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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ＡＶ 시스템 및 그 기능 확장 모듈

(57) 요약

본 발명은 AV 시스템 및 그 기능 확장 모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은 AV(Audio/Video)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자신에 대한 제어정보를 스스로 저장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확장 모듈;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이 착탈가능하도록 장착되는 모듈 랙; 및 상기 모듈 랙에 장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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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표시된 제어정보에 따른 사용자입력을 대응 기능 확장 모듈로

전달하며, 전달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제공된 AV 소스 데이터를 재생하는 베이스 모듈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

에 의하여, 다수의 디지털 미디어 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AV 시스템 및 그 기능 확장 모듈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4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V(Audio/Video)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자신에 대한 제어정보를 스스로 저장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확장

모듈;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이 착탈가능하도록 장착되는 모듈 랙; 및

상기 모듈 랙에 장착된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표시된 제어정보에 따른 사용자입력을

대응 기능 확장 모듈로 전달하며, 전달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제공된 AV 소스 데이터를 재생하는 베이스 모듈을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AV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에는 상기 제어정보로서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베이스 모듈은 상기 기능 확장 모듈에 대한 선택정보가 표시된 메인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메인 페이지를 통

해 선택된 기능 확장 모듈로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요청하여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상기 선택된 기능 확장 모듈로 전송하는 브라우저를 탑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정보는 상기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호출되어 상기 메인 페이지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은,

상기 베이스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부;

IP 어드레스, 및 상기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된 메모리부;

AV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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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 모듈로 상기 IP 어드레스 및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상기 베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

답하여 상기 신호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소스 AV 데이터가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베이스 모듈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부이고,

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AV 데이터를 MPEG 전송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상기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출력하는 전송스

트림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모듈은,

상기 브라우저가 탑재된 메모리부;

상기 모듈 랙에 장착된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IP 어드레스를 수신하며 상기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는 제어부;

상기 브라우저로의 사용자입력을 수신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부;

상기 기능 확장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부;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된 AV 소스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로 구분처리하는 신호처리부;

상기 신호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는 오디오 출력부; 및

상기 신호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비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는 비디오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부는 이미지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와 중첩시켜 상기 비디오 처리부로 출력하는 믹싱

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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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은,

디지털 방송 수신모듈,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모듈, 케이블 방송 수신모듈, DVD 모듈, DVCR 모듈, 게임 모듈, 인터넷 접속

모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 또는 이들 중 적어도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듈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AV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은,

상기 베이스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부;

IP 어드레스, 및 상기 제어정보로서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된 메모리부; 및

상기 베이스 모듈로 상기 IP 어드레스 및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상기 베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

답하여 AV 소스 데이터가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베이스 모듈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에는 상기 AV 소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IEEE1394 통신인터페이스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과 상기 베이스 모듈은 클라이언트-서버통신을 위한 TCP/IP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14.

AV(Audio/Video)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베이스 모듈과 통신가능하도록 모듈 랙에 착탈가능하게 장착되는 기능 확장

모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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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V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자신에 대한 제어정보를 스스로 저장하며, 상기 모듈 랙에 장착되면 상기 제어정보

를 상기 베이스 모듈로 제공하고 상기 베이스 모듈로부터 전달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대응 AV 소스 데이터를 상기 베

이스 모듈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 모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에는 상기 제어정보로서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베이스 모듈은 상기 기능 확장 모듈에 대한 선택정보가 표시된 메인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메인 페이지를 통

해 선택된 기능 확장 모듈로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요청하여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상기 선택된 기능 확장 모듈로 전송하는 브라우저를 탑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 모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은,

상기 베이스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부;

IP 어드레스, 및 상기 제어정보로서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된 메모리부; 및

상기 베이스 모듈로 상기 IP 어드레스 및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상기 베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

답하여 AV 소스 데이터를 상기 베이스 모듈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 모

듈.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에는 상기 AV 소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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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수신모듈,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모듈, 케이블 방송 수신모듈, DVD 모듈, DVCR 모듈, 게임 모듈, 인터넷 접속

모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 또는 이들 중 적어도 두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듈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V(Audio/Video)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양한 AV 소스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AV 시스

템 및 상기 AV 시스템에 장착되어 그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능 확장 모듈에 관한 것이다.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규격을 따르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이 1998년 11월 미국에서 시작되

었고, 가전기기업체들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TV, 디지털 방송을 녹화하고 재생할 수 있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플레이어, 디지털 캠코더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TV 시장에 있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장치들이 출현함에 따라 잠재적인 수요자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해마다 개발되는 다양한 규격들은 디지털 TV에 복잡성을 더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구매한 첨단제품을 단시간 내에

구형제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제품, 즉 디지털 방송 수신장치, 위성방송 수신장치, DVD(Digital Versatile Disc) 플레이어, 하드디

스크 기록장치, 인터넷 접속 장치 등은 사용자가 습득해야할 조작방법의 수를 증가시키고 리모트 컨트롤러의 갯수를 늘어

나게 한다. 더욱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집안

에서 차지하는 공간 또한 적지 않다. 나아가, 각 디지털 미디어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별개의 파워라인이 필요하게

된다. DVD 플레이어와 같이 모니터(디지털 TV)와 각 라인을 연결시키는 작업은 매우 번거롭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제품의 출현은 가정 내의 여러 가전기기들을 하나로 묶어 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홈 네트워크가 구현되면 하나의 기기를 이용하여 가정 내의 여러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

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가정 내의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의 디지털 미디어 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AV 시스템 및 그 기능 확장 모

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비자가 사양을 선택할 수 있는 AV 시스템 및 그 기능 확장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AV 시스템 및 그 기능 확장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AV(Audio/Video)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자신에 대한 제어정보를 스스로 저장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확장 모듈;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이 착탈가능하도록 장착되는 모듈 랙; 및 상기 모듈 랙에 장착된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표시된 제어정보에 따른 사용자입력을 대응 기능 확장 모듈로

전달하며, 전달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제공된 AV 소스 데이터를 재생하는 베이스 모듈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기능 확장 모듈에는 상기 제어정보로서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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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 모듈은 상기 기능 확장 모듈에 대한 선택정보가 표시된 메인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메인 페이지를 통

해 선택된 기능 확장 모듈로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요청하여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상기 선택된 기능 확장 모듈로 전송하는 브라우저를 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선택정보는 상기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호출되어 상기 메인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다.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은, 상기 베이스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부; IP 어드레스, 및 상기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

된 메모리부; AV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 및 상기 베이스 모듈로 상기 IP 어드레스 및 상기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

하고 상기 베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신호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소스 AV 데이터가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베이스 모듈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IEEE 1394 인터페이스부이고, 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AV 데이터를 MPEG 전송스트림으로 변

환하여 상기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출력하는 전송스트림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베이스 모듈은, 상기 브라우저가 탑재된 메모리부; 상기 모듈 랙에 장착된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IP 어드레스를 수신

하며 상기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는 제어부; 상기 브라우저로의 사용자입력을 수신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부; 상기 기능 확장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부;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된 AV 소스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

오 데이터로 구분처리하는 신호처리부; 상기 신호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는 오디오출력부; 및 상기

신호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비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는 비디오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기능 확장 모듈은 디지털 방송 수신모듈, 케이블 방송 수신모듈,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모듈, MP3 모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 DVD 모듈, 인터넷 접속 모듈, 게임 모듈, DVCR 모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a, 및 1b는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의 일 실시예인 모듈러 TV 시스템의 외관도이고, 도 1c 및 1d는 각각 다른 실시

예인 모듈러 TV 시스템의 외관도이다.

도 1a는 모듈 랙의 도어가 닫힌 상태의 정면도이며, 도 1b는 모듈 랙의 도어가 열린 상태의 정면도이며, 도 1c 및 1d는 사

시도이다.

도 1a, 1b, 1c, 및 1d를 참조하면, 모듈러 TV 시스템은 거치대(10)에 의해 지지되는 디스플레이장치(18)를 구비한다. 디

스플레이장치(18)는 CRT, FLCD, FED(Field Emission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장치(18)의 하측에 놓여진 거치대(10)의 중앙에는 모듈 랙(16)이 설치되고 모듈 랙(16)의 좌우에는 스피커(12)

가 배치된다.

도 1a, 및 1b를 참조하면, 모듈 랙(16)의 전면에는 슬라이드 방식 또는 회전식으로 개폐되는 도어(14)가 설치된다. 도어

(14)가 개방되면 노출되는 모듈 랙(16)의 전면에는 기능 확장 모듈들이 착탈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도록 복수개의 모듈 장

착구가 형성되어 있다. 모듈 랙(16)의 최상단에 형성된 모듈 장착구에는 DVCR (Digital Video Cassette Recorder) 모듈

이 장착되어 있다. 참조번호 17은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를 삽입하기 위한 삽입구를 가리킨다. DVCR 모듈은 기능 확장 모

듈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또한, 도 1c를 참조하면, 복수개의 기능 확장 모듈이 일렬로 삽입될 수 있도록 삽입구가 수평으로 연속되도록 마련될 수 있

다.

기능 확장 모듈은 모듈러 TV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모듈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DVD 모듈을 구입하여 모

듈 랙(16)에 장착시키면 모듈러 TV 시스템은 DVD 플레이어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모듈 랙(16)의 뒷면에는 베이스 모듈(도시되지 않음)이 설치되어 있다. 베이스 모듈은 기능 확장 모듈과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따라 제어명령을 주고받는다. 다시 말해, 베이스 모듈은 모듈 랙(16)에 장착된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필요한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장치(18)로 출력하여 표시하고 표시된 제어정보에 따른 사용자입력을 기능 확장 모듈로 전달

한다. 기능 확장 모듈은 전달받은 사용자입력에 따른 AV 데이터를 베이스 모듈로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은 수신된 AV 데

이터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장치(18) 및/또는 스피커(12)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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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확장 모듈은 스스로에 대한 제어정보로서 인덱스 페이지를 저장하고 있으며, 베이스 모듈에는 기능 확장 모듈을 탐색

하기 위한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다. 브라우저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확장 모듈에 대한 선택정보가 표시된 메인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를 통해 선택한 기능 확장 모듈로 인덱스 페이지를 요청하여 사용자에

게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브라우저는 디스플레이된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의 제어명령을 다시 기능 확장

모듈로 전송한다.

도 2 및 3은 모듈 랙(16)을 통한 베이스 모듈과 기능 확장 모듈의 접속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베이스 모듈(100)은 복수개의 모듈접속용 커넥터(110)를 포함한다. 각 커넥터(110)에는 두 개의 통신

포트(112, 114), 및 하나의 전원접속용 커넥터(116)가 마련되어 있다. 통신 포트(112, 114), 및 하나의 전원접속용 커넥터

(116)는 모듈 랙(16)에 마련된 모듈 장착구(도시되지 않음) 내부에 각 기능 확장 모듈이 삽입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된

다.

도 3을 참조하면, 기능 확장 모듈(200) 또한 두 개의 통신 포트(292, 294), 및 하나의 전원접속용 커넥터(296)를 포함한

다. 기능 확장 모듈(200)은 케이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통신포트(292, 294) 및 전원접속용 커넥터(116)는 케이싱의 외부

로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능 확장 모듈(200)이 모듈 랙(16)에 형성된 모듈 장착구에 장착되면 대응 포트

가 상호 접속됨으로써 베이스 모듈(100)과 기능 확장 모듈(200)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복수개의 기능 확장 모듈

(200)이 모듈 랙(16)에 장착되면 베이스 모듈(100)과 복수개의 기능 확장 모듈(200)은 데이지체인 방식으로 연결된다. 다

만, 베이스 모듈(100)과 복수개의 기능 확장 모듈(200)의 연결방식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베이

스 모듈(100) 및 기능 확장 모듈(200)에 구비된 통신포트(112, 114, 292, 294)는 각각 마련된 통신인터페이스부(101,

201)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통신인터페이스부(101, 201)는 IEEE 1394 프로토콜에 따르는 통신인터페이스부로

구현될 수 있다. 다만, 통신인터페이스부(101, 201)는 USB(Universal Serial Bus)버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버스로 연결되거나 고속 이더넷(Fast-Ethernet)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전송될 AV데이터에 따라 적절

한 전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타 통신프로토콜을 채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4a 및 4b는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모듈러 TV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베이스 모듈(100)은 통신인터페이스부(101), 신호처리부(110),비디오 처리부(104), 오디오 처리부

(105), 사용자 입력부(106), 메모리부(107), 및 제어부(108)를 포함한다.

메모리부(107)는 본 실시예에 따라 RAM, 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한다. RAM은 후술하는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

는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버퍼로 사용되고, ROM에는 기능 확장 모듈(200)을 탐색하기 위한 브라우저가 탑재되

며, 플래시 메모리에는 기능 확장 모듈(200)의 IP 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제어부(108)는 모듈 랙(16)에 장착된 기능 확장 모듈(200)로부터 IP 어드레스를 수신하고 메모리부(107)에 탑재된 브라

우저를 실행시켜 통신인터페이스부(101)를 통해 기능 확장 모듈(200)과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수행한다.

사용자 입력부(106)는 명령키(도시되지 않음) 또는 리모트 콘트롤러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입력을 수신하여 제어부(108)

로 전달한다. 통신인터페이스부(101)는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신호처리부(110)는 통신인터페이스부(101)를 통해

수신된 AV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로 구분처리하여 각각 비디오 처리부(104) 및 오디오 처리부(105)로

출력한다. 비디오 처리부(104)는 신호처리부(110)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장치(18)로 전달하

고 오디오 처리부(104)는 신호처리부(110)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여 스피커(12)로 출력한다.

도 4b를 참조하면, 베이스 모듈(100)로 수신되는 AV 데이터가 MPEG 전송스트림인 경우 신호처리부(110)는 MPEG 전송

스트림을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전송스트림 처리부(102)를 포함한다. 또한, 통신인터페이스부(101)는 IEEE1394 인터

페이스부(101b)로 구현되는 경우 IEEE1394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된 MPEG 전송스트림, 상태신호, 또는 제어신호의 송수

신을 처리하며 MPEG 전송스트림을 전송스트림 처리부(102)로 전달하고 상태신호 및 제어신호는 제어부(108)로 제공한

다.

다만, 믹싱부(103)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비된다. 믹싱부(103)는 외부로부터 입력되거나(a), 제어부(108)로부터 입

력되는(b) 이미지 또는 텍스트 등을 포함하는 기타 정보를 비디오 신호(c)와 중첩시켜 비디오 처리부(104)로 출력한다. 이

를 통해, 자막 데이터 등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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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를 참조하면, 기능 확장 모듈(200)은 통신인터페이스부(201), 신호처리부(203), 메모리부(204), 및 제어부(205)를

포함한다.

통신인터페이스부(201)는 베이스 모듈(100)과 통신을 수행한다. 메모리부(204)에는 기능 확장 모듈(200)에 할당된 IP 어

드레스, 인덱스 페이지, 기능 확장 모듈(200)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수행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

다. 또한, 필요한 경우 AV 소스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신호처리부(203)는 AV 소스 데이터를 신호처리하여 통신인터페

이스부(201)로 출력한다. 제어부(205)는 베이스 모듈(100)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

(1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대응 AV 소스 데이터가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능수행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베이스 모듈(100)이 기능 확장 모듈(200)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인스톨 프로그램을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할 수 있다.

AV 소스 데이터는 외부로부터 기능 확장 모듈(200)로 제공되거나 기능 확장 모듈(200)의 메모리부(204)에 저장된 데이터

로서 사용자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를 가리킨다. AV 소스 데이터는 기능 확장 모듈(200)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

하게 구현될 수 있다. 기능 확장 모듈(200)이 DVD 플레이어 기능을 수행하는 DVD 모듈인 경우 AV 소스 데이터는 DVD

에 기록된 AV 데이터이며, HDD 드라이브 모듈인 경우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소정 데이터를 가리킨다.

신호처리부(203) 또한 AV 소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능 확장 모듈(200)이 케

이블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케이블방송 모듈인 경우 신호처리부(203)는 튜너를 통해 수신된 케이블 방송신호를 복조하고

디코딩한다. DVD 모듈의 경우 DVD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통신인터페이스부(201)로 제공하거나 다른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DVD에 기록한다.

메모리부(107)는 베이스 모듈(100)과 마찬가지로 RAM, ROM, 및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한다. RAM은 버퍼로 사용될 수

있고, ROM은 베이스 모듈(100)에 탑재된 브라우저에 대한 서버로로 동작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저장된다. 특히, ROM

에는 기능 확장 모듈(200)이 베이스 모듈(100)에 대한 서버로서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는 기능

확장 모듈(200)에 할당된 IP 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제어부(205)는 ROM에 저장된 서버를 동작시켜 베이스 모듈(100)과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수행한다.

도 4b를 참조하면, 기능 확장 모듈(200)이 베이스 모듈(100)과 MPEG 전송스트림을 주고받는 경우 신호처리부(203)는

MPEG 전송스트림을 멀티플렉싱하거나 디멀티플렉싱하는 전송스트림 처리부(202)를 구비한다. 또한, 통신인터페이스부

(201)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201b)로 구현되는 경우 IEEE1394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된 MPEG 전송스트림, 상태신

호, 또는 제어신호의 송수신을 처리한다.

도 5a 및 5b는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방송 수신모듈의 블록도이다.

도 5a를 참조하면, 방송 수신모듈(210)은 디지털 방송신호 및 케이블 방송신호를 각각 수신하는 수신단자(211, 212), 각

수신단자(211, 212)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213), 튜너(214), 신호처리부(210a), 통신인터페이스부(218), 메모리부

(219a), 및 제어부(219)를 포함한다. 또한, 외관을 둘러싸는 케이싱 밖으로 돌출된 통신 포트(292-1,294-1) 및 전원공급

용 커넥터(296-1)를 구비한다.

수신단자(211, 212)는 외부로부터 송신된 디지털 방송신호 및 케이블 방송신호를 각각 수신한다. 스위칭부(213)는 각 수

신단자(211, 212)를 스위칭한다. 튜너(214)는 수신단자(211, 212)를 통해 수신된 디지털 방송신호/케이블 방송신호 중

어느 하나를 선국한다. 신호처리부(210a)는 튜너(214)로부터 선국된 신호를 처리하여 통신인터페이스부(218)로 출력한

다. 통신인터페이스부(218)는 베이스 모듈(100)과의 통신을 수행하고, 메모리부(219a)는 할당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저장한다. 제어부(219)는 베이스 모듈(100)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100)로부

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신호처리부(210a)로부터 출력된 전송스트림이 통신인터페이스부(218)를 통해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일 예로서 도 5b를 참조하면, 신호처리부(210a)는 채널 디코딩을 위한 채널 디코더(215), 카드접속부(216), 전송스트림을

디멀티플렉싱하는 전송스트림 처리부(217)를 구비하고, 통신인터페이스부(218)은 IEEE 1394 프로토콜에 따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현될 수 있다. 카드접속부(216)는 사용자 인증을 위한 POD(Point of Deployment)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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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되는 POD 접속부로 구현될 수 있다. POD접속부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POD카드로부터 사용자 식별번호를 읽어들

여 정당한 사용자로 확인되면 방송 수신모듈(210)이 동작될 수 있도록 채널 디코더(215)와 전송스트림 처리부(217)를 전

기적으로 연결시킨다.

또한,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단자(211), 또는 케이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단자(212)만을 구비하고 스위칭

부(213)를 구비하지 않도록 구현함으로써 디지털 방송 수신모듈 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모듈을 각각 별개로 구현할 수 있

다.

도 6a 및 6b는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모듈의 블록도이다.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모듈(220)은 위성방송 수신부(221), 신호처리부(220a), 통신인터페이스부(224), 메모리부(226), 및

제어부(225)를 포함한다. 또한, 외관을 둘러싸는 케이싱 밖으로 돌출된 통신 포트(292-2,294-2) 및 전원공급용 커넥터

(296-2)를 구비한다.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부(221)는 디지털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처리부(220a)는 수신된 디지털 위성방송 신호를

처리하며, 통신인터페이스부(224)는 베이스 모듈(100)과의 통신을 수행한다. 메모리부(226)는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

이지를 저장한다. 제어부(225)는 베이스 모듈(100)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1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대응되는 디지털 위성방송 신호가 통신인터페이스부(224)를 통해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일 예로서 도 6b를 참조하면, 신호처리부(220a)는 카드접속부(222) 및 전송스트림 처리부(223)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통신인터페이스부(224)는 IEEE 1394 프로토콜에 따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현될 수 있다. 카드접속부(222)는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한 POD접속부로 구현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의 블록도이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230)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231), 통신인터페이스부(233), 메모리부(235), 및 제어부(234)를

포함한다. 또한, 외관을 둘러싸는 케이싱 밖으로 돌출된 통신 포트(292-3,294-3) 및 전원공급용 커넥터(296-3)를 구비

한다.

메모리부(235)에는 IP 어드레스, 인덱스 페이지 등이 저장되어 있다. 인덱스 페이지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230)

을 제어할 수 있는 GUI 방식의 사용자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다. 통신인터페이스부(233)는 베이스 모듈(100)과 통신을

수행한다. 제어부(234)는 베이스 모듈(100)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에 할당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

하고 베이스 모듈(1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231)에 기록된 데이터가 통신인터페

이스부(233)를 통해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통신인터페이스부(233)는 IEEE1394 프로토

콜에 따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현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DVD 모듈의 블록도이다.

DVD 모듈(240)은 데크부(241), 신호처리부(243), 통신인터페이스부(244), 메모리부(246), 및 제어부(245)를 포함한다.

또한, 외관을 둘러싸는 거치대 밖으로 돌출된 통신 포트(292-4,294-4) 및 전원공급용 커넥터(296-4)를 구비한다.

데크부(241)에는 DVD가 AV 소스 데이터를 독출 또는 기록가능하도록 장착된다. 신호처리부(243)는 데크부(241)에 안착

된 DVD로부터 AV 소스 데이터를 독출하여 재생가능하도록 처리하거나 외부로부터 입력된 AV 데이터를 처리하여 기록

가능한 AV 소스 데이터로 처리한다. 통신인터페이스부는 베이스 모듈(100)과의 통신을 수행한다. 메모리부(246)에는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다. 인덱스 페이지에는 DVD 모듈(240)을 제어할 수 있는 GUI 방식의 사용자인

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다. 제어부(245)는 베이스 모듈(100)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

(1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DVD로부터 독출되어 신호처리부(243)에 의해 처리된 AV 소스 데이터가 통

신인터페이스부(244)를 통해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인터넷 접속모듈의 블록도이다.

인터넷 접속모듈(250)은 인터넷 접속부(251), 통신인터페이스부(254), 메모리부(256), 및 제어부(255)를 포함한다. 또한,

외관을 둘러싸는 케이싱 밖으로 돌출된 통신 포트(292-5,294-5) 및 전원공급용 커넥터(296-5)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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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부(251)는 인터넷망에 통신가능하도록 접속하고 통신인터페이스부(254)는 베이스 모듈(100)과의 통신을 수

행한다. 메모리부(256)는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저장한다. 인덱스 페이지에는 인터넷 접속모듈(250)을 제어할

수 있는 GUI 방식의 사용자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다. 제어부(255)는 베이스 모듈(100)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

지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1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인터넷 접속부(251)를 통해 수신된 웹페이지가 통

신인터페이스부(254)를 통해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통신인터페이스부(254)는 IEEE

1394 프로토콜에 따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USB(Universal Serial Bus)버스,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버스로 연결되거나 고속 이더넷(Fast-Ethernet), 등 전송될 AV데이터에 따라 적

절한 전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타 통신프로토콜을 채용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게임모듈의 블록도이다.

게임모듈(260)은 게임팩장착부(262), 게임팩 제어부(263), 통신인터페이스부(264), 메모리부(266), 및 제어부(265)를 포

함한다. 또한, 외관을 둘러싸는 케이싱 밖으로 돌출된 통신 포트(292-6,294-6) 및 전원공급용 커넥터(296-6)를 구비한

다.

게임팩장착부(262)에는 게임팩이 장착된다. 게임팩 제어부(263)는 게임팩장착부(262)를 제어한다. 통신인터페이스부

(264)는 베이스 모듈(100)과의 통신을 수행한다. 메모리부(266)는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다. 인덱

스 페이지에는 게임모듈(260)을 제어할 수 있는 GUI 방식의 사용자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다. 제어부(265)는 베이스

모듈(100)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1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게임이 가

능하도록 게임팩(도시되지 않음)에 저장된 게임 컨텐츠가 통신인터페이스부(264)를 통해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통신인터페이스부(264)는 IEEE 1394 프로토콜에 따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현될 수 있

다. 또한, USB(Universal Serial Bus)버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버스로 연결되거나 고속 이더넷

(Fast-Ethernet), 등 전송될 AV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전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타 통신프로토콜을 채용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DVCR 모듈의 블록도이다.

DVCR 모듈(270)은 데크부(271), 신호처리부(273), 통신인터페이스부(274), 메모리부(276), 및 제어부(275)를 포함한다.

또한, 외관을 둘러싸는 케이싱 밖으로 돌출된 통신 포트(292-7,294-7) 및 전원공급용 커넥터(296-7)를 구비한다.

데크부(271)에는 DVCR에 기록된 AV 소스 데이터가 독출가능하도록 장착된다. 신호처리부(273)는 데크부(271)에 안착

된 DVCR로부터 AV 소스 데이터를 독출하여 처리한다. 통신인터페이스부(274)는 베이스 모듈(100)과의 통신을 수행한

다. 메모리부(276)에는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다. 인덱스 페이지에는 DVCR 모듈(270)을 제어할

수 있는 GUI 방식의 사용자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다. 제어부(275)는 베이스 모듈(100)로 IP 어드레스 및 인덱스 페이

지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듈(100)로부터 수신된 사용자입력에 응답하여 DVCR로부터 독출되어 신호처리부(273)에 의해

처리된 AV 소스 데이터가 통신인터페이스부(274)를 통해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되도록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통신인

터페이스부(274)는 IEEE 1394 프로토콜에 따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부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USB(Universal

Serial Bus)버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버스로 연결되거나 고속 이더넷(Fast-Ethernet), 등 전송될

AV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전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타 통신프로토콜을 채용할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베이스 모듈과 기능 확장 모듈이 클라이언트-서버모델에 따른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통신프로토콜의 계층구조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베이스 모듈과 기능 확장 모듈 간의 데이터 통신은 IEEE 1394 프로토콜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계층에 채용되는 프로토콜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모듈러 TV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모듈러 TV 시스템에 전원을 인가하면(1302단계), 클라이언트인 베이스 모듈(100)은 서버인 기능 확장

모듈(200)이 모듈 랙(16)에 장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304단계).

장착된 기능 확장 모듈(200)은 인덱스 페이지를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하고 베이스 모듈(100)은 제공된 인덱스 페이지

를 설치한다(1306단계). 이때, 기능 확장 모듈(200)은 IP 어드레스를 함께 전송하고 베이스 모듈(100)은 수신된 IP 어드

레스를 저장한다. 다만, IP 어드레스의 송수신 단계는 상기 1306단계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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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베이스 모듈(100)을 동작시키면 베이스 모듈(100)에 설치된 브라우저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은 메인 페이지

를 디스플레이한다(1310). 메인 페이지에는 전술한 다양한 기능 확장 모듈을 가리키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아이콘은 각 기

능 확장 모듈로부터 호출되어 전송되거나 베이스 모듈(100)이 저장하고 있다가 메인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아이콘이

각 기능 확장 모듈로부터 호출되어 전송되도록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경우 기능 확장 모듈의 제작자는 다양한 아이콘을

마련하여 탑재시킴으로써 메인 페이지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다양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에 표시된 소정 아이콘을 선택하면(1312), 베이스 모듈(100)에 탑재된 브라우저는 선택된 아이콘에

대응되는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인덱스 페이지를 불러와서 디스플레이한다(1314단계). 이때, 상기 1306단계를 생략하고

상기 1314단계에서 대응 기능 확장 모듈(200)로부터 인덱스 페이지를 직접 불러오도록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된 인덱스 페이지에는 GUI 방식의 사용자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아이콘을 선

택하면(1316단계), 선택된 제어명령(사용자입력)이 대응 기능 확장 모듈(200)로 전송되며(1318단계), 기능 확장 모듈

(200)에서는 수신된 제어명령에 따른 동작이 수행된다. 예를 들어, DVCR 모듈(250)의 인덱스 페이지에서 특정 컨텐츠를

선택하고 「재생」아이콘을 선택하면 선택된 컨텐츠 명칭 및 「재생」제어명령이 DVCR 모듈(250)로 전달되고 DVCR 모

듈(250)은 선택된 컨텐츠를 독출하여 베이스 모듈(100)로 전송한다.

베이스 모듈(100)은 대응 기능 확장 모듈(20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한다(1320단계).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의 실시예로서 모듈러 TV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

해, 모듈러 TV 시스템은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 것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모듈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디지털 미디어 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AV 시스템 및

그 기능 확장 모듈이 제공된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사양을 선택할 수 있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1b, 1c, 및 1d는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의 일 실시예인 모듈러 TV 시스템의 외관도,

도 2 및 3은 모듈 랙(16)을 통한 베이스 모듈과 기능 확장 모듈의 접속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4a 및 4b는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모듈러 TV 시스템의 블록도,

도 5a 및 5b는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방송 수신모듈의 블록도,

도 6a 및 6b는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모듈의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듈의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DVD 모듈의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인터넷 접속모듈의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게임모듈의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 모듈(200)의 일 실시예로서 DVCR 모듈의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베이스 모듈과 기능 확장 모듈이 클라이언트-서버모델에 따른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통신프로토콜의 계층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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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AV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모듈러 TV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4는 메인 페이지의 일 예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스피커 18: 디스플레이장치

100: 베이스 모듈 200: 기능 확장 모듈

101,201: 통신인터페이스부 104: 비디오 처리부

105,203: 오디오 처리부 106: 사용자 입력부

107, 204: 메모리 108:, 205: 제어부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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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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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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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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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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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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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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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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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0694043

- 21 -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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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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