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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신규의 이용형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를 제공한다.

플래시메모리가 탑재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커넥터와 인터페이스 회로로 구성되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

를 통하여 접속된다.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는, 기능 추가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등이 

기억되어 있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가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를 통하여 수신장치(3)로

들어간다. 들어간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의 정보는, 제어부(30)에 있어서 처리되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 트랜스포트 스트림, 디멀티플렉스부, 블라우저, 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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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일 실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디지털 방송의 트랜스 포트 스트림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디멀티플렉스부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외부 메모리가 접속된 경우의 제어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는 외부 메모리에 내용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블라우저가 기억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6은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정지 화상 데이터를 외부기기로 전송하며,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이른

바 전자 앨범을 작성하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안테나 2: 컨버터부

3: 디지탈 수신 장치 11: 튜너부

12: 프론트엔드부 13: 트랜스포트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디지털 위성 방송 등의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상파를 사용한 텔레비전 방송방식 이외에, 최근에는, 정지위성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송방식이나 디지털 방송방식과

같은 새로운 텔레비전 방송방식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이 행해져 왔다.

예를 들면, 정지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방식은, MPEG 방식 등의 데이터 압축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압축한 복

수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를, 1개의 캐리어에 다중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종래의 지상파를 이용한 텔레

비전 방송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텔레비전 방송프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지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방식에 의해, 예를 들면 게임 프로그램이나, MHEG(Multimedia and Hypermed

ia Infomation Coding Experts Group) 등에 의해 기술된 내용 정보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방송신호에 삽입하여 

방송하며, 유저에게 제공하도록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지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방식의 텔레비전 방송(이하, 간단히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라고 

한다)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 방송프로의 신호 외에,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개

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치에,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각 종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기능을 미리 탑재해 두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와 동시에 제공되는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유저에게 있어서는,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기능은 필요 없는 것이다. 또한, 이용하지 않는 기능이 탑

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치가 고가가 되는 것은, 유저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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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 의해, 종래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신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생각된다. 그러나, 신규의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는지가 불확정한 상황하에서, 디지

털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치를, 장래에 제공될 신규의 서비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예컨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신규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그 신규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유

저는, 새로운 수신장치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유저의 부담이 커진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 텔

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버린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신규의 이용형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수신 장치는

외부 메모리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와,

커넥터를 통하여 접속되는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를 취입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와,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하여 취입된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이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의하면, 외부 메모리가 커넥터를 통하여 접속되며, 이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가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하여 취입된다. 들어간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는, 제어회로에 의해 처리되어 이

용할 수 있다.

이로써,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취입하고, 이 정보에 따른 처리를 행함으로써, 예컨대, 외부 메모리로부

터 취입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 메모리로부터 취입된 정보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제어회로는 커넥터에 접속된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이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발명에 의하면, 외부 메모리로부터 취입된 정보에 의해, 지금까지 실행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이로써 외부 메모리로부터 취입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방

송에 의해 새롭게 제공된 서비스를 간단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는 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이며,

제어회로에 의한 제어에 의해 외부 메모리로부터 취입된 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가 재생 처리되며, 표시부에 

표시되는 동시에 음성 재생된다.

이 발명에 의하면, 커넥터를 통하여 접속되는 외부 메모리에는,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으며, 이 화

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하여 들어가고, 제어회로의 제어에 의해 재생 처리되어 출력된다.

이로써, 예를 들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 등의 외부 기기에 의해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기록한 외부 메모리로부

터 이들 정보를 취입하여 재생하며,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는 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에 부가하여 이들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

며,

제어회로는 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의 재생에 앞서서,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정보를 취입하고, 이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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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에 의하면, 외부 메모리에는 예를 들면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가 데이터 압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압축

방식에 따른 압축 해동 프로그램 등의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정보가 데이터 압축된 화상 데이

터나 음성 데이터와 함께 기억되어 있다.

제어회로는,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취입하기에 앞서서, 이들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정

보를 취입하여 처리하며,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의 재생기능을 실행 가능하게 한 

후에,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취입하고, 재생 처리하도록 제어한다.

이로써,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에 대한 재생 기능을 실행 가능하게 한 후에, 외부 

메모리로부터 화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취입하여 재생할 수 있다. 즉,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취입하여 처리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재생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는 방송신호 중에 삽입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수단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이며,

제어회로는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 중에 삽입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처리를 실행하

도록 제어한다.

이 발명에 의하면,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취입하고, 방송신호 중에 삽입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로써, 방송신호 중에 삽입되어 있는, 예를 들면 내용 정보 등을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는,

외부 메모리의 커넥터에 부가하여, 다른 외부 메모리용의 커넥터 또는 외부 기기 접속용의 커넥터를 구비하며,

제어회로는,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를 다른 외부 메모리용 또는 외부 기기 접속용의 커넥터 통해서, 다른 외부 메

모리 또는 외부기기로 전송한다.

이 발명에 의하면, 외부 메모리로부터 취입된 정보는 제어회로에 의해, 다른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로 전송할 수 있

다.

이로써,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다른 외부 메모리에 기억하도록 하거나, 외부기기를 통하여 다른 기억

매체에 기억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의 이용환경을 조정하여, 각종 디지털 기기를 보다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제어회로는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내용을 나타내는 표시를 표시부에 행하며,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 중, 유저

의 선택지시에 따른 정보만을 다른 외부 메모리 또는 외부기기로 전송한다.

이 발명에 의하면, 제어회로에 의해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가 표시부에 표시된다.

예를 들면,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의 일람 리스트 등이 표시되며, 그 표시에 따라서 선택된 데이터만이,

다른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로 전송된다.

이로써, 외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다른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로 전송하여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디지털 데이터만을 다른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기억하게 되며, 디지털 데이

터 를 사용하기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성 높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의 정보는 1 내지 복수매분의 정지화상 데이터미며,

제어회로는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부에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을 표시하며, 유저의 선택

지시가 있었던 정지화상 데이터를 다른 외부 메모리 또는 외부기기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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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에 의하면, 제어회로에 의해 외부 메모리로부터의 화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이 표시부에 표시되며, 이 표시에 

근거하여 유저에 의해 보존 지시된 화상 데이터만이 외부 메모리나 외부장치로 전송된다.

이로써, 예를 들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기록한 복수의 정지화상 중, 필요한 정지화상의 화상 데

이터만을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로 전송하고,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필요한 정지화상 데이터만을 

정리하여, 이른바 전자 앨범을 작성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의 일 실시 형태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본 발명을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치에 적용한 것으로서 설명한다. 또, 디지털 텔레비

전방송의 경우에는, 1개의 캐리어에 복수의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를 다중화하여 방송하도록 하는 것도 행해지고 있다

. 이로써,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 형태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치는, 이러한 1개의 캐리어에 복수의 방송 프

로그램의 신호가 다중화되어 제공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하고,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를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명한다.

도 1은 이 실시 형태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이하, 간단히 수신장치라고 한다, 3)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에 있어서, 수신안테나(1)에서 수신된 12GHz 대의 위성방송 전파는 저 잡음 컨버터부(2)에서 1GHz 대의 중간 주파

신호로 주파수 변환된 후,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입력단자(3in)를 통하여 입력된다.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크게 나누면 수신 신호 처리부(10)와 디지털 외부기기의 사이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교

환을 행하도록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부 (20)와, 제어부(30)로 이루어진다. 수신신호 처리부(10)는 튜너부(11)와 프

런트 엔드부(12)와, 트랜스포트부(13)와, 디코드부(14)로 이루어지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신 선택한 캐리어를 복

조하는 등의 처리를 행하며, 유저가 선택 지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재생용 비디오 신호와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또, 제어부(30)는 버스(31)를 통하여 CPU(32)와, SDRAM(33)과 플래시 메모리 (34)와, 한자 ROM(35)이 접속된 마

이크로 컴퓨터이며, 이 수신장치(3)의 각 부를 제어한다. 여기서, SDRAM(33)은 이 제어부(30)에 있어서 행해지는 각

종 처리의 작업영역으로서 사용된다. 플래시메모리(34)에는 이 제어부(30)에 있어서 실행되는 처리 프로그램이나 각

종 처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다. 또, 한자 ROM(35)에는 한자 폰트 데이터 등 표시용의 문자나 기호와 

같은 폰트 데이터가 기 억되어 있다.

또, 제어부(30)에는 모뎀(41)과, IC 카드 인터페이스(도 1에 있어서는 IC 카드 I/F라고 기재, 42)와, 리모트 커맨더와

의 인터페이스(도 1에 있어서는 리모콘 I/F라고 기재, 43)와, 본체에 설치된 발광 표시관과의 인터페이스(도 1에 있어

서는 본체 표시 I/F, 44)와, 외부 메모리와의 인터페이스(도 1에 있어서는 외부 메모리 I/F, 45)가 접속되어 있다.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 모뎀(41)과의 인터페이스, IC 카드 인터페이스(42), 리모콘 인터페이스(43), 본체 표시 인터페

이스(44),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는, 이른바 게이트 어레이의 구성이 되며, 1개의 LSI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복수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게이트 어레이의 구성으로 함으로써, 복수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염가로 이 실시 형태의 수

신장치에 에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 튜너부(11)는 소위 신시사이저(synthesizer) 방식의 튜너의 구성으로 되며, 선국 제어

신호로서 PLL 데이터, 즉, PLL 루프의 가능 분주 회로의 분주비의 데이터가 튜너부(11)에 주어진다. 제어부(30)는 

도시하지 않지만, 각 채널에 대응하는 PLL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있다.

튜너부(11)에서는 제어부(30)로부터의 선국 제어 신호로서의 PLL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단자(3in)를 통하여 입력된 

중간 주파 신호에 포함되는 복수의 캐리어중에서 하나의 캐리어를 선택한다. 선택되는 캐리어는, 유저의 입력조작에 

따른 도시하지 않는 리모트 커맨더(이하, 리모콘이라고 약칭한다)로부터의 채널 선택 커맨드에 따른 리모콘 신호에 

의해 정해진다.

요컨대, 유저가 리모콘을 조작하여 채널 선택 코드를 입력하면, 이에 따른 리모콘 신호가 해당 리모콘으로부터 출력

된다. 이 리모콘 신호는 제어부(30)에 접속된 리모콘 인터페이스(43)를 통하여, 이 수신장치(3)의 제어부(30)에 들어

가고, 이 리모콘 신호에 따른 PLL 데이터가 제어부(30)로부터 튜너부(11)에 공급된다. 또한, 도시하지 않지만, 수신

장치(3) 자체에 설치된 조작 버튼 키를 사용하더라도 채널 선택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다.

튜너부(11)의 출력은, 프런트 엔드부(12)에 공급된다. 프런트 엔드부(12)는, A/D 컨버터, 복조부, 채널 이퀄라이저, 

에러 정정 디코드부 등을 구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런트 엔드부(12)는 튜너부(11)로부터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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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함과 동시에, 디지털 복조한다.

그리고, 프런트 엔드부(12)는 제어부(30)로부터의 제어정보에 근거하여, 디지털 복조한 신호에 대하여 이른바 고스트

캔슬을 행함과 동시에, 전송로상에서 발생한 비트 오류를 정정하고, 트랜스포트 스트림 출력을 얻는다.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강우 등으로 인한 저 C/N 수신시에도 양호하고 안정된 수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오

류 정정 부호가 적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터비 부호와, 리드 솔로몬 부호, 톨레리스 부호 방식이 채용되어 있다.

프런트 엔드부(12)는, 이상과 같이 복조 및 정정처리하여 얻은 트랜스포트 스트림 출력을 트랜스포트부(13)에 보낸다

.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유료방송 등의 한정 수신을 위해 스크램블이 적용된 신호가 대부분이다.

트랜스포트부(13)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램블부(131), 디멀티플 렉스부(132), 디·멀티플렉스 처리 시에

워크 에어리어로서 사용되는 DRAM(133)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프런트 엔드부(12)로부터의 트랜스포트 스트림 

출력은, 트랜스포트부(13)의 디스크램블부(131)에 공급된다. 여기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신호의 디·스크램블 처

리가 행해지고, 스크램블이 해제된다.

이 디스크램블부(131)에 있어서, 트랜스포트 스트림 신호의 스크램블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제공하는 방송회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부여되는 IC 카드를 IC 카드 인터페이스(42)에 접속한다. 이 IC 카드에는, 

계약조건 등 유저의 개별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 IC 카드의 계약조건 등의 개별정보는 모뎀(41)을 통하여, 방송 회

사측의 과금 센터와 통신을 하는 등으로 재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후술한 바와 같이,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다중되어 제공되며, 디멀디플렉스부(132)에 있어서 추출되는 한정

수신에 필요한 데이터의 하나인 디스크램블 키가 제어부(30)에 공급되면, 제어부(30)는 IC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계

약 정보에 근거하여, 당해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신호는, 당해 수신장치(3)에서 디스크램블하는 것이 허가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그리고, 해당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신호는, 당해 수신장치(3)에 있어서 디스크램블이 허가된 것이

라고 판별되었을 때에는, 디멀티플렉스부(132)로부터의 디스크램블 키를 디스크램블부(131)에 공급하며, 당해 트랜

스포트 스트림의 신호의 스크램블을 해제한다.

스크램블이 해제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다 프로그램(다 방송 프로그램)이 멀티플렉스된 형으로 되어 있으며, 디멀티

플렉스부(132)로 공급된다. 또한, 이 트 랜스포트 스트림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트랜스포트 스트림 등을 디지털 

외부기기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에도 공급된다.

도 2는 다프로그램이 멀티플렉스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MPEG System으로 정의되어 있는 비트열에서, 188 바이트의 고정 길이의 패킷(트랜스포트 패

킷)의 집합이다.

각각의 트랜스포트 패킷은 헤더와, 특정한 개별 패킷에 부가정보를 넣기 위한 어댑테이션 필드와, 패킷의 내용을 나

타내는 패이로드로 이루어진다. 패이로드에는, MPEG 압축된 음성신호(MPEG V), MPEG 압축된 음성신호(MPEG A

)나 상술한 MHEG나 HTML(Hyper Text Makeup, Language)로 작성된 소위 홈 페이지나 게임 프로그램 등의 각종

의 데이터(도 2에서는 Web이라고 기재) 등의 유저에 의해 선택되어 이용되는 프로그램(방송 프로그램) 데이터가 격

납된다.

또한, 선국을 취급하는 데이터나, 한정수신에 필요한 디스크램블 키 등의 데이터,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전자프로그램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격납된 트랜스포트 패킷도 프로그램 데이터가 격납된

트랜스포트 패킷과 함께 다중되어 있다. 결국,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복수의 프로그램(방송 프로그램)의 데이터의 패

킷이나 프로그램 선택이나 한정수신에 관한 데이터나 서비스 인포메이션 데이터 등의 패킷이 멀티플렉스된 것이다.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헤더는 4바이트로 구성되고, 그 선두는, 동기 바이트이다. 그리고, 이 헤더에는 동기 바이트 외

에, 그 패킷의 식별정보인 패킷 ID (PID)나, 스크램블의 유무, 후속하는 어댑테이션 필드나 패이로드의 유무 등을 나

타내는 제어정보 등이 격납되어 있다.

그리고, 디멀티플레스부(132)에서는, 제어부(30)로부터의 리모콘 및 리모콘 인터페이스(43)를 통해서 입력되는 유저

의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디·멀티플렉스처리에 의해 당해 유저 선택된 프로그램(방송 프로그램)의 MPEG 압축된 영

상신호, MPEG 압축된 음성 신호, 프로그램 선택이나 한정수신에 관한 데이터나 서비스 인포메이션 데이터 등의 필요

한 패킷의 분리·추출을 행한다.

도 3은 디멀티플렉스부(132)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디멀티플렉스부 (132)는, PID 필터(321)와 섹션 필터(32

2)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PID 필터(3 21)에 있어서,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헤더에 부가되어 있는 PID에 근거하여,

유저의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프로그램(방송 프로그램)의 MPEG 압축되어 있는 영상신호(V)와 음성신호(A)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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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과 동시에, 프로그램 선택이나 한정수신에 관한 데이터 등의 각종 데이터(S)가 분리·추출된다.

또, 이 디멀티플렉스부(132)에 있어서는, 동기 비트에 근거하여,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동기 재생의 기준이 되는 프

로그램·클록·레프런스를 재생하는 것도 행해진다.

그리고, 유저의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프로그램(방송 프로그램)의 영상신호(V) 및 음성신호(A)는, 디코드부(14)에 공

급된다. 한편, 데이터(S)는, 섹션 필터(322)에 공급되며, 여기서 프로그램 선택이나 한정수신에 관한 데이터 등의 필

요한 데이터가 분리·추출되며, 이것이 제어부(30)에 공급된다.

디코드부(14)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MPEG 디코드부(141), MPEG 디코드 처리시에 워크 에어리어로서 사용되

는 DRAM(142), NTSC 인코드부(143), 음성신호 D/A 변환회로(144)를 구비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저에 의해 선택된 프로그램(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신호 및 음성신호는, MPEG 압축되어 있다. 

이로써, MPEG 디코드부(141)에서는, 디멀티플렉스부(132)로부터의 MPEG 압축되어 있는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압축 해동 처리, 즉 MPEG 디코드 처리를 행한다.

또한, 이 MPEG 디코드부는, OSD(on·screen·display)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PG나 메뉴 등을 예를 들면 목적으

로 하는 프로그램(방송 프로그램)의 영상에 중복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처리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압축 해동된 영상신호는, NTSC 인코더(143)에 공급되며, 여기서 NTSC 방식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이 NTSC 방식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영상신호는, 외부출력단자(15)를 통하여, 모니터 수상기로 공급되며, 모니

터 수상기의 표시화면에 영상이 영출된다.

한편, 압축 해동된 음성신호는, 음성신호 D/A 변환회로(144)에 공급되며, 여기서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된다. 이 

아날로그 음성신호는, 외부 출력 단자(16)를 통해서, 예를 들면 모니터 수상기의 스피커에 공급되며, 이 스피커로부터

음성이 방음된다.

그리고,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MPEG 디코드부(141)에 있어서, 압축 해동된 디지털 영상신호와 디지털 음성신호(

PCM 음성신호)와는 이들 신호 및 트랜스포 트를 외부기기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에도 공

급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는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있어서 처리된 데이터로부터 출력용의 데이터를 형성하며,

외부 입력 단자(20T)를 통하여 디지털 외부기기에 출력하거나, 입출력 단자(20T)를 통하여 디지털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 수신장치(3)에 있어서 처리 가능한 데이터로 하여 받아들이는 처리를 행한다. 이와 같이, 이 실

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있어서, 디지털 인터페이스부 (20)는, 수신장치(3)로부터 디지털 외부기기에 출력되는 디지

털 신호 및 수신장치(3)에 디지털 외부기기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인터페이스를 취급하는 것이다.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의 경우 입출력 단자(20T)는, IEEE(미국전기전자학회)에서 정해진 인터페이스 규격인 IE

EE1394 규격의 입출력 단자이며, 이 입출력 단자(20T)를 통하여, DVTR이나, 디지털 영상신호나 디지털 음성신호의

기록, 재생이 가능한 하드디스크 장치(이하, AVHDD 장치라고 한다), MD 장치 등의 디지털기기와의 사이에서 디지

털 데이터의 입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크램블부(131)로부터의 MPEG 압축된 복수의 방송 프로그램

의 영상신호, 음성신호를 포함하는 다 프로그램의 트랜스포트 스트림과, 디멀티플렉스부(132)에 있어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분리·추출되며, MPEG 디코드부(141)에 있어서 압축 해동된 단일 방송 프로그램의 디지털 영상신

호와 디지털 음성신호가 공급되고 있다.

이 수신장치(3)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는, 유저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제어부(30)의 제어에 의해, 트랜스포트 스

트림, 디지털 영상신호와 디지털 음성신호의 양쪽, 디지털 음성신호의 어느 한쪽을 입출력 단자(20T)를 통해서 외부

기기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대하여, 외부 메모리(100)가 착탈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는, 외부 메모리(100)가 접속되는 커넥터와, 외부 메모

리(100)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는, 플래시메모리가 탑재되어 형성되며,

각종 전자기기에 착탈 가능하고, 데이터의 재기록 가능한 외부 메모리(이하, 외부 메모리 소자라고 한다)를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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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는 프로그램이나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기억하며, 필요에 따

라서 판독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어떠한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지는, 예를 들면, 외

부 메모리 소자의 헤더 부분 등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기억되는 정보에 의해서, 판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를 통하여 접속되면, 접

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취입하고, 수신장치(3)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또는, 외

부 메 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

다.

또,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된 각종의 정보를 취입하고, 이것을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

함으로써 행해지는 처리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외부 메모리(100)를 사용한 기능의 업그레이드]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은, 예를 들면 MHEG나 HTML 등으로 작성된 홈페이지 등의 내용 정보도 제

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정보는 소위 블라우저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신장치(3)에 블라우저를 탑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신장치(3)의 모든 유저가 블라우저를 이용하여 내용 정보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통상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만을 시청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 유저도 많다.

그래서, 수신장치(3)에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통상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기능으로서 탑재하고, 내용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추가기능으로서 외부 메모리 소자(1

00)를 사용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한다.

즉,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내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브라우저나 

그 밖의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구입하여, 이것을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

5)에 접속한다.

이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블라우저 등의 프로그

램이나 데이터가 수신장치(3)에 들어간다. 이 경우, 제어부(30)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나 데이터를 플래시메모리(34)에 추가 기록한다.

이로써, 당해 수신장치(3)에 있어서, 플래시메모리(34)에 추가 기록된 블라우저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디지털 텔

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내용 정보가 당해 수신장치(3)에 있어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수신장치(3)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는 프로그램 등을 추가 등록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수신장치(3)에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내용 정보를 빈번히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블라우저 등의 프로그램을 플래시메모리(34)에 상주시켜

둘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 정보를 이용할 때에만, 블라우저 등의 프로그램이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하며,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S

DRAM(33)에 카피한다. 그리고, SDRAM 상에 카피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취입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 등을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SDRAM(33)에 카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신장치(3)의 전

원을 꺼버리면 SDRAM(33)에 카피된 프로그램 등은 보유되지 않고 소멸하여 버린다. 이 때문에, 수신장치(3)의 전원

을 끄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반복하여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등의 필요한 정보를 SDRAM(33)에 

카피하여 실행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이와 같이 기능의 추가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플래시메모리(34)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

이터를 외부 메모리로서의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재기록하거나, 플래시메

모리(34)에 기억되어 있는 일부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

이터로 재기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사용함으로써, 수신장치(3)의 기능의 추가확장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라도,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사용하여 새

로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수신장치(3)를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신장치 자체를 새로 구입하는 등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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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면, 지도정보나 주식정보 등을 디지털 방송신호에 삽입하여 방송하여, 필요로 하는 유저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유저는, 디지털 방송 신호 중에 삽입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 도

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구입하여, 이것을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한다

.

그리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SDRAM(33)에 카피한다. 그리고, 제어부(30)

는 SDRAM(33)에, 카피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예를 들면, 디멀티플렉스부(132)를 제어하며, 디지털 방송신호 

중에 삽입되어 있는,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추출한다. 이 추출한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MPEG 디코드부(141)의 OSD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거나, 또는, 추출한 정보를 제어부(30)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를 실시한 후에 MPEG 

디코드부(141)의 OSD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즉,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신호 중에 삽입되어 있는,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

하기 위한 수단을 이 실시형태의 수신장치(3)에 있어서 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플래시메모리(34)에 추

가 등록할 수 있다. 플래시메모리(34)에 프로그램을 추가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플래시메모리(34)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 가능한 처리의 일람 리스트(메뉴)를 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되며, 필요할 때에 언제나 추가

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상술한 블라우저를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예를 들면, 장래의 기능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신장치(3)에 있어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

PGA)나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PLD)등의 프로그래머블 논리회로를 사용하여, 각종 회로를 구성하는 것도 행

해지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논리회로의 회로접속 정보가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외부 메모리 인터

페이스(45)에 접속함으로써, 제어부(30)가, 그 회로 접속 정보를 취입하고, 취입된 회로 접속 정보에 근거하여 프로그

래머블 논리회로의 접속을 변경한다. 이로써, 프로그래머블 논리회로의 회로접속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외부 메모리(100)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 등의 재생]

또한, 외부 메모리 소자(100)는, 예를 들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기록매체로서도 사용되며, 정지화상 데이터나 촬영

시의 음성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정지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가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

100)가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경우에는, 접속된 정보를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취입하고, 재

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수신장치(3)를 통해서도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의해 취입된 정지화상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며,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한 정지화상 데이터를 보다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의해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록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외부 메모리 인터

페이스(45)에 기억된 경우에는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아래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되어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를 재생한다.

먼저, 수신장치(3)의 제어부(30)는,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

에 접속되면, CPU(32)의 제어에 의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를 SDRAM(33)에 카

피한다.

통상,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된 정지화상 데이터는, 예를 들면 JPEG 방식으로 데이

터 압축되어 기억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생 시에는 압축 해동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제어부(30)는, 예를 들

면, 미리 플래시메모리(34)에 준비되어 있는 압축 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D RAM(33)에 카피된 정지화상 데이

터의 압축해동을 행하며, 이것을 버스(31)를 통하여 디코드부(14)의 MPEG 디코드부(141)에 공급한다.

MPEG 디코드부(141)는, 상술한 바와 같이 소위 OSD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이 MPEG 디코드부(141)의 OSD 

기능이 사용되고, 압축 해동된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한 정지화상을 재생하기 위한 신호가 여기서 형성된다. MPEG 디

코드부(141)의 OSD 기능에 의해 형성된 신호는, NTSC 인코드부(141)에 공급되며, 아날로그 출력신호로 변환되며, 

출력단자(15)를 통하여, 예를 들면 모니터 수상기에 공급되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

한 정지화상이 모니터 수상기의 표시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JPEG 방식으로 데이터 압축된 정지화상 데이터의 압축 해동은 플래시메모리(34)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JPEG 방식에 대응하는 압축 해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플

래시메모리(34)에 JPEG 방식에 대응하는 압축 해동 프로그램이 미리 플래시메모리(34)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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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JPEG 방식으로 압축된 정지화상 데이터와 함께, JPEG 방식에 대응한 압축 해동 프

로그램을 기억해 두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압축 해동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어부(30)는, 맨 먼저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압축 해동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SDRAM(33)에 카피하며, 이 수신장치(3)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한다.

그리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데이터 압축된 정지화상 데이터를 취입하고, 먼저 들어가 있는 압축 해동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압축 해동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여 압축 해동된 정지화상 데이터가, 상술한 바와 같이, 버스(31)를

통하여, MPEG 디코드부(141)에 공급되며, 이 MPEG 디코드부(141)의 OSD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 메모리 소자(100

)로부터 취입된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한 정지화상이 재생된다.

또한, JPEG 방식으로 데이터 압축된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록된 외부 메모리 소자는 별도로, JPEG 방식에 대응한 압

축 해동 프로그램이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를 준비한다. 그리고, 먼저, JPEG 방식에 대응한 압축 해동 프로그램이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를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하며, 상술한 바와 같이, 수신장치(3)에 JPEG 방식에 

대한 압축 해동 기능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JPEG 방식으로 데이터 압축된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를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기억함으로써, 외부 메모리 소자에 기억되어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를 재생하도

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생하고자 하는 압축 데이터에 대응하는 압축 해동 프로그램을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해 두도록 

하면, 어떠한 압축방식을 이용하여 압축한 압축 데이터라도, 이 수신장치(3)를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MPEG 디코드부(141)에 JPEG 디코더 등의 압축 해동 회로를 탑재해 둠으로써, 탑재된 압축 해동 회로

에 의해서, 데이터 압축된 데이터를 압축 해동하여 재생할 수 있다.

또, 정지화상 데이터와 함께, 예를 들면, 그 정지화상의 촬영 시 음성의 음성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음

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어부(30)에 있어서 압축 해동하는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여, 예를 들면, MPBG 디코드부(14

1)를 통하여, 음성신호 D/A 변환회로(44)에 공급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부 메모리(100)로부터 다른 외부 메모리 등으로의 전송]

또한, 예를 들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 등에 의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된 정지화상 등의 정보를 다른 외부 메

모리에 기억하도록 하거나, 외부기기를 통하여 다른 기록 매체에 기억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디지털 인터페이스부

(20), 입출력 단자(20T)를 통해서,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외부로 출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록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되며, 수신장치(3

)에 대하여 유저로부터 데이터 전송지시가 주어지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는, 외

부 인터 페이스(45)를 통하여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들어가고, 제어부(30)의 SDRAM(33)에 일시 기억된다. 

그리고, 제어부(30)는, SDRAM(33)에 일시 기억한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디지털 인터

페이스부(20)에 제공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는, 제어부(30)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IEEE 1394 규격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출력할

수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로 조정한 후, 이것을 입출력 단자(20T)를 통하여 외부에 출력한다.

입출력 단자(20T)에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장치(AVHDD 장치)가 접속되어 있으며, 해당 하드디스크 장치에 의해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하드디스크(HDD)에 기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한 정지화상 데이터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 입출력 단자(20T)를 통하

여 외부로 출력하고, 외부의 기록매체에 기억할 수 있다. 이로써, 복수의 외부 메모리에 기억된 다수의 정지화상 데이

터의 전부를 하드 디스크 장치에 의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입출력 단자(20T)로 대체하고, 또는, 입출력 단자(20T)에 가하여 외부 메모리 소자로의 데이터의 출력 인터페

이스로서의 출력단자를 설정함으로써,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다른 외부 메모리 소자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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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수신장치(3)에 들어가고, 디지털 인터페이

스부(20)를 통하여 이 수신장치(3)의 외 부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정지화상 데이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음성 데

이터, 프로그램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이 수신장치(3)를 통하여 다른 외부 메모리 소자 등의 외부 메모리나 외부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런데,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 중, 필요한 정지화상 데이터만을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로 전송하여 기억하고, 이른바 전자 앨범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본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있는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 중 필요한 정

지화상 데이터만을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장치 등의 외부기기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록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되며, 수

신장치(3)에 대하여 유저로부터 일람 표시가 주어지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되어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는, 

외부 인터페이스(45)를 통하여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들어가며, 제어부(30)의 SDRAM(33)에 일시 기억된다.

그리고, 제어부(30)는, SDRAM(33)에 일시 기억한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의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근거

하여, 이들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한 정지화상을 일람 표시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정지화

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의 작성은,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정지화상 데이터와 함께 기억되어 있는 정지화

상의 일람 표시 화면 작성 프로그램이, 제어부(30)의 SDRAM(33)에 들어가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됨으로써 작성된다

.

물론, 정지화상의 일람표시 화면 작성 프로그램이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로부터, 이것을 사전에 수신장치(3)에 취

입해 둠으로써, 정지화상 데이터만이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로부터, 그 정지화상 데이터를 취입하여 일람 표시하도

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제어부(3)에 의해 작성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정지화상의 일람표시를 위한 

화상 데이터(일람 표시 화면)는, 상술한 바와 같이, MPEG 디코드부(141)에 공급되며, 이 MPEG 디코드부(141)의 O

SD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재생되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들어간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는 화상의 

일람표시가 행해진다.

그리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지화상에 의한 정지화상의 일람표시가 된 후, 이 정지화상의 일람

표시 중에서 전송하는 정지화상의 선택이 유저에 의해 행해진다. 이 선택은, 예를 들면 리모콘을 통하여 정지화상의 

일람표시 중의 목적으로 하는 정지화상에 대응하는 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수신장치(3)는, 유저로부터의 선택지시를 접수하여, 유저에 의해서 지시된 정지화상을 형성하는 정지화상 데

이터만을 SDRAM(33)으로부터 추출하여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에 공급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

터페이스부(20)는, 제어부(30)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IEEE1394 규격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로 조정한 후, 이것을 입출력 단자(20T)를 통하여,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장치에 공급한다.

이로써,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 억되어 있는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 중, 

유저에 의해서 선택된 정지화상을 형성하는 정지화상 데이터만을 하드디스크 장치로 전송하여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가 다수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 복수의 일람 표시 화면을 작성하고, 이른바 페이지 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

어 있는 모든 정지화상 중에서 필요한 정지화상을 형성하는 정지화상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전송하며, 다른 기억매체

에 기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여기서는, 예를 들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의해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정지화

상 데이터를 취입하고, 외부기기로 전송하도록 하였지만, 정지화상 데이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 취입하여, 외부기기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 장치뿐만 아니라, DVTR(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이나 MD(미니 디스크)라고 불리는 소형 광

자기 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MD 장치, 플로피 디스크 장치 등의 각종 디지털 기기를 외부기기로서 접속할 수 있

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에 대한 출력 인터페이스를 설정함으로써,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를 

통하여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른 외부 메모리 소자로 전송하여 기억하도

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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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메모리 소자(100)로의 데이터의 기록]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속되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

에 기억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취입하고, 기능을 추가 확장하거나, 취입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예를 들면,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내용 정보나, 예를 들면 A

TRAC 방식에 의해 데이터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각종 내용 정보나 ATRAC 방식에 의해 얻은 데이터 압축된 음성 데이터는 트랜스포트부(13)의 디멀티플

렉스부(132)에 의해서 추출되며, 추출된 데이터는, 제어부(30)에 공급된다.

제어부(30)는, 디멀티플렉스부(132)로부터의 데이터를 SDRAM(33)에 일시 기억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리모콘을 

조작하는 등으로 유저에 의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의 취입하기 지시가 주어지면, 제어부(30)

는, SDRAM(33)에 일시 기억한 내용 정보나 ATRAC 압축된 음성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한다.

이와 같이,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신장치(3)를 통하여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한 데이터는, 예를 들면, 이 실시 형태에 수신장치(3)

를 사용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외부 메모리 소자(100)의 장착이 가능한 디지털기기에 의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며,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된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당해 수신장치(3)가 유저의 선택 지시에 따라서 재생하도록 한 예를 들면 요리 프로 등을 시청하고 있고, 요리의

레시피 등이 표시된 경우 등, 제공된 화상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유저에 의해 수신장치(3)의 리모콘을 통하여, 보존지시가 주어졌을 때에는, 예를 들

면, 그 보존지시가 주어졌을 때의 화상 데이터를 디코드부(14)로부터 제어부(30)로 공급하며, SDRAM(33)에 취입하

고, 이것을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100)로 전송하여 기억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입출력 단자(20T),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를 통하여, 각종 디지털 외부기기로

부터의 디지털 데이터의 공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써,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화상 데이터 등을 이 수신장치(3)에 취입하고,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lO0)에 기억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장치가 입출력 단자(20T)에 접속되며, 이 하드디스크장치로부터 예를 들면 정지화상 데이터

가 공급된 경우, 하드디스크 장치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는 제어부(30)의 SDRAM에 일시 기억된다.

그리고, 상술한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부터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와 같이, SDRAM(33)에 일시 기억

된 정지화상 데이터가 재생하도록 된다. 이 재생된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한 정지화상을 본 유저가, 외부 메모리 소자(

100)에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신장치(3)의 리모콘을 조작하는 등으로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의 

보존지시를 수신장치(3)에 준다.

제어부(30)는, 유저로부터 보존지시가 주어졌을 때에는, 보존 지시된 정지화상을 SDRAM(33)으로부터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를 통하여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한다.

물론, 입출력 단자(20T),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를 통하여 외부기기로부터 제공된 디지털 데이터의 전부를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 전송하여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각종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 기록하는 데

이터를 제어부(30)에 있어서 데이터 압축한 후에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압축 프로

그램이 기억된 외부 메모리 소자를 이용하여,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데이터 압축기능을 추가해 두면 된다.

다음에, 도 4 내지 도 6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외부 메모리로서의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

5)에 접속되며,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에 따른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의 수신장치(3)의 

동작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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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외부 메모리 소자(100)가 접속된 경우의 제어부(30)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이 실시 형태의 제어부(30)는 제어부(30)에 의해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외부 메모리 소자(100)

가 접속된 것을 검지하면(스텝 101), 외부 메모리 소자(100)의 예를 들면 헤더 정보에 근거하여, 어떤 데이터가 기억

되어 있는지를 판별하고, 가이드 메시지를 표시한다(스텝 102).

즉,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는, 블라우저의 프로그램이 기억된 것인 경우에는, 「블라우저 기능을 실행합니까?

」등의 메시지가 표시되며, 디지털 스틸 카메라 등에 의해 촬영된 정지화상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을 때에는, 「정지

화상을 재생합니까?」등의 메시지가 표시된다.

그리고, 제어부(30)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른 처리를 하는지 여부의 선택 입력을 받

아들인다(스텝 103). 그리고, 유저에 의해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의 리모콘 등을 통해서 선택 입력이 행해지며,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른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는 조작이 행해졌을 때에는, 외부 메모

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른 처리가 실행된다(스텝 104).

또한, 스텝(103)의 처리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른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는 

조작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른 처리를 행하지 

않고서, 도 4에 도시되는 처리를 종료한다.

이와 같이 수신장치(3)는, 소위 플러그·엔드·플레이의 기술이 사용되고,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외부 메모리 인

터페이스에 접속함으로써,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서, 단순한 선택입력을 행하는 것만으로, 외부 메모리 소자(100)

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 5, 도 6은 도 4의 스텝 104에 있어서 행해지게 되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른 처리

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이 경우, 도 5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내용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블라

우저의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도 6은,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외부기기로 전송하며,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소위 소자 앨범을 작성하는 경우의 처

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도 5를 참조하여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100)에 블라우저의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블라우저 기능을 실행하도록 유저에 의

해 지시된 경우에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블라우저의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SDRAM에 카피되어 

실행하도록 된다(스텝 201).

그리고, 제어부(30)는, 트랜스포트부 등의 각 군을 제어하며, 방송신호로부터 내용 정보를 추출하며, SDRAM(33)에 

일시 기억한다(스텝 202). 이 SDRAM(33)에 일시 기억된 내용 정보는, SDRAM(33)에, 카피되어 실행하도록 된 블라

우저에 의해 재생하도록 처리되며, 처리된 데이터가, MPEG 디코드부(141)의 OSD 기능 등이 사용 되고, 내용 정보에

따른 영상신호와 음성신호가 출력단자(15, 16)를 통해서 출력되며, 예를 들면 모니터 수상기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

게 된다(스텝 203).

그리고, 출력된 내용 정보에 의한 영상과 음성을 시청한 결과, 그 내용 정보의 보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제어부(30)는, 유저로부터의 기록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유저에 의해 내용 정보의 기록요구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204).

스텝 204의 판단처리에 있어서, 유저로부터의 기록요구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의 빈 영역에 기록 요구된 내용 정보를 기록한다(스텝 205).

스텝 204의 판단처리에 있어서, 기록요구 없음이라고 판단한 경우 및, 스텝205의 기록처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유저

로부터 블라우저의 종료지시가 입력된 가부를 판단하여(스텝 206), 종료지시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에는, 스텝 203으로부터의 처리를 반복한다.

또한, 스텝 206의 판단처리에 있어서, 종료지시가 입력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도 5에 도시되는 처리를 종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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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능인 블라우저 기능을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사용

하여 실현할 수 있다.

또,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의해 실행 가능하게 된 블라우저 기능에 의해 이용한 내용 정

보의 기록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의 빈 영역에 기록하도록 하였지만, 그 이외에, 디지털 

인터페 이스부(20), 입출력 단자(20T)를 통하여, 외부기기에 공급하며,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내용 정보의 기록이 요구되었을 때에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입출력 단자(20T)에 접속된 외부기기에 공급하며,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기억하도록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음에, 도 6을 참조하여,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정

지화상 데이터를 외부기기로 전송하며,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이른바 전자 앨범을 작성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 메모리 소자(100)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정리하여 전자 앨범을 작성하는 것

이 유저에 의해 지시된 경우에는, 제어부(30)는,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정지화상 데이터를 외부 메

모리 인터페이스(45)를 통해서, SDRAM(33)에 취입하고, 예를 들면, 플래시메모리(34에 준비되어 있는 압축 해동 프

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디코드한다(스텝 301).

그리고, 디코드한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는 복수의 정지화상을 일람 표시한다(스텝 302). 다음에, 제

어부(30)는, 일람 표시된 정지화상 중에서, 외부기기로 전송하는 정지화상의 유저에 의한 선택입력을 접수하며, 선택

된 정지화상을 형성하는 정지화상 데이터를 선택한다(스텝 303).

그리고, 제어부(30)는, 유저에 의해 등록실행 동작이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스텝 304), 등록실행 조작이 행

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스텝 303으로부터의 처리를 반복하며, 외부기기로 전송하는 정지화상의 선

택을 접수하여, 선택된 정지화상을 형성하는 정지화상 데이터를 선택한다.

스텝 304의 판단처리에 있어서, 등록 실행 조작이 행해졌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선택한 정지화상 데이터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부(20), 입출력 단자(20T)를 통하여, 하드디스크 장치 등의 외부기기에 공급한다.(스텝 305).

이로써,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정지화상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정지화상 데이터만을, 외부

기기로 전송하며, 외부기기의 기록매체에 기록함으로써, 전자 앨범이 작성된다.

이와 같이, 이 실시 형태의 수신장치(3)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45)에 외부 메모리 소자(100)를 접속함으로써, 탑

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능의 추가나 기능의 확장,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의 재생, 외부 메모리 소자(100)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다른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로의 전송, 추가로, 디지털 텔

레비전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데이터의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의 기록, 또는 다른 외부 메모리나 외부기기로

부터의 데이터의 외부 메모리 소자(100)로의 기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로써,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의해 신규인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 경우라도, 신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외부 메모리 소자를 사용함으로 써 신규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각종 디지털 기기에 의해 외부 메모리 소자에 기록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 수신장치(3)에 의해 재생하여 출력하

도록 하거나, 이 수신장치(3)를 통하여, 다른 외부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등, 디지털 데이터의 이용환경을 보다 좋게 

할 수 있다.

또, 외부 메모리 소자로서는, 예를 들면 플래시메모리가 탑재되어 구성된 소위 메모리 스틱이라고 불리는 것이나, IC 

카드 등의 카드 메모리 등, 텔레비전 수신장치의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커넥터에 대하여 착탈 가능한 여러가지 

외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외부 메모리 소자는 수신장치에 대하여 착탈 가능한 동시에, 데이터의 재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설명하였지만, 외부 메모리에 대하여, 수신장치로부터의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

신장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기록된 판독 전용의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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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술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본 발명을 정지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방식의 수신장치에 적용한 경

우로서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를 사용한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장치에 본 발

명을 적용하여, 외부 메모리를 사용한 기능 추가나, 외부 메모리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등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정지화상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송방식의 수신장치에 대해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있어서:

전송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한 튜너와;

정보를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반도체 불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유저에 의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탈착가능

하게 접속가능한 외부 메모리 유닛과;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여러 처리들 동안 임시 메모리 공간으로서 이용하도록 동작가능한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튜너,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불

휘발성 메모리에 기억된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은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하며,

상기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유저에 의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복사되고,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로 하여금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상기 제어기에 

의해 실행되며,

상기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유지되

지 않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이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SDRAM인,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은 압축된 데이터를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하며,

상기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은 상기 압축된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압축해제 프로그램이며,

상기 압축해제 프로그램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유저에 의해 상기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복사되고,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로 하여금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내의 상기 압축된 데이터를 디코딩하게 하는 상기

제어기에 의해 실행되며,

상기 압축해제 프로그램은, 상기 수신기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유지되지 않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데이터는 화상 데이터인, 텔레비전 수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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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있어서:

전송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한 튜너와;

정보를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반도체 불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유저에 의해 상기 장치에 탈착가능하게 접속가능

한 외부 메모리 유닛과;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여러 처리들 동안 임시 메모리 공간으로서 이용하도록 동작가능한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튜너,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불

휘발성 메모리에 기억된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튜너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가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적어도 임시적으로 기억되게 하고(ⅰ), 상기 

데이터가 압축되게 하고(ⅱ), 상기 압축된 데이터가 상기 외부 메모리에 전송되고 상기 반도체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

억되게 하도록(ⅲ) 동작가능한,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데이터는 화상 데이터인,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은 압축 프그램램을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하며,

상기 압축 프로그램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유저에 의해 상기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복사

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상기 데이터의 압축을 야기하는 상기 제어기에 의해 실행되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프로그램은, 상기 수신기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유지되지 않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9.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있어서:

전송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한 튜너와;

정보를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반도체 불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유저에 의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탈착가능

하게 접속가능한 외부 메모리 유닛과;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여러 처리들 동안 임시 메모리 공간으로서 이용하도록 동작가능한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튜너,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불

휘발성 메모리에 기억된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내의 상기 정보는,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유저에 의해 상기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휘

발성 메모리에 복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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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기는 표시를 위해 상기 정보의 목록을 발생시키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의 목록을 발생시키도록 동작가능한 프로그램이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에 저장되고,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유저에 의해 상기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복사되고 

상기 제어기에 의해 실행되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않는, 텔레비전 수

신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복수의 화상 데이터인, 텔레비전 수신 장치.

청구항 13.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서 전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기억하는 단계와;

정보를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반도체 불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유저에 의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탈착가능

하게 접속가능한 외부 메모리 유닛에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을 결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외

부 메모리 유닛으로부터의 상기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단계와;

제어기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로 하여금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하도록, 상기 튜너,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상기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

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상기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지하

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이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SDRAM인,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은 압축된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압축해제 프로그램이며,

상기 방법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에 압축된 데이터를 기억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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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압축해제 프로그램을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복

사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기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내의 상기 압축된 데이터를 디코딩하도록, 상기 제어기를 이용하여 상기 압축해

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상기 압축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데이터는 화상 데이터인, 방법.

청구항 17.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서 전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전송 신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억된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동작을 제

어하도록 동작가능한 제어기를 이용하여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임시적으로 기억된 상기 데이터를 압축하는 단계와;

상기 압축된 데이터를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반도체 불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유저에 의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

치에 탈착가능하게 접속가능한 외부 메모리 유닛에 상기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데이터는 화상 데이터인,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에 압축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유저에 의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압축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단계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기억된 상기 데이터가 압축되도록, 상기 제어기를 이용하여 상기 압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상기 압축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서 전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를 기억하도록 동작가능한 반도체 불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유저에 의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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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접속가능한 외부 메모리 유닛에 상기 전송 신호로부터의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을 결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외부 메모리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외부 메

모리 유닛으로부터의 상기 정보를 복사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의 목록이 표시되도록, 상기 튜너,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의 목록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에 상기 정보의 목록을 발생시키도록 동작가능한 프로 그램을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외부 메모리 유닛이 상기 유저에 의해 상기 장치에 결합될 때, 상기 프로그램을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복사하고 

상기 제어기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오프 상태로 될 때,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서 상기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복수의 화상 데이터인,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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