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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플레이어(200)로부터의 영상과 이 영상에 관련된 음성이 공급되는 직렬 버스(100)에 접속된 모니터(300)와 앰
프(400)에 의해 각각 재생된 영상과 음성을 동기시키는 영상 음성 동기 방법에 있어서, 모니터(300)는 영상 표시를 
위한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 정보를 직렬 버스(100)를 통해 제어 명령으로서 앰프(400)에 송출하며, 
앰프(400)는 제어 명령에 따라 영상과 음성간의 동기화에 필요한 시간만큼 음성을 지연시켜 출력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음성 출력 지연 수단, 지연 시간 정보, 화소 변환, 영상 출력과 음성 출력의 동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기기의 네트워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음성 출력 장치인 DVD 플레이어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표시 장치인 모니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 혼합 장치인 앰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어 명령의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직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isochronous cycle) 내의 데이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제어 명령의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직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제어 명령의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의 직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제어 명령의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서의 직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종래예에 따른 기기의 네트워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직렬 버스

200 : DVD 플레이어

204 : 지연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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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인터페이스부

300 : 모니터

301 : 인터페이스부

400 : 앰프

401 : 인터페이스부

402 : 지연 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디지탈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 전송하고, 네트워크에 접속된 영상 표시 
장치의 영상 표시와 음성 혼합 장치의 음성 출력간의 시간 어긋남(time lag)을 일치시키기 위한 영상 표시 장치, 음성 
혼합 장치, 영상 음성 출력 장치 및 영상 음성 동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IEEE1394로 대표되는 디지탈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전자 기기의 보급에 의해 미래에는 모든 전자 기기가 네트워
크에 접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AV 기기에서 영상 및 음성을 재생하기 위한 DVD 플레이어, 영상을 표
시하기 위한 모니터 및 음성을 수신하기 위한 앰프(amplifier)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접속된다.

    
도 14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AV의 개략을 도시하고 있으며, DVD 플레이어(250), 모니터(350) 및 앰프(450)가 IEE
E1394 규격의 직렬 버스(150)를 통해 접속된다. DVD 규격에는 DVD 영상 규격 및 DVD 음성 규격이 있다. IEEE13
94에 의해 영상 및 음성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MPEG-TS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규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실제로, MPEG-TS 방식은 압축된 동화상 데이타를 패킷화에 의해 다중화하여 전송 스트림으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한, 옵션으로서, 압축되지 않은 음성 데이타가 A＆M 방식에 따라서 IEEE1394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한편, 수신측에서는 MPEG-TS 방식의 영상 음성 데이타가 모니터(350)에 의해 수신되고, A＆M 방식의 음성 데이타
가 앰프(450)에 의해 수신된다. 모니터(350)는 압축된 영상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화소수의 변환이 이루어진 데이타
를 화상 표시를 위한 표시 구동 회로(도시하지 않음)에 공급한다. 앰프(450)는 전송된 음성 데이타를 증폭하고, 그 데
이타를 음성 재생을 위한 스피커(도시하지 않음)에 공급한다. 그 결과, 모니터(350)에 의한 영상 재생과 함께 앰프(4
50)에 의해 고음질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모니터(350)로서 특히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를 사용하는 경우, 종래의 음극선관을 이용하는 텔레
비젼과는 달리 표시 구동 회로에서 약 30 내지 60 msec의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PDP에 의한 영상 표시와 
앰프(450)의 음성 출력간의 시간 어긋남(소위 립싱크(lip synchronization))의 문제가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3 -



공개특허 특2002-0088388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디지탈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 전송하고, 네트워크에 접속된 영상 표시 장치의 영상 표시와 음성 혼합 장치의 음성 출력간의 시간 어긋남을 일치
시키기 위한 영상 표시 장치, 음성 혼합 장치, 영상 음성 출력 장치 및 영상 음성 동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에 관련한 음성 정보가 제공되는 네트워크(직렬 버스(100))에 접속되
어, 네트워크로부터 획득된 영상 정보룰 표시하며, 영상 정보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송출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영상 
표시 장치(모니터(300))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 표시 장치가 접속된 네트워크(직렬 버스(100))에 접속되어, 네트워크로부터 획득된 음성 정보
를 출력하며,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로부터 획득된 음성 정보를 지연시키는 부분(지연 버퍼(402))을 포
함하는 음성 혼합 장치(앰프(400))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 표시 장치가 접속되는 네트워크(직렬 버스(100))에 접속되고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네트
워크에 공급하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DVD 플레이어(200))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공급된 음성 정보를 지연 시간 정보
에 기초하여 지연시키기 위한 지연부(지연 버퍼(204))를 포함하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 정보와 상기 영상 정보에 관련된 음성 정보가 공급되는 네트워크(직렬 버스(100))에 접속된 
영상 표시 장치(모니터(300))의 영상 표시와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된 음성 혼합 장치(앰프(400))의 음성 출력간의 
시간 어긋남을 일치시키기 위한 영상 음성 동기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공급된 음성 정보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획
득한 음성 정보가 영상 표시 장치가 갖는 영상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지연되는 영상 음성 동기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직렬 버스에 접속된 기기(노드)의 네트워크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 음성 출력 장치로서 작동하는 DVD 플레이어(200), 영상 표시 장치로서 작동하는 
모니터(300) 및 음성 혼합 장치로서 작동하는 앰프(400)가 디지탈 인터페이스인 IEEE1394 규격에 따른 직렬 버스(
100)에 접속되어 있다.

각각의 기기의 구성을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 2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인 DVD 플레이어(200)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DVD 플레이어(200)는 영상 데이타 및 
음성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DVD 재생부(201), MPEG 방식에 따라 영상 데이타를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딩부(202), 
인코딩된 영상 데이타와 DVD 재생부(201)로부터의 음성 데이타를 패킷화에 의해 다중화하여 스트림 데이타(MPEG-
TS)를 얻는 멀티플렉서(MUX)(203), 음성 데이타를 PTS, DST에 의해 지정된 시간까지 지연시키고 MUX(203)로부
터 출력된 스트림 데이타에 동기된 데이타(A＆M)를 획득하기 위한 지연 버퍼(204), 디지탈 인터페이스인 IEEE1394
의 직렬 버스에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I/F)부(205) 및 DVD 플레이어(200)의 총괄 제어(예를 들어, 하술된 지연 
버퍼(204)에 대한 지연 시간 설정)를 수행하기 위한 CPU(206)를 갖는다.
    

    
도 3은 영상 표시 장치인 모니터(300)를 도시하고 있으며, 모니터(300)는 디지탈 인터페이스인 IEEE1394의 직렬 버
스를 통해 MPEG-TS 방식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한 I/F부(301), 영상 스트림 및 음성 스트림으로부터 
영상 스트림을 추출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DEMUX)(302), MPEG 방식에 의해 인코딩된 영상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영상 데이타를 발생하는 디코딩부(303), 영상 데이타에 기초한 표시에 필요한 화소수로 변환을 행하기 위한 구동 회로
(304), 구동 회로(304)에 의해 구동된 표시 패널부(305) 및 모니터(300)의 총괄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CPU(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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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도 4는 음성 혼합 장치인 앰프(400)를 도시하고 있으며, 앰프(400)는 A＆M 방식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를 IEEE139
4 방식의 직렬 버스를 통해 수신하기 위한 I/F부(401), 음성 데이타를 지연시키기 위한 지연 버퍼(402), 음성 데이타
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DAC)(403), 음성 신호의 성분을 제어하기 위한 음성 
제어부(404) 및 앰프(400)의 총괄 제어(예를 들어, 하술된 지연 버퍼(402)에 대한 지연 시간 설정)를 수행하기 위한 
CPU(405)를 포함한다.
    

영상과 음성간의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각의 기기간의 제어를 제1 실시예 내지 제4 실시예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 5는 제1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모니터에서 앰프로 지연 시간 설정 요청이 송출되고, 이 요청에 기초하여 앰프
는 지연 버퍼에 지연 시간을 설정하고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모니터에 응답한다. 모니터내에서 이루어
진 화소 변환 등의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영상과 음성간의 시간 어긋남이 초래되므로, 이러한 지연 소자로 인해 발생하
는 지연 시간만큼 음성 신호의 출력을 지연 시킴으로써 영상과 음성이 동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6에 도시된 직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참조하여 모니터와 앰프간의 제어 명령의 흐름을 설명한다. DV
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A＆M 방식의 음성 데이타,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설정 요청을 나타내는 제어 명령, 
지연 시간 설정 요청을 나타내는 제어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 앰프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설정 완료를 나타내는 제
어 명령, 및 DV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MPEG 방식의 영상 데이타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125 ㎲의 길이를 갖는 직렬 
버스 상의 동기 단위인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내에 삽입되어 전송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내의 데이타 구조는 모든 노드의 기준 시각을 일치시키기 위한 아이소
크로너스 사이클 IC의 헤드에 삽입된 사이클 개시 패킷 CSP와, 복수 채널(A＆M 방식의 음성 데이타 및 MPEG 방식의 
영상 데이타)의 아이소크로너스 패킷에 의해 형성되고 각각의 채널에 대응하는 데이타를 각각의 아이소크로너스 패킷 
IP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성된 아이소크로너스 전송 영역 ICT와, 도 6에 도시된 제어 명령 등에 대한 비동기 정보를 포
함하는 비동기 전송 영역 ACT에 의해 구성된다.
    

각각의 아이소크로너스 전송 영역 ICT의 최후미 및 각각의 비동기 전송 영역 ACT의 최후미에는 1개의 아이소크로너
스 전송 영역 ICT의 종료 또는 서브액션 SA의 종료를 나타내는 시간 간격인 서브액션 갭 SG가 삽입된다. 또한, 각각의 
아이소크로너스 패킷 IP의 사이 및 사이클 스타트 패킷 CSP와 선두의 아이소크로너스 패킷 IP의 사이에는 각각의 패킷
의 종료를 나타내는 시간 간격인 아이소크로너스 갭 IG가 삽입된다.

아이소크로너스 패킷 IP는 각각의 아이소크로너스 패킷 IP내의 데이타의 양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각각의 아이소크로
너스 패킷 IP내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IP(아이소크로너스 패킷) 헤더 IPH와, CIP
(Common Isochronous Packet) 헤더 CIPH와, 실제 영상 정보 또는 음성 정보를 포함한 데이타 영역 DF에 의해 구성
된다.

비동기 전송 영역 ACT는 복수의 비동기 서브액션을 포함하며, 각각의 비동기 서브액션은 비동기식으로 전송된 제어 정
보의 데이타를 포함하는 데이타 패킷 DP 및 송신처의 노드로부터의 응답을 위해 사용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확인 패킷
(acknowledge packet) ACP로 구성된다. 또한, 1개의 데이타 패킷 DP의 종료를 나타내는 시간 간격인 확인 갭 AG는 
데이타 패킷 DP와 확인 패킷 ACP의 사이에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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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패킷 DP는 각각의 데이타 패킷 DP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비동기 패킷 헤더 APH와, 제어 신호
를 포함하는 데이타 영역 ADF에 의해 구성된다.

    
도 8은 제2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DVD 플레이어로부터 모니터에 지연 시간 획득 요청이 송출되고, 이 요청에 기
초하여 모니터는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 정보를 DVD 플레이어에 응답한다. 다음에, DVD 플레이어는 
앰프에 지연 시간 설정 요청을 송출하며, 이 요청에 기초하여 앰프는 지연 버퍼에 지연 시간을 설정하고, 설정이 완료되
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DVD 플레이어에 응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DVD 플레이어는 모니터내에서 이루어진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 정보를 획득하고, 앰프는 DV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만큼 음성 신호의 
출력을 지연시키며, 이에 의해 영상과 음성이 동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DVD 플레이어와 모니터간의 제어 명령과 DVD 플레이어와 앰프간의 제어 명령의 흐름을 도 9에 도시된 직
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DV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A＆M 방식의 음성 데이타,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을 나타내는 제어 명령, 앰프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설정 완료를 나타내는 제어 명령, DVD 플레이
어로부터 송출된 MPEG 방식의 영상 데이타 및 DV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획득 요청과 지연 시간 설정 요
청을 나타내는 제어 정보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직렬 버스 상의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내에 삽입되어 전송된다. 여기서,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제어 명령은 DV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획득 요청을 나타
내는 제어 명령에 대한 응답이며, 앰프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설정 완료를 나타내는 제어 명령은 DVD 플레이어로부
터 송출된 지연 시간 설정 요청을 나타내는 제어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 각각의 명령은 도 7에 도시된 이전의 아이소크
로너스 사이클내의 데이타 구조에 있어서 데이타 패킷 DP를 형성하는 데이타 영역 ADF에 삽입된다.
    

    
도 10은 제3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앰프로부터 모니터에 지연 시간 획득 요청이 송출되고, 이 요청에 기초하여 모
니터는 모니터내에서 이루어진 화소 변환 등의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 정보를 앰프에 송출하며, 앰프
는 지연 버퍼에 지연 시간을 설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앰프는 모니터내에서 이루어진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초래된 
지연 시간 정보를 획득하며, 앰프는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만큼 음성 신호의 출력을 지연시키고, 이에 의해 영
상과 음성이 동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앰프와 모니터간의 제어 명령의 흐름을 도 11에 도시된 직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DV
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A＆M 방식의 음성 데이타,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제어 명령, 앰프
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획득 요청을 나타내는 제어 명령 및 DV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MPEG 방식의 영상 데이타
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직렬 버스 상의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내에 삽입되어 전송된다. 여기서,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제어 명령은 앰프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획득 요청을 나타내는 제어 명령에 대한 응답이
다. 각각의 제어 명령은 도 7에 도시된 이전의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내의 데이타 구조에 있어서 데이타 패킷 DP를 형
성하는 데이타 영역 ADF내에 삽입된다.
    

    
도 12는 제4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DVD 플레이어로부터 모니터에 지연 시간 획득 요청이 송출되고, 이 요청에 기
초하여 모니터는 모니터내에서 이루어진 화소 변환 등의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 정보를 DVD 플레이
어에 송출하며, DVD 플레이어는 지연 버퍼에 지연 시간을 설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DVD 플레이어는 모니터내에서 
이루어진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 정보를 획득하며, DVD 플레이어는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만큼 음성 신호의 출력을 지연시키고, 이에 의해 영상과 음성이 동기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음성 신호의 출력이 
DVD 플레이어에 제공된 지연 버퍼를 사용하여 지연될 수 있어서 네트워크가 지연 버퍼를 설치하지 않은 통상적인 앰프
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에도 영상과 음성이 동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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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앰프와 모니터간의 제어 명령의 흐름을 도 13에 도시된 직렬 버스 상의 전송 형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DV
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A＆M 방식의 음성 데이타,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제어 명령, DV
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MPEG 방식의 영상 데이타 및 DVD 플레이어로부터 송출된 지연 시간 획득 요청을 나타내는 
제어 명령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직렬 버스 상의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내에 삽입되어 전송된다. 각각의 정보는 도 7에 
도시된 이전의 아이소크로너스 사이클내의 데이타 구조에 있어서 데이타 패킷 DP를 형성하는 데이타 영역 ADF에 삽
입된다.
    

    
제1 실시예 내지 제4 실시예에 있어서, 모니터로부터 송출된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 정보는 주로 화
소 변환에 필요한 시간 정보이다. 따라서, 모니터의 화소수와 관련된 화소 변환에 필요한 시간은 사전에 모니터내의 지
연 시간 정보로서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앰프 또는 DVD 플레이어는 이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내부의 지연 버
퍼의 지연량을 설정하며, 이에 의해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니터에 의해 표시된 영상과 네트워크에 접속된 앰프에 의해 
재생된 음성이 동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연 버퍼의 지연량은 전술된 바와 같이 모니터의 고유 지연 소자에 의해 야기
된 지연 시간에 의해 설정될뿐만 아니라 모니터의 고유 지연 소자 이외의 지연 소자(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전송 지연)
에 의해 야기된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될 것이다. 이 경우, 지연량이 일의적으로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연 버퍼
는 동기에 필요한 지연량을 설정하기 위해 수동 조정된다. 수종 조정의 경우, 기준 정보로서 작용하는 시보 영상(time 
signal video)이 DVD 플레이어로부터 전송되며, 모니터 및 앰프로부터 각각 영상 및 음성을 재생하고, 재생된 영상 및 
음성을 확인하면서 지연 버퍼의 지연량을 조정한다.
    

지연량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타이밍으로서, 네트워크에 기기가 접속된 때에 지연 시간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지연 버퍼
에 지연량을 설정할뿐만 아니라 기기의 동작 개시시마다 지연 시간 정보를 획득하거나 기기의 동작 지속 동안의 일정 
기간마다 지연 시간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지연 버퍼의 지연량이 조정된다.

    
또한, 제1 실시예 내지 제4 실시예에서, DVD 플레이어로부터의 영상 및 음성이 출력단에서 동기하는 경우가 설명되었
지만, 영상과 음성이 DVD 플레이어로부터의 출력단에서 동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앰프 또는 DVD 플레이어의 지연 버
퍼의 지연량을 조정함으로써 모니터에 의해 표시된 영상과 앰프로부터의 음성이 최종 출력단에서 동기될 수 있다. 따라
서, 앰프의 지연 버퍼에서 지연량이 조정될 때, DVD 플레이어의 지연 버퍼가 생략될 수 있어 회로 구성이 간략화될 수 
있다. 또한, DVD 플레이어의 지연 버퍼에서 지연량이 조정될 때, 앰프의 지연 버퍼가 생략될 수 있어 회로 구성이 간략
화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디지탈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네트워크 상에 전송하고, 
네트워크에 접속된 영상 표시 장치의 영상 표시와 음성 혼합 장치의 음성 출력간의 시간 어긋남을 일치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표시 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와 관련된 음성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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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는 영상 정보의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송출하는 영상 표시 장치.

청구항 2.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와 관련된 음성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및 상기 영상 정보를 표
시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는 영상 정보의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송출하는 영상 표시 장
치가 접속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음성 혼합 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음성 정보 및 지연 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상기 음성 정보를 혼합하는 믹서; 및

상기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음성 정보를 지연시키는 지연부

를 포함하는 음성 혼합 장치.

청구항 3.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와 관련된 음성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및 상기 영상 정보를 표
시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는 영상 정보의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송출하는 영상 표시 장
치; 및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음성 정보 및 지연 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상기 음성 정보
를 혼합하는 믹서 및 상기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음성 정보를 지연시키는 지연부를 포함하는 음성 혼합 장치가 접
속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영상 음성 출력 장치에 있어서,
    

영상 정보와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영상 표시 장치로부터 지연 시간 정보를 수신하고, 영상 정보와 음성 
정보를 네트워크에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및

지연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를 포함하고, 상기 지연 시간 정보는 상기 음성 혼합 장치에 출력되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

청구항 4.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와 관련된 음성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및 상기 영상 정보를 표
시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는 영상 정보의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송출하는 영상 표시 장
치가 접속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에 있어서,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영상 표시 장치로부터 지연 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및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음성 정보를 지연시키는 지연부

를 포함하며, 지연된 음성 정보가 네트워크에 출력되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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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와 관련된 음성 정보가 공급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영상 표시 장치의 영상 표시와 네트워
크에 접속된 음성 혼합 장치의 음성 출력간의 시간 어긋남(time lag)을 일치시키는 영상 음성 동기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영상 표시 장치로부터 영상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네트워크에 공급된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획득된 음성 정보를 지연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 음성 동기 방법.

청구항 6.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a)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에 관련된 음성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인터페이스와,

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인터페이스는 영상 정보의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송출하는 영상 표시 장치; 및

(b)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부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영상 표시 장치로부터 지연 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제2 인터페이스와,

상기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음성 정보를 지연시키는 지연부

를 포함하고, 지연된 음성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영상 표시 장치에 출력되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7.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a)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영상 정보 및 상기 영상 정보와 관련된 음성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인터페이스와,

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인터페이스는 영상 정보의 표시에 대한 지연 시간 정보를 송출하는 영상 표시 장치;

(b)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음성 정보 및 지연 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제2 인터페이스와,

음성 정보를 혼합하는 믹서와,

지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음성 정보를 지연시키는 지연부

를 포함하는 음성 혼합 장치; 및

(c)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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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영상 표시 장치로부터 지연 시간 정보를 수신하고, 영상 정보와 음성 
정보를 네트워크에 출력하는 제3 인터페이스와,

지연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를 포함하며, 상기 제3 인터페이스가 지연 시간 정보를 상기 음성 혼합 장치에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 장치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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