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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신호 전송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기기간의 연결에 있어서 디지털 AV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기가 자신의 설정 변화 등과 같은 사용자 입력에 대한 결과 표시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좀 더 친
숙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발명은 신호 출력기기(100)와 신호 
입력기기(200)를 연결하여 디지털 AV 콘텐츠 및 OSD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 표시 
모드인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모드로 판단하면 그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용량이 소정 
용량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용량이 소정 용량 이상인 경우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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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위한 기기간 연결을 보인 구성도.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위한 동작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신호 출력기기 110,210 : 제어부

120 : A/V 데이터 소스 130 : OSD 생성부

140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 200 : 신호 입력기기

220 : MPEG 디코더 230 : 영상 처리부

240 : 영상 표시부 250 : 오디오 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연결이 가능한 기기간의 신호 전송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A/V 장치는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디지털 A/V 장치들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셋업 박스와 디지털 티브이가 IEEE 1394 방식의 디지털 연결인 경우 디지털 A/V 콘텐츠(프로그램)은 IE
EE 1394에서 규정하고 있는 Isochronous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제어용 명령어는 Asynchronous Transact
ion을 이용하여 AV/C 포맷으로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n-Screen Display, 이하 OSD라 약칭함) 비트맵의 경우에는 Asynchronous Connec
tion이라는 프로토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Asynchronous Transaction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현재 디지털 A/V 장치간에 전송되는 OSD 등과 같은 비트맵 영상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기의 상태 또는 동작 
상황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송 속도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데, 디지털 연결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전
송 속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즉, 현재 IEEE 1394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Asynchronous Connection은 원래 File Transfer 등과 같이 전송 에러
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전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므로 OSD 등과 같은 비트맵 영상을 디지털 연결을 
통해 전송한다면 그때의 기기의 상태 또는 동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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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A/V 장치에서는 OSD 등과 같은 비트맵 영상을 디지털 연결을 통해 전송
하므로 해상도가 낮아 기기의 상태 또는 동작 상황을 용이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간의 연결에 있어서 디지털 AV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
기가 자신의 설정 변화 등과 같은 사용자 입력에 대한 결과 표시를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사용자에게 좀 더 친숙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창안한 신호 전송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호 출력기기와 신호 입력기기를 연결하여 디지털 AV 콘텐츠 및 OSD를 전
송함에 있어서, 디지털 AV 콘텐츠는 디지털 연결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기기의 동작 상황이나 제어 설정을 위한 OSD의 
전송은 아날로그 연결을 이용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발명은 디지털 AV 콘텐츠를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 출력기기와 해당 디지털 AV 콘텐츠를 수신하고자 하는 신호 
입력기기 사이에는 디지털 연결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연결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다.

상기에서 디지털 AV 콘텐츠를 전송하다가 OSD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디지털 AV 콘텐츠를 수신하는 신호 입력기기의 
입력 단자를 디지털 단자에서 아날로그 단자로 변경하도록 명령을 전송하고 이후, 사용자의 입력이나 시간 초과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OSD 전송이 필요없어질 경우에는 입력 단자를 아날로그 단자에서 디지털 단자로 변경하도록 명령
을 전송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OSD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AV 콘텐츠는 계속해서 디지털 연결을 통하여 전송
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아날로그 경로를 통한 OSD 전송은 소정 용량 이상의 OSD에 대해서만 실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특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호 출력기기와 신호 입력기기간을 디지털 연결 및 아날로그 연결
로 접속함에 있어서, 상기 신호 출력기기는 제어하려는 기기의 동작 상태 또는 제어 설정을 위한 OSD를 생성하는 OS
D 생성부와, 상기 OSD의 용량을 판별하여 그 OSD를 아날로그 연결로 전송할 것인지 또는 디지털 연결로 전송할 것인
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OSD 생성부를 제어하는 제1 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하고; 상기 신호 입력기
기는 상기 신호 출력기기로부터의 디지털 AV 콘텐츠 및 OSD를 화면에 표시하는 영상 표시부와, 상기 신호 출력기기와
의 정보 송수신에 의해 소정 용량 이상의 OSD 전송을 판단하면 입력단자를 아날로그 단자로 절환하도록 상기 영상 표
시부를 제어하는 제2 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OSD 생성부는 소정 용량 이상의 OSD를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전송하기 위하여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부를 
구비하여 구성하며, 상기 영상 표시부는 소정 용량 이상의 OSD를 표시하는 경우 디지털 연결을 통해 전송된 디지털 A
V 콘텐츠와 상기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부에서의 OSD를 합성, 처리하기 위한 영상 처리부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장치의 블럭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AV 콘텐츠를 인코딩하여 MPEG T
S 포맷으로 전송하는 A/V 데이터 소스(120)와, 제어하려는 기기의 상태 또는 동작 상황을 표시하는 OSD를 생성하는 
OSD 생성부(130)와, 아날로그 경로로의 OSD 전송인 경우 상기 OSD 생성부(130)에서의 OSD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
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부(140)와, 상기 A/V 데이터 소스(120)를 제어하면서 OSD 표시 모드시 상기 OS
D의 용량을 판별하여 그 OSD의 전송 경로가 아날로그 경로인지 또는 디지털 경로인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 결과를 상
기 OSD 생성부(130) 및 디지털 AV 콘텐츠를 표시하는 기기로 전송하는 제어부(110)를 구비한 디지털 AV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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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는 신호 출력기기(110)와; 이 디지털 AV 콘텐츠를 전송하는 신호 출력기기(100)로부터의 MPEG TS 신호를 
처리하여 비디오 신호와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MPEG 디코더(220)와, 이 MPEG 디코더(220)에서의 비디오 신호와 
상기 신호 출력기기(100)로부터의 OSD를 합성하는 영상 처리부(230)와, 이 영상 처리부(230)에서의 영상 출력신호
를 입력으로 화면에 디지털 AV 콘텐츠와 OSD를 표시하는 영상 표시부(240)와, 상기 신호 출력기기(100)에 구비된 
제어부(110)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상기 MPEG 디코더(220)을 제어하여 디지털 AV 콘텐츠를 표시하며 OSD 표
시 모드시 상기 제어부(110)에서의 경로 판단에 따라 상기 영상 표시부(240)의 영상 입력 단자를 절환시키는 제어부
(210)를 구비한 디지털 AV 콘텐츠를 수신하는 신호 입력기기(200)를 디지털 연결 및 아날로그 연결로 접속하여 구성
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동작 및 작용 효과를 도2의 동작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가 디지털 AV 콘텐츠를 수신하는 기기(도1에서는 신호 입력기기(200))의 리모콘 또는 키 매트릭스를 이
용하여 원하는 디지털 AV 콘텐츠를 송신하는 기기(도1에서는 신호 출력기기(100))를 선택하면 상기 신호 출력기기(
100)와 신호 입력기기(200) 사이에는 디지털 연결이 설정되게 된다.

이렇게 디지털 연결이 설정되면 디지털 AV 콘텐츠를 송신하는 신호 출력기기(100)는 제어부(110)가 디지털 연결을 
통해서 디지털 AV 콘텐츠를 신호 입력기기(200)로 전송하도록 A/V 데이터 소스(120)를 제어하게 되고 디지털 AV 
콘텐츠를 수신하는 상기 신호 입력기기(200)는 제어부(210)가 디지털 AV 콘텐츠를 수신하여 영상 표시부(240)의 화
면에 표시하도록 MPEG 디코더(220)를 제어하게 된다.

이때, MPEG 디코더(220)는 신호 출력기기(100)로부터의 MPEG TS 포맷의 디지털 AV 콘텐츠를 입력으로 신호 처
리를 수행함에 의해 비디오 신호를 영상 처리부(230)에 출력함과 동시에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처리부(250)로 출력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영상 처리부(230)를 통해 비디오 신호를 입력받은 영상 표시부(240)는 화면에 디지털 AV 콘텐츠를 표시
하며 동시에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은 오디오 처리부(250)가 상기 디지털 AV 콘텐츠에 대응하는 음성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 후, 사용자가 디지털 AV 콘텐츠를 송신하고 있는 신호 출력기기(100)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거나 또는 그 신호 출
력기기(100)의 동작 상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사용자 입력과 해당 입력에 대한 확인 작업을 OSD 형태로 표시하기 
위하여 그 신호 출력기기(100)의 리모콘에서 특정키를 누르면 제어부(110)는 현재 표시하려는 OSD의 용량이 미리 
설정된 소정 용량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현재 표시하려는 OSD의 용량이 소정 용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어부(110)는 해당 OSD를 생성하여 디지털 연결
을 통해 신호 입력기기(200)로 전송하도록 OSD 생성부(130)를 제어하면서 디지털 연결을 통해 OSD를 전송한다는 
상황을 상기 신호 입력기기(200)에 구비된 제어부(210)로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호 입력기기(200)는 제어부(210)가 디지털 연결로 OSD 생성부(130)에서의 OSD를 수신하여 영상 표
시부(240)의 화면에 표시하도록 영상 처리부(230)를 제어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입력에 대한 확인 또는 설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현재 표시하려는 OSD의 용량이 미리 설정된 소정 용량 이상으로 판단한 경우 제어부(110)는 디지털 연결이 아
닌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OSD를 출력하도록 OSD 생성부(130)를 제어하면서 이를 신호 입력기기(200)에 구비된 제
어부(210)에 알리게 된다.

이때, 신호 출력기기(100)는 OSD 생성부(130)가 사용자의 입력에 해당하는 OSD를 생성하면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부(140)가 아날로그 OSD 신호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단자를 통해 신호 입력기기(200)로 전송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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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호 입력기기(200)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영상 처리부(240)가 MPEG 디코더(220)로부터 비디
오 신호를 수신하면서 아날로그 단자로 OSD 신호를 수신하여 소정의 신호 처리를 수행한 후 영상 표시부(240)에 출력
함으로써 화면에 AV 콘텐츠와 OSD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입력에 대한 확인 또는 설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후, 아날로그 단자로 수신된 OSD를 수신하는 중에 사용자가 OSD 표시를 종료하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OSD 표시가 필요없는 경우 제어부(110)는 OSD 생성부(130)를 제어하여 OSD 생성을 종료시킴과 동시에 이를 신호 
입력기기(200)의 제어부(210)로 알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호 입력기기(200)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영상 처리부(230)가 OSD 수신을 위한 아날로그 단자
를 디지털 단자로 전환하게 된다.

즉, OSD 용량이 소정치 이상인 경우 종래에는 디지털 연결을 통해 전송함으로 지연이 발생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아날
로그 연결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디지털 AV 콘텐츠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OSD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에서 동작 상태 확인 및 제어 설정을 위한 기기에 대해 그 기기의 리모콘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신호 입력기기(200)에서 신호 출력기기(200)와의 디지털 연결이 가능함으로 상기 신호 입력기기(200)의 리모콘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 출력기기(100)의 동작 상태 및 제어 설정을 위한 OSD 화면을 표시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신호 입력
기기(200)가 위치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신호 출력기기(100)가 위치하는 경우에도 그 신호 출력기기(100)에 
대해 사용자 입력할 수 있다.
    

반대로, 신호 출력기기(100)측에서 신호 입력기기(200)에 대해 동작 상태 확인 및 제어 설정을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기의 상태 확인이나 설정 변경 등과 같이 대용량의 화려한 그래픽 OSD
를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디지털 AV 콘텐츠는 디지털 형태 그대로 제공하
면서 화려한 대용량의 OSD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신호 출력기기와 신호 입력기기를 연결하여 디지털 AV 콘텐츠 및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
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 전송인지를 판단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제1 단계에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전송으로 
판단하면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그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전송하는 제2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전
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2 단계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전송으로 판단되면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용량이 소정 용량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용량이 소정 용량 이상인 경우에만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아날로그 연결을 통해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전송하는 동안 디지털 연결을 통해 디지털 AV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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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신호 출력기기와 신호 입력기기를 연결하여 디지털 AV 콘텐츠와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SD)를 표시하는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신호 출력기기는 OSD 전송으로 판단하면 그 OSD 용량이 소정 용량 이상인 경우 아날로그 연결로 전송하도
록 OSD 생성 수단을 제어하는 제1 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하고, 상기 신호 입력기기는 상기 제1 제어부와 통신하면서 
소정 용량 이상의 OSD 전송을 판단한 경우 OSD 입력단자를 아날로그 단자로 절환하도록 영상 표시 수단을 제어하는 
제2 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전송 장치.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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