루투스 근거리무선 통신방식으로 셋탑박스(30)의 블루투스모듈(32)을 통해 마이크

로 프로세서(66)에 인가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66)는 사용자 인터페이스(74)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메인채널

을 기본 설정되게 메모리(68)에 저장하며, 블루투스 모듈(32)을 통해 텔레비전들(40,44,48,52)이 있는 각 방의 시청

자가 보낸 채널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채널정보는 각 방의 시청자가 시청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응된 서브채널 정

보이다.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66)는 블루투스 모듈(32)을 통해 텔레비전ID 및 채널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채널

정보와 멀티 프로그램 스트림상의 PID정보와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88)의 테이블들을 이용하여 해당 서브채

널들상의 싱글 프로그램의 MPEG-2 비디오 비트 스트림, AC-3 오디오 비트 스트림, PCR(Program Clock Referen

ce)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트랜스포트 DEMUX(64-k)를 제어한다. 그에 따라 각 트랜스포트 DEMUX(64-k: k=1,2

,..,n)는 마이크로 프로세서(66)의 제어 하에 멀티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디멀티플랙싱하여 프로그램 안내 데

이터베이스(88)에 설정되어 있는 서로 다른 서브채널들상의 싱글 프로그램의 MPEG-2 비디오 비트 스트림, AC-3 

오디오 비트 스트림, PCR(Program Clock Reference)정보를 얻어내고 대응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70-k: k=1,2,..,n

)로 출력한다. 각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70-k: k=1,2,..,n)는 MPEG-2 비 디오 패킷과 AC-3 오디오 패킷을 TV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디코딩하여 싱글 프로그램의 비디오 신호 V 및 오디오 신호 A로서 출력한다.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

(70-k: k=1,2,..,n)는 MPEG-2디코더(80), AC-3디코더(82), 및 클록복원 및 A/V동기화부(84)로 구성되어 있다. MP

EG-2디코더(80)는 MPEG-2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디스플레이 프로세싱부(86)에 제공하며, 디스플레이

프로세싱부(86)는 MPEG-2디코더(80)에 의해서 디코딩된 비디오신호를 사용자의 요구(예컨대, 비디오 해상도 등의 

조절)에 맞게 프로세싱하여 비디오신호 V로서 출력한다. AC-3디코더(82)는 AC-3 오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

여 오디오신호 A로서 출력한다. 그리고 클록복원 및 A/V동기화부(84)는 MPEG-2 비디오 비트스트림과 AC-3 오디

오 비트 스트림의 타임스탬프(time stamp)정보, PCR(Program Clock Reference)정보를 입력으로 MPEG-2디코더(

80) 및 AC-3디코더(82)가 오디오 및 비디오 비트 스트림을 추출 가능하게 하고 클록동기를 맞추게 MPEG-2디코더(

80) 및 AC-3디코더(82)를 제어한다.

복수개의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들(70-1,70-2,..,70-n)에 의해서 각각 디코딩된 싱글 프로그램들의 비디오신호 V 및 

오디오신호 A는 마이크로 프로세서(66)의 제어 하에 MUX(72)에서 멀티플랙싱된 후 RF송신부(34)로 인가된다.

RF송신부(34)는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70-1,70-2,..,70-n)에 의해서 디코딩된 싱글 프로그램들의 비디오신호 V 및 

오디오신호 A들을 각각의 방에서 시청자가 보낸 채널정보에 의거해서 각각의 주파수에 실리게 하는 FM변조를 행한

다.

도 5를 참조하여, RF송신부(34)에서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싱글 프로그램 디코더(70-1,70-2

,..,70-n)에 의해서 디코딩된 싱글 프로그램들의 비디오신호 V 및 오디오신호 A들 각각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Video A(90), Audio A(92,94)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Video A(90), Audio A(92,94)들은 FM변조기(98)로 인가된

다. 또한 텔레비전들(40,44,48,52)이 있는 각 방의 시청자가 보낸 채널정보와 텔레비전ID에 의거하여 마이크로 프로

세서(66)는 PLL(Phase Locked Loop)(96)를 제어하여 해당 반송파신호를 FM변조기(98)로 인가한다. 그에 따라 FM

변조기(98)는 Video A(90), Audio A(92,94)들을 해당 반송파신호에 실어 서브채널 FM신호로서 서브채널 혼합기(1

00)에 인가한다. 서브채널 혼합기(100)는 FM변조기(98)들로부터 출력되는 서브채널 FM신호들을 믹싱하여 대역통

과필터(102)로 인가된다. 서브채널 혼합기(100)로부터 출력되는 믹싱된 서브채널 FM신호들은 대역통과필터(102)에

의해서 대역통과 필터링되고 전력증폭기(104)에 의해서 전력 증폭된 후 안테나(106)를 통해서 무선 송신된다.

각방에 설치된 특정 주파수만을 수신할 수 있는 FM수신기(38,42,46,50)는 수신신호를 수신하여 FM 복조한다. 그 후

복조 신호를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로 구분하여 대응 TV(40,44,48,52)에 제공하여 각각의 TV(40,44,48,52)에서 시

청자가 원하는 서브채널의 싱글 프로그램을 수신하게 된다. 그에 따라 시청자는 자신의 원했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

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나의 셋탑박스를 이용하면서도 여러 대의 텔레비전에서 서로 다른 디지털방송 프로그

램을 시청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개의 텔레비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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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라 선

택된 싱글 프로그램들을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들로 전송하는 하나의 셋탑박스로 구성되며;

상기 셋탑박스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수신되는 디지털방송에서 상기 메모리에 설정된 메인채널의 디지털방송을 선택하고 복조하여 멀티프로그램 트랜스

포트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튜너 및 복조부와,

상기 멀티프로그램 트랜트포트 스트림의 패킷타이즈 인식자정보와 상기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

기 시청자들 각각의 프로그램 선택요구에 대응된 서브채널들 각각을 선택하게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 하에 상기 시청자들 각각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른 서브채널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서브채널

들상의 싱글 프로그램들 각각을 제공하는 복수개의 트랜스포트 디멀티플랙서들과,

상기 싱글 프로그램들 각각을 각각 디코딩하는 복수개의 싱글프로그램 디코더와,

상기 디코딩된 싱글 프로그램들을 송신하는 송신부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 는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

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상기 디코딩된 싱글 프로그램들을 믹싱하고 믹싱된 무선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텔레

비전들로 송신하는 무선 송신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들이 있는 곳에 놓이며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른 채널정보와 대응된 텔레비전 인

식자정보를 상기 셋탑박스로 근거리 무선 송신하는 근거리무선통신 원격제어기와,

상기 셋탑박스에 위치하며, 상기 채널정보와 대응된 텔레비전 인식자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에 제공하는 근거

리 무선통신장치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 시스템.

청구항 4.
복수개의 텔레비전들과, 멀티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프로

그램 선택 요구에 따라 선택된 싱글 프로그램들을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들로 전송하는 하나의 셋탑박스를 구비하

는 셋탑박 스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방송 시청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텔레비전들이 있는 곳의 시청자로부터의 프로그램 선택 요구가 있으면 원격제어기는 요구한 채널정보

와 대응된 텔레비전 인식자정보를 상기 셋탑박스로 무선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셋탑박스가 수신되는 디지털방송에서 상기 메모리에 설정된 메인채널의 디지털방송을 선택하고 복조하여 멀티

프로그램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출력하고, 상기 요구한 채널정보 및 상기 멀티프로그램 트랜트포트 스트림의 패킷

타이즈 인식자정보와 상기 프로그램 안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 선택 요구에 따른 서브채널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서브채널들상의 싱글 프로그램들 각각을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셋탑박스가 상기 제공되는 싱글 프로그램들 각각을 디코딩하고 상기 대응된 텔레비전 인식자정보를 이용하여 

복수개의 텔레비전들로 무선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셋탑박스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방송 시청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정보는 시청자가 시청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응된 서브채널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셋

탑박스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방송 시청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제어기는 상기 요구한 채널정보와 대응된 텔레비전 인식자정보를 상기 셋탑박스로 블루투

스 근거리무선 통신 방식으로 무선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셋탑박스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방송 시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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