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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MB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DMB 수신기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서비스 컴포넌트간의 동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FIC 및 MSC로 구성되어 전송된 프레임을 FIC와 MSC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FIC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FIC의 부
가 데이터 및 MSC를 상기 FIC에 포함된 CIF 카운트 정보와 함께 디코딩함으로써 상기 CIF 카운트 정보가 삽입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삽입된 FIC의 CIF 카운트 순서대로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
이터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스피커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간 동기를 맞
추어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DMB, 서비스 컴포넌트, FIC, MSC, DMB 앙상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DMB 전송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DMB 수신기의 전송 모드 1에서의 DMB 전송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상기 DMB 전송 프레임을 이용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DMB 앙상블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DMB 수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코딩된 데이터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코딩된 데이터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 튜너 102 : OFDM 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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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채널 디코더 104 : 제어부

  105 : 오디오 디코더 106 : 비디오 디코더

  107 : 데이터 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MB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DMB 수신기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서비스 컴포넌트간의 동기 방법에
관한 것이다.

  Eureka-147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는 여러 개의 서비스 컴포넌트(Service Component)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서
비스 컴포넌트로 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결합된 동영상 데이터일 수도 있고, 비디오 없이 음악만을 들
려주는 오디오일 수도 있으며, 교통 정보처럼 부가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

  상기 비디오와 오디오가 결합된 동영상의 경우에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동기(sync)를 맞추기 위한 규격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수신기의 화면과 스피커로 데이터를 재생시켜주면 된다.

  그러나,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부가 정보를 나타내줘야 할 때나, 동영상의 비디오를 보면서 음악은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
의 음악을 들을 경우 각각의 서비스 컴포넌트간의 동기를 맞추기 위한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DMB 수신기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서비스 컴포넌트간의 동기를 맞추어 주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DMB 수신기에서 서비스 컴포넌트간 동기화 방법은, 동기 채널, FIC
및 MSC로 구성된 전송 프레임을 이용하여 전송된 다수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수신하기 위해, 상기 전송된 프레임을 상
기 FIC와 MSC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FIC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FIC의 부가 데이터 및 MSC를 상기 FIC에 포함된 CIF 카운트 정보와 함께 디코
딩함으로써 상기 CIF 카운트 정보가 삽입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삽입된 FIC의 CIF 카운
트 순서대로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스피커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사용자가 서로 다른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각각이 갖고 있는 CIF 카운트 정보를
포함하여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이터를 상기 CIF 카운트 순서대로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거
나, 스피커로 출력함으로써 서로 동기를 맞추게 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CIF 카운트 정보는 매 전송 프레임의 FIC 내부 첫 번째 FIB에 실려있는 정보임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MSC는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FIC는 부가 정보 데이터, MSC 데이터의 구조를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MSC 디코딩 단계는, 상기 FIC가 포함하는 MSC의 데이터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디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구성 및 작용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나타낸 DMB 전송 프레임의 구조이다.

  도 1과 같이, DMB 전송 프레임은,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 FIC (Fast Information Channel) 및
MSC(Main Service Channel)로 구성된다.

  상기 FIC는 다시 다수개의 FIB(Fast Information Block)로 구성되고, MSC는 다수개의 CIF(Common Interleaved
Frame)로 구성된다. 상기 FIB 및 CIF의 수는 전송 모드(Transmission mode)에 따라 달라진다.

  상기 전송 모드에 따른 FIB 및 CIF의 수를 다음의 표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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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송 모드  전송 프레임당 FIB의 수  전송 프레임당 CIF의 수

 Ⅰ  12  4
 Ⅱ  3  1
 Ⅲ  4  1
 Ⅳ  6  2

  상기 표 1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전송 모드 1의 경우에는 상기 FIB가 12개, CIF가 4개로 구성되게 되
는데, 이를 첨부한 도 2에 나타내었다.

  도 2와 같이, 전송 모드 1에서의 전송 프레임은 MSC에 CIF가 4개 실리고, FIC에는 12개의 FIB가 실리며, 상기 12개의
FIB 중에서 3개의 FIB가 하나의 CIF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된다.

  즉, 상기 MSC 내의 CIF에는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와 같은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의 구조
를 알려주는 정보가 상기 FIC내의 FIB에 들어있는 것이다.

  상기 FIC는 SI(Service Information), FIDC(Fast Information Data Channel), MCI(Multiplex Configuration
Information), CA(Conditional Access)로 구성되는데, 상기 MCI가 MSC의 서비스 종류, 위치, 형태 등의 정보를 갖고 있
어 MSC를 해석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또한, 상기 SI는 서비스 제목, 채널 정보등을 포함하며, 상기 FIDC는 Paging, TMC(Traffic Message Channel),
EWS(Emergency Warning Systems)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쓰이고, CA는 특정 서비스를 인증된
가입자에게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열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매 전송 프레임의 첫 번째 FIB에 CIF 카운트(count) 정보가 실려있어, 이 값으로 각 FIB와 CIF의 해당 CIF 카운
트를 계산해 낸다.

  따라서, 수신기는 FIC 정보를 참고하여 CIF 단위로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해서 사용자에게 비디오, 오디오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도 3은 상기 DMB 전송 프레임을 이용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DMB 앙상블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과 같이, 하나의 DMB 앙상블(Ensemble)은 여러 개의 서비스(알파 1 라디오, 베타 라디오, 알파 2 라디오, ‥·)로 구
성되고, 각각의 서비스는 다시 여러개의 서비스 컴포넌트(service component)로 구성된다.

  따라서, DMB 수신기는 앙상블 단위로 튜닝할 수 있고, 선택된 앙상블의 여러 서비스 중에서 하나의 서비스만을 디코딩
(decoding)하여 사용자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서비스 컴포넌트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오디오 스트림(Audio stream), 교통정보와 같은 부가 정보,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가 결합된 DMB 스트림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컴포넌트 중에서 상기 교통정보와 같은 부가 정보는
FIC 내의 FIDC에 실리며,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MSC에 실린다.

  이러한 앙상블 내의 여러 개의 서비스 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서비스에 속하는 서비스 컴포넌트들 중
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예를들어, 사용자가 "알파 1 라디오"를 선택한 경우, 상기 "알파 1 라디오" 서비스 중 오디오, 교통 정보(TMC), 서비
스 제목, 채널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상기 서비스 컴포넌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정
보는 도 3과 같이 예시적으로 FIC 내의 FIDC, MSC의 서브 채널 a, 그리고 MSC의 서브채널 63에 저장된다.

  또한, 사용자가 "베타 라디오"를 선택한 경우, 상기 "베타 라디오" 서비스 중 비디오와 오디오가 합쳐진 DMB-1 또는 오
디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때에도 사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만일, 사용자가 상기 "알파 1 라디오"를 선택했을 때, 사용자 입자에서는 상기 교통 정보를 선택하여 보면서
오디오는 상기 교통 정보와 무관한 음악 방송을 듣기를 원할 수 있다.

  또한, "베타 라디오"를 선택한 경우 상기 DMB-1의 비디오를 보면서 오디오는 다른 오디오를 듣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에 속하는 비디오와 오디오 혹은 부가 정보를 서로 동기를 맞추어 재생시키기 위해 첨
부한 도 4에 본 발명에 따른 DMB 수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내었다.

  도 4와 같이, 전송 프레임이 수신되면, 상기 전송 프레임 내 FIC와 MSC 정보를 채널 디코더(103)를 통해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FIC 정보를 제어부(104)에서 관리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에 속하는 데이터들만 디코더부(105,106,107)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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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데이터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는 메모리를 통할 수도 있고, 직접 직렬(serial)이나 병렬(parallel)로 연결될 수도 있
다.

  이때 상기 디코더부(105,106,107)부로 전달되는 데이터에 CIF 카운트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디코더부(105,106,107)에
서 디코딩하도록 함으로써 각 서비스 컴포넌트간 동기를 맞춘다.

  즉, 상기 디코더부(105,106,107)에서 각 데이터들을 디코딩할 때, 각 서비스 컴포넌트마다 CIF 카운트 정보를 같이 보내
주면, 디코딩이 끝난 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거나 스피커를 통해 출력할 때 각 서비스 컴포넌트들간의 동기를 맞추게 되
는데, 이를 첨부한 도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코딩된 데이터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와 같은 데이터 메모리 구조는 상기 도 2의 DMB 앙상블 구조에서 "알파 1 라디오"를 선택한 경우 디코딩 된 형태를
나타낸 구조로서, FIDC의 교통 정보, 서비스 정보, 오디오 데이터를 예로 들었다.

  즉, FIDC에 실린 교통 정보 데이터는 5개의 CIF에 해당되는 정보가 모두 디코딩되어 메모리에 존재하고, 서비스 정보는
4개의 CIF에 해당되는 정보가 디코딩되어 메모리에 존재하며, 오디오 데이터는 디코딩 타임이 길어 2개의 CIF만 디코딩
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 CIF 카운트가 100인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제어부(104)의 제어에 따라 조합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던가,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상으론 교통 정보를 보면서, 스피커를 통해서는 원하는 음악 방송을 청취하
게 된다. 그 다음에 CIF 카운트가 101인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조합하여 출력하여 줌으로써 동기를 맞추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써 디코딩된 데이터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과 같은 구조는, 상기 도 2의 DMB 앙상블 구조에서 "베타 라디오"를 디코딩할 때, 디코딩 된 데이터들이 저장된 메모
리 형태를 나타낸 도면으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결합된 DMB-1과 오디오 데이터를 예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디코딩 타임이 다르고 오디오에 비해 비디오의 디코딩 타임이 더 오래 걸
리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100번 CIF에서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합쳐진 DMB-1을 선택했는데, 101번째 CIF부터 비디오는
DMB-1을 선택하고, 오디오는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CIF 카운트가 100인 DMB-1의 비
디오와 오디오는 따로 규격에서 제안되는 동기 방식에 따라 재생 해주고, CIF 카운트가 101인 비디오와 두 번째 오디오 데
이터는 동시에 재생해주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FIC에 실려오는 CIF 카운트 정보를 이용하여 각 서비스 컴포넌트간의 동기를 맞출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DMB 수신기에서 서비스 컴포넌트 동기화 방법은 FIC의 서비스 카운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간 동기를 맞추어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기 채널, FIC 및 MSC로 구성된 전송 프레임을 이용하여 전송된 다수의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전송된 프레임을 상기 FIC와 MSC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FIC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FIC의 부가 데이터 및 MSC를 상기 FIC에 포함된 CIF 카운트 정보와 함께
디코딩함으로써 상기 CIF 카운트 정보가 삽입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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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삽입된 FIC의 CIF 카운트 순서대로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스피커로 출
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DMB 수신기에서 서비스 컴포넌트 동기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로 다른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각각이 갖고 있는 CIF 카운트 정보를 포함하여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오디오, 부
가 데이터를 상기 CIF 카운트 순서대로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거나, 스피커로 출력함으로써 서로 동기를 맞추게 됨을 특징
으로 하는 DMB 수신기에서 서비스 컴포넌트 동기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IF 카운트 정보는 매 전송 프레임의 FIC 내부 첫 번째 FIB에 실려있는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DMB 수신기에서
서비스 컴포넌트 동기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SC는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DMB 수신기에서 서비스 컴포넌트 동기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FIC는 부가 정보 데이터, MSC 데이터의 구조를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DMB 수신기
에서 서비스 컴포넌트 동기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SC 디코딩 단계는,

  상기 FIC가 포함하는 MSC의 데이터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디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B 수신기에서 서비스 컴
포넌트 동기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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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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