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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방송 수신기 및 이를 이용한 방송신호 수신 방법

(57) 요약

방송신호에 포함된 테이블별 버전넘버 변경에 따른 방송신호의 디코딩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방송수신기가 개시된

다. 본 발명의 디지털방송수신기는, 복수의 테이블들이 하나의 방송신호로 통합되어 전송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수신하

여 테이블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역다중화기, 분류된 테이블별로 테이블에 포함된 버전 넘버의 정상적인 변경 판단을 위해

설정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를 유지하는 지의 여

부에 따라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버전넘버변경 판별부, 및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에 따라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하는 테이블 디코딩부를 갖는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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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털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한 복수의 방송정보 테이블들이 포함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상기 테이블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역

다중화기;

설정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상기 분류된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검토하여 버전 넘버의 정상적 변경 여부를 판

단하는 버전넘버변경 판별부; 및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테이블들을 설정된 프로세스에 의해 디코딩하는 테이블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 디코딩부는 상기 버전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들에 대해, 이전 테이블의 버전넘버와 동일한 버전

넘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여 디코딩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넘버변경 판별부는,

상기 테이블들로부터 각각 버전 넘버를 검출하여 시간에 따른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형성하는 버전넘버 검출부; 및

상기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는 경우,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기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를 상기 테이블 디코

딩부로 제공하는 버전넘버변경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넘버변경 판단부는,

상기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상기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기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를 상기

테이블 디코딩부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윈도우 시간은 상기 타이밍도에서 적어도 2개의 버전 넘버를 포함하는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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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넘버변경 판별부는,

상기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버전 넘버 타이밍도에 대해 저역 통과 필터링을 수행하여, 현재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이전 테

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상기 테이블 디코딩부로 제공하는 저역통과필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테이블들은, 방송신호의 오디오/비디오 데이트 스트림, 프로그램지정정보(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SI) 테이블,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 Terrestrial) 테이블, 및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테이블 중 적어도 2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청구항 8.

디지털방송신호에 포함된 테이블별 버전넘버 변경에 따른 방송신호의 디코딩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신호 수신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한 복수의 방송정보 테이블들을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상기 테이블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단

계;

설정된 최소 윈도우 시간을 기초로 상기 분류된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에 대한 정상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테이블을 설정된 프로세스에 의해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 수신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버전 넘버 변경 판단 단계는,

상기 테이블들로부터 각각 버전 넘버를 검출하여 시간에 따른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는 경우,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 수신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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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상기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

수신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버전 넘버에 대해 현재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한 버전 넘버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상기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타이밍도 영역을 저역 통과 필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송신호 수신방법.

청구항 12.

디지털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한 복수의 방송정보 테이블들이 포함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상기 테이블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역다

중화기;

상기 테이블별로 상기 테이블에 포함된 버전 넘버의 정상적인 변경 판단을 위해 설정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를 유지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버전넘버변경 판별부; 및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하는 테이블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

청구항 13.

디지털방송신호에 포함된 테이블별 버전넘버 변경에 따른 방송신호의 디코딩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신호 수신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방송정보 테이블들이 포함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테이블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테이블별로 상기 테이블에 포함된 버전 넘버의 정상적인 변경 판단을 위해 설정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신호 수신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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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지털방송수신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디지털방송을 위해 송신측에서 전송되는 디지털방송신호

를 구성하는 복수의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version number)를 기초로 디지털방송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방식도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디지털방송신호 전송방식을 적용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

반적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영상, 음성 및 부가정보 등이 시간적으로 다중화된 방송신호를 트랜스포

트 스트림(Transport Stream) 또는 엠팩 트랜스포트 스트림(MPEG Transport Stream) (이하, TS라 칭함)이라 한다. 이

러한 TS는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된 후 위성을 통해 각 디지털방송수신기들로 전송된다.

도 1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TS(Transport Stream)로 다중화되는 정보들을 상세하게 나열한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TS는 크게 기본 스트림(Elementary Stream)과 RSMS(Resource ＆ Subscriber Management

System) 스트림으로 구분된다.

기본 스트림에는 아날로그 방송에서 전송되는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 및 디지털 방송에서 추가되는

기타 데이터 서비스 스트림이 포함된다. 방송을 위한 주목적은 기본 스트림을 전송하는 것이고, RSMS 스트림은 방송을 위

한 부가정보를 나타낸다.

RSMS 스트림은 서비스 정보인 SI(Service Information)와 RSMS(Resource ＆ Subscriber Management System) 메시

지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RSMS 메시지는 가입자별로 제한수신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서비

스정보(SI)는 프로그램지정정보(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SI) 테이블, 프로그램안내메시지(Program Guide

Message: PGM)1, 프로그램안내메시지(Program Guide Message: PGM)2로 구분된다.

PSI 테이블은 셋톱박스(SetTop Box: STB)와 같은 디지털방송수신기가 송신측에서 전송되는 TS를 역다중화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PGM 테이블1,2는 송신측에서 전송되는 방송신호의 상세정보들이 포함된다.

PGM1 테이블은 유럽향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인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 Terrestrial) 방식이 적용된 테이

블이다. PGM2 테이블은 미국향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인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이 적용

된 테이블이다.

PSI 테이블은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CAT(Conditional Access Table), 및 PMT(Program Map Table)로

세분화된다.

DVB-T 테이블은 NIT(Network Information Table), SDT(Service Description Table), EIT(Event Information

Table), TDT(Time Data Table)로 세분화된다.

ATSC 테이블은 MGT(Master Guide Table), TVCT(Terrestrial Virtual Channel Table), CVCT(Cable Virtual

Channel Table), RRT(Rating Region Table), EIT(Event Information Table), ETT(Extended Text Table), 및 STT

(System Time Table)로 세분화된다.

한편, RSMS 메시지는 ECM(Entitlement Control Message), EMM(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 및 RCM

(Receiver Command Message)로 세분화된다.

도 2는 PAT(Program Association Table)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바와 같이, PAT의 데이터 패턴을 살펴보면 PAT에는 해당 PAT에 대해 설정된 버전넘버(Version number)가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버전넘버가 증가할 경우 PMT(Program Map Table) 섹션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버전넘버가 감소할

경우 PMT 섹션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수신기는 PMT 섹션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을 변화시킨다.

디지털방송수신기는 TS를 구성하는 각종 테이블들에 대한 디코딩 처리를 수행할 때, 각 테이블들에 대한 버전 넘버

(version number), CRC(Cyclic Redundancy Check), 및 섹션의 수(section number) 등을 이용하여 해당 테이블에 대한

변경 여부를 판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테이블에 대해 설정된 디코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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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디지털방송수신기에서 시간에 따라 TS 중 해당 테이블의 버전 넘버에 대한 변경 여부를 판별하는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도면은 입력되는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방송수신기는 시점 10에서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

송수신기는 시점 10에서 수신된 테이블부터 변경된 버전 넘버에 대응하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도 4는 디지털방송수신기에서 시간에 따라 TS 중 해당 테이블의 버전 넘버에 대한 변경 여부를 판별하는 다른 예를 도시

한 도면이다. 도시된 도면은 도 3과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낸 타이밍

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방송수신기는 시점 21, 22, 23, ..., 29에서 각각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수신기는 각 시점(시점 21,22,23,...,29)에서 매번 변경된 버전 넘버를 기초로 각 테이블들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테이블에 대한 버전 넘버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디지털방송수신기는 버전 넘버가 변경될 때마다 이에 대응

하는 디코딩을 수행함으로써, 기기의 오류 발생 확률이 높고 방송 청취를 위한 테이블의 안정적인 디코팅을 수행할 수 없

는 문제점이 있다. 즉, 종래의 디지털방송수신기는 테이블들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할 때,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인

정보인지를 판별하지 않고 단순히 버전 넘버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버전 넘버를 기초로 테이블을 디코딩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한 테이블을 디코딩하는 경우, 디지털방송수신기는 수신한 TS를 재생할 때 불안정한 재생을 수

행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EPG(Electronic Program Guide)정보를 수신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의

수신으로 인해 메모리 과부하현상 또는 시스템 리부팅(rebooting)과 같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방송신호를 구성하는 각종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의 변경에

보다 안정적으로 방송신호의 디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수신기 및 이를 이용한 방송신호 수신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방송신호의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가 변경되어 수신될 때 상기 버전 넘버가 송신측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전송된 정보인지를 판별하여 이를 기초로 테이블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여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수신기 및 이를 이용한 방송신호 수신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방송신호의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가 수시로 변경되어 수신될 때 보다 안정된 방송 재생

및 프로그램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수신기 및 이를 이용한 방송신호 수신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일측면에 따르면, 복수의 테이블들이 하나의 방송신호

로 통합되어 전송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수신하여 테이블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역다중화기, 분류된 테이블별로 테이블에

포함된 버전 넘버의 정상적인 변경 판단을 위해 설정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

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를 유지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버전넘버변경 판별부,

및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에 따라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

코딩하는 테이블 디코딩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버전넘버변경 판별부는, 버전넘버 검출부 및 버전넘버변경 판단부를 갖는다. 버전넘버 검출부는 테이

블들로부터 각각 버전 넘버를 검출하여 시간에 따른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형성한다. 버전넘버변경 판단부는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는 경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를 테이블 디코딩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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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전넘버변경 판단부는,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

버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

과를 테이블 디코딩부로 제공한다.

상기 최소 윈도우 시간은 타이밍도에서 적어도 2개의 버전 넘버를 포함하는 시간이다.

본 실시예의 디지털방송 수신기는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버전 넘버 타이밍도에 대해 저역 통과 필터링을 수행하여 현재 테

이블의 버전 넘버가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상기 테이블 디코딩부로 제공하는 저역통과필

터를 더 구비한다.

상기 복수의 테이블들은, 방송신호의 오디오/비디오 데이트 스트림, 프로그램지정정보(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SI) 테이블,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 Terrestrial) 테이블, 및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테이블을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신호에 포함된 테이블별 버전넘버 변경에 따른 방송신호의 디코딩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신호 수신방법의 일측면에 따르면, 복수의 테이블들이 하나의 방송신호로 통합되어 수신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테이

블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단계, 테이블별로 테이블에 포함된 버전 넘버의 정상적인 변경 판단을 위해 설정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상기 테이

블의 버전 넘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단 결과에 따라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송신호 수신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버전 넘버 변경 판단 단계는, 테이블들로부터 각각 버전 넘버를 검출하여 시간에 따른 버전 넘버 타이

밍도를 형성하는 단계, 및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는 경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방송신호 수신방법은, 상기 버전 넘버 변경 판단 단계에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

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들이 동일한 버전 넘버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방송신호 수신방법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버전 넘버에 대해 현재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한 버전 넘버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타이밍도 영역을 저역 통과 필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수신한 각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통해 버전 넘버 변경 판별을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

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을 판별함으로

써, 디지털방송신호를 구성하는 각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 변경에 따른 테이블별 디코딩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또한,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이 발생하면 버전 넘버의 정상적 변경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최소 윈도우 시간(윈도우

N) 동안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

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변경된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변경된 버전 넘버를 기초로 테이블을 디

코딩하여 보다 안정된 방송신호를 재생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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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TS(Transport Stream)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에 포함되는 버전 넘버의 변경에 따른 보다 안정된 테

이블의 디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수신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방송 시스템은 다중화기(100)를 구비하는 디지털방송 송신기와, 역다중화기(310)와 버전넘버변

경 판별부(330) 및 테이블 디코딩부(350)를 구비하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가 네트워크(200)를 통해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네트워크(200)는 위성, 지상파, 케이블 등을 통해 형성되는 전송 채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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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화기(100)는 디지털방송을 위해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스트림, PSI테이블들, DVB-T 테이블들, 및 ATSC 테이블들

을 각각 다중화하여 TS를 형성한다. 이때 다중화기(100)는 TS를 네트워크(200)를 통해 디지털방송 수신기측으로 전송한

다.

디지털방송 수신기측에서, 역다중화기(310)는 수신한 TS를 다중화기(100)를 통해 TS로 변환되기 이전의 각 테이블의 종

류별로 각각 분류한다. 즉, 역다중화기(310)는 수신한 TS를, 오디오/비디오, PSI테이블, DVB-T테이블, 및 ATSC 테이블

로 분류한다. 이때 TS에는 지역별로 정해진 디지털방송 표준 규정에 따라 DVB-T테이블 또는 ATSC 테이블이 선택적으

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연속하여 수신되는 각 테이블의 종류별 버전 넘버의 변경 여부를 판별한다. 이때 버전넘버변

경 판별부(330)는 각 테이블들에 포함된 해당 테이블의 버전 넘버 정보를 확인하여 테이블에 대한 버전 넘버의 변경 여부

를 판별한다.

본 실시예에서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버전 넘버 변경 판별을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윈도우 N)을 설정한다. 이에 따

라,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설정된 윈도우 시간 동안(윈도우 N)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

면,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윈도우 N에서 이전 버

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런 경우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와 같은 버전 넘버 변경 판별 과정을 통해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여부를 판별하면,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테

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 판별 결과를 테이블 디코딩부(350)로 전송한다.

테이블 디코딩부(350)는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로부터 제공되는 테이블들에 대한 버전 넘버 변경 여부에 대한 판별 결

과 정보(버전넘버정보)에 따라 해당 테이블을 설정된 디코딩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신한 각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통해 버전 넘버 변경 판별을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을 판별함으로써, 디지털방송

신호를 구성하는 각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 변경에 따른 테이블별 디코딩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 6은 도 5의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버전넘버 검출부(332),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 및 저역통과필터

(336)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버전넘버 검출부(332)는 테이블의 종류에 따라 역다중화기(310)에 의해 분류된 테이블들을 수신하면, 각 테이블들에 포함

된 버전 넘버를 검출하여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시킨다.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된 버전 넘버 정보(버전 넘버 타이밍도)에 대해,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한다.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가 확인되면,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는 버전 넘

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윈도우 N)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를 판별한다. 윈도우 N에서 동일한 테이블의 버전 넘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버전넘

버변경 판단부(334)는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테이블 디코딩부(350)로 출

력한다.

이에 따라, 테이블 디코딩부(350)는 변경된 버전 정보를 기초로 해당 테이블을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을 수행한

다.

한편, 윈도우 N에서 동일한 테이블의 버전 넘버를 유지하지 않고 서로 다른 버전 넘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버전

넘버변경 판별부(334)는 테이블의 변경된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경우 버전넘버변경 판

단부(334)는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는 시간에 따라

형성된 버전 넘버 타이밍도에서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과 정보를 테이블

디코딩부(350)에 제공하기 위해,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저역통과필터(336)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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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통과필터(336)는 각 테이블별로 입력되는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저역 통과 필터링한다. 버전 넘버 타이밍도가 저역

통과 필터링되면, 윈도우 N에서 형성된 타이밍도의 값들은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하는 값을 갖게된다. 이와 같이 저역 통과 필터링된 버전 넘버 타이밍도는 테이블 디코딩부(350)로 입력된다. 이에 따라 테

이블 디코딩부(350)는 해당 테이블이 이전 테이블과 동일한 버전 넘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디코딩 동

작을 수행한다.

도 7의 A)는 도 5의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에서 입력되는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낸 타

이밍도에 대해 버전 넘버의 변경 여부를 판별하는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이전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에 대응하여 형성된 타이밍도의 구간을, 테

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된 것으로 판별하기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 단위{윈도우 N(N=1,2,3,...N)}로 구분한다. 버전넘버

변경 판별부(330)는 윈도우 N에서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를 판별한다. 이때 윈도우 N에서 이전 테이

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이전 테이블

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도 7의 A)와 같이 윈도우 N에서 서로 다른 버전 넘버를 갖게 되면, 버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현재 입력된 테이블

의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버전 넘버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면, 버

전넘버변경 판별부(330)는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저역통과필터(336)로 출력한다.

저역통과필터(336)는 입력되는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저역 통과 필터링한다. 이와 같은 저역 통과 필터링된 버전 넘버 타

이밍도는 도 7의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테이블 디코딩부(350)는 도 7의 A)와 같은 타이밍도가 저역 통과

필터링되어 형성된 도 7의 B)와 같은 타이밍도를 입력받음으로서,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디코딩 프로세스를 유지한다.

따라서,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인 윈도우 N에서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에만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여 변

경된 버전 넘버로 해당 테이블을 디코딩함으로써,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서만 안정된 디코딩을 수

행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버전 넘버 변경에 따른 보다 안정된 디지털방송 수신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플로우도이

다.

먼저, 역다중화기(310)는 수신한 TS(Transport Stream)을 테이블의 종류별로 분류한다(S110). 즉, 역다중화기(310)는

수신한 TS를, 오디오/비디오, PSI테이블, 및 DVB-T테이블 또는 ATSC 테이블로 분류한다.

버전넘버검출부(332)는 각 테이블들로부터 버전 넘버를 검출하여 도 7의 A)와 같이 시간에 따른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형

성한다(S120).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는 버전넘버 타이밍도를 참조하여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현재 테이블의 버

전 넘버가 다른지를 비교한다(S130).

현재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면,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는 테이블의 버

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인 윈도우 N에서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가 동일한지

를 판단한다(S140).

이때 윈도우 N에서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는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S150). 이에 따라, 테이블 디코딩부(350)는 변경된 테이블의 버전 넘버를 기초로 설

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해당 테이블을 디코딩한다(S160).

따라서,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이 발생하면 버전 넘버의 정상적 변경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최소 윈도우 시간(윈도우

N) 동안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

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변경된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변경된 버전 넘버를 기초로 테이블을 디

코딩하여 보다 안정된 방송신호를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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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130 단계에서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현재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버전넘버변경 판단

부(334)는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하다는 정보를 테이블 디코딩부(35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테이블 디코딩부(350)는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동일한 버전 넘버를 기초로 현재 테이블을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한다(S160).

S140 단계에서 윈도우 N 구간 동안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

는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S180). 이때 버전넘버변경 판단부(334)는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버전 넘버 타이밍도를 저역통과필터(336)로 출력한다. 저역통과필터(336)는 입력되는 버전 넘버

타이밍도에 대해 저역 통과 필터링을 수행한다(S190).

이에 따라, 테이블 디코딩부(350)는 저역 통과 필터링되어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변경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입력

받고, 입력된 이전 테이블과 동일한 버전 넘버를 기초로 현재 테이블을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디코딩한다(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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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첨부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수신한 각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통해 버전 넘버 변경 판별을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 동안 이

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을 판별함으로

써, 디지털방송신호를 구성하는 각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 변경에 따른 테이블별 디코딩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또한,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 윈도우 시간인 윈도우 N에서 이전 테이블의 버

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에만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

된 버전 넘버로 해당 테이블을 디코딩함으로써,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서만 안정된 디코딩을 수행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테이블의 버전 넘버 변경이 발생하면 버전 넘버의 정상적 변경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최소 윈도우 시간(윈

도우 N) 동안 이전 테이블의 버전 넘버와 다른 버전 넘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테이블의 버전 넘버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변경된 버전 넘버를 갖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변경된 버전 넘버를 기초로 테이블

을 디코딩하여 보다 안정된 방송신호를 재생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TS(Transport Stream)로 다중화되는 정보들의 종류를 상세하게 나열한 도면,

도 2는 PAT(Program Association Table)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 도면,

도 3은 디지털방송수신기에서 시간에 따라 TS(Transport Stream) 중 해당 테이블의 버전 넘버에 대한 변경 여부를 판별

하는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디지털방송수신기에서 시간에 따라 TS(Transport Stream) 중 해당 테이블의 버전 넘버에 대한 변경 여부를 판별

하는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TS(Transport Stream)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에 포함되는 버전 넘버의 변경에 따른 보다 안정된 테

이블의 디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수신기를 포함하는 디지털방송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도 5의 버전넘버변경 판별부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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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의 A)는 도 5의 버전넘버변경 판별부에서 입력되는 테이블들에 포함된 버전 넘버를 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낸 타이밍도

에 대해 버전 넘버의 변경 여부를 판별하는 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의 B)는 도 7의 A)에 도시된 버전 넘버 타이밍가 도 6의 저역통과필터에 의해 저역 통과 필터링되어 형성된 타이밍도,

그리고

도 8은 본 발명의 디지털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의 버전 넘버 변경에 따른 보다 안정된 방

송신호 수신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플로우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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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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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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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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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등록특허 10-0680746

- 1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6
  발명의 구성 6
  발명의 효과 10
 도면의 간단한 설명 10
  실시예 11
도면 11
 도면1 11
 도면2 12
 도면3 12
 도면4 12
 도면5 13
 도면6 14
 도면7 14
 도면8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