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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치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기기를 추가하는 것을, 내부 배선의 변경이나 신호 케이블에서의 접속을 필요로 하지 않

고도 간단히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1 신호 처리 수단(151, 152, …)과, 증설된 제2 신호 처리 

수단(160)의 유무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증설된 제2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

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통신 수단과, 판정 수단이 증설을 판정한 경우에 통신 수단으로의 무선 통신을 실행시켜 

입력 신호의 처리 기능을 변화시키는 제어 수단(171)을 포함한다. 또한, 제1 신호 처리 수단이나 제2 신호 처리 수단

의 내부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필요에 의해 무선 통신으로 행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12

색인어

베이 구조, 어댑터, 등시성, 동보, 비동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일 실시예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2는 전자 기기가 수납된 상태의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3은 베이내 패널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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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접속되는 전자 기기를 배면 측으로부터 본 경우의 예의 사시도.

도 5는 베이 어댑터 박스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6은 베이 어댑터 박스와 전자 기기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7은 배면 패널부의 착탈이 가능한 베이 어댑터 박스의 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8은 어댑터 배면 패널의 착탈·교환이 가능한 베이 어댑터 박스의 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9는 회로 기판이 증설 가능한 베이 어댑터 박스의 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10은 도 9의 예의 베이 어댑터 박스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11은 베이 어댑터 박스에 회로 기판을 증설한 다른 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의 또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5는 신호 처리부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6은 신호 처리부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7은 신호 처리부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8은 신호 처리부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9는 무선 전송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프로토콜 스택의 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0은 무선 전송의 계층 구조의 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1은 전송 주파수의 설정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2는 주파수 호핑의 상태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3은 싱글 슬롯 패킷의 배치예를 시간 축으로 도시하는 설명도.

도 24는 싱글 슬롯 패킷과 멀티 슬롯 패킷이 혼재한 예를 시간 축으로 도시하는 설명도.

도 25의 (a), (b)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서의 전송 상태의 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6의 (a), (b), (c)는 네트워크 구성의 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7의 (a), (b)는 SCO 링크의 통신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28의 (a) 내지 도 28의 (d)는 비동기 통신 방식에서의 통신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29의 (a), (b)는 등시성 통신 방식의 통신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30의 (a) 내지 도 30의 (d)는 동보 통신 방식의 통신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31의 (a) 내지 도 31의 (d)는 SCO 링크와 ALC 링크를 병용하는 경우의 통신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32는 클럭 데이터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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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어드레스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34는 주파수 호핑 패턴의 생성 처리예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35는 패킷 포맷의 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36은 액세스 코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37은 패킷 헤더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38은 페이로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39는 싱글 슬롯 패킷의 페이로드 헤더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40은 멀티 슬롯 패킷의 페이로드 헤더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41은 FHS 패킷의 페이로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42는 기기의 상태 천이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43의 (a), (b)는 조회의 통신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44의 (a), (b)는 조회의 처리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45의 (a), (b)는 호출의 통신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46의 (a), (b)는 호출의 처리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4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설정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4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신호 처리 설정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4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기판 베이의 인식과 순차적인 처리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5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컨트롤 정보 테이블의 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51은 내부의 신호 처리부와 증설된 기기가 협조 분담하여 행하는 처리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52는 신호 처리부의 내부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53은 신호 처리부의 내부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54는 학습 처리의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55는 계수 기억부의 예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56은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 회로로 구성되는 신호 처리 회로의 처리예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57의 (a), (b)는 내부의 신호 처리부와 증설된 기기가 각각이 단독으로 행하는 처리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58은 내부의 신호 처리부와 증설된 기기가 협조 분담하여 행하는 처리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59는 본 발명을 적용한 컴퓨터의 일 실시예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TV 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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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RT

3L, 3R : 스피커

4A∼4G : 베이

5 : 베이내 패널부

11∼13 : 전자 기기

14 : 베이 어댑터 박스

14A : 슬롯

15 : 배면 패널부

15A : 어댑터 내 접속 패널

15B, 15B' : 어댑터 배면 패널

16A : 암컷 핀군

16B : 수컷 핀군

21, 31, 48, 84, 88 : 안테나

22, 32, 47 : 전원 단자

41 : 영상 출력 단자

42 : 영상 입력 단자

43 : 오디오 입력 단자

44 : 오디오 출력 단자

45 : IEEE1394 단자

81 : 회로 기판

82L, 82R : 끼워넣음용 슬릿

83, 83a : 칩 부품

89 : 도전부

100 : 텔레비전 수상기

151 : 지상파 튜너

152 : 위성 방송용 튜너

153, 160, 169 : 영상 처리부

154 : 오디오 처리부

155 : 데이터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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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157 : 영상 합성 처리부

158 : 표시 드라이버

161 : 증폭부

162 : 데이터 화면 생성 처리부

171, 194, 201, 211, 221, 231 : 컨트롤러

172, 195 : 조작 키

173 : 적외선 수광부

174 : 전원 회로

181∼184 : 스피커

191 : 지상파용 안테나

192 : 위성 방송파용 안테나

193 : 리모트 컨트롤 장치

196 : 표시 패널

202, 212, 222, 232 : 신호 처리 회로

203, 214 : 인터페이스부

204, 215 : 송수신 처리 회로

205 : 변환부

206 :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부

207 : 노이즈 제거 처리부

213, 233 : 특유 블록

216 : MPEG 디코더

217 : 왜곡 제거 처리부

223, 234 :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

301 : 버퍼

302, 315 : 예측 탭 추출 회로

303, 316 : 클래스 탭 추출 회로

304, 317 : 클래스 분류 회로

304a : 클래스 분류 회로 내의 송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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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305  1 ∼305  N : 계수 기억부

306 : 곱 합 연산 회로

306a : 곱 합 연산 회로 내의 수신부

307 : 기능 제어부

311 :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

312 : 교사 데이터 메모리

313 :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

314 : 학생 데이터 메모리

318 :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

319 : 탭 계수 결정 회로

320 : 계수 메모리

321 : 제어 회로

401 : 버스

402 : 중앙 제어 유닛(CPU)

403 : ROM

404 : RAM

405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06 : 출력부

407 : 입력부

408 : 통신부

409 : 드라이브

410 : 입출력 인터페이스부

411 : 리무버블 기록 매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호 처리 장치, 신호 처리 방법, 신호 처리 시스템, 프로그램 및 매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복수의 장치가 

접속되었을 때에 장치의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복수의 장치가 입력 신호에 대한 처리를 협조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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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하나의 장치 단독의 경우보다도 고품질의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신호 처리 방법

, 신호 처리 시스템, 프로그램 및 매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VTR(Video Tape Recorder)이나, DVD(Digital Video Disc 또는 Digital Versatile Disc) 플레이

어 등은 재생된 화상이나 음성을 시청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수상기 등에 접속되어 사용된다. 즉, 디지털 VTR 등으로 

재생된 화상과 음성은 텔레비전 수상기로 공급되고, 화상은 화면에 표시되며, 음성은 스피커로부터 출력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디지털 VTR로 재생된 화상과 음성이 출력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갖는 신호 

처리 회로 중에는, 특별히 처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예를 들면 디지털 VTR로부터 콤포넌트 신호가 출력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의 콤포지트 신호를

콤포넌트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 회로는, 특별히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어, 이를 테면 아이들 상태가 된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와 디지털 VTR이 접속되는 경우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갖는 신호 처리 회로

와, 디지털 VTR이 갖는 신호 처리 회로가 화상이나 음성 등의 신호에 대한 처리를 분담하여, 상호 협조하여 처리를 

행하도록 할 수 있으면, 사용자에게 보다 고품질의 화상이나 음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기기의 내부의 회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로가 회로 기판 등을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

되어 있다. 따라서, 내부 회로의 변경을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디지털 VTR을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이들 기기를 복수 대 접속할 때에는 어떠한 신호 케이

블을 준비하고, 그 신호 케이블로 영상 신호나 음성 신호 등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호 케이블로의 접속 작업은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여기까지의 설명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영상 기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그 밖의 각종 전자 기기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장치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기기를 추가하는 것을, 내부 배선의 

변경이나 신호 케이블로의 접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간단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1 발명의 신호 처리 장치는,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장치로서,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증설된 제2 신호 처리 수단의 유무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증설된 제2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통신 수단과, 판정 수단이 증설을 판정한 경우에, 통

신 수단으로의 무선 통신을 실행시켜, 입력 신호의 처리 기능을 변화시키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신호 처리 장치에 따르면, 제2 신호 처리 수단을 증설함으로써, 그 증설된 신호 처리 수단과, 장치 내부의 제1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이 행해지고, 예를 들면 제1 신호 처리 수단만을 사용한 처리로부

터,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제2 신호 처리 수단을 사용한 처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제2 발명의 신호 처리 장치는,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 하는 신호 처리 장치로서, 복수의 신호 처

리 수단과, 복수의 신호 처리 수단의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통신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신호 처리 장치에 따르면, 장치 내의 복수의 신호 처리 수단을 사용한 신호 처리가 그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으로 실행되도록 된다.

또한, 제1 발명의 신호 처리 방법은,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계와, 다른 블록이 접속되

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와, 판정 단계에서 접속을 판정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을 행하

여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전송 단계와, 판정 단계에서 접속 있음으로 판정한 경우에,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실

행시켜, 신호 처리 단계에서의 신호 처리를,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시키는 제어 단계를 갖는 것이다.

이 신호 처리 방법에 따르면, 다른 블록이 접속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행하여,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되도록 된다.



공개특허 특2003-0047857

- 8 -

또한, 제2 발명의 신호 처리 방법은,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의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데이

터 전송 단계와,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면서, 복수의 블록에서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신호 처리 방법에 따르면, 내부의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을 사용한 입력 신호의 신호 처리가, 그 복수의 블록 간의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으로 실행 되도록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신호 처리 시스템은,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1 신호 처리 장치와, 그 신호 처리 장치에 대하여 증설

된 제2 신호 처리 장치로 구성되는 신호 처리 시스템으로서, 제1 신호 처리 장치는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제2 신호 처리 장치의 유무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제2 신호

처리 장치 내의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1 통신 수단과, 판정 수단이 제2 

신호 처리 장치 있음을 판정한 경우에, 제1 통신 수단으로의 무선 통신을 실행시켜, 제2 신호 처리 장치를 사용한 입

력 신호의 처리로 변화시키는 제1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제2 신호 처리 장치는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2 신호 처리 

수단과, 제2 신호 처리 수단과 제1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2 통신 수단과,

제2 통신 수단을 통한 데이터 전송과, 그 데이터 전송으로 얻어진 신호의 처리를 제어하는 제2 제어 수단을 포함한 것

이다.

이 신호 처리 시스템에 따르면, 제2 신호 처리 장치를 증설함으로써, 그 증설된 신호 처리 장치 내의 신호 처리 수단과

, 제1 신호 처리 장치 내의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이 행해지고, 예를 들면 제1 신호 

처리 장치의 내부의 신호 처리 수단만을 사용한 처리로부터, 제1, 제2 신호 처리 장치가 구비하는 각각의 신호 처리 

수단을 사용한 처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제1 발명의 프로그램은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계와, 다른 블록이 접속되어 있

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와, 판 정 단계에서 접속을 판정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을 행하여 데

이터 전송을 행하는 전송 단계와, 판정 단계에서 접속 있음으로 판정한 경우에,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실행시

켜, 신호 처리 단계에서의 신호 처리를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시키는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다른 블록이 접속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행하고,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되도록 된다.

또한, 제2 발명의 프로그램은,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의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와,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면서, 복수의 블록에서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내부의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을 사용한 입력 신호의 신호 처리가 그 복수의 블록 간의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으로 실행되게 된다.

또한, 제1 발명의 매체는,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매체로서,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계와, 다른 블록이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와, 판정 

단계에서 접속을 판정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을 행하여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전송 단계와, 판정 단계

에서 접속 있음으로 판정한 경우에,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실행시켜, 신호 처리 단계에서의 신호 처리를 접속

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시키는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다른 블록이 접속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

터 전송을 행하여,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되도록 된다.

또한, 제2 발명의 매체는,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매체로서,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 간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와,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면서, 복수의 블록에서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내부의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을 사용한 입력 신호의 신호 처리가, 그 

복수의 블록 간의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으로 실행되도록 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일 실시예의 구성

예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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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케이스로 되는 TV(Television) 래크(1)에는 그 정면 상부의 중앙에, 영상 표시 수단으로서 CRT(Cathode Ra

y Tube)(2)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좌우에, L(Left) 채널용 및 R(Right) 채널용 스피커(3L, 3R)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TV 래크(1)의 정면 하부에는, 6개의 베이(bay)(4A, 4B, 4C, 4D, 4E, 4F)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이하 적절

하게 베이(4A∼4F)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베이(4)라고 기술한다. 이 베이(4)가 설치된 TV 래크(1)의 하부

는 CRT(2)나 스피커(3L, 3R)가 배치된 TV 래크(1) 상부와 분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베이(4)에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전자 기기로서의, 예를 들면 디지털 VTR이나 DVD 플레이어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오목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내부 속의 정면에는 후술하는 베이내 패널부(5)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TV 래크(1)의 상면의, 오른쪽 앞측에는 역시, 오목 형상으로 형성된 베이(4G)가 설치되어 있다. 단, 베이(4A∼

4F)는 디지털 VTR 등의 비교적 대형의 전자 기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큰 오목 형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베이(4G)는

, 예를 들면 휴대 전화기 그 밖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비교적 소형의 전자 기기를 수납할 수 있도

록, 작은 오목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들 베이(4A∼4G)에, 기기가 수납된 것의 검출은, 예를 들면 기기의 수납으로 전환되는 기계적인 스위치를 베이의 

내부에 배치하여, 그 스위치의 상태를 통해 검출하도록 한다. 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베이에 수납된 기기에는, 텔레

비전 수상기 본체 측으로부터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전원의 공급 상태로부터, 기기의 수납을 검출해도 

된다. 즉, 베이에 준비된 전원 단자를 사용한 전력의 소비가 있는 경우에, 그 베이에 기기 등이 수납되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는 후술하는 수상기 내의 컨트롤러가 수납된 기기 간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확립시키는 처리를 행하여, 

그 무선 네트워크의 확립 처리로 판별한 기기가 베이(4)에 수납된 것으로 판별하도록 해도 된다.

도 2는 베이(4)에 전자 기기가 수납된 상태의, 도 1의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

한 예에서는, 베이(4A, 4D)에 전자 기기(11, 12)가 각각 직접 수납되어 있으며, 베이(4B)에 베이 어댑터 박스(14)에 

수납된 상태의 전자 기기(13)가 수납되어 있다.

즉, 전자 기기(11, 12)는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응한 전자 기기(예를 들면,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

와 동일한 제조 메이커에 의한 전자 기기)이고,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사용하지 않아도, 직접 베이(4)에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자 기기(13)는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응하지 않는 전자 기기(예를 들면,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

상기와 다른 제조 메이커에 의한 전자 기기)이고,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사용함으로써, 베이(4)에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베이(4)(베이(4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의 개구 부분에는, 예를 들면 VTR의 테이프 삽입구에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 기기가 수납되어 있지 않는 베이(4)의 내부에, 먼지 등이 들

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3은 베이(4)의 내부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내 패널부(5)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베이내 패널부(5)에는 베이(4)에 장착된 전자 기기 등과 통신을 행하기 위한 안테나(21)와, 베이(4)에 장착된 기기에 

전원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단자(22)가 배치되어 있다. 안테나(21)는 TV 래크(1) 내의 무선 통신 회로에 접속되어 있

다. 전원 단자(22)로부터 공급하는 전원은 상용 교류 전원 또는 그 교류 전원을 변압 정류한 직류 저압 전원으로 한다.

안테나(21)에 대해서는 베이(4)에 장착된 기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하면, 패널부(5) 이외의 장소에 배치해도 되고, 또

한 각 베이(4)마다 개별적으로 안테나(21)를 설치하는 구성이 아니어도 된다.

또, 패널부(5)에는 전원 단자(22) 이외의 단자를 배치해도 된다. 예를 들면, 영상 신호의 입력 단자나 출력 단자, 오디

오 신호의 입력 단자나 출력 단자,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1394 규격의 단자, USB

(Universal Serial Bus) 규격의 단자 등을 배치해도 된다.

또한, TV 래크(1)의 상부의 베이(4G) 내의 패널부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안테나와 전원 단자를 배치한다.

도 4는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응한 전자 기기(11(l2))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그 배면 방향에서 본 사시도

이다.

전자 기기(11)의 배면 패널에는 안테나(31)와 전원 단자(32)가 설치되어 있다. 안테나(31)는 기기(11) 내의 무선 통

신 회로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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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베이(4)는 전자 기기(11)를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그 베이내 

패널부(5)의 전원 단자(22)는 전자 기기(11, 12) 등을 베이(4)에 수납했을 때에, 그 전자 기기(11, 12)의 전원 단자(3

2)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 기기(11, 12)는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응한 것이고, 베이내 패널부(5)의 전원 단자(22)는 전

자 기기(11, 12)가 베이(4)에 수납되었 을 때에, 그 전자 기기(11, 12)의 전원 단자(32)와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도

록 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전자 기기(11, 12)는 베이(4)에 수납하는 것만으로,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

측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게 된다. 또한, 패널부(5) 등에 배치된 안테나(21)와, 전자 기기 측의 안테나(31)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근접하게 되어, 이들 안테나(21, 31) 간에서 무선 통신이 행해진다. 이 무선 통신에 의해, 영상 신호,

오디오 신호 등의 스트림 데이터나, 각종 제어 신호 등의 전송이 행해진다. 무선 통신이 행해지는 상태의 상세에 대해

서는 후술한다.

한편, 전자 기기(13)는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비대응하는 것이므로, 베이(4)에 직접 수납해도 전자 기기(13)

의 전원 단자와, 베이내 패널부(5)의 전원 단자는, 그 배치 위치가 달라고, 전기적으로 접속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

려 대부분은 접속되지 않는다. 또한, 무선 통신을 행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비대응하는 전자 기기(13)에 대해서는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이용함으로써

,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와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5는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베이 어댑터 박스(14)에는 그 정면 측으로부터 전자 

기기(13)를 수납할 수 있도록, 오목 형상의 슬롯(14A)이 설치되어 있다. 전자 기기(13)는 베이 어댑터 박스(14)에 수

납하여, 이 베이 어댑터 박스(14)마다,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베이(4)에 수납함으로써, 베이 구조형 텔레비

전 수상기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되어 있다.

즉,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배면 부분에는, 배면 패널부(15)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면 패널부(15)는 슬롯(14A) 측을 

정면으로 하는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과,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배면 측을 정면으로 하는 어댑터 배면 패널(15B

)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슬롯(14A) 측을 정면으로 하면,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은 정면 측

에 설치되고, 어댑터 배면 패널(15B)은 그 배면 측에 설치되어 있다.

도 6은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과 어댑터 배면 패널(15B)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에는 전자 기기(13)와 같이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비대

응하는 전자 기기(이하, 적절하게, 비대응 전자 기기라고 함)가 베이 어댑터 박스(14)에 수납되었을 때에, 그 비대응 

전자 기기의 배면 패널에 설치된 신호 단자나 전원 단자와 접속하는 위치에, 대응하는 접속 단자가 설치되어 있다. 즉,

도 6의 예에서는 전자 기기(13)의 배면에, 영상 입력 단자(41), 영상 출력 단자(42), 오디오 입력 단자(43), 오디오 출

력 단자(44)와 전원 단자(47)가 배치되어 있으며, 전자 기기(13)를 베이 어댑터 박스(14)에 수납시켰을 때, 이들 단자

와 도시하지 않는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 측의 단자가 접속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어댑터 배면 패널(15B)에는 안테나(48)와 전원 단자(49)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베이 어

댑터 박스(14) 내에는 비대응 전자 기기(13)의 신호 단자로부터 출력시키는 신호를, 안테나(48)로부터 무선 송신시키

는 처리, 및 안테나(48)를 통해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비대응 전자 기기(13)의 신호 단자에 입력시키는 처리를 행하

는 무선 통신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베이 어댑터 박스(14)에 비대응 전자 기기(13)를 수납시킨 상태에서,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베이(

4)에 수납시킴으로써, 베이(4)의 베이내 패널부(5)의 전원 단자와,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전원 단자(49)가 접속되고

,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로부터 전원이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통해 비대응 전자 기기(13)에 공급되도록 된다.

베이 어댑터 박스(14) 내의 무선 통신 회로에 대해서도, 이 전원에 의해 작동한다.

그리고, 영상 신호나 오디오 신호의 스트림 데이터나 제어 신호에 대해서는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와 베이 어

댑터 박스(14) 사이에서는 무선 통신에 의한 전송이 행해지고, 베이 어댑터 박스(14)와 비대응 전자 기기(13) 사이는 

접속된 단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송된다.

도 7은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도 6의 예와는 다른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의 예에서는 전자 기기(13)의 배

면에는 안테나(48)와 전원 단자(49)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영상 신호나 오디오 신호의 입력 단자, 출력 단자도 배치

되어 있다. 본 예에서는 전자 기기(13)의 사이즈는 베이(4)의 사이즈와는 일치하지 않고, 베이 어댑터 박스(14) 내의 

슬롯(14B)에 전자 기기(13)를 수납시킨 후에,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베이(4)에 수납시킴으로써, 베이(4)에의 전자 

기기(13)의 장착이 가능하게 되도록 한 것이다. 본 예의 베이 어댑터 박스(14) 내의 슬롯(14B)은 정면 측으로부터 배

면 측까지 관통시킨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 기기(13)의 배면의 패널부가 노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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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도시한 구성으로 한 경우에는 전원 단자(49)의 위치만이 베이(4)측의 전원 단자의 위치와 일치하면, 정확하게 

접속시킬 수 있다. 영상 신호, 음성 신호 등의 전송에 대해서는 무선 통신으로 행해진다.

도 8은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또 다른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예에서는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배면 패널부

(15)는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과 어댑터 배면 패널(15B)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리할 수

있는 어댑터 배면 패널(15B)로서, 무선 통신을 행하는 안테나(48) 및 무선 통신 회로가 내장된 어댑터 배면 패널(15B

)과, 각종 단자(영상 입력 단자(41), 영상 출력 단자(42), 오디오 입력 단자(43), 오디오 출력 단자(44), IEEE1394 규

격의 단자(45) 등)가 배치된 어댑터 배면 패널(15B')의 2종류를 준비하여, 장착시키는 베이(4)의 방식에 의해, 사용하

는 배면 패널을 선택하는 구성으로 한 것이다. 어느 배면 패널(15B, 15B')에도, 전원 단자(49)는 준비되어 있다.

도 8의 예에서는 분리 가능한 어댑터 배면 패널(15B, 15B')에, 복수의 수컷 핀으로 구성되는 수컷 핀군(16B)이 설치

되어 있고, 베이 어댑터 박스(14)에는 복수의 암컷 핀으로 구성되는 암컷 핀군(16A)이 설치되어 있다. 베이 어댑터 배

면 패널(15B) 또는 베이 어댑터 배면 패널(15B')을 베이 어댑터 박스(14)에 장착하면, 어댑터 배면 패널(15B) 또는 

베이 어댑터 배면 패널(15B')의 수컷 핀군(16B)을 구성하는 각 수컷 핀이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암컷 핀군(16A)을 

구성하는 대응하는 암컷 핀에 끼워 들어가, 이에 의해 베이 어댑터 배면 패널(15B) 또는 베이 어댑터 배면 패널(15B')

과, 베이 어댑터 박스(14)측의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베이(4)에 장착된 전자 기기 사이에서, 무선 통신으로 영상 신호, 

음성 신호 등의 전송이 행해지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우에는, 무선 통신을 행하는 어댑터 배면 패널(15B)을 베이 어

댑터 박스(14)의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에 접속하여, 베이에 장착시킨다. 또한, 여기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베이

에 장착된 전자 기기 사이에서, 베이 내의 단자를 통해, 영상 신호, 음성 신호 등의 전송이 행해지는 텔레비전 수상기

의 경우에는, 단자(41∼45)가 배치된 어댑터 배면 패널(15B')을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어댑터 내 접속 패널(15A)에

접속하여, 단자를 갖는 베이에 장착시킨다.

다음으로,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사용하여, 베이(4)를 구비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회로 기판을 증설하는 경우의 구

성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베이 어댑터 박스(14)로서,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면 측에 회로 기판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그 공간의 좌우에 위치하는 벽부에, 1매 또는 복수 매의 회로 기판을 끼워넣을 수 있는 끼워넣

음용 슬릿(82L, 82R)을 준비한다.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후단부에는 전원 단자(49)가 설치되어 있다. 도시하지 않

은 베이 어댑터 박스(14)의 정면측에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슬롯(14A)을 설치하고, 전자 기기(13)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슬롯(14A)을 설치하지 않는 구성으로서, 회로 기판만을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로서 구성해도 

된다. 슬롯(14A)을 설치한 구성의 경우에는, 그 슬롯(14A)에 장착된 전자 기기로부터 입출력되는 신호를 무선 전송

하는 무선 통신 회로에 접속된 안테나(88)가 베이 어댑터 박스(14)에 설치되어 있다.

도 9의 예에서는 4매의 회로 기판(81)을 끼워넣음용 슬릿(82L, 82R)에 끼워넣은 예를 도시하고 있다. 각 회로 기판(8

1)에는 입력한 신호에 대하여 소정의 신호 처리를 실행하는 신호 처리 수단인 칩 부품(집적 회로)(83)이 복수 배치되

어 있고, 기판(81) 위에 형성된 도전 패턴 등으로 접속시키고 있다. 그 복수의 칩 부품(83) 중 1개의 칩 부품(83a)에 

대해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통신 처리를 실행하는 송수신 처리 회로로 되어 있으며, 그 칩 부품(83a)에 안테나

(84)가 부착되어 있다.

베이 어댑터 박스(14)로부터 각 회로 기판(81)에는 전원 단자(49)에 얻어지는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예를

들면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끼워넣음용 슬릿(82R)에는 전원 단자(49)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부(89)를 갖고, 

회로 기판(81)을 슬릿(82R)에 끼워넣었 때, 회로 기판(81) 측의 전원용 도전 패턴이 이 도전부(89)와 접촉하여, 회로 

기판(81)에 전원이 공급되는 구성으로 하고 있다.

도 9의 예에서는 1매의 회로 기판(81)에, 1개의 송수신 처리 회로를 준비하여, 기판의 외부와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구성으로 하였지만, 1매의 회로 기판(81) 내에 복수의 무선 통신 회로를 설치하고, 회로 기판(81) 내의

복수의 칩 부품 간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통신으로 행해지도록 해도 된다.

즉, 예를 들면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1매의 회로 기판(81)에 배치되는 각각의 칩 부품(83)을 소정의 신호 처리를 

행하는 기능 외에, 무선 통신 회로로서 의 기능을 구비한 회로 블록으로 하여, 각각의 칩 부품(83)에, 안테나(84)를 배

치하는 구성으로서, 회로 기판(81)의 외부와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으로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회로 기판(81) 내에

서의 일부 또는 모든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으로 행해지도록 구성해도 된다.

또, 여기서는 베이 어댑터 박스(14)를 사용하여 증설되는 회로 기판의 경우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예를 들면

텔레비전 수상기가 내부에 구비하는 회로 기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 회로를 구비하여, 그 기판에 관계

되는 데이터 전송이 무선 통신으로 행해지도록 해도 된다. 또한, 베이(4)에 장착되는 전자 기기(11, 12)가 내부에 구

비하는 회로 기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 회로를 구비하여, 그 기판에 관계되는 데이터 전송이 무선 통신

으로 행해지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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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선 통신 회로를 구비한 기기나 기판에는 그 기기 등의 절대적인 기기 ID가 부여되어 있으며, 후술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확립시킬 때에는 그 절대적인 기기 ID를 사용하여, 기기나 기판의 인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기 ID 외에, 그 기기나 기판이 어떠한 신호 처리를 실행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기능 ID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능 ID를 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기에 전송함으로써, 베이(4)에 장착된 기기나 기판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수상

기 내의 컨트롤러 등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베이를 사용하여 기기나 회로 기판을 증설할 수 있는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신호 처리

측면에서 본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2에 도시한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우에는 내부의 회로 기판 간(또는 회

로 기판 내)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으로 행해지도록 한 경우의 일례이다. 도 12의 예는 무선 통신에 의

한 데이터 전송을 가장 고도로 이용한 경우의 예로, 신호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은 최저한의 사용에 그친 구성으로 되

어 있지만, 일부의 블록 간의 무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신호선에 의한 데이터 전송으로 치환하도록 해도 된다. 또, 

무선 통신 처리를 행하는 회로와 안테나는 각 회로 블록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하아, 도 12에는 도시하지 않았다.

또한, 도 12의 구성에서는 기기 또는 회로 기판을 증설시킨 경우의 예로서, 도 12에서는 어떤 신호 처리 블록이 베이

에 증설되는 기기나 회로 기판에 의한 블록인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영상의 수상에 최저한으로 필요한 회로 블록

이외의 부가적인 기능을 실현하는 블록에 대해서는 어떤 블록을 증설되는 기기나 회로 기판으로 해도 된다.

도 12에 도시한 텔레비전 수상기(100)의 구성에 대하여 이하 설명하면, 본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100)는 지상파 튜

너(151)와 위성 방송용 튜너(152)를 구비하고, 지상파 튜너(151)에는 지상파용 안테나(191)가 접속되어 있으며, 위

성 방송용 튜너(152)에는 위성 방송용 안테나(192)가 접속되어 있다. 각각의 튜너(151, 152)에서의 수신 채널은 컨

트롤러(171)로부터 무선 전송되는 제어 데이터에 의해 설정된다.

튜너(151) 또는 튜너(152)가 수신하여 얻은 텔레비전 방송 신호 내의 영상 신호는 영상 처리부(153)에 무선 전송하

고,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처리부(154)에 무선 전송하고, 방송 신호에 부수하는 각종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데

이터 처리부(155)에 무선 전송한다.

영상 처리부(153)에서는 영상 신호를 표시용으로 처리하는 영상 처리가 실행된다. 예를 들면, 영상 신호가 소정의 방

식으로 압축 부호화된 데이터일 때, 그 부호화로부터의 복호화 처리를 행한다. 또한, 표시 화상(영상)을 고화질화하기

위한 영상 처리 등도 실행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별도의 영상 처리부(160)에 영상 신호를 무선 전송하고, 그 영상 

처리부(160)에 의해 처리된 영상 신호를 영상 처리부(153)로 복귀시키는 것이 행해진다. 영상 처리부(160)에서 처리

를 행함으로써, 보다 고화질의 영상 신호로 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포맷의 영상 신호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효

과가 있다. 이러한 복수의 영상 처리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영상 처리부(153) 또는 영상 처리부(160)에서 처리된 영상 신호는 영상 합성 처리부(157) 또는 표시 드라이버(158)

에 무선 전송한다. 영상 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합성 처리부(157)에 전송하고, 영상 합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직접 표시 드라이버(158)에 전송한다.

영상 합성 처리부(157)는 복수의 영상을 합성시켜 1화면에 표시시키는 처리가 실행되고, 처리된 영상 신호를 표시 드

라이버(158)에 무선 전송한다. 표시 드라이버(158)에서는 전송된 영상 신호에 기초하여, CRT(2)의 전자총에 공급하

는 신호를 생성시킴과 함께, 도시하지 않은 편향계를 구동시키는 신호를 생성시켜, CRT(2)의 화면에 영상을 표시시

킨다.

오디오 처리부(154)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출력용으로 처리하는 오디오 처리가 실행된다. 예를 들면, 멀티 채널의 오

디오 신호일 때, 각 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디코드하는 처리 등이 행해진다. 오디오 처리부(154)에서 처리된 각 채널의

오디오 신호는 증폭부(161)에 무선 전송하고, 증폭부(161) 내에서 스피커를 구동시키기 위한 증폭 등이 행해지고, 각

채널용의 스피커에 증폭된 오디오 신호를 공급한다. 여기서는 증폭부(161)는 소위 5.1 채널이라 하는 좌우의 프론트 

채널과 센터 채널, 좌우의 리어 채널의 5채널과, 저역 전용 채널로 구성되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증폭부(161)가 출력하는 프론트의 좌측(L) 및 우측(R) 채널용의 오디오 신호는, 각각의 텔레비전 수상기(100)에 내장

된 각 채널용의 스피커(3L, 3R)에 공급하여 출력시킨다. 센터 채널용의 오디오 신호와 리어의 좌측(L) 및 우측(R) 채

널용의 오디오 신호와 저역 채널의 오디오 신호는, 각각 텔레비전 수상기(100)의 스피커 단자에 접속된 스피커(181, 

182, 183, 184)에 공급하여, 출력시킨다.

데이터 처리부(154)에서는 수신한 방송 신호에 영상, 오디오 이외의 데이터가 포함될 때, 그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조 

등의 처리를 행하고, 컨트롤러(171)로부터 전송되는 명령에 기초하여, 소정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데이터 처리부(154

)에서 복조되어 추출된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데이터 화면 생성 처리부(162)에 무선 전송하고, 컨트롤러(171)의 제어

에 기초하여, 소정의 데이터 화면을 표시시키는 영상 신호를 생성시킨다. 예를 들면, 방송 신호에 포함되는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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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될 때, 그 수신한 프로그램 정보에 기초한 프로그램표를 표시시키 는 데이터 화면용의 

영상 신호를 생성시킨다. 생성된 영상 신호는 영상 합성부(157)에 무선 전송하고, 영상 처리부(153)로부터의 영상 신

호에 의한 영상에 합성시켜, 소정의 형태로 데이터 화면을 표시시키는 처리를 행한다.

또한, 본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100)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156)를 구비하여, 튜너(151) 또는 튜너(152)가 

수신한 방송 신호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56)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에 기록하고, 또한 그 기록된 신호를 판독하여 영

상 처리부(153), 오디오 처리부(154), 데이터 처리부(155)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56)와, 각 처리부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전송에 의해 행한다.

본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100)가 구비하는 컨트롤러(171)에는 조작 키(172)로부터의 조작 명령이 공급되고, 또한 적

외선 수광부(173)가 수신(수광)한 적외선 신호(원격 제어 신호)에 의한 명령이 공급되어, 수상기(100) 내의 각부의 동

작 제어를 행한다. 컨트롤러(171)로부터 각 처리부에의 명령의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으로 행한다. 또한, 각 처

리부에서의 처리 상태의 데이터를 무선 전송으로 컨트롤러(171)가 수신한다. 적외선 수광부(173)는 이 텔레비전 수

상기(100)용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송신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컨트롤러(171)는, 예를 들면 무선 통신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무선 통신 네트워크용 컨트롤러로서 기능하도록 해도 

된다. 즉, 본 예와 같이 1대의 기기의 내에 복수의 무선 통신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하나 1개의 무선 통

신부 를 마스터로 하고, 다른 무선 통신부를 그 마스터로부터의 제어로 무선 통신을 행하는 슬레이브로 하여, 무선 통

신 네트워크를 구성시켜, 마스터가 통신 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지만, 그 마스터를 컨트롤러(171)가 겸하도록 해도 된

다. 또는 그 밖의 무선 통신부가 마스터가 되어도 된다. 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상세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컨트롤러(171)는 베이(4)에의 기기나 회로 기판의 수납 상태를 판별하고, 그 판별된 기기나 회로 기판의 기능에

기초하여, 수상기 내에서의 신호 처리 상태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베이(4)에의 기기나 회로 기판의 수

납 상태의 판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베이(4)에 설치한 수납 상태 검출용 스위치의 상태로부터 판별하

거나, 또는 수납된 기기나 기판에의 전원의 공급 상태로부터 판별하거나,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확립시키는 처리를 

행하여, 그 무선 네트워크의 확립 처리로 판별한 기기나 기판이 베이(4)에 수납된 것으로 판별하도록 해도 된다.

또, 텔레비전 수상기(100) 내에는 전원 회로(174)를 구비하여, 이 전원 회로(174)로 상용 교류 전원을 변압 정류한 직

류 저압 신호 등을 수상기 내의 각 처리부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베이에 증설된 기기나 회로 기판에 대하

여도, 전원 회로(174)로부터 전원 단자를 통해 전원이 공급된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100)의 내부의 각부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전송화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그만큼 수상

기(100)의 내부의 배선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본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도 1, 도 2에 도시한 같이 베이 구조형 텔

레비전 수상기로 하고 있고, 각 처리부 내의 일부의 처리부에 대해서는 그 베이에 증설된 전자 기기나 회로 기판을 사

용하는 것이 있지만, 그 경우라도, 베이에 증설된 전자 기기나 회로 기판과, 수상기(100) 내의 처리부 간을 신호선으

로 직접 접속할 필요가 없어, 용이하게 기기나 회로 기판의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도 12에 도시한 구성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100)로부터 외부의 스피커에의 오디오 신호의 전송에 대해서는 신호선

을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외부의 스피커에의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전송으로 행하도록 해도 된다.

즉, 예를 들면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부의 스피커 장치(910, 920, 930, 940)로서,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통신부를 내장한 증폭부(911, 921, 931, 941)와, 각각의 증폭부에서 증폭된 신호를 출력시키는 스피커(912, 922, 93

2, 942)가 배치된 것을 준비한다. 그리고, 오디오 처리부(154)로부터, 수상기 내의 증폭부(161)에 프론트의 좌우 채

널의 오디오 신호를 무선 전송하고, 또한 오디오 처리부(154)로부터, 그 외의 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외부의 스피커 장

치(910∼940) 내의 증폭부(911∼941)에 무선 전송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텔레비전 수상기(100)와 외부의 스피

커 장치를 신호선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경우, 수상기 내의 오디오 처리부(154)로부터, 수상기 내의 증폭부(161)에 무선 전송하는 전송 방식과, 외부의 스

피커 장치(910∼940)에 무선 전송하는 전송 방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오디오 처리부(154)가 구비하는 하나의 

무선 통신 처리 회로를 사용하여, 각 채널의 신호의 무선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무선 전송 방식이 동일하면, 수

상기 내의 컨트롤러(171)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외부 의 스피커 장치(910∼940)에 전송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스피

커 장치(910∼940)의 출력 음량이나 전원 온·오프의 컨트롤을 수상기 내의 컨트롤러 측에서 행할 수도 있다. 도 13

에 도시한 텔레비전 수상기(100)의 그 밖의 부분은 도 12에 도시한 텔레비전 수상기(100)와 마찬가지로 구성한다.

또한, 도 12의 예에서는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로부터의 원격 제어 신호를 적외선 신호로 수상기(100)에 무선 전

송하도록 하였지만, 이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로부터의 원격 제어 신호에 대해서도, 수상기(100) 내에서 무선 전송

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무선 전송을 행하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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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이 경우의 텔레비전 수상기(100)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는 무선 통신 회로를

내장한 컨트롤러(194)를 구비하고, 조작 키(195)로부터의 조작 명령이 공급되어, 그 조작 명령에 기초하거나 리모트 

컨트롤 신호를 텔레비전 수상기(100) 내의 컨트롤러(171)등에 무선 전송한다. 또한, 컨트롤러(194)의 제어로, 문자, 

숫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표시 패널(196)이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에 준비되어 있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한 경우에,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 내의 컨트롤러(194)로부터의 무선 신호에 대해

서는 수상기 내의 컨트롤러(171)에 전송하여, 컨트롤러(171)를 경유하여 수상기 내의 각종 제어를 행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 내의 컨트롤러(194)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상기(

100) 내의 각 신호 처리부에 무선화된 제어 명령을 전송하도록 해도 된다. 예를 들면,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 내의 

조작 키(195)로, 채 널 전환 키가 조작되었을 때, 컨트롤러(194)는 채널 전환 명령을 튜너(151) 또는 튜너(152)에 직

접 무선 전송하여, 튜너의 동작을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가 제어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 내의 컨트롤러(194)가 수상기(100) 내에서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확립시키는 데 

필요한 마스터가 되어, 컨트롤러(194)의 제어로, 수상기(100) 내의 각부가 무선 통신을 행하도록 해도 된다. 예를 들

면, 텔레비전 수상기(100) 내의 컨트롤러(171)로서, 증설된 기기나 회로 기판 사이의 무선 통신의 관리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 내의 컨트롤러(194)가 그 증설된 기기 또는 회로 기판과, 수상기 내부의 처리

부와의 무선 통신의 관리를 실행하도록 해도 된다. 도 14에 도시한 텔레비전 수상기(100)의 그 밖의 부분은 도 12에 

도시한 텔레비전 수상기(100)와 마찬가지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본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100) 내의 무선 통신 기능을 구비한 각 신호 처리부의 구성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무선 통신 기능을 구비한 신호 처리부로서는 수상기(100)에 처음부터 갖춰지는 신호 처리부의 경우와, 베이 등에 

증설된 기기 또는 회로 기판으로 구성되는 신호 처리부의 경우가 있지만, 이하에 설명하는 구성은 어느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도 15는 텔레비전 수상기(100)가 구비하는(또는 증설된) 신호 처리부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예의 경우에는

처리부내에서의 신호 처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201)와, 그 컨트롤러(201)의 제어로 실제 신호 처리를 행하는 신호 

처리 회로(202)와, 인터페이스부(203)와, 송수신 처리 회로(204)로 구성되어 있다. 인 터페이스부(203)는 컨트롤러(

201) 및 신호 처리 회로(202)와, 송수신 처리 회로(204) 사이의 데이터 전송의 인터페이스 처리를 행하는 회로이고, 

송수신 처리 회로(204)에서 무선 신호에 송신 처리 및 수신 처리를 행한다. 이 신호 처리부가 유선의 신호선을 통해 

입력 또는 출력이 행해지는 경우의 입력 처리 및 출력 처리에 대해서도, 인터페이스부(203)가 실행한다.

컨트롤러(201)는 기능 ID와 ID 테이블을 기억하고 있다. 기능 ID는 신호 처리 회로(202)가 어떠한 기능을 갖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ID(Identification)이고, ID 테이블에는 기능 ID에 대하여, 후술하는 처리 정보가 대응되어 있다

.

신호 처리 회로(202)로서는, 예를 들면 도 12에 도시한 영상 처리부(153)에 적용한 경우에는 콤포지트 신호의 화상 

신호를 콤포넌트 신호의 화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콤포넌트 신호의, 표준 해상도의 화상 신호(이하, 적절하게, S

D(Standard Definition) 화상 신호라고 함)를 고해상도의 화상 신호(이하, 적절하게, HD(High Definition) 화상 신호

라고 함)로 변환하는 기능 등이 상정된다. 단, 신호 처리 회로(202)는 컨트롤러(201)의 제어에 따라, 그 기능을 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텔레비전 수상기(100)의 베이(4)에 증설된 기기로서의 신호 처리부의 경우에는 도 16에 도시한 구성의 것도 존

재한다. 도 16에 도시한 신호 처리부는, 예를 들면 도 12에 도시한 텔레비전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160)로서 기능

시킨 예이다.

그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처리부내에서의 신호 처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211)와, 그 

컨트롤러(211)의 제어로 실제 신호 처리를 행하는 신호 처리 회로(212)와, 그 신호 처리 회로(212)에 신호를 공급하

는 특유 블록(213)과, 인터페이스부(214)와, 송수신 처리 회로(215)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페이스부(214)는 컨트롤

러(211) 및 신호 처리 회로(212)와, 송수신 처리 회로(215) 사이의 데이터 전송의 인터페이스 처리를 행하는 회로이

고, 송수신 처리 회로(215)에서 무선 신호에 송신 처리 및 수신 처리를 행한다. 이 신호 처리부가 유선의 신호선을 통

해 입력 또는 출력이 행해지는 경우의 입력 처리 및 출력 처리에 대해서도, 인터페이스부(214)가 실행한다.

컨트롤러(211)는 기능 ID와 ID 테이블을 기억하고 있다. 기능 ID는 신호 처리 회로(212) 및 특유 블록(213)이 어떠한

기능을 갖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ID(Identification)이고, ID 테이블에는 기능 ID에 대하여, 후술하는 처리 정보

가 대응되어 있다.

특유 블록(213)은 이 신호 처리부를 구성하는 기기에 특유한 블록으로,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로서 구성된 전자 기

기인 경우에는, 특유 블록(213)은 도시하지 않은 DVD에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그 반사광을 수광하여 광전 변환하는 



공개특허 특2003-0047857

- 15 -

광 픽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디지털 VTR인 경우에는, 특유 블록(213)은 비디오 테이프를 구동하는 구동 기구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하여, 신호의 기록/재생을 행하는 자기 헤드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특유 블록(213)으로서 DVD 플레이어 또는 디지털 VTR로서 구성되는 경우에는, 신호 처리 회로(212)는 

MPEG 부호화된 신호를 MPEG 복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신호 처리 회로(212)는, 예를 들면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행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도 15, 도 16에 도시한 신호 처리부의 경우에는 신호 처리부의 외부와 무선 통신을 행하는 구성으로 하였지만, 신호 

처리부의 내부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을 행하도록 구성해도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도 11에 도시

한 바와 같이 1개의 신호 처리부를 구성하는 1매의 회로 기판(81)내에서, 각각이 통신 처리 블록을 내장한 복수의 칩 

부품(83)을 설치하여, 그 칩 부품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으로 행하는 경우에 상당하지만, 수상기가

처음부터 구비되는 신호 처리부의 내부나, 증설된 전자 기기 내에서 마찬가지의 것을 행해도 된다.

예를 들면, 도 15에 도시한 신호 처리부의 내부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화하면, 예를 들면 도 17에 도시한 구성이 된다.

즉, 처리부내에서의 신호 처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221)와, 그 컨트롤러(221)의 제어로 실제 신호 처리를 행하는 신

호 처리 회로(222)와, 이들 컨트롤러(221) 및 신호 처리 회로(222)와 외부와의 데이터 전송 처리를 제어하는 외부 통

신 인터페이스부(223)로 구성되며, 각각의 회로(221, 222, 223)는 무선 통신 회로 및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도 16에 도시한 신호 처리부의 내부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화하면, 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한 구성이 

된다. 즉, 처리부내에서의 신호 처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231)와, 그 컨트롤러(231)의 제어로 실제 신호 처리를 행

하는 신호 처리 회로(232) 및 특유 블록(233)과, 이들 컨트롤러(221), 신호 처리 회로(232), 특유 블록(233)과 외부와

의 데이터 전송 처리를 제어하는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234)로 구성되며, 각각의 회로(231, 232, 233, 234)는 무선

통신 회로 및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텔레비전 수상기(100)가 구비하는(또는 증설된) 신호 처리부의 사이 또는 신호 처리부의 내부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데이터 전송이 행해지는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블루투스(Bluetooth: 상표)라 불리는 무선 통신

방식을 적용한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무선 통신을 행하는 1개의 유닛을 단순히 기기 또는 단

말기라고 기재하지만, 본 예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무선 통신부(회로)를 구비하여 증설되는 기기나 기판, 또는

기기 내부의 무선 통신부를 구비한 회로의 각각이 이 무선 통신을 행하는 기기 또는 단말기에 상당하는 것이다.

도 19는 이 방식으로 무선 통신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 도면이다. 시스템 전체의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의 주요 부분이 되는 코어 프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와, 코어 프

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통신 프로토콜을 정합시키기 위한 적합 프로토콜군의 3개으로 나뉜다.

프로토콜은 5개의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하위층으로부터 순서대로 물리층, 베이스 밴드층, 실제 데이터 처리층, 논리 

링크 관리층으로 구성된다.

적합 프로토콜군은 기존의 각종 어플리케이션 소프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코어 프로토콜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에 

적합시키는 것이 행해진다. 이 적합 프로 토콜군에는 예를 들면 TCP/IP 프로토콜, 직렬 포트를 에뮬레이션하는 RFC

OMM 프로토콜, 사용자가 조작하는 기기(HID: Human Interface Device)의 드라이버 등이 있다.

물리층으로서는 소정의 주파수대(예를 들면 2.4㎓)를 이용한 주파수 호핑형의 스펙트럼 확산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송신 전력으로서는 최대 100㎽ 정도로 제한되어, 약 100m 정도까지의 단거리에서의 무선 전송을 상정하고 있다. 또

한, 이 물리층에는 링크층으로부터의 제어에 의해, 최소 -130㏈m까지 송신 전력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베이스 밴드층은 물리층에 대하여, 실제 송수신 데이터 패킷을 인터페이스하는 프로토콜로 정의되어 있다. 이 층에서

는 상위층으로부터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링크를 제공한다. 이 때, 주파수 호핑의 관리나 시간 축 

슬롯의 관리 등도 행해진다. 또한, 패킷의 재전송이나 오류 정정과 검출의 처리도, 이 베이스 밴드층이 관리한다.

링크 관리층은 통신 링크 상에서, 송수신 패킷을 인터페이스하는 프로토콜의 1개이고, 베이스 밴드층에 대하여 통신 

링크의 설정이나, 그 링크에 관한 여러가지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을 지정한다. 이들은 제어 패킷으로서 링크 관리층에

정의되어, 필요에 따라 대향 단말기의 링크 관리층과 통신을 행한다. 또한, 이 층은 상위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필

요에 따라 직접 제어를 받는다.

음성층에서는 링크 관리층이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 링크를 설정한 후에, 음성 데이터의 교환이 행해진다. 여

기서의 음성 데이터는, 주로 전화로 통 화를 행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로, 무선 전화 등으로 통신을 행할 때에, 데이터 

전송의 지연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비교적 하위의 층에 전용의 처리층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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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링크 관리층은 링크 관리층 및 베이스 밴드층에 인터페이스하는 프로토콜로, 논리 채널을 관리한다. 또, 음성층

이 취급하는 음성 데이터 이외의 전송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위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논리 링크층에 제공되지만, 

거기서 수수되는 실제 데이터는 베이스 밴드층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 패킷의 사이즈나 타이밍을 의식하지 않고 교

환된다. 그 때문에, 논리 링크 관리층은 상위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논리 채널로서 관리하고, 데이터 분할이나 데

이터의 재구성의 처리를 행한다.

도 20은 2대의 기기 사이에서 무선 통신이 행해질 때에, 각층에서의 처리를 도시한 것으로, 물리층에서는 물리적인 

무선 통신 회선의 링크가 설정되고, 베이스 밴드층에서는 그 설정된 링크로, 패킷의 송수신이 행해진다. 링크 관리층

에서는 통신 링크 관리 채널로 제어 패킷의 송수신이 행해진다. 논리 링크 관리층에서는 논리 채널로 사용자 데이터의

패킷의 송수신이 행해진다. 이 사용자 데이터가 실제로 전송하고자 하는 스트림 데이터나 커맨드 등에 상당한다.

다음으로, 이 방식으로 무선 통신을 행할 때의 물리적인 통신 주파수의 설정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1은 이 방

식으로 사용되는 주파수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예를 들면 2.4㎓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2402㎒부터 2480㎒까지 1㎒ 간격으로 79개의 통신 주파수를 준비한다. 송신되는 패킷 의 각각은 이 79개의 통신 주

파수 중의 하나의 통신 스펙트럼을 점유한다. 그리고, 이 사용되는 통신 스펙트럼이 625㎲마다 랜덤하게 변화(호핑)

한다.

도 22는 이 통신 주파수가 호핑하는 예를 도시한 것으로, 어떤 특정한 타이밍 to으로부터 625㎲마다 랜덤하게 송신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다. 이 625㎲마다 통신 주파수가 변화함으로써, 1초 사이에 약 1600회 랜덤하게 호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도 21에 도시한 대역 내에서 확산되어 전송되게 되어, 스펙트럼 확산이 행해지게 된다.

또, 이 통신 방식의 경우에는 패킷의 1단위는 625㎲ 동안이지만, 이 1단위의 패킷을 복수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송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대의 기기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전송을 행할 때, 양방향의 통신이 동일한 패킷 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방향의 통신만이 복수 패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송되는 패킷이 전부 625㎲의 패킷인 경우에는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625㎲마다 주

파수 호핑이 행해진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면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3패킷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나, 5패킷 

연속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슬롯이 연속되고 있는 동안은 송신 주파수가 고정된다.

2대의 기기 사이에서의 통신 상태를 도 25에 도시하면, 무선 전송을 행하는 한쪽의 기기를 마스터로 하고, 다른 쪽의 

기기를 슬레이브로 하였을 때, 마스터로부터 슬레이브에, 1슬롯(625㎲)의 기간에 슬롯 구성의 데이터를 전송하고(도 

25의 (a)), 다음의 1슬롯의 기간에, 슬레이브로부터 마스터에, 슬롯 구성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도 25의 (b)). 이하, 그 

교대 전송을 전송이 계속되는 한 반복한다. 단, 무선 전송하는 주파수는, 상술한 바와 같이 1슬롯마다 주파수 f(k), f(k

+1), f(k+2)…로 변화시킨다.

도 26은 복수의 기기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 통신 방식에서는 일대일의 무선 전송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기로 네트워크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2대의 기기 사이에서 무선 전송을 행하는 경우에

는 도 2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한쪽의 기기가 마스터가 되고, 다른 쪽의 기기가 슬레이브가 되어, 마스터 MA11

의 제어로, 마스터 MA11과 슬레이브 SL11 사이에서 쌍방향의 무선 전송이 실행된다. 이에 대하여, 도 26의 (b)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1대의 마스터 MA2l에 의해 제어되는 3대의 슬레이브 SL21, SL22, SL23을 준비하여, 이 4

대의 기기 사이에서 무선 전송을 행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시켜도 된다. 또한, 도 26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3대의

마스터 MA3l, MA32, MA33과, 각 마스터에 개별로 제어되는 슬레이브 SL31, SL32, SL33, SL34, SL35, SL36을 

준비하여, 3개의 네트워크를 구성시킨 후에, 그 3개의 네트워크를 접속시켜, 네트워크 구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어

느 경우라도, 슬레이브 사이에서 직접 통신을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마스터를 경유한 통신이 행해진다.

또, 하나의 마스터와, 그 마스터와 직접 통신을 행하는 슬레이브로 구성되는 1개의 무선 네트워크를 피코 네트라고 한

다. 복수의 마스터를 갖는 네트워크군(즉, 복수의 피코 네트로 구성되는 네트워크군)을 캐스터 네트라고 한다.

다음으로, 본 예의 방식으로 기기 사이에서 통신을 행할 때의 링크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예의 방식에서는 S

CO(Synchronous Connection-Oriented) 링 크와, ACL(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의 2종류의 통신 링

크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SCO 링크는 마스터와 특정 슬레이브 사이에서 1대1로 통신을 행하는 접속 타입으로, 소위 회선 교환형 링크이다. 이 

링크는 주로 음성 등의 리얼 타임성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이 SCO 링크는 피코 네트 내의 통신 링크

에 있어서 일정 간격으로 미리 통신 슬롯을 확보해 두고, 도중에 다른 데이터의 전송이 있어도, SCO 링크의 데이터 

통신이 우선된다. 즉, 예를 들면 도 27의 (a),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서, SCO 통신 슬롯이 

일정 간격으로 서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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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CO 링크는 1개의 마스터에 대하여, 동시에 최대로 3개의 SCO 링크를 서포트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의 슬레이

브로 3개의 SCO 링크를 서포트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3개의 슬레이브에 대하여 각각 1개의 SCO 링크를 서포트하는

경우가 있다. 또, SCO 링크는 재송신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SCO 링크로 전송되는 패킷에는 오류 정정 부호는 부가

되어 있지 않다.

ACL 링크는, 소위 패킷 교환형 접속 타입으로, 마스터와 복수의 슬레이브 사이에서, 1대다의 통신이 가능하다. 피코 

네트 내의 어떤 슬레이브와도 통신할 수 있는 대신에, 데이터량이나 슬레이브 수에 의해 개개의 슬레이브의 실효 통신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SCO 링크와 ACL 링크는 혼재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ACL 링크에서는 하나의 마스터를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슬레이브의 수는 최대로 7개까지 된다. 단, 1개의 피코 네트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ACL 링크는 각 슬레이브에 대하여 1개만으로, 하나의 슬레이브가 한 번에 복수의 ACL 링크

를 설정할 수는 없다. 1개의 슬레이브로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상위의 어플리케이션을 프로토

콜 다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마스터와 슬레이브 통신에는 싱글 슬롯의 ACL 패킷이 이용

된다. 슬레이브가 멀티 슬롯의 ACL 패킷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스터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마스터는

슬레이브로부터의 멀티 슬롯의 ACL 패킷의 송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슬레이브는 마스터로부터의 송신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마스터는 슬레이브에 대하여 멀티 슬롯의 상한치만을 통지하여, 멀티 슬롯의 ACL 패킷을 송신할 것인지의 여부는 슬

레이브의 판단에 맡겨진다. 한편, 마스터로부터 송신되는 ACL 패킷이 싱글 슬롯인지 멀티 슬롯인지는 전부 마스터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슬레이브는 모든 멀티 슬롯 패킷의 수신을 항상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ACL 패킷에서는 싱글 슬롯, 멀티 슬롯의 정의와는 별도로, 대별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패킷 통신 방법이 제공된다. 

첫번째는 비동기 통신 방식(Asynchronous transfer)이고, 두번째는 등시성 통신 방식(Isochronous transfer)이고, 

세번째는 동보 통신 방식(Broadcast transfer)이다.

비동기 통신 방식은 통상의 패킷의 송수신을 행하기 위한 통신 방식이다. 데이터의 전송 속도는 피코 네트 내에 존재

하는 슬레이브의 트래픽량이나 통신 회선 품질의 열화에 의한 패킷 재송 등에 따라 변화한다.

도 28은 동일 피코 네트 내의 3개의 슬레이브(슬레이브 1, 2, 3)가 비동기 통신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의 예이다. 

도 28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스터로부터 각 슬레이브 1, 2, 3에 대하여 순서대로 ACL 패킷이 송신되고, 그 ACL

패킷을 수신한 슬레이브로부터, 도 28의 (b), (c),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스터에 수신 확인의 패킷이 반송되어 있

다.

또, 영상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 등의 스트림 데이터를 ACL 패킷의 비동기 통신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와 같이 스트림 데이터를 비동기 통신 방식으로 전송시키는 경우에는, 각 ACL 패킷에는 타임 스탬프를 부가시켜, 수

신측에서 스트림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등시성 통신 방식은 미리 정해진 시간 슬롯의 기간 내에, 반드시 마스터로부터 슬레이브 앞으로 패킷이 송신되는 방

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최저한의 지연을 확보할 수 있다. 등시성 통신 방식의 경우에는, 슬롯 간격

은, 최대 폴링 시간을 등시성 통신 방식으로의 통신을 개시시키기 전에,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

마스터는 슬레이브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최대 폴링 간격을 지정할 수 있고, 또 슬레이브로부터의 등시성 통신 방식의

설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슬레이브로부터는 마스터에 대하여, 최대 폴링 간격의 지정은 할 수 없고, 등시

성 통신의 설정 요구도 할 수 없다.

도 29는 등시성 통신 방식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는 경우의 예이다. 도 29의 (a)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최대 폴링 간격 이내로, 마스터로부터 ACL 패킷을 슬레이브에 송신하고, 그 ACL 패킷을 수신한 슬레이브가,

수신 한 직후에, 도 29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신 확인의 패킷을 마스터에 반송하도록 하고 있다.

동보 통신 방식은 패킷 헤더 내의 슬레이브 식별자를 제로로 함으로써 설정된다. 이에 의해, 마스터로부터 모든 슬레

이브에 대하여 동보 통신 패킷을 송신할 수 있다. 동일한 패킷을 수신한 슬레이브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수신 확인의 

패킷을 송신하지 않는다. 슬레이브가 수신 확인을 행하지 않는 대신에, 마스터는 동보 통신 패킷을 복수회 계속적으로

송신한다. 이 복수회 송신하는 횟수는 동보 통신을 행하기 전에 마스터는 모든 슬레이브에 대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

다.

도 30은 동보 통신 방식으로 피코 네트 내의 모든 슬레이브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의 예이다. 도 30의 (a)는 마스터로

부터의 송신 패킷을 도시하고, 도 30의 (b), (c), (d)는 3대의 슬레이브 1, 2, 3에서의 수신 상황을 도시한 것이다.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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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슬레이브에서의 패킷의 수신 시에, ×표를 부여한 개소가 그 때의 슬레이브에서의 패킷을 수신할 수 없었을 때

의 예를 나타내고 있으며, N  BC 회 반복 송신됨으로써, 확실하게 모든 슬레이브에 동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31은 SCO 링크와 ACL 링크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통신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1의 (a)는 마스터로부터의 송신

패킷을 도시하고, 도 31의 (b), (c), (d)는 3대의 슬레이브 1, 2, 3으로부터의 송신 패킷을 도시한 것이다. 본 예에서는

SCO 링크에서의 SCO 패킷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1 사이에서 일정 주기로 송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터로부터 3

대의 슬레이브 1, 2, 3에 수시로 ACL 패킷이 송신되 고 있다. 동보 통신용 패킷에 대해서도, 소정회 반복하여 송신되

고 있다. 이 동보 통신용 패킷이 반복하여 송신되고 있는 동안에, SCO 패킷이 송신되는 타이밍으로 되면, SCO 패킷

이 송신된다.

여기서, 등시성 통신 방식과 동보 통신 방식에서 필요한 설정 파라미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에 정의한 바와 같다.

[표 1]

다음으로, 마스터 및 슬레이브가 내부에 갖는 클럭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통신 방식에서는 각 기기가 내부에 갖는 클

럭을 사용하여, 주파수 호핑 패턴 등이 설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 마스터 및 슬레이브가 갖는 클럭은 도 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0∼27까지의 28비트의 카운터의 카운트 값으로 설정된다. 이 카운터의 눈금은 312.5㎲이고, 이 

312.5㎲가 호출과 조회의 처리의 최소 시간 단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312.5㎲마다 값이 하나씩 카운트 업되는 28

비트의 카운터는 1주기가 약 23시간이 되어, 주파수 호핑 패턴의 랜덤성을 높이고 있다.

0비트째의 클럭 값으로 설정되는 312.5㎲의 주기는 마스터가 호출과 조회를 행할 때의 송신 패킷의 시간 주기이다. 1

비트째의 클럭 값으로 설정되는 625㎲의 주기는 통신 주파수가 변화하는 슬롯의 시간 주기이다. 2비트째의 클럭 값

으로 설정되는 1.25㎳의 주기는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의 송수신 시간 주기이다. 또한, 12비트째의 클럭 값으로 설정

되는 1.28초의 주기는 조회와 호출에 있어서, 수신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시간 주기의 클럭 타이밍으로 되어 있다.

각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클럭을 참조하여, 마스터의 클럭과 일치하도록, 일정한 오프셋 값을 자기의 클럭에 가산하고,

그 가산된 클럭을 통신에 사용한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주파수 호핑 패턴을 산출할 때에는 이 클럭 외에, 각 단말기에 부여된 48비트의 어드레스에 대

해서도 파라미터로서 사용된다. 48비트의 어드레스는 IEEE802 사양에 준거하여 어드레스 방식으로 정의되고, 각각

의 블루투스의 단말기마다 개별적으로 할당된 절대적인 어드레스이다. 도 33은 이 48비트의 어드레스 구성예를 도시

한 도면으로, 하위 24비트가 LAP(Lower Address Part), 다음의 8비트가 UAP(Upper Address Part), 남은 16비트

가 NAP(Non-significant Address Part)의 3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피코 네트내 동기에 있어서의 주파수 호핑 패턴의 생성에는, 마스터의 어드레스 중, LAP 전체의 24비트와, UAP의 

하위 4비트의 합계 28비트가 사용된다. 이에 의해 각각의 피코 네트에 대하여, 마스터의 어드레스에 기초한 주파수 

호핑 패턴이 주어지게 된다. 통신 상태로 이행할 때에는 슬레이브에는 마스터의 어드레스가 통지되기 때문에, 각 슬

레이브에서도 마스터와 동일한 주파수 호핑 패턴을 독자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도 34는 통신 주파수를 산출하는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마스터의 어드레스의 하위 28비트와, 28비트의 클럭의 

하위 27비트를 통신 주파수 선택부(8)에 공급하여, 채널 주파수 호핑 패턴인 통신 주파수가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구

성으로 하고 있다. 단, 호출 주파수 호핑 패턴과 조회 주파수 호핑 패턴은 채널 주파수 호핑 패턴과는 다른 패턴이다.



공개특허 특2003-0047857

- 19 -

다음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5는 패킷 포맷을 도시한 도면

이다. 패킷은 크게 나누어, 액세스 코드, 패킷 헤더, 페이로드의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페이로드는 그 때에 전송하

는 데이터량에 따라 가변 길이로 설정된다.

도 36은 액세스 코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액세스 코드는 68비트 또는 72비트의 데이터로 구성되고, 송신 패킷

의 수신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송수신되는 모든 패킷에 부가되는 코드이다. 패킷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액세스 코드

만의 경우도 있다.

프리앰블은 싱크 워드의 LSB에 따라, 1과 0의 패턴을 반복하는 고정 4비트 길이로 구성된다. 트레일러는 싱크 워드

의 MSB에 따라 1과 0을 반복하는 4비트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액세스 코드 전체의 신호 직류 성분을 제거하도록

기능한다. 48비트의 싱크 워드는 48비트의 어드레스 내의 24비트의 LAP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는 64비트의 데이

터이다. 이 싱크 워드가 피코 네트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단, 마스터의 어드레스나 클럭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서의 

통신 등에서, 조회와 호출에서 사용되는 패킷으로, 서로 다른 싱크 워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액세스 코드 종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에 정의된 바와 같다.

[표 2]

도 37은 패킷 헤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패킷 헤더는 베이스 밴드층에서의 통신 링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

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3비트의 AM ADDR는 피코 네트 내에서 통신 중인 슬레이브를 특정하기 위한 식별 필드로, 마스터가 각 슬레이브에 

할당하는 값이다.

4비트의 TYPE는 패킷 전체가 어떠한 패킷인지를 지정하는 패킷 타입 종별 필드이다.

1비트의 FLOW는 ACL 링크로 통신하는 패킷의 플로우 제어의 관리에 사용하는 필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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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트의 ARQN은 수신한 패킷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패킷 송신측에 통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1비트의 필드이

다. 블루투스 규격에서는 수신 확인 전용의 응답 패킷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ARQN의 필드를 사용하여 패킷의 송

신원에 대하여 패킷의 수신 확인을 보낸다. 이 필드의 값이 1인지 0인지에 따라, 수신한 패킷에 오류가 없었거나, 또

는 오류가 있었던 것을 상대에게 통지한다. 수신 패킷의 오류의 유무는 수신 패킷의 패킷 헤더에 부가된 헤더 오류 검

출 부호와 페이로드에 부가된 오류 검출 부호로 판단된다.

1비트의 SENQ는 재송 패킷이 수신측에서 중복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필드이다. 동일한 패킷을 재송

할 때, 1패킷 보낼 때마다, 값을 1과 0으로 교대로 반전시킨다.

8비트의 HEC는 패킷 헤더의 오류 정정 부호가 배치되는 필드이다. 이 오류 정정 부호는 g(D)=D  8 +D  7 +D  5 +D 
2 +D+1의 생성 다항식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그 생성에 있어서, 오류 정정 부호 생성용의 8비트의 시프트 레지스터

에 설정되는 초기값은 이미 설명한 블루투스용 어드레스 내의 UAP의 8비트를 설정한다. 여기서 이용되는 어드레스

는 액세스 코드를 생성할 때의 어드레스와 동일하게 된다. 이 오류 정정 부호를 생성시킬 때의 초기값을 정리하면, 다

음의 표 3에 정의한 바와 같다.

[표 3]

통신 중의 피코 네트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마스터의 어드레스의 LAP의 24비트에 기초하여 생성한 채널 액세스 코드

(CAC)를 사용한다. 피코 네트 내에서의 통신의 동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호핑 패턴과 시간 슬롯의 동기가 필

요하게 되지만, 이 때 만일 근처에 동일한 LAP를 갖는 다른 마스터가 존재하고, 또한 주파수와 시간 슬롯의 동기가 

마침 일치한 경우이어도, 패킷 헤더의 오류 정정 부호인 HEC를 이용하여 그것을 배제할 수 있다.

페이로드에는 실제로 단말기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사용자 데이터 또는 제어 데이터가 저장된다. 사용자 데이터에는 

SCO 링크로 송수신되는 데이터와, 패킷 교환형 ACL 링크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있다.

도 38은 ACL 링크의 페이로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페이로드 헤더, 페이로드 보디, 오류 검출 부호의 3개의 부

분으로 구성되고, 페이로드 전체의 길이 는 가변 길이이다. 한편, SCO 링크 페이로드는 미리 통신 슬롯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패킷의 재송은 없고, 페이로드 보디만의 구성이고, 페이로드 헤더와 오류 검출 부호는 

부가되어 있지 않다.

페이로드 헤더는 베이스 밴드층보다 상위층의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 ACL 링크에만 포함되는 데이터이다. 도 39에 싱글 슬롯 패킷 페이로드 헤더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40에 멀티 슬롯

패킷 페이로드 헤더의 구성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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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드 헤더에 포함되는 2비트의 L_CH의 데이터는 베이스 밴드층보다 상위층의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인지를 

지정하는 논리 채널을 식별하는 필드이다. SCO 링크와 ACL 링크는 베이스 밴드층에서의 링크이고, 그 제어는 패킷 

헤더에 설정되는 정보에 의해 행해진다. L_CH는 베이스 밴드층보다 상위층에서 정의되는 논리 채널을 식별하는 것으

로, 3개의 사용자 논리 채널에 대하여, L_CH가 다음의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의된다.

[표 4]

1비트의 FLOW는 사용자 논리 채널 상을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플로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1비트의 데이터

이다. FLOW는 사용자 논리 채널마다 관리되고, FLOW=0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회신함으로써, 상대에게 일시적으로 

데이터의 송신을 중단시킨다. 또한, 수신 버퍼가 비어 있으면, FLOW=1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회신함으로써, 상대의 

데이터의 송신을 재개시킨다. 이 FLOW 필드의 설정은 링크 관리층이 행하지만, 리얼 타임적인 데이터의 플로우 제어

를 보증할만한 것이 아니다. 리얼 타임의 데이터의 플로우 제어는 전부 베이스 밴드층이 패킷 헤더 내의 FLOW 필드

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어 패킷 내의 데이터는 링크 관리층에서 전부 처리되기 때문에, 논리 링크 관리층으로는 건

네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어 패킷은 이 FLOW에 의한 플로우 제어의 영향은 받지 않고, 그 값은 반드시 1로 설정된다

.

5비트 또는 9비트의 LENGTH는 페이로드 보디의 데이터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는 필드이다. 싱글 슬롯 패킷

의 경우에는 5비트이고, 멀티 슬롯 패킷의 경우에는 9비트의 필드가 된다.

UNDEFINED는 멀티 슬롯 패킷 페이로드 헤더에만 존재하고, 현 상태에서는 미정의된 필드로, 전부 0으로 설정된다.

페이로드 보디에는 페이로드 헤더의 LENGTH로 지정된 길이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SCO 링크 통신에서는 데이터 패

킷의 페이로드가 페이로드 보디만으로 구성되므로, LENGTH에 의한 데이터 길이의 지정은 없다. 단, DV 패킷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 부분의 데이터 길이를 나타낸다.

CRC는 오류 검출 부호를 나타내는 16비트의 필드로, 페이로드 헤더 및 페이로드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부호이다. 이 오류 검출 부호는 g(D)=D  16 +D  12 +D  5 +1의 생성 다항식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그 생성에 있

어서, 16비트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설정되는 초기값은 이미 설명한 어드레스 내의 UAP의 8비트에 8비트의 제로를 

더한 16비트의 값을 설정한다. 여기서 이용되는 어드레스는 HEC와 마찬가지로 액세스 코드를 생성할 때의 어드레스

와 동일하게 된다.

다음으로, 패킷 종별에 대하여 설명한다.

패킷 헤더의 설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YPE 필드는 패킷 타입을 지정한다. 이 지정되는 패킷 타입에 대하여 설명

하면, SCO 링크와 ACL 링크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 패킷과, SCO 링크 또는 ACL 링크에 고유의 패킷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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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통 패킷에 대하여 설명한다. 공통 패킷에는 NULL 패킷, POLL 패킷, FHS 패킷, DM1 패킷, IQ 패킷, ID 패킷

이 있다.

NULL 패킷은 액세스 코드와 패킷 헤더로 구성되는 패킷으로, 페이로드를 갖지 않는다. 패킷의 길이는 고정으로 126

비트가 된다. 이 패킷은 통신 링크의 상태를 송수신하기 위한 패킷으로, 패킷의 수신 확인(ARQN)이나 플로우 제어(F

LOW)를 관리한다. 이 NULL 패킷을 수신한 것에 대한 패킷의 확인 응답은 필요없다.

POLL 패킷은 NULL 패킷과 마찬가지로 액세스 코드와 패킷 헤더로 구성되는 패킷으로, 126비트의 고정 길이이고, 

통신 링크의 상태를 관리한다. 단, 이 POLL 패킷의 경우에는 NULL 패킷과 달리, POLL 패킷을 수신한 것에 대하여, 

송신하는 데이터가 없어도, 패킷의 확인을 응답 송신할 필요가 있다.

FHS 패킷은 피코 네트내 동기를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제어 패킷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서 동기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라미터인 클럭과 어드레스를 교환할 때에 송신된다. 도 41은 FHS 패킷의 페이로드의 구성예를 도시

한 도면이다. FHS 패킷의 페이로드는 11개의 필드로 구성되고, 이 11개의 필드의 144비트에 대한 16비트의 오류 검

출 부호가 부가되어, 160비트로 구성된다. FHS 패킷을 구성하는 11개의 필드에 대하여 이하 설명한다.

34비트의 패리티 비트는 FHS 패킷으로 설정되는 액세스 코드 중의 싱크 워드에 대한 패리티를 포함하는 필드이다.

24비트의 LAP는 FHS 패킷을 송신하는 단말기의 어드레스의 하위 24비트이다. LAP에 계속된 2비트는 미정의 필드

로, 0으로 설정된다.

2비트의 SR은 호출에 있어서, 마스터가 슬레이브에 대하여 ID 패킷 열을 송 신할 때의 반복 횟수, 및 슬레이브가 마

스터로부터의 ID 패킷 열을 스캔할 때의 스캔 주기를 지정하는 2비트의 필드이다.

2비트의 SP는 조회에 있어서, 슬레이브가 마스터로부터의 IQ 패킷을 수신하여, FHS 패킷을 마스터에 송신한 후에, 

슬레이브가 필수 호출 스캔을 행하는 시간을 지정하는 필드이다.

8비트의 UAP는 FHS 패킷을 송신하는 단말기의 어드레스의 상위 8비트이다.

16비트의 NAP는 FHS 패킷을 송신하는 단말기의 어드레스 내의, LAP와 UAP 이외의 16비트이다.

24비트의 디바이스의 클래스는 단말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필드이다.

3비트의 AM ADDR은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식별하기 위한 3비트의 필드이다. 호출의 처리 중, 마스터가 슬레이브에 

대하여 송신하는 FHS 패킷에 있어서, 피코 네트 내에서 이용하는 슬레이브 식별자를 지정한다.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부터의 IQ 패킷의 응답으로서 송신하는 FHS 패킷에서는, AM ADDR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

다.

26비트의 CLK27-2는 단말기가 갖는 클럭 내의 상위 26비트를 나타내는 필드이다. 이 클럭은 1.25㎲의 클럭 정밀도

를 갖고, FHS 패킷을 송신할 때에는 반드시 그 때의 클럭의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비트 페이지 스캔 모드는 FHS 패킷을 송신한 단말기가 서포트하는 디폴트의 호출 스캔의 모드를 지정하는 필드이

다.

다음으로, DM1 패킷에 대하여 설명한다. DM1 패킷이 SCO 링크로 송수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어 패킷으로서 기

능한다. 한편, ACL 링크로 송수신되는 경우에는 제어 패킷으로서 기능하는 것 외에,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해

서도 사용된다.

SCO 링크 또는 ACL 링크로 공통 패킷으로서 송신되는 경우에는 링크 관리층의 제어 패킷으로서 정의된다. 그런데, 

ACL 링크로 DM1 패킷을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패킷 타입을 지정하는 필드(TYPE)를 본 것만으로는 사용자 패킷인지

제어 패킷인지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페이로드 헤더의 논리 채널 종별 필드를 L_CH=11로 설정함으로써, DM1 패킷

은 링크 관리층에 대한 제어 패킷인 것이 지정된다. 데이터 패킷의 경우에는 원래의 사용자 데이터의 플래그멘트화에

따라 L_CH=01 또는 L_CH=10을 설정한다.

IQ 패킷은 조회에 있어서 마스터가 브로드캐스트하는 패킷으로, 조회 액세스 코드만으로 구성된다.

ID 패킷은 호출에 있어서 마스터가 특정한 슬레이브를 지정하여 송신하는 패킷으로, 호출 액세스 코드만으로 구성된

다. IQ 패킷과 ID 패킷에 대해서는 패킷 헤더의 타입 필드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패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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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CO 링크 상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 패킷인 SCO 패킷에 대하여 설명한다. SCO 패킷은 HV1 패킷, HV2 

패킷, HV3 패킷, DV 패킷의 4종류로 구성된다.

HV1 패킷의 페이로드는 페이로드 보디만으로 구성되고, 거기에는 10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된다. SCO 패킷

은 기본적으로 재송되지 않기 때문에, 이 10바이트에는 오류 검출 부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는 1/3 레

이트의 오류 정정 부호화되어, 최종적으로 240비트 페이로드 길이를 갖게 된다.

HV2 패킷의 페이로드도, 페이로드 보디만으로 구성되고, 거기에는 20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 20바이트에는

오류 검출 부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는 2/3 레이트의 오류 정정 부호되고, 최종적으로 240비트 페이로

드 길이를 갖게 된다.

HV3 패킷의 페이로드도, 페이로드 보디만으로 구성되고, 거기에는 30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 30바이트에는

오류 검출 부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30바이트에는 오류 검출 부호화는 되지 않는다.

DV 패킷은 고정 길이 10바이트의 음성 부분과, 최대 9바이트까지 가변 길이인 데이터 부분으로 구성된다. 음성 부분

의 10바이트에는 오류 정정 부호는 포함되지 않지만, 데이터 부분에는 1바이트 페이로드 헤더를 확대한 최대 10바이

트의 부분에 대한 2바이트의 오류 검출 부호가 부가된다.

ACL 링크 상에서 송수신되는 ACL 패킷에는 DM1 패킷, DH1 패킷, DM3 패킷, DH3 패킷, DM5 패킷, DH5 패킷, A

UX1 패킷이 있다.

DM1 패킷의 페이로드는 1바이트 페이로드 헤더와, 최대 17바이트까지의 가변 길이 페이로드 보디와, 오류 검출 부

호로 구성된다.

DH1 패킷의 구성은 DM1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페이로드는 오류 정정 부호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27바이트

까지의 가변 길이인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DM3 패킷의 페이로드는 2바이트 페이로드 헤더와, 최대 121바이트까지의 가 변 길이인 페이로드 보디와, 오류 정정 

부호로 구성된다. 이들 DM3 패킷의 페이로드는 2/3 레이트의 오류 정정 부호된다.

DH3 패킷의 구성은 DM3 패킷의 구성과 동일하다. 단, 페이로드는 오류 정정 부호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로 18

3바이트까지의 가변 길이인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DM5 패킷의 페이로드는 2바이트 페이로드 헤더, 최대 224바이트까지의 가변 길이인 페이로드 보디, 2바이트의 오류

정정 부호로 구성된다.

DH5 패킷의 구성은 DM5 패킷과 동일하다. 단, 페이로드는 오류 정정 부호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339바이트까

지의 가변 길이인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AUX 패킷은 2바이트의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DH1 패킷과 동일하다. 즉, AUX1 패킷의 재송은 없

다. 페이로드 보디는 2바이트 증가하여, 최대로 29바이트까지의 가변 길이인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예의 방식에서의 통신의 천이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방식에서의 천이 상태는 통신에 관련된 3단계

의 페이즈와, 단말기의 소비 전력에 관련된 저소비 전력 모드로 구성된다. 통신에 관련된 3단계의 페이즈로서는 대기 

페이즈, 동기 확립 페이즈, 통신 페이즈로 나누어져 있으며, 또한 저소비 전력 모드에서는 파크 모드, 홀드 모드, 스니

프 모드의 3종류가 있다. 도 42는 상태 천이예를 도시한 도면으로, 화살표로 나타낸 상태로의 천이가 있다.

대기 페이즈(S9l)는 하나의 처리 상태로 구성되고, 어떠한 패킷의 송수신도 행해지고 있지 않은 페이즈이다. 단말기의

전원을 넣은 직후나, 통신 링크를 절단한 경우에는 단말기는 대기 페이즈에 있다. 이 대기 페이즈에 있어서는 마스터

와 슬레이브에 관한 역할의 차이는 없다.

동기 확립 페이즈에는 조회(S92)와 호출(S93)의 2 종류로 구성된다.

조회는, 피코 네트 내 동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하는 제1 단계의 처리 상태이다. 처음으로 통신을 행하고자 하는 단

말기는 대기 후, 반드시 조회로 천이한다.

호출은, 피코 네트 내 동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하는 제2 단계의 처리 상태로, 기본적으로는 조회로부터 상태 천이하

지만, 조회 상태에서 피코 네트 내 동기 확립의 제1 단계의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로부터 직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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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천이하는 경우도 있다.

조회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에서 그 역할이 명확하게 다르다. 이 처리 상태에 있는 마스터는 주위에 슬레이브가 존

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IQ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한다. 그 주위에 조회의 처리 상태에 있는 슬레

이브가 존재하는 경우, IQ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마스터에 대하여 슬레이브는 그 속성을 전하기 위해서 FHS 패킷을 

송신한다. 이 FHS 패킷에 의해, 마스터는 슬레이브의 어드레스와 클럭을 알 수 있다.

도 43은 이 조회 상태에 있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행하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도 43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앙의 마스터가 IQ 패킷을 송신하면, 도 4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주위의 슬레이브가 FHS 패킷을 마스

터로 송신한다. 이와 같이 조회에 있는 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슬레이브로부터 FHS 패킷을 수신하게 된다.

여기서, 복수의 슬레이브가 동시에 특정한 IQ 패킷에 대하여 FHS 패킷을 송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동시에 복수의 

FHS 패킷이 송신될 때, 패킷의 충돌이 발생하여, 마스터가 송신된 FHS 패킷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블루투스에서는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FHS 패킷의 송신 시에, 랜덤 시간 백-오프하도록 하고 있다. 즉, 슬레이브는 처음으

로 수신한 IQ 패킷에 대해서는 마스터에 FHS 패킷의 송신을 행하지 않고, 그 후에 랜덤 시간 백-오프하는 동안은 IQ 

패킷의 수신을 중단시킨다. 그 후, 슬레이브는 IQ 패킷의 수신을 재개하고, 다음에 IQ 패킷을 수신한 직후에 FHS 패

킷을 마스터로 송신한다. 슬레이브는 FHS 패킷을 수신하면, 다시 IQ 패킷의 수신을 랜덤 시간 백-오프하고 있는 동

안은 중단시킨다. 이후는 이 동작을 반복한다.

도 44는 이 조회 시의 마스터, 슬레이브에서의 처리의 개요를 도시한 도면으로, 도 44의 (a)는 마스터에서의 송수신 

상태, 도 44의 (b)는 슬레이브에서의 송수신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마스터는 FHS 패킷을 오류없이 수신할 수 있던 

것을 슬레이브에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 상태에 있는 슬레이브는 FHS 패킷을 송신한 상태로 된다. 그러나, 동일

한 IQ 패킷을 반복에 임의의 일정 시간 브로드캐스트하기 때문에, 마스터는 조회 처리 상태의 각 슬레이브마다 복수

의 FHS 패킷을 수신하게 된다. 결국, 임의의 일정 시간 조회를 계속함으로써, FHS 패킷의 송수신의 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호출의 경우에도, 마스터와 슬레이브에서 그 역할이 다르다. 이 처리 상태에서는, 조회 시에 송수신한 FHS 패킷의 정

보에 기초하여, 마스터는 통신할 슬레이브를 선택하고, 그 슬레이브에 대하여 ID 패킷을 송신한다. 마스터는 ID 패킷

의 수신을 확인하면, 그 슬레이브에 대하여 FHS 패킷을 송신한다. 이에 의해,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어드레스와 클럭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송수신되는 ID 패킷과 FHS 패킷의 액세스 코드에는 호출 액세스 코드를 이용한다.

도 45는 호출에 있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행하는 처리 동작의 개요를 도시하고 있다. 도 45의 (a)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중심에 있는 마스터가 ID 패킷을 슬레이브에 송신함으로써, 슬레이브가 수신 확인을 통지한다. 또한, 도 45의 (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스터가 FHS 패킷을 슬레이브로 송신함으로써, 슬레이브가 수신 확인을 통지한다.

조회에서의 불특정 다수의 슬레이브에 대한 처리와 달리, 호출에서는 특정한 슬레이브와 마스터 사이에서 처리가 주

고 받아진다. 일대일로 패킷의 송수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그 송수신을 확인하면서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마스터로부터의 ID 패킷을 수신한 슬레이브는 마스터에 동일한 ID 패킷을 송신하여 수신 확인을 통지한다. 다음으로,

마스터는 슬레이브에 FHS 패킷을 송신하여, 자신의 어드레스와 클럭을 슬레이브에 통지한다. 슬레이브는 이 FHS 패

킷을 오류없이 수신하면, ID 패킷을 마스터로 송신하여, 그 수신 확인으로 한다. 이 시 점에서, 조회에서의 처리와 맞

춰, 피코 네트 내 동기에 필요한 어드레스와 클럭의 정보가 마스터, 슬레이브 사이에서 서로 교환되게 된다.

도 46은 호출 시의 마스터, 슬레이브 사이에서의 일례의 처리를 도시한 도면으로, 도 46의 (a)는 마스터에서의 송수신

상태, 도 46의 (b)는 슬레이브에서의 송수신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 42의 상태 천이도에 도시한 통신 접속 페이즈는 접속(S94)과, 데이터 전송(S95)을 갖는다. 이 통신 접속 페이즈에

서는 동기 확립 페이즈를 거쳐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피코 네트 내에서 동기를 취하고 있어, 실제 통신을 행할 수 있는

페이즈이다. 접속 상태에서는 데이터 패킷의 송수신은 행해지지 않는다. 이 때에 송수신되는 것은 통신 링크를 설정

하기 위한 제어 패킷, 시큐러티에 관련된 제어 패킷, 저소비 전력 모드에 관련된 제어 패킷 등으로 한정된다.

한편, 데이터 전송의 상태에서는 데이터 패킷의 송수신이 허용된다. 동기 확립 페이즈를 거쳐, 처음으로 접속으로 천

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서 접속 인증과 암호화의 처리를 완료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

으로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접속에 있어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역할은, 관리되는 제어 패킷의 내용에 따라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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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에 있어서의 데이터 패킷의 송수신에, 마스터와 슬레이브 및 시간 슬롯의 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또한, 데

이터 전송에 의한 단말기가 통신을 절단한 경우, 및 단말기 내의 컨트롤러에 대하여 하드웨어적인 리세트가 걸린 경

우에는 단말기는 데이터 전송으로부터 대기로 상태 천이한다.

저소비 전력 모드는, 접속으로부터 천이하는 단말기의 저소비 전력 상태를 제공하는 모드를 말한다. 이 저소비 전력 

모드에는 파크 모드(S96), 홀드 모드(S97), 스니프 모드(S98)의 3종류가 있다.

파크 모드는 슬레이브 특유의 모드로, 접속으로 확립한 피코 네트내 동기를 유지한 저소비 전력 모드이다.

홀드 모드는 마스터, 슬레이브 중 어느 것이나 이행할 수 있는 저소비 전력 모드로, 접속으로 확립한 피코 네트내 동

기를 유지하고, 또한 슬레이브의 경우에는 마스터로부터 주어진 슬레이브 식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드이다.

스니프 모드는 슬레이브 특유의 저소비 전력 모드로, 홀드 모드의 경우와 같이 슬레이브는 접속으로 확립한 피코 네

트내 동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마스터로부터 주어진 슬레이브 식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드이다.

또, 이 통신 방식에 있어서는 피코 네트 내에서 마스터와 특정한 슬레이브 사이에서, 마스터·슬레이브 전환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신 접속 페이즈의 접속 상태에서 실행되는 시큐러티에 관한 처리로서는 대별하여 인증과 암호화의 두 가지 

처리가 있다. 인증 처리에서는 자신과 특정한 상대 사이에서 접속을 허가 판단하는 것이다. 암호화 처리는 자신이 통

신 중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도청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블루투스의 시큐러티는 링크 키라고 하는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다. 링크 키는 임의의 특정한 2개의 단말기 사이 각각

에 있어서, 1:1의 시큐러티를 관리하는 파라미터인 것이다. 이 링크 키는 제3자에게는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이 링크 키로서는 처음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단말기 사이에서 사용되는 초기화 키가 사용되고, 과거에 접속을 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링크 키가 파라미터로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정된 링크 키가 사용된다. 초기화 키는 상위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PIN 코드와 내부적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여기까지 설명한 근거리 무선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본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 내에서의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

송이 행해진다. 또, 여기서는 블루투스라 하는 범용의 무선 통신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그 밖의 실용화 또는 

제안되어 있는 각종 무선 통신 방식을 적용해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상술한 통신 방식으로 현재 실용화되어 있

는 버전의 전송 레이트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압축된 영상 데이터로 하는 등의 어떠한 대처

가 필요하지만, 전송 주파수 대역의 고역화나, 복수 채널의 동시 사용 등으로, 실질적인 전송 레이트를 증대시키는 것

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예를 들면 고해상도의 영상 데이터를 거의 리얼 타임으로 근거리 무선 전송하는 것은 기

술적으로 가능하다.

여기까지 설명한 무선 통신 방식은 범용의 무선 통신 방식이지만, 이러한 범용의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기기 내에서 무선 통신을 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전용의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채용해도 된

다. 본 예와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와 같은 1개의 케이스 내(또는 케이스와 그 근방)에서의 극히 짧은 거리에서의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주변에의 방해파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한 송신 전력을 설정할 수 있어, 여기까지 설명한 무

선 통신 방식과 유사한(또는 전혀 다른)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복수의 처리 블록 간에서 영상 신호, 오디오 신호,

제어 데이터 등의 무선 통신을 행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EEE802.11 방식이라 불리우는 규격의 무선 통신 방식을 적용하고, 복수의 처리 블록 간에서 영상 신호, 

오디오 신호, 제어 데이터 등의 무선 통신을 행하도록 구성해도 된다. 또한, 유선의 버스 라인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

식인 IEEE1394 방식을 와이어리스한, 소위 와이어리스 IEEE1394 방식을 적용해도 된다. 이 무선 IEEE1394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일부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는 유선의 버스 라인을 사용한 IEEE1394 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적용

하여, 무선 전송과 유선 전송을 조합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이들 범용의 무선 통신 방식으로 규격화된 처리 내의 일

부만을 적용하도록 해도 된다. 예를 들면, 한정된 기기 내에서의 무선 전송이므로, 시큐러티에 관련된 처리 등의 일부

의 처리를 생략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주파수 호핑 등의, 주로 이동 통신을 고려하여 채용된 처리를 생략하도록 하고

, 전송 주파수를 고정하도록 해도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무선 통신 방식을 적용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내 또는 그 수상기와 주위의 기기 사이에서 무선 통신

을 행하여, 신호 처리를 행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7은 본 예의 텔레비전 수상기 내에서의 무선 통신에 관한 설정의 처리예를 설명한 흐름도이다. 본 예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 내의 컨트롤러(171)가 구비하는 무선 통신부가 무선 통신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마스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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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 내의 다른 무선 통신부와의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시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무선 통신을 행하도록 하고 있

다. 이 때, 이미 도 26의 (c)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대의 수상기 내에서 복수의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시킬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수상기 내의 또 다른 처리부가 구비하는 무선 통신부를 마스터로 해도 된다. 도 47의 흐름도는 컨트롤러(

171)의 제어에 의한 무선 통신 설정 처리예를 설명한 도면이다.

우선, 컨트롤러(171)는 단계 S11에서, 베이(4)에 수납된 기기나 회로 기판의 인식 처리를 행한다. 이 인식 처리로서

는, 예를 들면 각 베이(4)에 부착된 기기 검출용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스위치의 상태로부터 검출한

다. 또한, 베이(4)에 장착된 기기나 회로 기판에의 전원의 공급 상태로부터, 부착된 기기를 검출해도 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 수납된 기기로 설명한 경우, 그 기기에는 도 9, 도 11에 도시한 같은 회로 기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상태 검출로부터, 베이(4)에 기기가 장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단계 S12),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13으로 이행하여, 이 수상기에 미리 설정된 통상의 신호 처리를 컨트롤러(171)가 실행시킨다.

그리고, 단계 S12에서 어느 하나의 기기가 베이(4)에 장착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장착된 기기를 포함하는 

수상기 근방에서의 무선 네트워크를 컨트롤러(171)의 제어로 확립시킨다(단계 S14).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확립했을

때에는 그 확립한 네트워크를 사용한 무선 통신으로, 장착된 기기의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15). 이 기기 정보의 취득

으로, 수납된 기기 또는 회로 기판이 갖는 기능을 컨트롤러(171)가 판단하고, 이 수상기에 장착되는 적정한 기능을 갖

는 기기가 장착되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S16). 여기서, 수상기에 장착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기기인 경우에는 그 

기기는 사용하지 않고, 단계 S13으로 이행하여, 이 수상기에 미리 설정된 통상의 신호 처리를 컨트롤러(171)가 실행

시킨다.

단계 S16에서의 컨트롤러(171)의 판단으로, 적정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장착된

기기(또는 회로 기판)와 수상기가 원래부터 구비하는 신호 처리부에서, 영상 신호 등의 처리 분담을 정하고, 그 정한 

처리 분담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전송 경로로 데이터 전송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S17). 여기서, 본 예의 경우에는 전송 경로가 무선 통신에 의한 무선 전송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하

는 구간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행할 수 있도록, 단계 S14에서 확립시킨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한 무선 전송로를 설정한

다.

이와 같이 무선 전송로를 설정함으로써, 텔레비전 수상기로서의 기능이 변경되고(단계 S18), 그 변경된 기능에 의한 

영상 신호나 오디오 신호 등의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필요한 신호 처리가 실행되도록 된다(단계 S19).

도 47의 흐름도의 경우에는 베이에 장착된 기기나 회로 기판의 인식을 인식용 스위치의 상태나, 전원 공급 상태 등으

로부터 판단하도록 하였지만, 무선 통신으로 베이에 장착된 기기나 회로 기판을 인식하도록 해도 된다. 도 48의 흐름

도는 이 무선 통신으로, 수상기의 베이에 장착된 기기나 회로 기판을 인식하는 경우의 예이다.

본 예에서는 단계 S21에서, 수상기의 전원을 투입된 것을 컨트롤러(171)가 검출한 경우에 처리를 행하도록 하고 있

다. 전원 투입은, 예를 들면 조작 키(172) 중의 전원 키의 조작이나, 리모트 컨트롤 장치(193)로부터의 전원 투입 명

령의 전송에 의해 실행된다.

컨트롤러(171)가 전원 투입을 검출하면, 우선 컨트롤러(171)가 마스터로 되어, 수상기의 근방에서의 무선 통신 네트

워크를 확립시킨다(단계 S22). 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확립으로, 무선 네트워크 내의 기기 구성이 전회 전원 투입시

키었을 때의 구성과 변화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S23). 이 판단으로, 무선 네트워크의 기기 구성에 변화

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컨트롤러(171)에 이미 기억된 수상기의 기능(즉, 전회 전원 투입 시에 설정시킨 기능)을 설정

시켜(단계 S24), 그 기능으로 수상기의 신호 처리를 실행시킨다(단계 S25).

그리고, 단계 S23에서, 무선 네트워크의 기기 구성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무선 네트워크 내의 각 기기의 

정보(또는 변화한 기기의 정보)를 취득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S26). 이 기기 정보의 취득으로, 수납된 기기 또는 회

로 기판이 갖는 기능을 컨트롤러(171)가 판단하고, 이 수상기에 장착되는 적정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장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27). 여기서, 수상기에 장착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기기인 경우에는 그 기기는 사용하지 않

고, 단계 S24로 이행하여, 컨트롤러(171)에 이미 기억된 수상기의 기능을 설정시켜(단계 S24), 그 기능으로 수상기의

신호 처리를 실행시킨다(단계 S25).

단계 S27에서의 컨트롤러(171)의 판단으로, 적정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새롭게

장착된 기기(또는 회로 기판)와 수상기가 원래부터 구비하는 신호 처리부에서, 영상 신호 등의 처리 분담을 정하고, 

그 정한 처리 분담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전송 경로로 데이터 전송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단계 S28). 여기서, 본 예의 경우에는 전송 경로가 무선 통신에 의한 무선 전송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

당하는 구간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행할 수 있도록, 단계 S22에서 확립시킨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한 무선 전송로를 설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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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무선 전송로를 설정함으로써, 텔레비전 수상기로서의 기능이 변경되고(단계 S29), 그 변경된 기능에 의한 

영상 신호나 오디오 신호 등의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필요한 신호 처리가 실행되도록 된다(단계 S30).

이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를 확립시켜, 그 네트워크 내의 기기 구성 등을 무선 통신으로 확인하여, 처리 분담이나 전송

로를 설정시킴으로써, 컨트롤러(171)는 무선에 의한 제어만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간단하고 또한 확실하게

, 베이(4)에 수납된 기기나 기판을 사용한 처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베이(4)에 수납된 기기나 회로 기판을 인식하여, 그 인식한 기기 또는 기판으로 신호 처리를 순차적으로 실

행하는 경우의 예를 도 49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9의 예는 장착된 복수의 회로 기판을 인식하여, 각각의 회로 기판으로 신호 처리를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경우

의 예이다. 우선, 컨트롤러(171)는 장착된 기판의 기기 ID를 인식하고(단계 S31), 다시 그 기판에 대하여 기능 ID의 

전송을 요구하여 취득하고(단계 S32), 장착된 기판에 대한 컨트롤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33). 그리고, 취득한 정보

에 기초하여, 회로 기판이 장착된 베이에의 신호의 무선 통신에 의한 출력 허가를 행하고(단계 S34), 그 출력시킨 신

호의 처리가 완료할 때까지 대기한다(단계 S35).

그 후, 신호 처리가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확인 신호 Ack가 송신되었을 때(단계 S36), 베이에 장착된 다른 기판에의 

신호의 출력 허가를 행하고(단계 S37), 그 출력시킨 신호의 처리가 완료할 때까지 대기한다(단계 S38). 또한, 그 기판

으로부터의 신호 처리가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확인 신호 Ack가 송신되었을 때(단계 S39), 또 다른 기판에서 신호 처

리가 필요한지를 컨트롤러(171)가 판단하여(단계 S40), 다른 기판에서 신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단계 S37로 되돌

아가 그 기판으로의 출력 허가를 행한다. 그리고, 단계 S40에서 다른 기판에서 신호 처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 증설된 기판을 사용한 처리를 종료한다.

도 49의 흐름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인식한 기판에의 신호의 출력과, 그 전송된 신호의 처리를 실제로 텔레비전 수상

기 내에서의 수상 시에 실행함으로써, 베이에 증설된 기기나 회로 기판을 사용하여, 신호 처리가 실행된다. 또, 도 49

에 도시한 처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 47 또는 도 48의 흐름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처리로 베이에의 기기나 기판

의 부착을 인식한 경우에, 테스트용 영상 신호나 오디오 신호를 보내어, 그 테스트용 신호를 증설된 기판 등으로 처리

시켜, 처리 상태를 컨트롤러(171) 등이 확인하기 위해서 행하도록 해도 되고, 수상기로서 실제로 수신한 신호를 처리

할 때에는 확인 신호 등의 교환은 생략하도록 해도 된다.

실제 신호 처리를, 이와 같이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단계 S33에서의 컨트롤 정보로서, 예를 들면 무선 네트워크 내에

서 임의의 순서로 데이터를 전송시킬지의 정보가 지시되도록 된다. 즉, 예를 들면 도 5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착이 

판단된 기기 ID(또는 기능 ID)마다, 그 장착된 기기(기판)를 포함해서, 어떠한 순서로 데이터를 전송시켜 처리시킬지

에 대하여 기억된 테이블이 컨트롤러(171)에 내장된 메모리의 기억 데이터 등으로 준비된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기

억 데이터에 기초한 컨트롤 정보로, 입력 신호의 처리 순서가 설정된다. 도 50에서는 컨트롤 정보로서, 각 무선 통신

부를 노드로서 도시하고, 데이터 전송이 어떤 노드를 경유하여 순차적으로 처리가 행해지는 것인지를 도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이에 증설된 기기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상 신호의 처리를 행하는 예에 대하여, 도 51의 흐름도를 참조하

여 설명한다. 본 예에서는 베이에 증설된 기기 또는 회로 기판을 사용하여, 수상기의 영상 신호 처리 기능을 변화시켜,

수상기 내의 영상 신호 처리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영상 신호 처리를 행한 경우보다, 고품질의 처리 결과가 얻어지

도록 한 것이다. 증설된 기기측의 신호 처리부는, 예를 들면 도 12에 도시한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160)에 상당하

고, 수상기가 원래 갖는 신호 처리부는 예를 들면 도 12에 도시한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153)에 상당한다. 또, 이

하의 설명에서는 표준 해상도의 화상(영상) 신호를 SD(Standard Definition) 화상 신호라고 기재하고, 고해상도의 화

상(영상) 신호를 HD(High Definition) 화상 신호라고 기재한다.

이하, 도 51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단계 S51에서, 베이에 증설된 기기 내의 특정한 신호 처리부에서, 입력한

영상 신호에 대하여, MPEG 복호 처리와 왜곡 제거 처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얻어지는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 상 신호(왜곡이 제거된 것)를 수상기 내의 신호 처리부에 무선 전송한다. 여기서의 왜곡 제거 처리에서는, 예를

들면 MPEG 부호화에 기인하여 생기는 블록 왜곡 등의 왜곡이 제거된다.

복호된 영상 신호가 무선 전송된 신호 처리부에서는, 단계 S52에서 그 SD 화상 신호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 해상도 향

상 처리를 행한다. 이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가 행해짐으로써 얻어지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 신호를 표시 드라이

버(158)에 공급하여, CRT(2)에 영상을 표시시킨다.

다음으로, 하나의 신호 처리부 내에서의 처리예로서, 영상 신호(화상 신호)에 대한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는, 예를 들면 본건 출원인이 앞서 제안하고 있는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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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는 클래스 분류 처리와 적응 처리로 이루어져, 클래스 분류 처리에 의해, 신호(데이터)가 그 성

질에 기초하여 클래스로 나누어지며, 각 클래스마다 적응 처리가 실시된다.

여기서, 적응 처리에 대하여, SD 화상을 HD 화상으로 변환하는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

명한다.

이 경우, 적응 처리에서는 SD 화상을 구성하는 화소(이하, 적절하게, SD 화소라고 함)와, 소정의 탭 계수와의 선형 결

합에 의해, 그 SD 화상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킨 HD 화상의 화소의 예측값을 구함으로써, 그 SD 화상의 해상도를 

향상시킨 화상이 얻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임의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HD 화상의 해상도를 열화시킨 SD 화

상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HD 화상을 구성하는 화소(이하, 적절하게, HD 화소라고 함)의 화소값 y의 예측값 E[y]를 

몇 개인가의 SD 화소(SD 화상을 구성하는 화소)의 화소값 x1, x2, …의 집합과, 소정의 탭 계수 w1, w2, …의 선형 

결합에 의해 규정되는 선형 1차 결합 모델에 의해 구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 경우, 예측값 E[y]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수학식 1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탭 계수 wj의 집합인 행렬 w, 학생 데이터 xij의 집합으로 되는 행렬 X, 및 예측값 E[

yj]의 집합으로 되는 행렬 Y'를 이하와 같이, 정의한다.

수학식 2

수학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측 방정식이 성립한다.

수학식 3

여기서, 행렬 X의 성분 xij는 i건째의 학생 데이터의 집합(i건째의 교사 데이터 yi의 예측에 이용하는 학생 데이터의 

집합) 중 j번째 학생 데이터를 의미하 고, 행렬 W의 성분 wj는 학생 데이터의 집합 중 j번째 학생 데이터와의 곱이 연

산되는 탭 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yi는 i건째의 교사 데이터를 나타내고, 따라서, E[yi]는 i건째의 교사 데이터의 예측

값을 나타낸다. 또, 수학식 2의 좌변에서의 y는 행렬 Y의 성분 yi의 서픽스 i를 생략한 것이고, 또한 수학식 2의 우변

에서의 x1, x2, …도, 행렬 X의 성분 xij의 서픽스 i를 생략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관측 방정식에 최소 제곱법을 적용하여, HD 화소의 화소값 y에 가까운 예측값 E[y]를 구하는 것을 생각

한다. 이 경우, 교사 데이터가 되는 HD 화소의 진짜 화소값 y의 집합으로 되는 행렬 Y, 및 HD 화소의 화소값 y에 대

한 예측값 E[y]의 잔차 e의 집합으로 되는 행렬 E를 정의하면, 이하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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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이 수학식 4로부터, 다음과 같은 잔차 방정식이 성립한다.

수학식 5

이 경우, HD 화소의 화소값 y에 가까운 예측값 E[y]를 구하기 위한 탭 계수 wj는 다음의 수학식 6으로 정의하는 제

곱 오차를 최소로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수학식 6

따라서, 상술한 제곱 오차를 탭 계수 wj로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경우, 즉 다음 식을 만족하는 탭 계수 wj가 HD 화소

의 화소값 y에 가까운 예측값 E[y]를 구하기 위해서 최적값으로 된다.

수학식 7

그래서, 우선, 수학식 5를 탭 계수 wj로 미분함으로써, 다음 식이 성립한다.

수학식 8

수학식 7 및 수학식 8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9가 얻어진다.

수학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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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학식 5의 잔차 방정식에 있어서의 학생 데이터 xij, 탭 계수 wj, 교사 데이터 yi, 및 잔차 ei의 관계를 고려하면

, 수학식 9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0

또, 수학식 10에 정의한 정규 방정식은 행렬(공 분산 행렬) A 및 벡터 v를 이하의 수학식 11로 정의한다.

수학식 11

또한, 벡터 W를 수학식 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의하면, 이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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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2

수학식 10에 있어서의 각 정규 방정식은 학생 데이터 xij 및 교사 데이터 yi의 세트를 어느 정도의 수만큼 준비함으로

써, 구해야 되는 탭 계수 wj의 수 J와 동일한 수만큼 설정할 수 있고, 따라서 수학식 12를 벡터 W에 대하여 풀음으로

써(단, 수학식 12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식 12에 있어서의 행렬 A가 정칙일 필요가 있음), 최적의 탭 계수 wj를 구할 

수 있다. 또, 수학식 12를 푸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소인법(Gauss-Jordan의 소거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생 데이터와 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 데이터와 탭 계수로부터, 교사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최적

의 탭 계수 wj를 구하는 학습을 해 두고, 또한 그 탭 계수 wj를 이용하여, 수학식 1에 의해 교사 데이터 y에 가까운 예

측값 E[y]를 구하는 것이 적응 처리이다.

또, 적응 처리는 SD 화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HD 화상에 포함되는 성분이 재현되는 점에서, 예를 들면 단순한

보간 처리와는 다르다. 즉, 적응 처리에서는 수학식 1만을 보는 한, 소위 보간 필터를 이용한 보간 처리와 동일하게 보

이지만, 그 보간 필터의 탭 계수에 상당하는 탭 계수 w가 교사 데이터와 학생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에 의해 구해지므

로, HD 화상에 포함되는 성분을 재현할 수 있다. 이점에서, 적응 처리는, 말하자면 화상의 창조(해상도 창조) 작용이 

있는 처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적응 처리에 대하여,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적응 처리에 따르면 

교사 데이터 및 학생 데이터를 바꿔 학습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가지의 탭 계수를 이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S/N

(Signal to Noise Ratio)의 향상이나, 불선명의 개선, 그 밖의 각종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S/N의 향상이나 불선명의 개선을 적응 처리에 의해 행하기 위해서는 S/N이 높은 화상 데이터를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S/N을 저하시킨 화상(또는 불선명한 화상)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탭 계수를 

구하면 된다.

또한, 예를 들면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 처리와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적응 처리에 의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키고, 또한 콤

포지트 신호로 변환한 화상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탭 계수를 구하면 된다.

또한, 예를 들면 콤포넌트 신호의 화상에 대하여,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적응 처리에 의해 실시하기 위해서는 콤포

지트 신호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학생 데이터

로 하여, 데이터 계수를 구하면 된다.

또한, 예를 들면 MPEG 부호화된 화상에 대하여, MPEG 복호 처리 및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적응 처리에 의해 일

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MPEG 부호화하여 복호한 것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키고, 또한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 터로 하여, 탭 계수를 

구하면 된다.

또한, 예를 들면 MPEG 부호화된 화상에 대하여, MPEG 복호 처리 및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적응 처리에 의해 일

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콤포넌트 신호의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를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로 하여, 탭 계수를 구하면 된다.

다음으로, 상술한 바와 같은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를 행하는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 회로에 의해 실현되는, 영상 처

리부의 구성예를 도 5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영상 처리부는, 예를 들면 도 12에 도시한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

(160) 또는 영상 처리부(153)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각 블록 간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

으로 행하도록 구성한 예이다. 단, 도 52에 도시한 구성은 각 블록 간의 무선 통신을 가장 고도로 행하도록 한 예이고,

특히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을 행한다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블록 간에서는 도시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으로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각 블록 간의 데이터 전송의 일부에서, 블록 간을 직접적으로

접속된 신호선을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구성하거나, 또는 내부 버스를 사용하고 전송하도록 해도 된다. 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처리 회로 내의 1개의 블록에의 입력과 출력만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고, 그 밖의 블록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는 신호선 등을 사용하여 행하도록 해도 된다.

이 회로에서 처리해야 할 입력 데이터(입력 신호)는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으로 버퍼(301)에 공급되고, 버퍼(

301)는 거기에 공급되는 입력 데이터를 일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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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탭 추출 회로(302)는 후술하는 곱 합 연산 회로(306)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출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주목 

데이터로 하고, 또한 그 주목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이용하는 입력 데이터를 버퍼(301)로부터 무선 전송시켜, 예측 탭

으로 한다.

즉, 예를 들면 입력 데이터가 SD 화상 데이터이고, 출력 데이터가 그 SD 화상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킨 HD 화상 데

이터인 경우에는, 예측 탭 추출 회로(302)는, 예를 들면 주목 데이터로서의 HD 화소에 대응하는 위치에 대하여, 공간

적 또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SD 화상의 SD 화소의 몇 개인가를 예측 탭으로서 추출한다.

또한, 예를 들면 입력 데이터가 화상을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이고, 출력 데이터가 그 부호화 데이터를 MPE

G 복호한 화상 데이터인 경우에는, 예측 탭 추출 회로(302)는, 예를 들면 주목 데이터로서의 화소를 포함하는 DCT 

블록(MPEG 부호화 시의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처리의 단위가 되는 블록)을 구성하는 DCT 계수나, 그 

DCT 블록으로부터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DCT 계수 등을, 나아가서는 주목 데이터로서의 화

소가, 다른 프레임(또는 필드)의 화상을 예측 화상으로 하여 MPEG 부호화된 것일 때(예를 들면, P 픽쳐나 B 픽쳐일 

때)에는, 그 예측 화상을 구성하는 화소의 DCT 계수 등을 예측 탭으로서 추출한다. 또, 기타, 이미 출력 데이터로서 

출력된, 예측 화상이 되는 화상의 화소를 예측 탭으로 할 수도 있다.

예측 탭 추출 회로(302)는 주목 데이터에 대하여, 예측 탭을 얻으면, 그 주목 데이터에 대한 예측 탭을 곱 합 연산 회

로(306)에 공급한다.

여기서, 예측 탭 추출 회로(302)에는 기능 제어부(307)로부터 제어 신호가 무선 통신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으며, 

예측 탭 추출 회로(302)는 기능 제어부(307)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 예측 탭을 구성시키는 입력 데이터(또한, 출

력 데이터), 즉 예측 탭의 구조를 결정한다.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는 주목 데이터를 몇 개인가의 클래스 중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위한 클래스 분류에 이용

하는 입력 데이터를, 버퍼(301)로부터 추출하여, 클래스 탭으로 한다.

여기서,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에도, 기능 제어부(307)로부터 제어 신호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클래스 탭 추

출 회로(303)도, 예측 탭 추출 회로(302)와 마찬가지로, 기능 제어부(307)로부터 무선 전송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클

래스 탭을 구성시키는 입력 데이터, 즉 클래스 탭의 구조를 결정한다.

또,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측 탭 추출 회로(302)로 얻어지는 예측 탭과,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로 얻어지는 클래스 탭은, 동일한 탭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단, 물론 예측 탭과 클래스 탭은, 독립적인 

탭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에 있어서 얻어지는, 주목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탭은 클래스 분류 회로(304)에 공급된다. 

클래스 분류 회로(304)는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로부터의 클래스 탭에 기초하여, 주목 데이터를 클래스 분류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클래스에 대응하는 클래스 코드를 무선 송신한다.

여기서, 클래스 분류를 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ADRC(Adaptive Dynamic Range Coding) 등을 채용할 수 

있다.

ADRC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클래스 탭을 구성하는 입력 데이터가 ADRC 처리되고, 그 결과 얻어지는 ADRC 코드

에 따라, 주목 데이터의 클래스가 결정된다.

또, K비트 ADRC에서는, 예를 들면 클래스 탭을 구성하는 입력 데이터의 최대값 MAX와 최소값 MIN이 검출되고, DR

=MAX-MIN을 집합이 국소적인 다이내믹 범위로 하여, 이 다이내믹 범위 DR에 기초하여, 클래스 탭을 구성하는 입력

데이터가 K비트로 다시 양자화된다. 즉, 클래스 탭을 구성하는 입력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 MIN이 감산되고, 그 감산

값 DR/2K로 제산(양자화)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하여 얻어지는, 클래스 탭을 구성하는 K비트의 각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순서로 배열한 비트 열이 ADRC 코드로서 출력된다. 따라서, 클래스 탭이 예를 들면, 1비트 ADRC 처리된 경

우에는 그 클래스 탭을 구성하는 각 입력 데이터는 최소값 MIN이 감산된 후에, 최대값 MAX와 최소값 MIN과의 평균

값으로 제산되고, 이에 의해 각 입력 데이터가 1비트로 된다(2치화된다). 그리고, 그 1비트의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순서로 배열한 비트 열이 ADRC 코드로서 출력된다.

또, 클래스 분류 회로(304)에는, 예를 들면 클래스 탭을 구성하는 입력 데이터의 레벨 분포의 패턴을 그대로 클래스 

코드로서 출력시킬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클래스 탭이 N개의 입력 데이터로 구성되고, 각 입력 데이터에 K비트가 할

당되어 있다고 하면, 클래스 분류 회로(304)가 출력하는 클래스 코드의 경우의 수는 (2N) K가 되어, 입력 데이터의 

비트 수 K에 지수적으로 비례한 방대한 수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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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클래스 분류 회로(304)에 있어서는 클래스 탭의 정보량을 상술한 ADRC 처리나, 또는 벡터 양자화 등에 의해

압축하고 나서, 클래스 분류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래스 분류 회로(304)가 출력하는 클래스 코드는 계수 기억부(305)에 어드레스로서 주어진다.

계수 기억부(305)는 학습 처리가 행해짐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를 기억하고 있으며, 클래스 분류 회로(304)가 출력

하는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기억되어 있는 탭 계수를 곱 합 연산 회로(306)에 무선 송신한다.

또, 계수 기억부(305)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복수 세트의 교사 데이터와 학생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수 세트의 탭 계수가 기억되어 있다. 계수 기억부(305)에서, 복수 세트의 탭 계수 중, 어떤 세트의 탭 계수

를 이용할지는 기능 제어부(307)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계수 기억부(305)에는 기능 

제어부(307)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수 기억부(305)는 그 제어 신호에 따라, 

이용하는 탭 계수의 세트를 결정하여, 그 탭 계수의 세트 중에서, 클래스 분류 회로(304)로부터 무선 전송되는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것을 곱 합 연산 회로(306)에 무선 송신한다.

곱 합 연산 회로(306)는 예측 탭 추출 회로(302)로부터 무선 전송되는 예측 탭과, 계수 기억부(305)로부터 무선 전송

되는 탭 계수를 취득하고, 그 예측 탭과 탭 계수를 이용하여, 수학식 2에 정의한 선형 예측 연산(곱 합 연산)을 행하여,

그 연산 결과를 출력 데이터로 하여, 후단의 영상 처리부에 무선 송신한다.

기능 제어부(307)에는 수상기의 컨트롤러(171)(도 13)로부터 제어 신호가 무선 전송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 제어

부(307)는 그 제어 신호에 따라, 예측 탭 추출 회로(302),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 및 계수 기억부(305)를 무선에 

의한 제어 신호의 전송으로 제어한다.

도 53은 도 52의 계수 기억부(305)에 기억시키는 탭 계수의 학습 처리를 행하는 학습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

다. 도 53의 학습 장치에서는 계수 메모리(320)에의 계수 데이터의 공급을 무선 전송으로 행하고, 또한 제어 회로(32

1)에서 각 회로에의 제어 신호의 공급에 대해서도, 무선 전송으로 행하는 예로 하고 있지만, 그 밖의 신호의 전송을 무

선으로 행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에는 학습에 이용되는 학습용 데이터가 공급된다. 여기서, 학습용 데이터로서는 HD 화상

데이터 등의,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는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학습의 교사가 되는 교사 데이터를 생성한다.

즉, 예를 들면 학습용 데이터가 HD 화상 데이터인 경우에, 학습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탭 계수가 SD 화상을 HD 화상

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일 때나, MPEG 부호화 데이터를 HD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일 때 등에는 교사 데이터 생

성 회로(311)는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HD 화상 데이터를 그대로 교사 데이터로서 출력 한다.

또한, 예를 들면 학습용 데이터가 HD 화상 데이터인 경우에, 학습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탭 계수가 S/N이 낮은 SD 

화상을 S/N이 높은 SD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일 때나, MPEG 부호화 데이터를 SD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일

때 등에는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는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HD 화상 데이터로부터, 그 화소 수를 추출하거나, SD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을 교사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가 출력하는 교사 데이터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 공급된다. 교사 데이터 메모리(3

12)는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에서의 교사 데이터를 기억한다.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3)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 기억된 교사 데이터로부터 학습의 학생이 되는 학생 데이

터를 생성한다.

즉, 예를 들면 학습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탭 계수가 SD 화상을 HD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교사 데이

터 메모리(312)에는 상술된 바와 같이 교사 데이터로서의 HD 화상이 기억되지만, 이 경우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

3)는 교사 데이터의 화소 수를 추출하거나, SD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을 학생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또한, 예를 들면 학습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탭 계수가 MPEG 부호화 데이터를 HD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인 경

우에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는 상술된 바와 같이 교사 데이터로서의 HD 화상이 기억되지만, 이 경우 학생 데

이터 생성 회 로(313)는 교사 데이터를 MPEG 부호화함으로써 부호화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을 학생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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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면 학습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탭 계수가 S/N이 낮은 SD 화상을 S/N이 높은 SD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

한 것인 경우에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는 상술된 바와 같이 교사 데이터로서의 SD 화상이 기억되지만, 이 경우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3)는 교사 데이터에 노이즈를 부가함으로써, S/N이 낮은 SD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

을 학생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또한, 예를 들면 학습에 의해 구하고자 하는 탭 계수가 MPEG 부호화 데이터를 SD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인 경

우에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는 상술된 바와 같이 교사 데이터로서의 SD 화상이 기억되지만, 이 경우 학생 데이

터 생성 회로(313)는 교사 데이터를 MPEG 부호화함으로써 부호화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을 학생 데이터로서 출력

한다.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3)가 출력하는 학생 데이터는 학생 데이터 메모리(314)에 공급된다. 학생 데이터 메모리(3

14)는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3)로부터 공급되는 학생 데이터를 기억한다.

예측 탭 추출 회로(315)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 기억된 교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주목 데이터로 하고, 또한 

도 22의 예측 탭 추출 회로(302)와 마찬가지로 그 주목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이용하는 학생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 

메모리(314)로부터 추출하여, 예측 탭으로 한다. 예측 탭 추출 회로(315)로 얻어진 예측 탭은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

318)에 공급된다.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는 도 52의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와 마찬가지로 주목 데이터의 클래스 분류에 이용하

는 학생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 메모리(314)로부터 추출하여, 클래스 탭으로서, 클래스 분류 회로(317)에 공급한다. 

클래스 분류 회로(317)는 도 52의 클래스 분류 회로(304)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로부터의 클래스 

탭을 이용하여 클래스 분류를 행하고, 주목 데이터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클래스 코드를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

에 공급한다.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로부터, 주목 데이터로 되어 있는 교사 데이터를 판독하고, 

예측 탭 추출 회로(315)로부터의 예측 탭을 구성하는 학생 데이터 및 주목 데이터로서의 교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가산을 행한다.

즉,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는 클래스 분류 회로(317)로부터 공급되는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클래스마다 예측 

탭(학생 데이터)을 이용하여, 수학식 12의 행렬 A에서의 각 콤포넌트로 되어 있는, 학생 데이터끼리의 승산(xinxim)

과, 서메이션(Σ)에 상당하는 연산을 행한다.

또한,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는 역시, 클래스 분류 회로(317)로부터 공급되는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클래스마

다 예측 탭(학생 데이터) 및 주목 화소(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학식 12의 벡터 v에서의 각 콤포넌트로 되어 있는,

학생 데이터와 교사 데이터의 승산(xinyi)과, 서메이션(Σ)에 상당하는 연산을 행한다.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는 이상의 가산을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 기억된 교사 데이터 전부를 주목 데이터로 

하여 행하고, 이에 의해 각 클래스에 대하 여 수학식 12에 정의한 정규 방정식을 세운다.

탭 계수 결정 회로(319)는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에 있어서 클래스마다 생성된 정규 방정식을 풀음으로써, 클래

스마다 탭 계수를 구하여, 계수 테이블 기억부(320)에 무선 전송하고, 계수 테이블 기억부(320)의 각 클래스에 대응

하는 어드레스에 기억시킨다.

또, 학습용 데이터로서 준비하는 데이터에 의해서는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에 있어서, 탭 계수를 구하는 데 필요

한 수의 정규 방정식이 얻어지지 않은 클래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탭 계수 결정 회로(319)는 그와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디폴트의 탭 계수를 송신한다.

계수 테이블 기억부(320)는 탭 계수 결정 회로(319)로부터 무선 전송되는 클래스별 탭 계수를 기억한다.

제어 회로(321)는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2), 예측 탭 추출 회로(315) 및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에 대하여, 예를 들면 무선으로 제어 신호를 송신하여, 각각의 회로에서의 처리를 제어한다.

즉, 도 53의 학습 장치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행하는 탭 계수를 학습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그 탭 계수를 이용하

여 행해지는 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처리 정보가 도시하지 않은 조작부가 조작됨으로써, 제어 회로(321)에 설정되도

록 되어 있다. 제어 회로(321)는 조작부가 조작됨으로써 설정되는 처리 정보에 따라,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 학

생 데이터 생성 회로(312), 예측 탭 추출 회로(315), 및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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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에서는 제어 회로(321)의 제어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교사 데이터가 생

성된다.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3)에서도, 제어 회로(321)의 제어에 따라 교사 데이터로부터 학생 데이터가 생성된

다. 또한, 예측 탭 추출 회로(315)에서도, 제어 회로(321)의 제어에 따라 예측 탭의 탭 구조가 설정되고, 그와 같은 탭 

구조의 예측 탭이 생성된다.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에서도, 제어 회로(321)의 제어에 따라 클래스 탭의 탭 구조가 

설정되고, 그와 같은 탭 구조의 클래스 탭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도 54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도 53의 학습 장치의 처리(학습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최초로 단계 S61에서, 제어 회로(321)는 설정된 처리 정보에 기초하여,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 학생 데이

터 생성 회로(312), 예측 탭 추출 회로(315), 및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를 제어한다. 이에 의해,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교사 데이터의 생성 방법이 설정되고,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3)에서는 교

사 데이터로부터 학생 데이터의 생성 방법이 설정된다. 또한, 예측 탭 추출 회로(315)에서는 예측 탭의 탭 구조가 설

정되고,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에서는 클래스 탭의 탭 구조가 설정된다.

그리고, 단계 S62로 진행하여, 교사 데이터 생성 회로(311)는 단계 S61에서 설정한 생성 방법에 따라, 거기에 공급되

는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교사 데이터를 생성하고,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 공급하여 기억시킨다.

그 후, 학생 데이터 생성 회로(313)는 단계 S63에서, 단계 S21에서 설정한 생성 방법에 따라, 교사 데이터 메모리(31

2)에 기억된 교사 데이터로부터 학생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생 데이터 메모리(314)에 공급하여 기억시킨다.

그리고, 단계 S64로 진행하여, 예측 탭 추출 회로(315)가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 기억된 교사 데이터 중, 아직 주

목 데이터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목 데이터로 한다. 또한, 예측 탭 추출 회로(315)는 학생 데이터 메모리(314)로

부터 학생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주목 데이터에 대하여, 단계 S61에서 설정한 탭 구조가 되는 예측 탭을 생성하여,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에 공급한다.

또한, 단계 S64에서는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가 학생 데이터 메모리(314)로부터 학생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주

목 데이터에 대하여, 단계 S61에서 설정한 탭 구조가 되는 클래스 탭을 생성하여, 클래스 분류 회로(317)에 공급하고,

단계 S65로 진행한다.

단계 S65에서는 클래스 분류 회로(317)가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로부터의 클래스 탭을 이용하여 클래스 분류를 

행하여, 주목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코드를 구한다. 이 클래스 코드는 클래스 분류 회로(317)로부터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에 공급된다.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는 단계 S66에서,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로부터, 주목 데이터로 되어 있는 교사 데이터

를 판독하고, 예측 탭 추출 회로(315)로부터 공급되는 예측 탭을 구성하는 학생 데이터, 및 주목 데이터로서의 교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수학식 12의 행렬 A와 벡터 v의, 상술한 바와 같은 가산을 행한다. 또, 이 가산은 클래스 분

류 회로(317)로부터의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클 래스마다 행해진다.

그리고, 단계 S67로 진행하여, 예측 탭 추출 회로(315)는 교사 데이터 메모리(312)에 기억된 교사 데이터의 전부를 

주목 데이터로 하여, 가산을 행했는지를 판정한다. 단계 S67에서, 교사 데이터의 전부를 주목 데이터로서, 아직 보충

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64로 되돌아가 예측 탭 추출 회로(315)는 교사 데이터 중, 아직 주목 데이

터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주목 데이터로 하여, 이하 마찬가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또한, 단계 S67에서, 교사 데이터 전부를 주목 데이터로 하여, 가산을 행했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68로 진행하고, 

탭 계수 결정 회로(319)는 정규 방정식 가산 회로(318)에 있어서 단계 S66의 가산이 행해짐으로써, 각 클래스마다 생

성된 정규 방정식을 풀고, 이에 의해 각 클래스별 탭 계수를 구하여, 계수 메모리(320)의, 각 클래스에 대응하는 어드

레스에 무선 전송하고 기억시켜, 처리를 종료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계수 메모리(320)에는 제어 회로(321)에 설정된 처리 정보가 나타내는 처리를 행하기 위한, 각 클

래스별 탭 계수가 기억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학습 장치에 의한 학습 처리는 제어 회로(321)에 설정하는 처리 정보를 바꿔 행해져, 각 처리 정

보별 탭 계수의 세트가 구해된다.

도 52에서의 계수 기억부(305)에는 이와 같이 하여, 복수의 처리 정보 각각에 대하여 구해된 복수의 탭 계수의 세트

가 기억되어 있다.

즉, 도 55는 도 52의 계수 기억부(305)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공개특허 특2003-0047857

- 36 -

전단의 회로인 클래스 분류 회로(305)의 송신부(305a)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클래스 코드는 기능 제어부(307)로부터

의 제어 신호에 의해, 계수 기억부(305) 내의 N개(N은 임의의 정수)의 계수 메모리(305  1 ∼305  N ) 중의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기억된다. 그리고, 그 선택된 계수 메모리(305  1 ∼305  N ) 중의 어느 하나 1개로부터의 출력을 탭 계수

로 하여, 후단의 회로인 곱 합 연산 회로(306)의 수신부(306a)에 무선 전송한다.

계수 메모리(305  1 ∼305  N )의 각각은, 도 53의 학습 장치에서 구해진 탭 계수의 세트를 처리 정보마다 기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계수 기억부(305)에서는 기능 제어부(307)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N개의 계수 메

모리(305  1 ∼305  N ) 중의 하나의 계수 메모리를 사용하여, 클래스 코드를 기억시킨다. 그리고, 그 계수 메모리의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기억된 탭 계수를 판독하여, 곱 합 연산 회로(306)(도 52)에 전송한다.

또, 처리 정보별 탭 계수의 세트를 기억하는 계수 메모리(305  1 ∼305  N )는 물리적으로 별개의 메모리일 필요는 없

다. 즉, 계수 메모리(305  1 ∼305  N )는 하나의 메모리를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실현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서는 베이(4)에의 기기 또는 기판의 증설 등으로, 영상 처리부에서의 기능을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 처리와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기능으로부터,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만을 실시하는 기능

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신호 처리 회로 내의 계수 기억부(305)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2세트의 탭 계수가 

기억되어 있다.

즉, 예를 들면 수상기가 원래로부터 구비하는 영상 처리부(예를 들면 도 12의 영상 처리부(153))가 갖는 계수 기억부(

305)에서의, 어떤 1개의 계수 메모리(305  i )에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

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로부터 콤포지트 신호로 변환한 것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의 세트가 기억되어 있다. 또한, 계수 기억부(305)에서의, 다른 1개의 계수 

메모리(305  j )에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의 세트가 기억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베이(4)에의 기기 또는 기판의 증설 등으로, 영상 처리부에서의 기능을 MPEG 복호 처리 및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기능으로부터, MPEG 복호 처리 및 왜곡 제거 처리를 일괄적으로 실

시하는 기능으로 변화할 수 있고, 계수 기억부(305)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2세트의 탭 계수가 기억되어 있다.

즉, 예를 들면 수상기의 베이(4)에 증설된 기기 또는 기판이 갖는 영상 처리부(예를 들면 도 12의 영상 처리부(160))

가 갖는 계수 기억부(135)에서의, 임의의 하나의 계수 메모리(305  i )에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MPEG 부호

화하고, 그 부 호화 데이터를 MPEG 복호하여 얻어지는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

는 탭 계수의 세트가 기억되어 있다. 또한, 계수 기억부(305)에서의, 다른 하나의 계수 메모리(305  j )에는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를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의 세트가 기억되어 있다.

또, 영상 처리부가 구비하는 계수 기억부(305)에는 그 밖의 탭 계수를 기억시켜 둘 수 있다. 즉, 계수 기억부(305)에

는, 예를 들면 화상의 확대/축소(리사이즈))를 행하는 탭 계수나, 시간 방향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탭 계수, 계조 방

향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탭 계수, 화상 불선명의 개선을 행하는 탭 계수, 왜곡이나 노이즈 제거를 행하는 탭 계수 

등을 기억시켜, 이들 계수가 필요한 처리부에 공급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종류의 탭 계수의 세트를 계수 기억부(305)에 기억시켜 두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것인지를 예측 

탭이나 클래스 탭의 탭 구조와 동시에 전환함으로써,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의 기능을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 예와 같이, 계수 기억부(305)에의 데이터의 입력과, 계수 기억부(305)로부터의 데이터의 출력에 대하여, 

무선 전송으로 행하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어느 하나 1개의 영상 처리부에 준비된 계수 기억부(305)를 복수의 영상 

처리 부에서 공용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면 베이(4)에 증설된 기기나 회로 기판에,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수를 기억

시킨 계수 기억부를 준비하고, 수상기가 원래부터 구비하는 영상 처리부가 그 처리부가 구비하는 계수 기억부로부터 

계수를 얻는 대신에, 그 증설된 측의 계수 기억부와의 무선 통신으로, 계수를 얻도록 처리를 변경시킴으로써, 간단히 

기능 변경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수 기억부의 변경 처리는 단순히 무선 통신을 행하는 상대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컨트롤러에 

의한 무선 전송로의 설정 시에 대처하면 되고, 물리적인 스위치 등에 의한 전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 기능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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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56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도 52에 도시한 신호 처리 회로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능 제어부(307)는 단계 S71에서, 컨트롤러(171)로부터 이 신호 처리 회로의 기능을 변경시키는 제어 신호를 수신

하고, 그 제어 신호에 따라, 예측 탭 추출 회로(302),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 및 계수 기억부(305)를 제어한다.

즉, 컨트롤러(171)로부터 기능 제어부(307)에 공급되는 제어 신호는 컨트롤러(171)가 기억하고 있는 기능 ID에 대응

된 처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기능 제어부(307)는 그 처리 정보에 따라, 도 53의 제어 회로(321)와 마찬가지로 예측

탭 추출 회로(302),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 및 계수 기억부(305)를 제어한다.

이에 의해, 예측 탭 추출 회로(302)는 도 53의 학습 장치의 예측 탭 추출 회로(315)에 있어서의 경우와 동일 구조의 

탭 구조를 갖는 예측 탭을 생성하도록 설 정되고,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도, 도 53의 학습 장치의 클래스 탭 추출 

회로(316)에 있어서의 경우와 동일 구조의 탭 구조를 갖는 클래스 탭을 생성하도록 설정된다.

또한, 계수 기억부(305)는 기능 제어부(307)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포함되는 처리 정보에 대응하는 탭 계수의 세트를 

기억하고 있는 계수 메모리(305  n )(도 55)를 사용하도록 설정된다.

그 후, 버퍼(301)에, 입력 데이터가 공급되고 기억되면, 단계 72로 진행하여, 예측 탭 추출 회로(302)가 곱 합 연산 회

로(306)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출력 데이터 중, 아직 주목 데이터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목 데이터로 하고, 또

한 버퍼(301)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주목 데이터에 대하여, 단계 S71에서 설정한 탭 구조가 되는 예측 

탭을 생성하여, 곱 합 연산 회로(306)에 공급한다.

또한, 단계 S72에서는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가 버퍼(301)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주목 데이터에 대

하여, 단계 S71에서 설정한 탭 구조가 되는 클래스 탭을 생성하여, 클래스 분류 회로(304)에 공급하고, 단계 S73으로

진행한다.

단계 S73에서는 클래스 분류 회로(304)가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로부터의 클래스 탭을 이용하여 클래스 분류를 

행하여, 주목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코드를 구한다. 이 클래스 코드는 계수 기억부(305)에 공급된다.

계수 기억부(305)에서는 단계 S71에서 설정한 계수 메모리(305  n )를 선택하고 있고, 클래스 분류 회로(304)로부터 

클래스 코드가 공급되면, 단계 S74에서, 그 계수 메모리(305  n )의, 클래스 분류 회로(304)로부터의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로부터 탭 계수를 판독하여, 곱 합 연산 회로(306)에 공급한다.

곱 합 연산 회로(306)는 계수 기억부(305)로부터 공급되는 탭 계수를 취득하고, 단계 S75에서, 그 탭 계수와, 단계 S

72에서 예측 탭 추출 회로(302)로부터 공급되는 예측 탭을 이용하여, 수학식 2에 정의한 곱 합 연산을 행하여, 주목 

데이터의 예측값을 구하여, 출력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 곱 합 연산 회로(306)가 출력하는 출력 데이터는 처리 정보에 대응한 탭 구조의 예측 탭 및 클

래스 탭과, 탭 계수의 세트를 이용하여 얻어진 것이고, 따라서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처리 정보가 나타내는 처리를 실

시한 것으로 된다.

그 후, 단계 S76으로 진행하여, 예측 탭 추출 회로(302)는 아직, 주목 데이터로 해야 할 출력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76에서, 주목 데이터로 해야 할 출력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단계 S72로 되돌아

가 아직 주목 데이터로 하고 있지 않은 출력 데이터를 새롭게 주목 데이터로 하여, 이하 마찬가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한편, 단계 S76에서, 주목 데이터로 해야 할 출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처리를 종료한다.

이상과 같이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는 처리 정보에 따라서, 예측 탭 추출 회로(302)에서 생성되는 예측 탭의 탭 구

조, 클래스 탭 추출 회로(303)에서 구성되는 클래스 탭의 탭 구조, 및 곱 합 연산 회로(306)의 곱 합 연산에 이용하는 

탭 계수의 세트의 종류를 설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변화시킨다. 또한, 수상기의 베이 등에 증설된 신호 처리부에 대해

서도, 수상기 내의 신호 처리부와 마찬가지로 하여, 그 기능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각 처리부는 이와 같이 기능을 변

화시킴에 따라, 입력 신호에 대한 처리를 협조하여 분담한다. 따라서, 이 경우, 증설에 의해 복수 존재하도록 된 영상 

처리부 중의 어느 한쪽만으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보다, 고품질의 출력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영상 처리부(153) 단독에서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로부터 콤포지트 신호로 변환한 것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

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이하, 적절하게,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라고 함)를 

이용하여, 튜너(151) 또는 튜너(152)(도 12)가 출력하는 기저 대역의 SD 화상 신호로서, 콤포지트 신호로 되어 있은 

것이 처리됨으로써, 그 콤포지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가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 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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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베이(4)에 장착된 전자 기기가 구비하는 신호 처리부(160) 단독에서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MPEG 부

호화하고, 그 부호화 데이터를 MPEG 복호하여 얻어지는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

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

어지는 탭 계수(이하, 적절하게, MPEG 복호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 수라고 함)를 이용하여, 특유 블록(213)(도 1

6)이 출력하는,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를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가 처리됨으로써, 그 부호화 데이터

가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 신호로 변환된다.

한편, 기기나 회로 기판이 증설되어, 그 기기나 회로 기판이 구비하는 신호 처리부와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상기 내의 신호 처리부와 증설된 측의 신호 처리부는, 각각의 기능을 변화시켜, 입력 신호에 대한

처리를 협조 분담한다.

즉, 우선 예를 들면 도 16에 도시한 특유 블록(213)을 구비한 신호 처리부(160)를 갖는 전자 기기(11)가 증설된 경우

에는 그 증설된 전자 기기 내의 신호 처리부에서,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

터를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이하, 적절하

게, MPEG 복호용 탭 계수라고 함)를 이용하여, 특유 블록이 출력하는,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를 MPEG 부호

화한 부호화 데이터가 처리됨으로써, 그 부호화 데이터가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수상기 내의 신호 처리부(153)에서,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이하, 적절하게, S

D/HD 변환용 탭 계수라고 함)를 이용하여, 전자 기기(11)의 신호 처리부(160)에서 얻어진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가 처리됨으로써, 그 SD 화상 신호가 콤포넌트 신 호의 HD 화상 신호로 변환된다.

따라서, 신호 처리부(153) 또는 신호 처리부(160) 중의 어느 한쪽만이 단독으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서도, 양 신호 

처리부가 협조 분담하여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서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 신호이다.

그러나, 단독의 경우에 이용되는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에 의한 경우에는 한 번의 처리

로, 콤포지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그 변환 정밀도는 콤포지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으로 변환하는 것과, 그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으로 변환하

는 것을 각각 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열화된다.

즉, 콤포지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으로 변환하는 것은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를 콤포지트 신호로 변환한 SD 화상을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

는 탭 계수(이하, 적절하게,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용 탭 계수라고 함)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또한,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으로 변환하는 것은 상술한 SD/HD 변환용 탭 계수(콤포

넌트 신호의 H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를 저하시킨 SD 화상을 학생 데이터

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탭 계수)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용 탭 계수는 콤포지트 신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으로 변환하는 처리에 특

화한 것이므로, 콤포지트 신호를 콤포넌트 신호로 변환하는 것에만 주목하면, 콤포지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으로, 한 번에 변환할 수 있는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보다, 양호한 정밀도로, 

콤포지트 신호의 SD 화상을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으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는 SD 화상을 HD 화상으로 변환하는 처리에 특화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것에만 주목하면, 역시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보다, 양호한 정밀도로, SD 

화상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킨 HD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MPEG 복호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는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를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

이터를 한번의 처리로 MPEG 복호하여, HD 화상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이 MPEG 복호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MPEG 복호용 탭 계수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복호 정밀도는 열화되고,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변환 정밀도는 열화된다.

이상으로부터, 복수의 신호 처리부가 협조 분담하여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MPEG 복호용 탭 계수를 이용하여 부호

화 데이터가 SD 화상으로 변환되고, 또한 그 SD 화상이 SD/HD 변환용 탭 계수를 이용하여 HD 화상으로 변환되므로

, 수상기 내부의 신호 처리부 단독으로 콤포지트/콤포넌트 변환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가 이용되는 경우나, 증설

된 전자 기기의 신호 처리부 단독으로 MPEG 복호 또한 SD/HD 변환용 탭 계수가 이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품질이 좋

은 HD 화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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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PEG 복호용 탭 계수에 따르면, 부호화 데이터를 MPEG 복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MPEG 부호화에 기인하여 생

기는 블록 왜곡 등의 왜곡 제거도 행해진다.

즉, MPEG 복호 탭 계수는 상술된 바와 같이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를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므로, 부호화 데이터를 

원화상과의 제곱 오차가 최소가 되는 화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MPEG 복호 탭 계수에 따르면, 부호화 

데이터가 변형이 없는 원화상에 가까운 화상으로 변환하므로, MPEG 복호 외, MPEG 부호화에 기인한 블록 왜곡 등

의 왜곡 제거도 행해지게 된다.

또,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을 MPEG 부호화하여 MPEG 복호한 것을 교사 데이터로 함과 함께, 그 교사 데이터를 

MP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학생 데이터로 하여 학습 처리를 행함으로써 탭 계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탭 계수는

부호화 데이터를 통상의 MPEG 복호한 경우에 얻어지는 복호 화상, 즉 MPEG 부호화에 기인하는 블록 왜곡 등을 갖

는 복호 화상에 가까운 화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술과 같은 왜곡 제거는 행해지지 않게 된

다.

이상과 같이 수상기의 베이에 설치 가능한 전자 기기를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도 1, 도 2)의 베이(4)에 수납시

키고, 그 수납된 전자 기기와, 수상기 내의 회로 사이에서,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을 행함으로써, 협조 분담하여 

처리를 행하여, 품질이 좋은 화상 등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하는 것을 도 9 또는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로 기판(81)으로서 내장하고, 그 회로 기판(81)을 베이 어댑터 박스(14) 등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것이라도, 마

찬가지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회로 기판(81)을 준비한 경우에는 도 1에 도시한 같은 베이(4)를 설치

하는 대신에, 수상기의 이면측 등에, 증설용 회로 기판이 끼워넣음 기구를 미리 준비해 두고, 그 기구가 설치된 위치에

, 해당하는 회로 기판을 장착시키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의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본 예의 경우에는 무선 통신으로 증설된 기기나 기판과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때문에, 기기 수납용 베이이나, 회

로 기판의 증설용 기구는 반드시 수상기 등의 기기 본체와 일체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싣는 래

크에, 베이이나 회로 기판의 증설 기구를 설치해도 된다.

또한, 본 예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기나 회로 기판 내의 집적 회로 등으로 구성된 각 회로(블록)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전송으로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기기나 기판 내의 특정한 회로 부품만을 교환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기판의 배선 등을 변경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도 52, 도 55에 도시한 바와 같은 계수

기억부(305)는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을 무선 전송으로 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계수 기억부(305)를 구성

하는 회로 부품의, 회로 기판에의 부착 상태로서는 전원의 공급로 등의 최저한의 접속을 행하는 구성으로 해도 되고, 

다수의 단자 핀 등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고, 계수 기억부(305)를 구성하는 회로 부품만을 바꾸거나, 또는 증설하는 것

을 매우 간단히 행할 수 있다.

또, 상술한 경우에는 각각의 영상 처리부를 도 52에 도시한,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를 행하는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 

회로로 구성함으로써, 각종의 기능을 실 현하도록 하였지만, 그 밖의 구성으로서, 각각의 영상 처리부를 각종의 기능

의 하나 하나로 대응하는 처리를 행하는 모듈(블록)로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57은 여기까지 설명한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153) 및 전자 기기(11) 내의 영상 처리부(160)를 다른 구성으로 

한 경우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도 57의 (a)는 영상 처리부(153)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상 처리부(153) 내의 신호 처리 회로(

202)(도 15)로서,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 회로가 아니고, 변환부(205),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부(206), 노이즈 제거 

처리부(207), 및 인터페이스부(203)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 15에 도시한 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신호 처리 회

로(202) 및 컨트롤러(201)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송수신 처리 회로(204)를 구비한다.

또한, 도 57의 (b)는 영상 처리부(160)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역시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 회로에서

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컨트롤러(211)의 제어로 처리가 실행되는 신호 처리 회로(212)(도 16)로서, MPEG 디코더(2

16), 왜곡 제거 처리부(217), 및 인터페이스부(21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 16에 도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

유 블록(213)과, 송수신 처리 회로(215)를 구비한다.

도 57의 (a)의 영상 처리부(153)가 단독으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튜너(151) 또는 튜너(152)(도 12)가

무선 전송하는 기저 대역의 콤포지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가 송수신 처리 회로(204)에 의해 수신되고, 인터페이스부

(203)를 통해, 신호 처리 회로(202)에 공급된다.

신호 처리 회로(202)에서는 튜너(151) 또는 튜너(152)로부터의 신호가 도 57 의 (a)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수됨으로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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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호 처리 회로(202)에서는 입력한 콤포지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가 변환부(205)에 공급된다. 변환부(205)에서

는 공급되는 콤포지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를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로 변환하여, 인터페이스부(203)로 되돌

린다. 인터페이스부(203)에서는 그 변환된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를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부(206)에 공급한

다.

공간 해상도 향상 처리부(206)에서는 공급되는 콤포넌트 신호의 SD 화상 신호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처리를 

행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 신호를 인터페이스부(203)로 되돌린다. 인터페이스부(203)에서

는 그 콤포넌트 신호의 HD 화상 신호를 노이즈 제거 처리부(207)에 공급한다.

노이즈 제거 처리부(207)에서는 공급되는 HD 화상 신호에 대하여, 노이즈 제거 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HD 화상 신호를 인터페이스부(203)로 되돌린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부(203)에서는 노이즈 제거 처리부(207)로부터

의 HD 화상 신호를 송수신 처리 회로(204)에 공급하여, 송수신 처리 회로(204)로부터 무선 송신시킨다.

이 송수신 회로(204)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신호는 예를 들면 표시 드라이버(158)(도 12)에 공급하여, CRT(2)에 대응

하는 HD 화상을 표시시킨다.

따라서, 수상기에 내장된 영상 처리부(153)가 단독으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 콤포지트 신호를 콤포넌트 신호로 변환

하는 기능,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기능(SD 화상을 HD 화상으로 변환하는 기능), 및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

는 다.

한편, 도 57의 (b)에 도시한, 수상기의 베이에 증설된 전자 기기가 구비하는 영상 처리부(160)가 단독으로 처리를 행

하는 경우에는, 특유 블록(213)이 출력하는, SD 화상을 MPEG 부호화하여 얻어지는 부호화 데이터가 신호 처리 회로

(212)에 공급된다.

신호 처리 회로(212)에서는 부호화 데이터가 도 57의 (b)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수환됨으로써 처리된다.

즉, 신호 처리 회로(202)에서는 인터페이스부(214)에서, 특유 블록(213)으로부터의 부호화 데이터가 수신된다. 그리

고, 인터페이스부(214)로부터 MPEG 디코더(216)에, 부호화 데이터를 공급한다.

MPEG 디코더(216)는 공급되는 부호화 데이터를 MPEG 복호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복호 화상 신호(SD 화상 신호)

를 인터페이스부(214)로 되돌린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부(214)는 공급되는 복호 화상 신호를 왜곡 제거 처리부(217)

에 공급한다.

왜곡 제거 처리부(217)는 공급되는 복호 화상 신호로부터 블록 왜곡 등을 제거하는 왜곡 제거 처리를 행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복호 화상 신호를 인터페이스부(217)로 되돌린다. 인터페이스부(217)는 왜곡 제거 처리부(176)로부터의 

복호 화상 신호를 송수신 처리 회로(215)에 공급하여, 송수신 처리 회로(204)로부터 무선 송신시킨다.

따라서, 베이에 증설된 전자 기기가 단독으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 전자 기기측의 신호 처리 회로(212)는 화상을 MP

EG 부호화한 부호화 데이터를 MPEG 복호하 는 기능, 및 블록 왜곡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음으로, 도 5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된 경우에, 베이에 증설된 전자 기기와,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가 협조 분

담을 행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수상기 측의 컨트롤러(171)가 베이에의 기기의 수납을 검출하고, 그 기기의 

기능 ID를 확인함으로써, 신호 처리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신호 처리 회로(202)는, 예를 들면 상술한 콤포지트 신호를 콤포넌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공간 해상도를 향상

시키는 기능, 및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의 3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것으

로 변화한다.

또한, 신호 처리 회로(212)는 상술한 부호화 데이터를 MPEG 복호하는 기능, 및 블록 왜곡 등을 제거하는 기능의 2개

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신호 처리 회로(202)와, 신호 처리 회로(212)에서는 부호화 데이터가 도 58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수됨으로써 처리된다.

즉, 신호 처리 회로(212)에서는 도 57의 (a)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처리가 행해지고, 이에 의해 송수신 처리 회로(

215)로부터, 왜곡 제거가 행해진 복호 화상 신호가 무선 송신된다.



공개특허 특2003-0047857

- 41 -

이 무선 송신된 복호 화상 신호는 수상기 내의 영상 처리부(153)가 구비하는 송수신 회로(204)에 의해 수신된다. 또, 

무선 네트워크 구성에 의해서는 다른 무선 통신부에서 중계되어, 무선 전송되는 경우도 있다.

송수신 회로(204)에 의해 수신된 화상 신호는 인터페이스부(203)를 통해, 공 간 해상도 향상 처리부(206)에 공급되

고, 복호 화상 신호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처리를 행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HD 화상 신호를 인터페이스부(203

)를 통해 송수신 처리 회로(204)에 보내어, 무선 송신시킨다.

이 송수신 회로(204)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신호는 예를 들면 표시 드라이버(158)(도 12)에 공급하여, CRT(2)에 대응

하는 HD 화상을 표시시킨다.

따라서, 영상 처리부(160)를 구비한 기기가 단독으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부호화 데이터를 MPEG 복호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복호 화상 신호로부터, 왜곡 제거를 행한 것이 얻어지지만, 이 기기와 수상기 내의 회로에서 협조 분담

하여 처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왜곡 제거를 행한 복호 화상 신호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킨 HD 화상을 얻을 수 있다

.

또, 도 57 및 도 58의 예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 처리 회로(202)나 신호 처리 회로(212)를 각 기능에 대응하는 모듈

(블록)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경우에는 신호 처리 회로(202)나 신호 처리 회로(212)에 갖게 하는 기능의 수와 동일한 

수의 모듈이 필요하게 되어, 기능의 수를 증가시키면, 모듈의 수도 증가하므로, 회로 규모도 커진다.

이에 대하여, 신호 처리 회로(202)나 신호 처리 회로(212)를 도 5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 회로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능의 수의 증가에 의해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수 기억부(305)의 기억 용량만이고, 따라

서 회로 규모의 대형화를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도 17,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 처리 회로의 내부에서도 무

선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을 행하도록 구성한 경우 에는, 계수 기억부(305) 등의 교환도 용이하게 행해지고, 기능 변경

에 대응하여 계수 기억부를 다른 것으로 변환하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용이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기까지 설명한 영상 처리부 등에 의한, 상술한 일련의 처리는 하드웨어에 의해 행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행할 수도 있다. 일련의 처리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마이

크로 컴퓨터 등의 컴퓨터에 인스톨된다.

그래서, 도 59는 상술한 일련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인스톨되는 컴퓨터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기록 매체로서의 하드디스크(405)나 ROM(403)에 미리 기록해 둘 수 있다.

또는, 프로그램은 자기 디스크,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MO(Magneto optical) 디스크, DVD

(Digital Versatile Disc), 자기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등의 리무버블 기록 매체(411)에,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저

장(기록)해 둘 수 있다. 이러한 리무버블 기록 매체(411)는, 소위 패키지 소프트웨어로서 제공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은 상술한 바와 같은 리무버블 기록 매체(411)로부터 컴퓨터에 인스톨하는 것 외에, 다운로드 사이트로

부터, 디지털 위성 방송용 인공위성을 통해,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LAN(Local Area Network), 인터넷 등

의 전송 매체를 통해, 컴퓨터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송하여, 컴퓨터에서는 그와 같이 하 여 전송되어 오는 프로그램

을 통신부(408)를 통해 수신하여, 내장한 하드디스크(405)에 인스톨할 수 있다.

컴퓨터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402)를 내장하고 있다. CPU(402)에는 버스(401)를 통해, 입출력 인터페

이스(410)가 접속되어 있고, CPU(402)는 입출력 인터페이스(410)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키보드나, 마우스, 마이크 

등으로 구성되는 입력부(407)가 조작됨으로써 명령이 입력되면, 그에 따라, ROM(Read Only Memory)(403)에 저장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는 또한, CPU(402)는 하드 디스크(405)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위성 또는 네

트워크로부터 전송되어, 통신부(408)를 통해 수신되어 하드디스크(405)에 인스톨된 프로그램, 또는 드라이브(409)에

장착된 리무버블 기록 매체(411)로부터 판독되어 하드디스크(405)에 인스톨된 프로그램을 RAM(Random Access 

Memory)(404)에 로드하여 실행한다. 이에 의해, CPU(402)는 상술한 흐름도에 따른 처리, 또는 상술한 블록도의 구

성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를 행한다. 그리고, CPU(402)는 그 처리 결과를 필요에 따라, 예를 들면 입출력 인터페이스(

410)를 통해, LCD(Liquid Crystal Display)나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는 출력부(406)로부터 출력, 또는 통신부(408)로

부터 송신, 또한 하드디스크(405)에 기록시키거나 한다.

여기서, 본 명세서에서, 컴퓨터에 각종 처리를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처리 단계는, 반드시 흐름도로서 기

재된 순서에 따라 시계열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병렬적 또는 개별로 실행되는 처리(예를 들면, 병렬 처리 또는 오브

젝트에 의한 처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도 되고, 복수의 컴퓨터에 의해 분산 처리되는 것이어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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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프로그램은 원격지의 컴퓨터에 전송되어 실행되는 것이어도 된다,

또한, 컴퓨터에 의한 처리는 수상기에서의 일부의 처리만을 실행하도록 해도 된다. 즉, 본 예의 경우에는 수상기와 증

설된 기기 사이에서 무선 통신을 행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증설된 기기를 컴퓨터로 치환하고, 수상기 내의 처리부와 

컴퓨터 사이에서 무선 통신을 행하고, 수상기 내에서의 영상 처리의 일부를 컴퓨터 내에서 실행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도 1, 도 2)의 베이(4)에 수납하는 전자 기기는 상술한 DVD 플레이어나 디지털 VT

R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프린터나 HD(Hard Disk) 레코더 등의, 어떠한 것이어도 된다.

또한, 여기까지의 설명에서는 수상기 본체를 구성하는 TV 래크(1)(도 1)에, 튜너(151, 152)나 영상 처리부(153) 등

을 미리 내장함으로써,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도 1, 도 2)를 구성하도록 하고, 일부의 영상 처리부(160) 등이 

내장된 기기만을 베이(4)에 장착시키는 예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튜너(151, 152)나 영상 처리부(153) 등의 각 처리부

를 TV 래크(1)의 베이(4)에 수납되는 기기로서 구성시켜도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2개의 영상 처리부(153, 160)가 처리의 협조 분담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처

리의 협조 분담은 3개 이상의 처리부(전자 기기)로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처리의 내용도, 여기서 예를 든 것 이외에 시

간 해상도 창조, 계조 창조 등이어도 된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도 19∼도 46을 참조하여 설명한, 소위 전파에 의한 무선 신호를 전송시키도록 하였지만,

예를 들면 베이에 장착된 기기와, 수상기내 사이에서, 적외선 신호에 의해 데이터 전송을 행하도록 해도 된다. 이 경

우, 예를 들면 화상 신호나 오디오 신호 등의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술한 방식에 의해 전파로 전송하고, 컨트롤

러로부터의 제어 신호 등에 대해서는 적외선 신호로 전송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한, 일부의 신호에 대해서는 유선의 신호선을 사용하여 직접 전송시키도록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수상기 내에서 베

이에 장착된 기기측에의 전송에 대해서는 단자를 통해 접속된 유선의 전송로로 전송시키고, 베이에 장착된 기기로 처

리된 신호의 수상기에의 전송에 대해서는 무선으로 전송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계수 기억부(305)에, 복수 종류의 탭 계수의 세트를 미리 기억시켜 두고, 사용하는 탭 계수의 

세트를 전환함으로써, 신호 처리 회로(202)의 기능을 변화시키도록 하였지만, 이와 같이 신호 처리 회로(202)의 기능

을 변화시키기 위한 탭 계수는 계수 기억부(305)에 미리 기억시켜 두는 것은 아니고, 외부로부터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예를 들면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이 구조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베이(4G)에는 휴대 전화기를 수납할 수 있

지만, 이와 같이 베이(4G)에 휴대 전화기가 수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휴대 전화기의 통신 기능에 의해,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상의 서버를 액세스하여, 필요한 탭 계수를 다운로드하도록 할 수 있다. 또 한, 예를 들면 컴퓨터 등의 다른 

기기로부터, 탭 계수를 다운로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 전화기나 컴퓨터 등의 기기에도, 수상기 내부에서 실행되는 무선 통신과 동일한 방식의 근거리 무선 통

신 처리부를 내장시켜 둠으로써, 휴대 전화기 등과 계수 기억부(305)(또는 계수 기억부(305)의 주변의 회로) 사이에

서 직접적으로 무선 통신을 행하여, 계수 기억부(305)에 탭 계수 등을 직접 보낼 수 있어, 수상기 내의 다른 회로를 경

유하지 않고, 탭 계수의 갱신이 가능하게 된다.

또, 마찬가지로 하여, 예측 탭이나 클래스 탭의 탭 구조에 관한 정보도, 외부로부터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

다.

여기서, 상술된 바와 같이 탭 계수를 외부로부터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그 다운로드한 탭 계수(이하, 적절하게, 다운

로드 탭 계수라고 함)를 계수 기억부(305)에 기억시킬 필요가 있고, 따라서 계수 기억부(305)에는 다운로드 탭 계수

를 기억시키는 기억 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계수 기억부(305)는 필요한 최소한의 탭 계수를 위한 기억 영역 외에, 다운로드 탭 계수를 기억시키기 위한 

기억 영역을 설정하여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도 55의 예에서는 계수 기억부(305)에서의, 하나의 계수 메모리(305  n )에는 기본적으로, 1세트의 탭 계수가 

기억되지만, 탭 계수의 비트 수가 많거나, 클래스 수가 많은 것 등에 기인하여, 하나의 계수 메모리(305  n )에, 1세트

의 탭 계수를 기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수 메모리(305  1 ∼305  N ) 중의 복수에, 1세트의 탭 계수를 기억시키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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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신호(화상 신호)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음성 신호 등의 그 

밖의 신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신호 처리 장치, 신호 처리 방법, 프로그램, 매체 및 신호 처리 시스템에 따르면, 다른 장치가 

접속되어 있는지가 판정되고, 다른 장치가 접속되어 있을 때와, 접속되어 있지 않을 때에, 입력 신호의 처리 기능이 변

화한다. 이 경우, 다른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통신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접속된 장치 사이를 물리적인 신호선

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어, 접속 구성 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장치가 입력 신호에 대한 처리를 협조하

여 분담하는 것을 간단히 행할 수 있어, 예를 들면 1개의 장치 단독의 경우보다 고품질의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신호 처리 장치, 신호 처리 방법, 프로그램 및 매체에 따르면, 장치의 내부에서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통신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장치의 내부를 물리적인 신호선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내부 배선 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무선 통신이 행해지는 블록에 대해서는 배선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장치의 회로 기판 등으로부터 분

리하는 구조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 어, 예를 들면 일부의 신호 처리 수단의 교환이 용이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기능을 갖고,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제2 신호 처리 수단을 증설하기 위한 증설 수단과,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이 상기 증설 수단에 증설된 것을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상기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증설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통신 수

단과,

상기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제2 신호 처리 장치가 상기 증설 수단에 증설된 것이 판정된 경우에, 상기 통신 수단으로

의 무선 통신을 실행시켜, 상기 입력 신호에 대한 신호 처리 기능을 변화시키는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는 상기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의 쌍방에서 처리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증설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수단을 더 포 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 전원 공급 수단으로부터의 전원 공급의 유무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이 증설된 것을 판정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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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은 상기 신호 처리 장치에 장착되기 위한 장착부에 스위치를 갖고,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의 상기 스위치의 상태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이 증설된 것을 판정하

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은 증설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어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

으로 행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 처리 수단은 복수의 처리 블록을 갖고,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제1 신호 처리 수단이 구비하는 상기 복수의 처리 블록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

신으로 행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은 복수의 처리 블록을 갖고,

상기 통신 수단은 증설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이 구비하는 상기 복수의 처리 블록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이 구비하는 복수의 처리 블록 중의 하나는 소정의 연산 처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계수를 기

억하는 기억 수단을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한 무선 통신은 상기 제어 수단을 마스터로 하고, 상기 제1 및 제2 신호 처리 수단을 슬레이브로 

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시켜 행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 제어 수단을 마스터로서 확립할 수 있었던 무선 네트워크의 구성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이 증설된 것을 판정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의 확립 처리를 상기 신호 처리 장치의 전원 개시 시에 행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3.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장치에 있어서,

다른 장치 간에서의 신호의 입력 및/또는 출력을 행하는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소정의 처리 기능을 갖는 제2 신호 처

리 수단을 구비하는 복수의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복수의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통신 수단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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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을 

행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소정의 처리 기능을 갖는 제3 신호 처리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3 신호 처리 수단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을 

행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신호 처리 수단 내의 적어도 1개의 신호 처리 수단은 착탈 가능한 칩 부품으로 구성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착탈 가능한 칩 부품으로 구성되는 신호 처리 수단은 소정의 연산 처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계수를 기억하는 기

억 수단을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수단에서의 신호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한 무선 통신은 상기 제어 수단을 마스터로 하고,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을 슬레이브로 한 무선 네

트워크를 구성시켜 행하는 무선 통신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한 무선 통신은 해당 신호 처리 장치와는 다른 장치가 구비하는 제어 수단을 마스터로 하고,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을 슬레이브로 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시켜 행하는 무선 통신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장치는 해당 신호 처리 장치에서 처리된 신호가 입력되는 장치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0.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기능을 갖고,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계와,

다른 블록이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와,

상기 판정 단계에서 접속을 판정한 경우에, 접속된 상기 블록과 무선 통신을 행하여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전송 단계

와,

상기 판정 단계에서 접속 있음으로 판정한 경우에, 상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실행시켜, 상기 신호 처리 단계

에서의 신호 처리를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시키는 제어 단계

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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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단계에서 신호 처리 단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접속된 블록 간의 제어 데이터의 전송에 대해서도, 무선 통신

으로 행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단계에서의 제어 데이터의 무선 통신으로, 상기 전송 단계에서의 접속된 다른 블록과 데이터 전송을 행하

기 위한 무선 네트워크를 확립시키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를 확립시켜, 존재가 검출된 블록을 상기 판정 단계에서 접속 있음으로 판정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4.
소정의 기능을 갖고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면서, 복수의 블록으로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단계

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은 다른 장치 간에서의 신호의 입력 및/또는 출력을 행하는 신호 처리 블록과, 소

정의 처리 기능을 갖는 신호 처리 블록 간의 데이터 전송인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 중의 적어도 하나는 소정의 연산 처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계수를 기억하는 블록인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의 무선 통신은 다른 장치 측을 마스터로 하고, 상기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을 슬레이브로 

하여 확립된 무선 네트워크로 실행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8.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1 신호 처리 장치와, 그 신호 처리 장치에 대하여 증설된 제2 신호 처리 장치로 구성되는 신

호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 처리 장치는,

소정의 기능을 갖고,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2의 신호 처리 장치의 유무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상기 제1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2의 신호 처리 장치 내의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1 통신 수단과,



공개특허 특2003-0047857

- 47 -

상기 판정 수단이 제2 신호 처리 장치 있음으로 판정한 경우에, 상기 제1 통신 수단으로의 무선 통신을 실행시켜, 상

기 제2 신호 처리 장치를 사용한 상기 입력 신호의 처리로 변화시키는 제1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신호 처리 장치는,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제2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2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제1 신호 처리 수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는 제2 통신 수단

과,

상기 제2 통신 수단을 통한 데이터 전송과, 그 데이터 전송으로 얻어진 신호의 처리를 제어하는 제2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신호 처리 시스템.

청구항 29.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소정의 기능을 갖고,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시키는 신호 처리 단계와,

다른 블록이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시키는 판정 단계와,

상기 판정 단계에서 접속을 판정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을 행하여 데이터 전송을 행하게 하는 전송 단

계와,

상기 판정 단계에서 접속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에, 상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실행시켜, 상기 신호 처리 단계

에서의 신호 처리를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시키는 제어 단계

를 갖는 프로그램.

청구항 30.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은,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게 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면서, 복수의 블록으로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시키는 신호 처리 단계

를 갖는 프로그램.

청구항 31.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매체에 있어서,

소정의 기능을 갖고,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시키는 신호 처리 단계와,

다른 블록이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시키는 판정 단계와,

상기 판정 단계에서 접속을 판정한 경우에, 그 접속된 블록과 무선 통신을 행하여 데이터 전송을 행하게 하는 전송 단

계와,

상기 판정 단계에서 접속 있음으로 판정한 경우에, 상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실행시켜, 상기 신호 처리 단계

에서의 신호 처리를 접속된 블록을 사용한 신호 처리로 변경시키는 제어 단계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

청구항 32.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매체에 있어서,

복수의 신호 처리 블록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무선 통신으로 행하게 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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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면서, 복수의 블록으로 상기 입력 신호를 처리시키는 신호 처리 단계

를 갖는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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