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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 채널의 전환을 위한 채널 맵을 생성하는 디지털 방송수신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수신하지 않는 소정 기간인 충전 기간에 복수개

의 방송 서비스 채널에 대해 PMT PID, PES PID 및 Walsh code를 서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채널 맵을 생성한

다. 여기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충전 기간에 고정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면

서 채널 맵을 생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서 채널 맵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충전이 개시되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충전이 개시되면 복수개의 방송 서비스 채널에 대해 PMT PID, PES PID 및 Walsh code를

서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채널 맵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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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맵 생성 단계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수신하고, 각 방송 서비스 채널에 따른 Walsh Code값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는 Walsh Code MAP

을 생성하는 단계와,

디지털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어 오는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및 PMT(Program Map Table)를 수신하여

파싱하는 단계와,

상기 PAT 및 PMT로부터 PMT PID, Audio PID 및 Video PID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Audio PID 및 Video PID에 대응한 Walsh Code값을 상기 Walsh Code MAP으로부터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PMT PID, Audio PID, Video PID 및 Walsh Code값을 이용하여 상기 각 방송 서비스 채널에 대한 채널 맵을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맵은 비휘발성 메모리 상에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방송 채널 변경시 상기 채널 맵을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채널을 수신하고 각 방송 서비스 채널에 따른 Walsh Code값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는 Walsh Code MAP

을 생성하는 베이스밴드 처리부와, ,

상기 디지털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어 오는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및 PMT(Program Map Table)를 수신

하여 파싱하여 Pmt PID, Audio PID 및 Video PID를 획득하는 PSI 파싱부와,

각 방송 서비스 채널에 따른 Walsh Code값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는 Walsh Code MAP으로부터 상기 Audio PID 및

Video PID에 대응한　 Walsh Code값을 상기 Walsh Code MAP으로부터 획득하는 Walsh code 설정부와,

상기 Pmt PID, Audio PID, Video PID 및 Walsh Code값을 이용하여 상기 각 방송 서비스 채널에 대한 채널 맵을 구현하

는 메모리와,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충전이 개시되는 지를 판단하고,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충전이 개시되면 상기 베이

스밴드를 통해 디지털 방송 채널이 수신되도록 제어하는 채널 설정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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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방송 채널의 스위칭을 위한 채널 맵을 생성하는 방법 및 디지털 방

송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이하 DMB)의 전송 규격으로 MPEG

(Motion Picture Experts Group)-2 TS(Transport Stream)를 사용한다. 이러한 DMB 방송 규격에 따르면 DMB 방송 채

널은 Walsh code 정보를 포함하는 CDM(Code Division Multiplex) 채널의 구성 정보를 전송하는 Pilot 채널과, DMB 방

송의 수신에 대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채널, 서비스 채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채널, 그리고 실제 전송 스트림(Transport Packet:이하 TS라 칭한다)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의 미디어 채널로 구성된다.

디지털 방송 센터는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 정보를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로 전송하며, 방송 수신 장치는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 정보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따른 TS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여기에

서, PSI 정보로는 SDT(Service Description Table),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PMT(Program Map Table)가

있다. SDT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방송 서비스 채널들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사용자는 이 SDT를 참조하여 원하는 채널

을 선택할 수 있다. PAT는 현재 방송 중인 방송 채널 ID(identification)와 그 방송 채널의 추가 정보를 갖고 있는 PMT의

PID(Packet Identification)를 포함한다. 그리고 PMT는 개별 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TS의 PIDs를 포함

한다.

즉,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소정 방송 채널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 채널의 TS 패킷 데이터들

의 PID(이하 Packet Elementary Stream Packet Identification: PES PID라 칭하기로 한다)값을 알아야 한다. 이 PES

PID는 SDT로부터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의 채널 ID를 상기 PAT와 PMT에서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따른 PES PID를 가진 TS 패킷 데이터만을 수신함으로써 사용

자에게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디

지털 방송 수신 센터로부터 방송되는 TS 패킷 데이터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의 PES PID를 가진 TS 패킷들만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Walsh code다.

여기서 Walsh Code는 일종의 직교(Orthogonal) 코드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상파 DMB의 전송 규격인 MPEG-2

에서는 특정 채널의 TS 패킷 데이터만을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Walsh Code에 대한 정보는 상술한 바

와 같은 DMB 전송 규격의 5개 채널 중 Pilot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Pilot 채널로부터 각각의

CDM(Code Division Multiplex) 채널들에 대한 최대 PID 값의 범위와 최소 PID 값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따라

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채널에 대한 Walsh code 값을 베이스밴드

처리부에 설정하고, 설정된 Walsh code의 최대 최소 PID 범위 안에 해당되는 PES PID를 가진 TS 패킷만을 필터링하여

수신한다.

즉,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해당되는 TS 패킷 데이터들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

에 따른 PMT PID 및 PES PID에 해당되는 Walsh Code를 검색하고 베이스밴드 처리부에서 검색한 Walsh Code를 설정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통상적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서는 사용자가 채널을 변경할 때마다 PAT 및 PMT를 분석하여 Walsh Code

설정 과정을 거쳐야만 했으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의 TS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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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발명는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서 사용자가 방송 채널을 전환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방송 채널의 TS 패

킷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방송 채널의 스위칭을 위한 채널 맵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서 채널 맵을 생성하는 방법은 디지털 방

송 수신 장치에서 채널 맵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충전이 개시되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

와,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충전이 개시되면 복수개의 방송 서비스 채널에 대해 PMT PID, PES PID 및 Walsh

code를 서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채널 맵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

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수신하지 않는 소정 기간인 충전 기간에 복수개

의 방송 서비스 채널에 대해 PMT PID, PES PID 및 Walsh code를 서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채널 맵을 생성한

다. 여기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충전 기간에 고정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면

서 채널 맵을 생성할 수 있다. . PES PID는 비디오 ID 및 오디오 ID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수신하지 않는 소정 기간은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가 충전되는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블록 구성도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베이스밴드 처리부(110), PSI 파싱부(120), Walsh code 설정부(130), 메

모리(140) 및 채널 설정 제어부(150)를 포함한다. 채널 설정 제어부(150)는 사용자가 소정 방송 채널을 선택하면 그 채널

에 대한 TS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베이스밴드 처리부(110)를 제어한다. 또한, 채널 설정 제어부(150)는 사용자가 디

지털 방송 수신하지 않는 소정 기간에 복수개의 방송 서비스 채널에 대해 PMT PID, PES PID 및 Walsh code를 서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다시 말해 채널 설정 제어부(150)는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수신하지 않는 소정 기간에 베이스밴드

처리부(110)를 통해 Pilot 채널, EPG 채널, CAS 채널 및 적어도 하나의 미디어 채널을 수신하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서,

채널 설정 제어부(150)는 충전 기간에 베이스밴드 처리부(110)를 통해 Pilot 채널, EPG 채널, CAS 채널 및 적어도 하나의

미디어 채널을 수신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충전시에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고정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채널

맵을 생성할 수 있다.

베이스밴드 처리부(110)는 Pilot 채널로부터 수신한 Walsh Code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CDM 채널들에 대한

Walsh code의 최대 PID 값과 최소 PID값을 포함하는 Walsh Code MAP을 생성하여 Walsh code 설정부(130)에 제공한

다. 그리고 베이스밴드 처리부(110)는 EPG 채널을 통해 SDT를 획득한다. 또한, 베이스밴드 처리부(110)는 CAS 채널을

통해 PAT를 획득하고, 적어도 하나의 미디어 채널을 통해 PMT를 획득한다. 여기에서 SDT는 사용자에게 디지털 방송을

가이드하기 위한 것이므로 디지털 방송 수신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PAT는 현재

방송 중인 방송 채널 ID(identification)와 그 방송 채널의 추가 정보를 갖고 있는 PMT의 PID(Packet Identification)를 포

함한다. 그리고 PMT는 개별 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TS의 PIDs를 포함한다.

이러한 PAT 및 PMT는 PSI 파싱부(120)에 입력된다. PSI 파싱부(120)는 PAT 및 PMT를 파싱하여 각 방송 서비스 채널

에 대한 PMT PID, PES PID(Audio PID 및 Video PID)를 획득한다.

표 1에 SDT의 예를 보이고, 표 2에 PAT의 예를 보인다. 그리고 표 3에 PMT의 예를 보이고 표 4에 Walsh Code MAP의

예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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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채널 ID 서비스 채널 타이틀

0x01 SF 영화 채널

0x02 멜로 드라마 채널

0x03 EA 스포츠

0x04 시사 경제 뉴스

0x05 투니버스 만화

... ...

[표 2]

채널 ID PMT PID

0x01 0x0100

0x02 0x0200

0x03 0x0300

0x04 0x0400

0x05 0x0500

... ...

[표 3]

PMT PID 스트림 패킷 종류 PES PID

0x0100
비디오 0x0130

오디오 0x0150

0x0200
비디오 0x0230

오디오 0x0250

0x0300
비디오 0x0330

오디오 0x0350

0x0400
비디오 0x0430

오디오 0x0450

0x0500
비디오 0x0530

오디오 0x0550

[표 4]

walsh code 최소 최대 PID

Walsh Code #1
Min PID 0x0100

Max PID 0x0199

Walsh Code #2
Min PID 0x0100

Max PID 0x0199

Walsh Code #3
Min PID 0x0200

Max PID 0x0299

Walsh Code #4
Min PID 0x0200

Max PID 0x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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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sh Code #5
Min PID 0x0300

Max PID 0x0399

... ... ...

PSI 파싱부(120)는 획득한 PMT PID, PES PID(Audio PID 및 Video PID)를 Walsh Code 설정부(130) 및 메모리(140)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PSI 파싱부(1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질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PSI 파싱부

(120)는 PAT 파싱부(122) 및 PMT 파싱부(124)를 포함한다.

PAT 파싱부(122)는 PAT를 파싱하고 파싱된 PAT로부터 소정 서비스 채널에 따른 PMT PID를 획득한다. 그리고 PMT

파싱부(124)는 PMT를 파싱하고 PAT 파싱부(122)에서 확인된 PMT PID에 따른 PES PID(Audio PID 및 Video PID)를

획득한다. PMT 파싱부(124)로부터의 PES PID는 Walsh code 설정부(130)에 제공된다. Walsh code 설정부(130)는 PES

PID에 대응하는 Walsh Code 값을 Walsh code MAP로부터 확인한다. Walsh code 설정부(130)는 확인된 Walsh Code

값을 메모리(140)에 제공한다. 또, Walsh Code 설정부(130)는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출력할 방송 채널에 대한

Walsh Code를 베이스밴드 처리부(110)에서 수신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메모리(140)는 서비스 채널에 대한 PMT PID, PES PID(Audio PID 및 Video PID) 및 Walsh Code 값을 제공받는다. 그에

따라 메모리(140)는 각 서비스 채널에 대해 PMT PID, PES PID(Audio PID 및 Video PID) 및 Walsh code를 저장하여 채

널 맵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메모리(140)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메모리에 구현된 채널 맵 데이

터베이스는 아래 표 5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표 5]

Channel Map

Channel #1

PMT PID

Audio PID

Video PID

Walsh Code

Channel #2

PMT PID

Audio PID

Video PID

Walsh Code

... ...

이후 만약 사용자가 SF 영화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표 5에서 보이고 있는 채널

맵으로부터 사용자가 선택한 SF 영화 채널에 해당하는 PMT PID, Audio PID 및 Video PID 및 Walsh code를 획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채널 설정 제어부(150)가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따라 채널 선택 신호를 수신하면, 메모리(140)에 구현

된 채널 맵으로부터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대한 PMT PID, Audio PID 및 Video PID 및 Walsh code를 독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베이스밴드 처리부(110)에서 해당 채널을 수신할 수 있도록 Walsh code를 설정한다.

본 발명은 미리 각 서비스 채널에 대한 PMT PID, Audio PID,Video PID 및 Walsh Code 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채널 맵

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채널에 해당되는 PMT PID, Audio PID, Video PID 및 Walsh Code 값을 검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채널 변경 시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도 3은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채널 맵을 구현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 수신하지 않는 소정 기간에 채널 맵을 생성한다. 예컨대,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단계 210에서 충전되는 지를 판단한다.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가 휴대형이면, 주기적으로 충전되

어야 하는데, 사용자는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를 충전하는 중에는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

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가 충전되는 지를 판단하고 충전 기간에 채널 맵을 생성하는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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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충전시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각 채널별로 PMT PID, Audio PID, Video PID 및 Walsh Code 값을 획득하는

작업에 배터리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즉,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충전 기간에 고정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채널 맵을 생성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충전이 개시되면 단계 220으로 진행하여 Walsh Code MAP을 생성한다.

이어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단계 230으로 진행하여 PSI 즉, PAT 및 PMT를 파싱하고 단계 240에서 PAT 및

PMT를 분석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단계 250에서 PMT PID, PES PID(Audio PID 및 Video PID)

및 Walsh code를 획득한다. PMT PID는 PAT로부터 획득되며, Audio PID 및 Video PID는 PMT로부터 획득된다. 그리고

PES PID에 대응한 Walsh Code 값은 Walsh code MAP로부터 획득된다.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단계 260에서 획

득한 PMT PID, Video PID, Audio PID 및 Walsh code를 해당 서비스 채널에 대응하여 저장함으로써 채널 맵을 생성한

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0)는 충전이 종료될 때까지 단계 220 내지 단계 260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각 서비

스 채널에 대한 PMT PID, Video PID, Audio PID 및 Walsh code를 획득하고 채널 맵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미리 각 서비스 채널에 대한 PMT PID, Audio PID, Video PID 및 Walsh Code 값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채널 맵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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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각 서비스 채널에 대한 PMT PID, Audio PID, Video PID 및 Walsh Code 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채널 맵

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채널 변경시 해당 채널에 대한 PMT PID, Audio PID, Video PID 및 Walsh Code 값을 검

색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채널 변경 시 채널 변경에 따른 디지털 방송 데이터 서비스를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의 PSI 파싱부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채널 맵을 구현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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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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