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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및 이를 이용한노래반주기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이 가능한 외부 컴퓨팅 기기에 간단하게 연결한 상태에서 외부 컴퓨팅 기기의 컴

퓨팅 기능을 활용하여 노래방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및 이를 이용한 노래반주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른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은 무선마이크 장치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음성신호 및 키데이

터를 수신 안테나를 경유하여 수신받는 RF 수신부; 상기 RF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부; 상기 복조부

에서 복조된 신호에서 상기 음성신호와 상기 키데이터를 분리하는 음성/키데이터 분리부; 상기 음성신호를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사운드 처리 기능을 구비한 외부 컴퓨팅 기기와 연

결되어 상기 디지털화 음성신호 및 상기 키데이터를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에 전달하는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상기 디

지털화 음성신호 및 상기 키데이터를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노래반주기, USB, X-박스, 무선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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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노래반주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에서 무선마이크 장치 개략적인 기능 블록도,

  도 3은 도 1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에서 USB 드라이브 장치의 개략적인 기능 블록도,

  도 4는 도 1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에서 X-박스 게임기의 개략적인 기능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무선마이크 장치, 102: 본체,

  104: 마이크 그릴, 106: 키패드,

  110: 키입력부, 120: 송신측 MCU,

  130: RF 변조부, 140: 마이크,

  150: RF 송신부, 160: 송신 안테나,

  200: USB 드라이브 장치, 210: 수신 안테나,

  220: RF 수신부, 230: 복조부,

  240: 음성/키데이터 분리부, 250: 파형 정형부,

  260: A/D 변환부, 270: 수신측 MCU,

  280: 확장팩, 290: USB 인터페이스,

  300: X-박스 게임기, 310: CPU,

  320: DVD 드라이브, 330: USB 인터페이스,

  340: 사운드 카드, 342: 음원 모듈,

  344: 믹서, 350: 그래픽 카드,

  400: DVD-ROM, 410: 운영 프로그램,

  411: 음성/키데이터 분리부, 412: 키데이터 처리부,

  413: 사운드 처리부, 414: 자막 처리부,

  415: 배경영상 처리부, 416: 오디오 출력부,

  417: 비디오 출력부, 418: 기타기능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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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악곡데이터 저장부, 430: 배경영상 데이터 저장부,

  500: TV 수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및 이를 이용한 노래반주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이 가능한 외부 컴퓨팅 기기에 간단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및 이를 이용

한 노래반주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락 기기로 알려져 있는 노래반주기는 종래 고정 설치형이 주류를 이루다가 공간 절약이라는 요구

와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의 발전이 어우러져서 마이크로폰(이하, '마이크'라 한다)과 기기의 본체가 합쳐져서 휴대할 수 있

도록 된 휴대형 노래반주기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휴대형 노래반주기는 외형이 노래방 마이크와 비슷하게 구현되고 있는데, 본체의 상단에는 마이크 그릴이 배치되

고 내부에는 각종 회로 부품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본체의 전면에는 곡번호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숫자키가 노출되어 있

고, 그 상부에는 선택된 곡번호를 표시하는 LCD 표시기가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휴대형 노래반주기에서 출력되

는 영상신호는 케이블을 통해 AV 기기, 예를 들어 TV 수상기의 비디오 입력단자에 제공되고, 음성신호도 역시 유선을 통

해 TV 수상기의 오디오 입력단자에 제공되어 재생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휴대형 노래반주기는 외부 AV 기기를 제외한, 노래방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품들이 하

나의 본체에 탑재되어 있어서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고가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컴퓨터 모니터보다 대화면으로 이루어지고 음성처리 성능도 컴퓨터보다 뛰어난 TV 수상기에 간단히 연결하여 게

임을 보다 박진감 넘치고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각종 게임기가 널리 시판되고 있는 바,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등

록상표)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박스(등록상표)가 대표적인 것이다. 더욱이, 근래 들어서는 CPU 처리 속도와 메모리 용

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하여 이들 게임기에도 퍼스널 컴퓨터에 버금가는 고성능의 CPU와 대용량의 메모리 및 각종 주변

장치들이 탑재되고 있어서 거의 게임 전용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바, 단지 게임용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이 가능한 외부 컴퓨팅 기기

에 간단하게 연결한 상태에서 외부 컴퓨팅 기기의 컴퓨팅 기능을 활용하여 노래방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및 이를 이용한 노래반주기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른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은 무선마이크 장치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음성신호 및 키데이터를 수신 안테나를 경유하여 수신받는 RF 수신부; 상기 RF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복

조하는 복조부; 상기 복조부에서 복조된 신호에서 상기 음성신호와 상기 키데이터를 분리하는 음성/키데이터 분리부; 상기

음성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사운드 처리 기능을 구비

한 외부 컴퓨팅 기기와 연결되어 상기 디지털화 음성신호 및 상기 키데이터를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에 전달하는 직렬 통

신 인터페이스 및 상기 디지털화 음성신호 및 상기 키데이터를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술한 구성에서,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는 USB 인터페이스이고,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는 X-박스 게임기 또는 퍼

스널 컴퓨터의 본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노래반주기 시스템은 선곡 숫자키와 연주키를 포함한 각종 키들로부터 발생하는 키데이터와

사용자의 음성신호를 변조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마이크 장치;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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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능을 구비하여 노래반주기의 운영 주체가 되는 외부 컴퓨팅 기기; 상기 무선마이크 장치로부터 송신된 음성신호와

키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복조하여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에 전달하는 노래반주기 데이

터 무선 수신팩;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에 의해 실행 및 판독되는 노래반주기 운영 프로그램, 악곡 데이터 및 배경영상 데

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소정의 광학 디스크 및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와 커넥터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로

부터 제공되는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오디오 기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및 이를 이용한 노래반주기 시스템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으로 USB 드라이브를 예로 들고 외부 컴퓨

팅 기기로는 X-박스 게임기를 예로 들어 설명을 진행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노래반주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노래반주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노래반주기 운영의 주체가 되는 X-박스 게임기(300), 선곡

숫자키와 연주키 등을 포함한 각종 키들로부터 발생하는 키데이터와 사용자의 음성신호를 변조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

선마이크 장치(100), X-박스 게임기(300)의 직렬 통신 포트, 예를 들어 조이스틱 입력 포트에 연결되며 무선마이크 장치

(100)로부터 송신된 키데이터와 음성신호를 수신한 후에 복조하여 X-박스 게임기(300)에 전달하는 USB(Universal

Serial Bus) 드라이브 장치(200), X-박스 게임기(300)에 의해 실행 및 판독되는 노래반주기 운영 프로그램(410), 악곡 데

이터(420) 및 배경영상 데이터(430)가 기록되어 있는 DVD(Digital video Disk)-ROM(400)(이하, 간단히 'DVD'라 한다)

및 X-박스 게임기(300)와 AV 커넥터에 의해 연결되어 X-박스 게임기(300)로부터 제공되는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

를 시청각적인 형태로 재생하는 TV 수상기(5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구성에서, 무선마이크 장치(100)의 기구적인 구성은 크게 손에 쥘 수 있는 크기의 본체(102), 본체(102)의 상단

에 마련되는 마이크 그릴(104) 및 본체(102)의 중간에 마련된 키패드(106)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X-박스 게임기(300)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차세대 비디오 게임기로 인텔사의 펜티엄Ⅲ(등록상표)

733[MHz] CPU, 8[GB]이상의 대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64[MB]의 메인 메모리,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그래픽 카드), 4개의 컨트롤러 포트(조이스틱 입력 포트)와 각 1개의 AV 출력 포트 및 이더넷 포트, 5배속 DVD-ROM 드

라이브, 256개의 오디오 채널, 64개의 3D 오디오 채널 및 오디오 DAC(Digital Analog Converter)를 구비하고 있고, 미디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가 지원된다.

  도 2는 도 1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에서 무선마이크 장치의 개략적인 기능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무선마이

크 장치(100)는 사용자로부터 선곡용 숫자키와 연주키 및 기타 기능키 명령을 입력받는 키입력부(110), 사용자의 육성을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140), 키입력부(110)로부터 입력된 각 키 명령을 판별하여 대응하는 키데이터를 출

력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유닛(120)(이하, 'MCU'라 하고, 후술하는 USB 드라이브 장치에 구비된 MCU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를 '송신측 MCU'라 하고, 후자를 '수신측 MCU'라 한다), 마이크(140)로부터의 음성신호 및

MCU(120)로부터의 키데이터를 소정의 RF 주파수로 변조하는 RF 변조부(130) 및 RF 변조부(130)에 의해 변조된 키데이

터 및 음성신호를 송신 안테나(160)를 통해 송신하는 RF 송신부(150)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선곡번호를 확

인하는 LCD 패널이 더 구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 3은 도 1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에서 USB 드라이브 장치의 개략적인 기능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

명에 따른 USB 드라이브 장치(200)는 무선마이크 장치(100)로부터 무선 송신된 신호를 수신 안테나(210)를 경유하여 수

신받는 RF 수신부(220), RF 수신부(220)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부(230), 복조부(230)에서 복조된 신호에서

음성신호와 키데이터를 분리하는 음성/키데이터 분리부(240), 키데이터의 파형을 정형하는 파형 정형부(250), 음성신호

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A/D 변환부(260), USB 포트(미도시)를 통해 X-박스 게임기(300)와 연결되어 디지털화 음

성신호 및 키데이터를 X-박스 게임기(300)에 전달하는 USB 인터페이스(290) 및 디지털화 음성신호 및 키데이터를 USB

인터페이스(290)에 제공하는 수신측 MCU(27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USB 드라이브 장치(200)의 내부에는 새로이 추가될 악곡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확장팩

(280)이 삽입되는 확장 슬롯이 구비되어 있는 바, 이러한 확장팩(280)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악곡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어

서 적은 비용과 간단한 연결로 새로이 추가되는 신곡을 즐길 수가 있다.

  도 4는 도 1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에서 X-박스 게임기의 개략적인 기능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X-박스 게

임기(30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장된 운영체제에 따라 게임기의 각종 장치들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CPU(310),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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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음원 모듈(342), 예를 들어 웨이브 미디 및 여러 채널로 들어오는 사운드를 혼합하여 출력하

는 믹서(344)가 구비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340), 게임과 관련한 영상을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350), USB 인터페이스

(330)로 구현되는 4개의 컨트롤러 포트 및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미도시)를 구비하고 있다.

  한편, DVD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성은 크게 노래반주기 운영 프로그램(410), 악곡데이터 저장부(420) 및 배경영상 데이

터 저장부(430)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구성에서, 악곡데이터(420)에는 멜로디 데이터인 미디 데이터 이외에 이러한

미디 데이터에 동기되어 있는 자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노래반주기 운영 프로그램(410)은 다시 USB 인터페이스

(330)를 통해 입력되는 디지털화 음성신호와 키데이터의 분리 처리를 담당하는 음성/키데이터 분리부(411), 분리된 키데

이터의 내용이나 종류를 판별하는 키데이터 처리부(412), 악곡데이터 저장부(420)에서 해당 곡에 대한 악곡데이터를 읽어

들인 후에 미디 데이터를 분리하여 음원 모듈(342)에 제공하고 음성/키데이터 분리부(411)에서 분리된 디지털화 음성신

호를 믹서(344)에 제공하는 사운드 처리부(413), 악곡데이터 저장부(420)에서 해당 곡에 대한 악곡데이터를 읽어들인 후

에 자막 데이터를 분리하는 자막 처리부(414), 배경영상 데이터 저장부(430)에서 배경영상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여기에

자막 처리부(414)에서 분리된 자막을 슈퍼임포즈시키는 배경영상 처리부(415), 오디오 신호, 즉 음성신호와 음원 모듈

(342)에서 처리된 멜로디의 혼합 신호를 TV 수상기(500)의 오디오 단자로 출력 처리하는 오디오 출력부(416), 배경영상

처리부(415)에서 처리된 배경영상과 자막을 TV 수상기(500)의 비디오 단자로 출력 처리하는 비디오 출력부(417) 및 기

타 기능, 예를 들어 녹음이나 에코 또는 코러스 처리와 같은 각종 효과음을 발생시키는 기능 등을 처리하는 기타기능 처리

부(418)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DVD에 담겨 있는 노래반주기 운영 프로그램은 X-박스 게임기(300)에 의해

구동될 때 하드디스크에 자동으로 인스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악곡 데이터와 배경영상 데이터도 하드

디스크에 이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노래반주기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인 바,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X-박스 게임기

(300)의 CPU(310)가 DVD 프로그램의 노래반주기 운영 프로그램의 각 부와 상호 협동하여 수행함을 밝혀 둔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B 드라이브 장치(200)를 X-박스 게임기(300)의 컨트롤러 포트에 연결한 상태에서 X-박스 게임기

(300)의 파워를 온시키고(S10), DVD(400)를 DVD 트레이(미도시)에 삽입하면 CPU(310)가 배경화면을 TV 수상기(500)

로 출력한 후에 키데이터의 입력을 대기하게 된다(S12).

  다음으로, 단계 S14에서는 키데이터가 입력되었는 지를 판단하는데, 키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12로 복

귀하고, 입력된 경우에는 다시 단계 S16을 수행하여 입력된 키데이터가 곡번호 키데이터인 지를 판단한다. 단계 S16에서

의 판단 결과, 입력된 키데이터가 곡번호 키데이터인 경우에는 단계 S18에서 이렇게 입력된 곡번호를 저장한 후에 단계

S12로 복귀하고, 키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단계 S20을 수행하여 연주키데이터인 지를 판단한다. 단계 S20에서의

판단 결과, 입력된 키데이터가 연주키 데이터인 경우에는 단계 S22로 진행하여 저장된 곡번호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한다.

단계 S22에서의 판단 결과, 저장된 곡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계 S26 및 단계 S28을 수행하여 해당하는 악곡데이터

에서 미디 데이터를 분리하여 음원 모듈(342)로 출력함과 동시에 해당하는 악곡데이터에서 자막 데이터를 분리하여 영상

출력한다.

  단계 S22에서의 판단 결과, 저장된 곡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24에서 에러 처리를 수행한 후에 단계 S12

로 복귀한다. 다음으로, 단계 S30에서는 음성신호가 입력되는 지를 판단하는데, 음성신호가 입력된 경우에는 단계 S32를

수행하여 음성신호를 믹서(344)로 출력하게 되는데, 믹서(344)는 이후 음원 모듈(342)로부터 제공되는 멜로디와 음성신

호를 혼합하여 오디오 단자를 통해 TV 수상기(500)로 출력한다.

  다음으로, 단계 S34에서는 해당 곡의 연주가 종료되었는 지를 판단하는데,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26으로 복귀하

고 종료된 경우에는 단계 S22로 복귀한다. 한편, 단계 S20에서 입력된 키데이터가 연주키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S36으로

진행하여 종료키가 입력되었는 지를 판단하는데, 종료키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40으로 진행하여 해당하는 키데

이터의 기능 처리를 수행하고, 종료키가 입력된 경우에는 단계 S38로 진행하여 X-박스 게임기(300)의 각 부에 종료 요청

을 하게 된다.

  본 발명의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및 이를 이용한 노래반주기 시스템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

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컴퓨팅 기기로는 사운드

카드, USB 포트 및 스피커를 갖춘 컴퓨터 본체가 이용될 수도 있으며, 다른 X-박스 게임기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다른 게

임기가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 컴퓨팅 기기로 컴퓨터 본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VD 대신에

CD(Compact Disk)가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USB 드라이브 장치 대신에 USB와 마찬가지로 직렬 통신 인터페

이스를 갖지만 USB 드라이브 장치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USB와는 달리 호스트 컨트롤러가 필요없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1394 드라이브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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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마이크 장치,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수신팩 및 DVD만을 구입한 상태

에서 가정에 이미 구비하고 있는 외부 컴퓨팅 기기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노래반주기 시스템을 구

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휴대용 노래반주기를 구입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시킬 수가 있고, 외부 컴퓨팅

기기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할 때에도 그 부피가 가

벼워서 쉽게 다룰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마이크 장치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음성신호 및 키데이터를 수신 안테나를 경유하여 수신받는 RF 수신부;

  상기 RF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부;

  상기 복조부에서 복조된 신호에서 상기 음성신호와 상기 키데이터를 분리하는 음성/키데이터 분리부;

  상기 음성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사운드 처리 기능을 구비한 외부 컴퓨팅 기기와 연결되어 상기 디지털화 음

성신호 및 상기 키데이터를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에 전달하는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상기 디지털화 음성신호 및 상기 키데이터를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노래반

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는 USB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는 X-박스 게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는 퍼스널 컴퓨터의 본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악곡 데이터가 저장된 확장팩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팩 삽입 슬롯을 적어도

1개 이상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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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곡 숫자키와 연주키를 포함한 각종 키들로부터 발생하는 키데이터와 사용자의 음성신호를 변조하여 무선으로 송신하

는 무선마이크 장치;

  컴퓨팅 기능이 있고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 및 사운드 처리 기능을 구비하여 노래반주기의 운영 주체가 되는 외부 컴퓨팅

기기;

  상기 무선마이크 장치로부터 송신된 음성신호와 키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복조하여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

기 외부 컴퓨팅 기기에 전달하는 노래반주기 데이터 무선 수신팩;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에 의해 실행 및 판독되는 노래반주기 운영 프로그램, 악곡 데이터 및 배경영상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소정의 광학 디스크 및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와 커넥터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외부 컴퓨팅 기기로부터 제공되는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오디

오 기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노래반주기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는 USB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래반주기 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디스크는 DVD-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래반주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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