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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와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및 송출장치가 개시되어 있

다. 이러한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은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헤더정보를 제거하여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방송신호에서 전체 화상을 기록하고 있는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어서 해당 위치의 인트라픽쳐만

을 쉽게 재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에 의하면, 쉽게 고속 전진, 되감기와 트릭모드에서의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방송신호, 위치정보, 인트라 픽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방송신호파일의 위치기록방법에 의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종래의 방송신호 위치기록방법을 적용한 방송신호 수신장치가 고속 전진 및 되감기와 같은 동작을 수

행하면서 방송신호를 재생하는 과정의 플로우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의 플로우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에 따라서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값을 기록한 데이터 구조예

를 나타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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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는 널패킷에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기록한 것이고,

도 4b 및 도 4c는 TS스트림파일의 앞 및 뒤의 특정 위치에 각각 I픽쳐의 위치 정보를 기록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을 적용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의 블록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을 적용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의 재생과정의 플로우도이고, 그

리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을 적용한 방송신호 송출장치의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신호 기록 및 재생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방송신호중 화상의 위치정보를 미리 저장하여 두고 그 정

보에 의거하여 고배속 재생동작을 수행하거나 되감기 고속전진동작시 화상을 재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송신호의 위치

정보 기록방법와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및 송출장치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보조기억장치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는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고 랜

덤억세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송신호 수신 장치에서 저장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저장장치를 구비하는 방송신호 수신장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을 수신하여 방송신호 파

일의 형태로 저장장치에 기록하여 재생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장장치를 구비하는 방송신호 수신장치에서 녹화된 방송신호파일을 재생할 때, 사용자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곳의 위치를 찾기 위해 고속 전진(Fast Forward) 및 되감기(Rewind)와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또한, 시

간이 없을 때, 녹화된 방송을 고속재생하여 빠른 속도로 시청한다.

이를 위해 종래에는 그 자체로 원화상의 정지화를 재생할 수 있는 복수개의 I-픽쳐가 방송신호파일의 화상파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모아서 별도의 인덱스파일로서 저장장치에 저장해둔다. 그리고, 화상파일에

고속전진, 되감기 및 고속재생과 같은 동작을 행할 때, 해당 인덱스파일을 열어서 인덱스에 대응하는 위치의 I-픽쳐를

재생한다.

도 1은 종래의 방송신호파일의 위치기록방법에 의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엠펙파일은 I픽쳐(Intra Picture)에 복수개의 B 픽쳐(Bidirectionally Predictive Picture)

와 P픽쳐(Predictive Picture)가 뒤 따르고 있다. 이중에서, I픽쳐(인트라 픽쳐)는 인접한 프레임과 상관없이 독립적

으로 디코딩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방송신호 위치기록방법은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인덱스 파일을 별도로 하드디스크

에 저장하고 있다.

도 2는 종래의 방송신호 위치기록방법을 적용한 방송신호 수신장치가 고속 전진 및 되감기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면

서 방송신호를 재생하는 과정의 플로우도이다.

도 2에 도시된 것같이, 방송수신장치는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파일을 열고(단계 S202), 엠펙(MPEG) 파

일을 연다(단계 S204).

또한, 인덱스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정보에 의거 인트라 픽쳐의 위치를 정보를 읽어 내고(단계 S206), 엠펙 파

일에서 해당 위치값에 해당하는 인트라 픽쳐를 추출하고(단계 S208), 인트라 픽쳐를 디코딩하였다(단계 S210).

따라서, 인덱스 파일과 엠펙파일의 2가지를 열어야 하므로, 하드 디스크의 액세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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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가 기록되고, 이 위치정보에 의거하여 되감기와 고속전진 및 트릭모

드수행을 쉽게 행할수 있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와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및 송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신기내에서 수신된 방송데이터로부터 추출하거나 연산하여 만든 정보를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삽입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서 헤더정보를 제거하여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및 상기 추출된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

림의 널패킷에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신된 방송신호 파일을 저장하는 기 록매체를 구비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에 

있어서, 녹화하고자 하는 채널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중에서 인트라 픽쳐

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여 추출하는 위치값 생성부; 상기 추출된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합성하여 상기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기록된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에 의거하여 인트라픽

쳐를 재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가 제

공된다.

상기 위치정보는 헤더정보가 제거된 비디오 스트림에서 인트라 픽쳐가 몇개의 프레임마다 삽입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인트라 픽쳐의 어드레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송신호 수신장치는 되감기 및 고속전진 명령이 요구되면, 상기 제어부는 되감기 및 고속전진 동작을 행하면서

상기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인트라픽쳐를 재생한다.

상기 방송신호 수신장치는 트릭모드가 요구되면,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를 소정 갯수씩 건너 

뛰면서 해당 위치의 인트라픽쳐를 재생한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송출하고자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인트라 픽쳐가 몇개의 프레임마다 삽입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를 검색하는 위치정보 검색부; 상기 검색된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

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합성하는 위치정보 합성부;및 위치정보가 포함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송출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정보가 기록된 방송신호의 송출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위치정보검색부는 검색결과 얻어진 위치값들을 테이블화한뒤 TS패킷형태로 만든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들을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에 대하여 도 2 및 도 3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의 플로우도이다.

TS스트림에 위치정보값이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한다(단계 S302). 만약, 위치정보값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단계 S

304), 방송신호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TS스트림에서 패킷헤더를 제거하고, ES(elementary stream) 스트림을 만든다

.

패킷헤더에는 비디오 포맷(video format), 컬러 포맷(color format), 코딩(coding) 방식, 가로세로 비(aspect ratio)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PES스트림에서 전체 인트라픽쳐의 위치값들을 검색한다(단계 S306).

여기서, 위치값은 예를 들면, 첫번째 I픽쳐가 TS스트림의 몇번째 TS패킷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그 다음

의 I픽쳐는 첫번째 I픽쳐의 몇번 째 패킷 뒤에 오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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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얻어진 위치값들을 섹션(secti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든 뒤 TS패킷형태로 만든다(단계 S308). 위치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TS패킷을 방송신호파일의 TS 스트림에 도 4와 같이 합성한다(단계 S310).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TS스트림의 위치기록방법에 따라서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값을 기록한 데이터 구조예를 나

타내고 있다.

방송에서 전달되는 모든 데이터를 TS패킷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스트림으로 방송신호를 송출하는데 이러한 TS스트

림에는 주파수 대역폭의 조절을 위해 아무런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널패킷(null packet)이 들어 있다.

도 4a는 이러한 널패킷에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기록한 것을 나타내며, I픽쳐의 앞과 뒤에 위치하는 I픽쳐의 위치 

정보를 널패킷에 기록하고 있다.

도 4b와 도 4c는 TS스트림파일의 앞 및 뒤의 특정 위치에 각각 I픽쳐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록된 위치값들이 기록된 TS스트림이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면, 위치값들을 나타내는 정보는 하드

디스크의 어드레스정보를 가리키는 포인터와 매칭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의 블록도이다.

방송신호 수신장치는 수신된 방송신호 파일을 저장하는 기록매체(도시생략)를 구비하고 있다.

튜너(41)에 의해 선국된 채널로부터 수신된 트랜스포트 스트림(TS스트림)은 디멀티플렉서(42)로 입력된다.

디멀티플렉서(42)는 입력된 TS스트림을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리한다. 비디오 패킷처리부(43)와 

오디오 패킷처리부(44)는 분리된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을 입력 받아 출력가능하도록 신호처리하여 비디오 디코더

(47)와 오디오 디코더(48)로 출력한다.

튜너(41)에 의해 선국된 채널의 방송신호중에서 녹화하고자 하는 채널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수신되면, 디멀티플렉

서(42)는 비디오 스트림에서 헤더정보를 떼어 내어, 헤더정보가 제거된 비디오 스트림을 모아서 ES 스트림을 만들어

서 위치정보 생성부(50)에 보낸다. 여기서, PES 스트림은 B 픽쳐, P픽쳐 및 I픽쳐를 포함한다.

위치정보 생성부(50)는 입력된 PES 스트림으로부터 I픽쳐의 위치값을 검색한다. I픽쳐의 위치값은 I픽쳐가 몇개의 프

레임마다 삽입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위치정보이다.

저장부(52)는 수신된 TS스트림과 위치정보 생성부(50)에서 생성된 위치값을 합성하여 방송신호파일로 기록매체에 

저장한다.

이 때, 위치값은 파일의 앞 또는 뒤와 같은 절대위치에 기록되거나, 프레임마다의 널패킷에 기록될수 있다.

이와 같이 TS스트림과 위치값이 합성된 방송신호파일이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을 때, 방송신호파일의 I픽쳐의 위치

값은 방송신호파일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에서 인트라 픽쳐의 어드레스와 대응되게 된다.

한편, 방송신호파일이 기록된 후 재생될 때, 키입력부(46)를 통해 되감기나 고속전진가 선택되면, 제어부(45)는 되감

기나 고속전진와 같은 동작을 행하면서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방송파일내의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값에 의거하

여 대응되는 인트라픽쳐를 디코딩하여 재생해준다.

또한, 제어부(45)는 키입력부(46)를 통해 입력된 정상 가변속(NORMAL/TRICK) 재생 모드신호에 따라 정상 재생모

드시는 TS스트림파일내의 모든 위치정보값에 따라서 인트라픽쳐를 디코딩하여 재생하고, 가변속 재생모드시에는 T

S스트림파일내의 위치정보값을 배속에 따른 수만큼 건너 뛰면서 읽어 내어 해당 위치의 인트라픽쳐를 디코딩하여 재

생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의 재생과정의 플로우도이다.

방송수신장치는 시청자에 의해 선택된 파일을 연다(단계 S602). 해당 파일에 대하여 고속 전진 및 되감기(Fast Forw

ard/Rewind) 또는 고속(tricky) 재생과 같은 특정키가 입력되면(단계 S604), 해당 파일의 PVR(Personal Video Rec

oder) 섹션을 필터링한다(단계 S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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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을 추출하여 인트라 픽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한다(단계 S608). 검색된 위치 정보에 의거하여 인트라 픽쳐의 위치

로 이동하고(단계 S610), 인트라 픽쳐를 디코딩한다(단계 S610).

다음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을 적용한 방송신호 송출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송출장치의 블록도이다.

비디오 인코더(11) 및 오디오 인코더(12)는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아 압축하여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제 1 및 제 2패킷변환부(14, 15)는 각각 비디오 인코더(11), 오디오 인코더(12)로부터 각각 부호화된 비디오 및 오디

오 비트스트림을 입력받아 일정한 길이를 갖는 패킷으로 변환시킨다.

제 1 ∼ 제 3패킷변환부(14, 15, 16)을 통해 생성된 각각의 패킷은 TS멀티플렉서(17)에서 멀티플렉싱되어 트랜스포

트 스트림이 생성된다.

위치정보 검색부(18)는 입력된 트랜스 포트 스트림에서 전체 인트라픽쳐의 위치값들을 검색하고, 검색결과 얻어진 

위치값들을 섹션(secti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든 뒤 TS패킷형태로 만든다.

위치정보 합성부(19)는 TS멀티플렉서(17)에서 생성된 트랜스포트 스트림과 위치정보 검색부(18)에서 얻은 위치값

들을 갖는 TS패킷을 합성한다.

위치정보가 합성된 TS스트림은 송출기(20)를 통해 송출된다.

발명의 효과

이러한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와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및 송출장치에 의하

면, 방송신호에서 전체 화상을 기록하고 있는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어서 해당 위치의 인트라픽쳐만을 쉽

게 재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에 의하면, 쉽게 고속 전진, 되감기와 트릭모드에서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신호 송출장치에 의하면, 위치정보값을 갖고 있는 TS스트림을 송출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기내에서 수신된 방송데이터로부터 추출하거나 연산하여 만든 정보를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2.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헤더정보를 제거하여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및

상기 추출된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

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3.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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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헤더정보를 제거하여 인트라픽쳐의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및

상기 추출된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

호의 위치정보 기록방법.

청구항 4.
수신된 방송신호 파일을 저장하는 기록매체를 구비한 방송신호 수신장치에 있어서,

녹화하고자 하는 채널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중에서 인트라 픽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여 추출하는 위치값 생성부;

상기 추출된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합성하여 상기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저

장부; 및

상기 기록된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에 의거하여 인트라픽쳐를 재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헤더정보가 제거된 비디오 스트림에서 인트라 픽쳐가 몇개의 프레임마다 삽입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인트라 픽쳐의 어드레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되감기 및 고속전진 명령이 요구되면, 상기 제어부는 되감기 및 고속전진 동작을 행하면서 상기 인트라 픽쳐의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인트라픽쳐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신호 수신장치.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트릭모드가 요구되면,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인트라 픽쳐의 위치정보를 소정 갯수씩 건너 뛰면서 해당 위치의 인트라

픽쳐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의 위치정보 기록이 가능한 방송수신장치.

청구항 9.
송출하고자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 인트라 픽쳐가 몇개의 프레임마다 삽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인트라 픽쳐

의 위치정보를 검색하는 위치정보 검색부;

상기 검색된 위치정보를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널패킷에 합성하는 위치정보 합성부;및

위치정보가 포함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송출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정보가 기록된 방송신

호의 송출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검색부는 검색결과 얻어진 위치값들을 테이블화한뒤 TS패킷형태로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정

보가 기록된 방송신호의 송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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