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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텔레비전 수상기 및 외부 기기

(57) 요약

본 발명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IEEE(1394) 라인 및 HDMI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lb)∼(3b)에 대하여, 순

차적으로 동일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고, 상기 각 HDMI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HDMI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각 BD 레코더(lb)∼(3b)로부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HDMI 라인

을 식별하며, 상기 각 BD 레코더(lb)∼(3b)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HDMI 라인을, 해당 각 BD 레코더(lb)∼(3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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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에 HDMI 라인 및 IEEE(1394) 라인에 의해 연결되

어 있는 복수의 외부 기기에 관해, 각 외부 기기가 어느 HDMI 라인과 접속되어 있는 것인지를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종래와 같은 번거로운 설정을 행할 필요가 없어져, 사용자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복수의 외부 기기가, 각각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상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외부 기기에 접속된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상기 각 외부 기기마다 특성이 상

이한 각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커맨드 송신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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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로그 라인을 식별하

여, 상기 각 외부 기기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상기 각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하

는 전환 제어 수단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커맨드는,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한 전원 투입 또는 차단, 내지는 그 반복이며,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은, 외부 기기마다, 온(on) 시간 혹은, 온/오프(on/off) 제어 회수가 상이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아날로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단자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 또는 아날로그 음성 신호 입력 단자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제어 수단은, 상기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 또는 상기 아날로그 음성 신호 입력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

함으로써, 상기 아날로그 라인의 식별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복수의 외부 기기가, 각각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상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외부 기기에 접속된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상기 각 외부 기기마다 특성이 상

이한 각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커맨드 송신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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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디지털 라인을 식별하

여, 상기 각 외부 기기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을, 상기 각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 제어

수단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커맨드는,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한 전원 투입 또는 차단, 내지는 그 반복이며,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은, 외부 기기마다, 온 시간 혹은, 온/오프 제어 회수가 상이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디지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단자는, HDMI 단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제어 수단은, 상기 HDMI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디지털 라인의 식별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은, 상기 송신 커맨드를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외부 기기에 송신하고,

상기 전환 제어 수단은, 상기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기기 제어 신호의 신호 레벨, 또는

기기 제어 신호의 응답 커맨드를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디지털 라인의 식별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

기.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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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텔레비전 수상기 및 해당 텔레비전 수상기에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최근, 디지털 방송의 보급에 의해, 텔레비전이나 VTR 등의 AV 기기의 디지털화가 진행하고 있어, IEEE1394라고 하는

AV용 네트워크 규격을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IEEE1394는, 디지털 AV 기기를 서로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

페이스이고, 이에 따라, AV 기기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AV 스트림(stream)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IEEE1394를 구비하는 텔레비전 수상기(TV)의 개략 구성을 도 11에 나타낸다.

도 11에 나타내는 TV는,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10)과, 상기 입력 정보에 따라서 각 기능 블럭을 제어

하는 제어 수단(20)과, 외부 기기와 데이터의 교환을 행하는 I/F부(30)와, 상기 I/F부(30)로부터 신호 처리 수단(50)으로의

데이터 출력 경로를 전환하는 전환 수단(4O)과, 외부 기기로부터 수취한 데이터에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는 신호 처리 수단

(50)과, 상기 소정의 처리가 실시된 데이터를 표시 출력하는 표시 출력 수단(60)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제어 수단(20)은, 도 1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의 입력 정보에 따라서 각종의 설정 지시를 행함과 동시

에, 설정 정보를 기억하는 설정 수단(21)과, 상기 설정 수단(21)의 지시에 따라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셀렉터 제어 수단

(22)과, 상기 설정 수단(21)의 지시에 따라 신호 처리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처리 제어 수단(23)과, 상기 설정 수단

(21)의 지시에 따라 표시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표시 출력 제어 수단(24)을 갖는 것이다.

상기 I/F부(30)는, 도 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5대까지의 외부 기기와 아날로그 접속 가능한 아날로그 입력 단자(31, 32,

33, 35, 37)와, 2대까지의 외부 기기와 디지털 접속 가능한 IEEE1394 단자(34, 36)를 갖는다. 이 아날로그 입력 단자(31,

32, 33, 35, 37)는 각각, OSD 표시 화면상에서, 「비디오1」,「비디오2」,「콤포넌트 비디오1」,「콤포넌트 비디오

2」,「콤포넌트 비디오3」의 항목으로 표시된다.

상기 TV와 접속되는 외부 기기의 개략 구성을, 도 13에 나타낸다.

도 13에 나타내는 외부 기기는, 사용자로부터의 지시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71)과, TV나 다른 외부 기기와 데이터의 교환

을 행하는 I/F부(75)와, 상기 I/F부(75)를 거쳐서 수취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72)과, 상기 I/F부(75)를 거쳐서 수

취한 데이터, 혹은 상기 기억 수단(72)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는 신호 처리 수단(74)과,

사용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각 기능 블럭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73)을 구비하고 있다. 외부 기기로서는, 예컨대, VTR나

DVHS 등의 녹화 재생 기기를 들 수 있다.

다음에, 이들 TV와 외부 기기를 접속하여, 데이터 재생을 행하는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용자가 소망하는 외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외부 기기 전용의 리모콘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재생을 지시하면, 상기 외부

기기측에서는, 기억 수단(72)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판독하고, 신호 처리 수단(74)에서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재생

데이터로서 I/F부(75)를 거쳐서 TV측에 전송한다.

TV측에서는, 상기 외부 기기로부터 전송되어 온 재생 데이터를 I/F부(30)를 거쳐서 수신하면, 신호 처리 수단(50)에서 소

정의 처리를 실시한 후, 표시 출력 수단(60)에서 표시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사용자가 소망하는 외부 기기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종래의 TV는, DVHS에 기억되어 있는 재생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상기 재생 데

이터를 수취하고 있다. 이 IEEE1394 라인은, 영상·음성 등의 압축 스트림을 패킷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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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HS의 조작 메뉴 등의 OSD(On Screen Display) 데이터를 IEEE1394로 압축 스트림으로서 전송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OSD 메뉴를 DVHS측으로부터 TV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TV측에서는, 전환 수단(40)에 의해

IEEE1394 라인으로부터 아날로그 라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TV측에서는,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에 대해서는, IEEE1394 라인으로 연결한 시점에

서 해당 외부 기기를 자동 인식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에 대해서

는, 아날로그 라인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외부 기기를 자동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해당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

자가, 어느 외부 기기에 아날로그 라인을 거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용자는 리모콘

등을 조작하여, 아날로그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 기기를 TV측에 인식시키기 위한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미리 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하에, 종래의 아날로그 접속 설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사용자는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행하기 위해서, 도 15(a)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아날로그 접속 설정 초기 화면을

OSD 표시한다. 이 때, TV측에서는, 데이지 체인(daisy chain) 접속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시켜, IEEE1394 라인으로 접속

되어 있는 외부 기기 모두를 자동 인식하여 OSD 표시를 행한다. 현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목 「DVHS1」,「DVHS2」,「DVHS3」은 각각,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 「하

지 않음」이 표시되어 있다.

다음에, 사용자는 리모콘 등을 조작하여, 도 15(c)와 같이, 아날로그 접속 설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을 순서대로 전환하

여,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행한다. 즉, DVHS1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33)와 아날로그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항

목 「DVHS1」에 대해서는 「콤포넌트 비디오1」을 선택한다. DVHS2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35)와 아날로그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 「DVHS2」에 대해서는 「콤포넌트 비디오2」를 선택한다. DVHS3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

(37)와 아날로그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 「DVHS3」에 대해서는「콤포넌트 비디오3」을 선택한다. 선택

조작이 종료하면, 도 15(b)에 나타내는 OSD 표시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종료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리모콘을 조작하는 등 수동에 의해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미리 행하여 둠으로써, DVHS의 재생 영상

이 디지털로부터 아날로그로 전환되었을 때에, 전환 수단(40)은, 자동적으로 IEEE1394 라인으로부터 아날로그 라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구성에서는,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OSD 화면상에서 실행하는 경우, 도 15(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리모콘 등의 조작 버튼에 의해 전환하여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에 있어서 대단히 번거로운 조작이며, 귀찮은

일이다. 또한, 이러한 설정은, 도 14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백(back) 패널의 케이블의 접속 상황을 사용자 자신이 확인하면

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혼란하기 쉬워 잘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 특허 공개 2002-185874 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이 공보에는, TV측으로부터

IEEE1394 단자를 거쳐서 외부 기기의 전원을 온/오프(on/off) 제어하는 송신 커맨드를 출력하고,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

의해 상기 외부 기기로부터 회신된 아날로그 영상 신호의 동기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어느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어느 외

부 기기와 접속되어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여,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상기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행하기 위해서는, TV측에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필요하여, 회로 규모가 크고,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상기 아날로그 접속 설정은, 설정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어느 정도가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즉, 외부 기기측에서

는, TV측으로부터 IEEE1394 라인으로 전원 온의 지시를 수취하면, 마이크로컴퓨터계의 전원을 온으로 하고, 각 회로 블

럭의 전원 온을 지령하면, 신호 처리계의 전원이 온으로 된다. 그 후, 동기 신호를 TV측에 출력하기 때문에, 전원 온의 지

시를 수취하고 나서 동기 신호를 출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결과, 아날로그 접속 설정의 시간이 길게 되어 버려, 그

동안, 사용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상기 아날로그 접속 설정에서는, 동기 신호의 검출에 의해 아날로그 접속 단자의 식별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외부 기기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외부 기기 전부의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었다. 또한,

IEEE1394 라인으로 데이지 체인되어 있는 외부 기기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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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공보에 기재된 기술에서는, 외부 기기가,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라인 등의 디지털 라인

과, IEEE1394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경우, 외부 기기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에는 동기 신호가 없기 때문에, 동

기 신호의 패턴을 검출하는 전용의 회로가 필요하고, 장치 전체가 커져 비용이 든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HDMI 라인 등의 디지털 라인은, IEEE1394 라인과 같이 자동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아날로그 라인과 마찬가지로,

TV측에, 어느 외부 기기에 어느 디지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가를 인식시키기 위한 디지털 설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설정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으로서,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아날로그/디지털 접속 설정을 자동적

으로, 또한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 및 외부 기기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복수의 외부 기기가, 각각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상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외부 기기에 접속된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동일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커맨드 송신 수단과, 상기 각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로그 라인을, 상기 각 아날로그 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 또는 아날로그 음성 신호 입력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식별하고, 상기 각 외부 기기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상기 각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전환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

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외

부 기기가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또한 단시간에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

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2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복수의 외부 기기가, 각각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

인을 거쳐서 접속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상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외부 기기에 접속된 IEEE1394 라

인을 거쳐서 상기 각 외부 기기마다 특성이 상이한 각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커맨드 송신 수단과, 상기 각 외부 기기로부

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로그 라인을 식별하고, 상기 각 외부 기기

에 사용된 IEEEl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상기 각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전환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도 포함시켜, 모든 외부 기기의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한번에 단시간에 실

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이 향상한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3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1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송신 커맨드는,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한 전원 투입 또는 차단, 내지는 그 반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4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2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송신 커맨드는,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한 전원 투입 또는 차단, 내지는 그 반복이며,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은, 외부 기기

마다, 온 시간 혹은, 온/오프 제어 회수가 상이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5 항에 기재된 텔레지번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2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각 아날로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단자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 또는 아날로그 음성 신호 입력 단자인 것

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또한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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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6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5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전환 제어 수단은, 상기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 또는 상기 아날로그 음성 신호 입력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

함으로써, 상기 아날로그 라인의 식별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7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외부 기기가,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을 거쳐서 접

속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하여, 상기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커맨드 송

신 수단과, 상기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디지털 라인을 식

별하여, 상기 외부 기기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을, 상기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디지털 접속 설정 전용의 동기 신호 패턴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음과 동시에,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의 디지털 접속 설정을 자동적

으로, 또한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8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복수의 외부 기기가, 각각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

을 거쳐서 접속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상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외부 기기에 접속된 IEEE1394 라인

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동일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커맨드 송신 수단과, 상기 각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

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디지털 라인을 식별하여, 상기 각 외부 기기에 사용된 IEEE1394 라

인, 및 디지털 라인을, 상기 각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접속 설정 전용의 동기 신호 패턴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음

과 동시에, IEEE1394 라인과 디지털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의 외부 기기의 디지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9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복수의 외부 기기가, 각각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

을 거쳐서 접속되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상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외부 기기에 접속된 IEEE1394 라인

을 거쳐서 상기 각 외부 기기마다 특성이 상이한 각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커맨드 송신 수단과, 상기 각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디지털 라인을 식별하여, 상기 각 외부 기기에 사

용된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을, 상기 각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도 포함시켜, 모든 외부 기기의 디지털 접속 설정을 한번에 단시간에 실행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이 향상한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0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8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송신 커맨드는,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한 전원 투입 또는 차단, 내지는 그 반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1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9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송신 커맨드는,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한 전원 투입 또는 차단, 내지는 그 반복이며,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은, 외부 기기

마다, 온 시간 혹은, 온/오프 제어 회수가 상이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2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

기에 있어서, 상기 각 디지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단자는, HDMI 단자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디지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또한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을 크

게 향상시킬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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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3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12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전환 제어 수단은, 상기 HDMI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디지털 라인의 식별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4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청구 범위 제 12 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은, 상기 송신 커맨드를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외부 기기에 송신하고, 상기 전환 제어 수단은, 상

기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기기 제어 신호의 신호 레벨, 또는 기기 제어 신호의 응답 커맨

드를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디지털 라인의 식별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5 항에 기재된 외부 기기는,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거쳐서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로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로부터 상기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전송되어 온 송신 커맨드를 검출하

여, 해당 송신 커맨드에 대한 응답 커맨드를 상기 아날로그 라인을 거쳐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에 출력하는 검출 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재생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 범위 제 16 항에 기재된 외부 기기는, IEEE1394 라인 및 디지털 라인을 거쳐서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로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로부터 상기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전송되어 온 송신 커맨드를 검출하

고, 해당 송신 커맨드에 대한 응답 커맨드를 상기 디지털 라인을 거쳐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에 출력하는 검출 수단을 구

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디지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재생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는, 입력 단자의 DC 레벨 등을 검출함으로써 복수의 외부 기기를 식별하고, 각 외부 기기

의 동작에 따라 IEEE1394 라인과, 아날로그 라인, 또는 디지털 라인을 자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유용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 및 해당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를 도시하는 도

면이고,

도 2는, 상기 실시예 1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접속 자동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3은, 상기 실시예 1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접속 자동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 및 해당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를 도시하는 도

면이며,

도 5는, 상기 실시예 2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의, 디지털 접속 자동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

이고,

도 6은, 상기 실시예 2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의, 디지털 접속 자동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의, 제어 수단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외부 기기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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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텔레비전 수상기 및 외부 기기의 구체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0은, 본 발명의 텔레비전 수상기 및 외부 기기의 구체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11은, 종래의 텔레비전 수상기, 및 해당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12는, 종래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의, 제어 수단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며,

도 13은, 종래의 외부 기기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고,

도 14는, 종래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백 패널 단자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5(a)는, 종래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행하는 경우에 표시되는, 아날로그 접속 설정 초기

화면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15(b)는, 종래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종료한 경우에 표시되는, 아날로그 접속 설정 종료

화면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5(c)는, 종래에 있어서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할 때에 OSD 표시되는 설정 항목을 도시하

는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텔레비전 수상기(TV)는, 수신 수단(100)과, I/F부(300)와, 신호 처리 수단(500)과, 표시 출력 수단(600)과, 커맨드 송신

수단(202)과, 전환 제어 수단(700)을 구비한 것이다.

상기 수신 수단(100)은, 사용자로부터의 지시를 수신한다.

상기 I/F부(300)는, 외부 기기와 데이터의 교환을 행한다. 이 상기 I/F부(300)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인 콤포넌

트 비디오 단자(301, 303, 305)와, IEEE1394 단자(302, 304)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상기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301,

303, 305)의 각각에는, DVHS(la), DVHS(2a), DVHS(3a)가 아날로그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IEEE1394 단자(302,

304)에는, DVHS(la), DVHS(2a)가 디지털 접속되어 있다. 또, 상기 DVHS(2a)는, 튜너를 내장하고 있으며, 방송파를 수신

가능한 것으로 한다. 상기 DVHS(3a)는, 상기 DVHS(la)와 IEEE1394 라인으로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고, TV는,

IEEE1394 단자(302)를 거쳐서 DVHS(la), DVHS(3a)의 양쪽과 통신 가능하다.

상기 신호 처리 수단(500)은,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I/F부(300)를 거쳐서 수취한 전송 데이터에 소정의 처리를 실시한다.

상기 표시 출력 수단(600)은, 상기 신호 처리 수단(500)에 의해 소정의 처리가 실시된 데이터를 표시 출력한다.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202)은, 외부 기기에 대하여, 송신 커맨드를 송신한다.

상기 전환 제어 수단(700)은,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

로그 입력 단자를, 상기 I/F부(300)가 갖는 복수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식별하고, 해당 외부

기기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해당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전환 제어 수단

(700)은, 상기 수신 수단(100)에서 수신한 사용자로부터의 지시 내용에 근거하여 각 기능 블럭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

(200)과, 상기 I/F부(300)로부터 신호 처리 수단(500)으로의 데이터 출력 경로를 전환하는 전환 수단(4OO)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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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수단(200)의 상세한 구성도를 도 7에 나타낸다.

이 제어 수단(200)은, 사용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설정을 행하여, 설정 정보를 기억하는 설정 수단(201)과, 외부 기기로

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로그 라인을 식별하는 식별 수단(203)과,

상기 외부 기기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해당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전환하기 위한 전환 신호를

출력하는 셀렉터 제어 수단(204)과, 상기 설정 정보에 따라서 신호 처리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처리 제어 수단(205)

과, 상기 설정 정보에 따라서 표시 출력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표시 출력 제어 수단(206)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 설정 수

단(201)은, 사용자로부터의 아날로그 접속 설정의 지시를 수신한 경우, 상기 커맨드 송신 수단(202)에 대하여, 송신 커맨

드를 출력하도록 지시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TV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에 나타내는 외부 기기는, 사용자로부터의 지시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701)과, TV나 다른 외부 기기와 데이터의 교환

을 행하는 I/F부(705)와,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TV측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송신 커맨드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706)

과, 상기 I/F부(705)를 거쳐서 수취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702)과, 상기 I/F부(705)를 거쳐서 수취한 데이터, 혹

은 상기 기억 수단(702)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는 신호 처리 수단(704)과, 사용자로부터

의 지시에 따라 각 기능 블럭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703)을 구비한 것이다. 외부 기기로서는, DVHS, DVD 레코더, 블루레

이 디스크 레코더(BD 레코더) 등의 디지털 AV 기기를 들 수 있다.

다음에, 본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접속 설정에 대하여 도 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TV측에서는, 우선, 커맨드 송신 수단(202)으로부터 DVHS(la)에 대하여, IEEE1394 단자(302)를 거쳐서 전원 온/오프 커

맨드 A1∼A3을 송신 커맨드로서 송신한다.

DVHS(la)측에서는, 상기 전원 온/오프 커맨드 A1∼A3의 수신에 의해 전원 온/오프 제어된 아날로그 핀(pin) 출력에 DC

레벨 변동 B1∼B3이 발생하고, 이 DC 레벨 변동 B1∼B3을 응답 커맨드로 하여 TV측에 아날로그 라인을 거쳐서 전송한

다.

TV측에서는, 상기 DVHS(la)로부터의 응답 커맨드의 수신에 의해,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301)에 DC 레벨 변동 C1∼C3

이 발생한다. 이 DC 레벨 변동 C1∼C3을, 식별 수단(203)에서 검출하여 2진화하고, 상기 DC 레벨 변동의 온/오프(이하,

온은 DC 레벨이 높은 상태, 오프는 DC 레벨이 낮은 상태를 나타냄)의 회수 및 온 시간을, 상기 송신 커맨드와 비교한다. 비

교 결과, 상기 송신 커맨드 A1∼A3과 상기 DC 레벨 변동 C1∼C3을 2진화한 신호가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응답 커맨드 B1∼B3의 전송에 사용된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301)가 DVHS(la)와 아날로그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인식

한다.

다음에, TV측으로부터 DVHS(2a)에 대하여, 상기 DVHS(la)에 송신한 송신 커맨드와 동일한 송신 커맨드 A1∼A3을

IEEE1394 단자(304)를 거쳐서 송신하고, 각 아날로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301, 303, 305)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DVHS(2a)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 A1∼A3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 B1∼B3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로그 라인을 식별하여,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303)가 DVHS(2a)와 아날로그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인식

한다.

마찬가지로, TV측으로부터 DVHS(3a)에 대하여, 상기 DVHS(la)에 송신한 송신 커맨드와 동일한 송신 커맨드 A1∼A3을

IEEE1394 단자(302)를 거쳐서 송신하고, 각 아날로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301, 303, 305)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DVHS(3a)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 A1∼A3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 Bl∼B3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로그 라인을 식별하여,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305)가 DVHS(3a)에 아날로그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인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DVHS(3a)도 포함시킨, IEEE1394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모든 외부 기기의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이 아날로그 접속 설정이 종료한 후, 전환 수단(4OO)에서는, 상기 각 DVHS

(la∼3a)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해당 각 DVHS(la∼3a)의 동작에 따라 전환한다.

이러한 실시예 1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DVHS(la∼3a)가, 각각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거쳐서 접속

되어 있는 경우, 상기 각 아날로그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의 DC 레벨을 모니터하고, 상기 각 DV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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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3a)로부터 상기 각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아날로그 라인을 식별하며, 상기

각 DVHS(la∼3a)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아날로그 라인을, 해당 각 DVHS(la∼3a)의 동작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

하도록 했기 때문에, 종래 필요하였던 동기 신호 검출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어,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도 포함시켜, 모든 IEEE1394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의 아날로그 접속 설

정을, 자동적으로, 또한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본 실시예 1에서는, TV측으로부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동일한 송신 커맨드를 순차적으로 송신하여 아날로

그 접속 설정을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복수의 외부 기기마다 특성이 상이한 각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도록 하

더라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DVHS(1a)에 대해서는, 도 2에 나타내는 전원 온/오프 커맨드 A1∼A3을 송신 커맨드로서 송

신하고, DVHS(2a)에 대해서는,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원 온 시간이 상이한 전원 온/오프 커맨드 A4∼A6을 송신

커맨드로서 송신하도록 하면, TV측에서 각 외부 기기로부터 출력된 응답 커맨드의 온 시간을 상기 각 송신 커맨드의 온 시

간과 비교함으로써 외부 기기마다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도 포함시킨, 모든 외부 기

기에 대하여 한번에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행할 수 있다. 또한, 특성이 상이한 송신 커맨드로서, 전원 온/오프 제어 회수를

변경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좋다.

또한, 본 실시예 1에서는, 아날로그 라인이 아날로그 영상 신호 입력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아날로그 라인이 아날로그 음성 신호 입력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서, 아날로그 접속 설정을 행할 수

있다.

(실시예 2)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 중에 있어서, 도 1과 동일 부호는 동

일한 것을 나타낸다.

상기 실시예 1과 상이한 점은, 상기 실시예 1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복수의 IEEE1394 단자 및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갖고 있었지만, 본 실시예 2에서는, 복수의 IEEE1394 단자 및 HDMI 단자를 갖는 점이다.

상기 I/F부(300)는, 디지털 입력 단자인 HDMI 단자(311, 313, 315)와, 디지털 단자인 IEEE1394 단자(312, 314)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외부 기기로서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BD 레코더)(lb, 2b, 3b)가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BD 레코더

(3b)는, BD 레코더(1b)와 IEEE1394 라인으로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고, BD 레코더(1b), 및 TV의 양쪽과 데이터의 교

환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TV는, BD 레코더(1b), BD 레코더(3b)의 양쪽과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통신할 수

있다. 또한, BD 레코더(2b)는 튜너를 내장하고 있고, 방송파를 수신할 수 있다.

다음에, 본 실시예 2에 있어서의, 디지털 접속 설정에 대하여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TV측에서는, 우선, 커맨드 송신 수단(202)으로부터 BD 레코더(1b)에 대하여, IEEE1394 단자(312)를 거쳐서 전원 온/오

프 커맨드 Al1∼A13을 송신 커맨드로서 송신한다.

BD 레코더(1b)측에서는, 상기 전원 온/오프 커맨드 Al1∼A13의 수신에 의해 전원 온/오프 제어된 HDMI 단자의 Hot-

Plug-Detect(HPD) 라인에 DC 레벨 변동 B11∼B13이 발생하고, 이 DC 레벨 변동 B11∼B13이 응답 커맨드로서 TV측

에 HDMI 라인을 거쳐서 전송된다.

TV측에서는, 상기 BD 레코더(1b)로부터의 응답 커맨드의 수신에 의해, HDMI 단자(311)에 DC 레벨 변동 C11∼C13이

발생한다. 이 DC 레벨 변동 C11∼C13을, 식별 수단(203)에서 검출하여 2진화하고, 상기 DC 레벨 변동의 온/오프 회수 및

온 시간을, 상기 송신 커맨드와 비교한다. 비교 결과, 상기 송신 커맨드 A11∼A13과 상기 DC 레벨 변동 C11∼C13을 2진

화한 신호가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응답 커맨드 Bl1∼B13의 전송에 사용된 HDMI 단자(311)가 BD 레코

더(1b)와 디지털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인식한다.

다음에, TV측으로부터 BD 레코더(2b)에 대하여, 상기 BD 레코더(1b)에 송신한 송신 커맨드와 동일한 송신 커맨드

Al1∼A13을 IEEE1394 단자(314)를 거쳐서 송신하고, 상기 HDMI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HDMI 단자(311, 313, 3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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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레벨을 모니터하는 것에 의해, 상기 BD 레코더(2b)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 A11∼A13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

맨드 B1∼B3의 전송에 사용된 HDMI 라인을 식별하여, HDMI 단자(313)가 BD 레코더(2b)와 디지털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TV측으로부터 BD 레코더(3b)에 대하여, 상기 BD 레코더(1b)에 송신한 송신 커맨드와 동일한 송신 커맨드

A11∼A13을 IEEE1394 단자(312)를 거쳐서 송신하고, 각 HDMI 라인이 접속되어 있는 HDMI 단자(311, 313, 315)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BD 레코더(3b)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 A11∼A13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

Bl1∼B13의 전송에 사용된 HDMI 라인을 식별하여, 상기 HDMI 단자(315)가 BD 레코더(3b)와 디지털 접속되어 있는 것

을 인식한다.

이와 같이 하여,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BD 레코더(3b)도 포함시킨, IEEEl394 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모든 외부 기

기의 디지털 접속 설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이 디지털 접속 설정이 종료한 후, 전환 수단(400)에서는, 상기 각 BD 레

코더(1b∼3b)에 사용된 IEEE1394 라인 및 HDMI 라인을, 해당 각 BD 레코더(1b∼3b)의 동작에 따라 전환한다. 즉, TV

측에서는, 통상의 데이터 전송에는 HDMI 라인을 사용하여, BD 레코더측에서 디코드 불가능한 스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에는 IEEE1394 라인을 사용하도록 전환한다.

이러한,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IEEE1394 라인과 HDMI 라인을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재생 시스템은, 이하와 같은 경우

에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재생 과금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외

부 기기로서 HDD 레코더를 이용하고 있다.

TV(900)측의 튜너(901), 또는 HDD 레코더(910)측의 튜너(911)에서 수신한 프로그램 데이터 중, 사용자가 소망하는 프

로그램 데이터를 압축 스트림 그대로, HDD(hard disk drive)(914)에 기록한다. 그 후, HDD(914)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데이터 중, 사용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재생 과금 플래그 검출 회로(915)로 판독한

다. 이 때, 재생 과금 플래그 검출 회로(915)에 의해,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데이터가 유료 프로그램의 데이터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 결과,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데이터에, 재생 과금 플래그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통상 재생 시)에는, 디멀티플렉

스 & 디코드 회로(916)에서 분리·디코드 처리를 실시한 후, HDMI 라인 L1로 TV(900)측에 전송하고, 영상·음성 신호 처

리 및 출력 장치(907)에서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 출력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소망하는 재생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데이터에, 재생 과금 플래그가 검출된 경우(재생 과금 대응 데이터 재생 시), IEEE1394 라인

L2로 TV(900)측의 디스크램블 회로(904)에 전송하고, 재생 과금 시스템 대응 IC 카드(903)를 이용하여 디스크램블 처리

를 행한다. 그 후, 디멀티플렉스 & 디코드 회로(906)에서 분리·디코드 처리를 실시하고, 영상·음성 신호 처리 및 출력 장치

(907)에서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 출력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소망하는 재생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HDD 레코더(910)의 HDD(914)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중, 재생 과금 대응 데이터가 아닌 통상의 데이터를 재

생하는 경우에는, HDMI 라인 L1을 사용하여 TV(900)측에 전송하고, 재생 과금 대응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IEEE1394 라인 L2를 사용하여 TV(900)측에 전송하도록, HDMI 라인 L1과 IEEE1394 라인 L3을 자동적으로 전환하도

록 하였기 때문에, HDD(914)에 기록되어 있는, 통상의 데이터와 재생 과금 대응 데이터를 연속하여 재생할 수 있다.

상기 도 9에 나타낸 예 이외에,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TV측만 지상파디지털 튜너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도

10에서는, 외부 기기로서, BD 레코더를 이용하고 있다.

사용자가 소망하는 프로그램을, TV(1000)측의 BS/CS 디지털 튜너(1001), 혹은 지상파 디지털 튜너(1002)에서 수신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용의 디멀티플렉스 및 디코드 회로(1003, 1004)에서 분리·디코드 처리를 실시한 후, 영상·음성

신호 처리 및 출력 장치(1005)에서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 출력함으로써, 사용자는 소망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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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V(1000)측의 BS/CS 디지털 튜너(1001), 지상파 디지털 튜너(1002), 혹은 외부 기기(1010)측의 BS/CS 디지털 튜

너(1011)에서 수신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DVD(1013)에 기록해 두고, DVD(1013)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중, 사용자가

소망하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DVD(1013)로부터 판독한 재생 데이터의 방송 방식을, 방송 방식 검출 회로(1014)에

서 판별한다.

상기 판별 결과,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데이터가 BS/CS 튜너(1001, 1011)에서 수신한 프로그램 데이터인 경우, 디멀티플

렉스 & 디코드 회로(1015)에서 분리·디코드 처리를 실시한 후, HDMI 라인 L4로 TV(1000)측에 전송하고, 영상·음성 신

호 처리 및 출력 장치(1005)에서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 출력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소망하는 재생 데이터를 시

청할 수 있다.

한편,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데이터가 지상파 디지털 튜너(1002)에서 수신한 프로그램인 경우, 외부 기기(1010)측에는 지

상파 디지털 대응의 디멀티플렉스 및 디코드 회로가 없기 때문에, IEEE1394 라인 L3으로 TV(100O)측에 전송하고, 전용

의 디멀티플렉스 및 디코드 회로(1OO4)에서 분리·디코드 처리를 실시하며, 영상·음성 신호 처리 및 출력 장치(1005)에서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표시 출력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소망하는 재생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 기기(1010)측에서는, DVD(1013)로부터 판독된 재생 데이터의 방송 방식에 따라서, IEEE1394 라인 L3

과 HDMI 라인 L4를 자동적으로 전환하여 TV(1000)측에 전송하도록 했기 때문에, DVD(1013)에 기록되어 있던 지상파

디지털 튜너에서 수신한 데이터와, BS/CS 튜너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연속하여 재생할 수 있다.

또, 여기서는, 지상파 디지털 튜너(1002)가 TV(1000)측에만 탑재되어 있고, 지상파 디지털 튜너(1002)에서 수신한 프로

그램 데이터를 외부 기기(1010)에 기록하여 재생할 때에는, 외부 기기(1010)로부터 IEEE1394 라인 L3을 거쳐서 TV

(1000)측에 전송하고, TV(1000)측에서 디코드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반드시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외부 기기(1010)측에서 디코드할 수 없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으로 IEEE1394 라인으로 전송하

도록 하더라도 좋다. 그 외에도, TV(1000)측과 외부 기기(1010)측의 어느 쪽에도 동일한 튜너가 탑재되어 있고, 미리 TV

(1000)와 외부 기기(1010)와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서 디코드할 지를 결정한 후에, IEEE1394 라인과 HDMI 라인을 전환

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이러한 실시예 2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외부 기기와 IEEE1394 라인 및 HDMI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경

우, 상기 외부 기기에 대하여, 상기 IEEE1394 라인을 거쳐서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고, 장비하고 있는 모든 HDMI 단자

(311, 313, 315)의 DC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상기 외부 기기로부터 상기 송신 커맨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응답 커맨드

의 전송에 사용된 HDMI 단자를 식별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부 기기가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또한 단시간에 디지털 접속 설정을 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2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외부 기기에 접속되어 있는 IEEE1394 라인과 해당 IEEE1394 라인에

대응하는 HDMI 라인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재생 과금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나, 외부 기기측

에서 디코드 불가능한 데이터와 디코드 가능한 데이터가 혼재하고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등, HDMI 라인과

IEEE1394 라인과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이더라도, 이들의 전환을 자동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전환할 수 있어, 사용자는 번

거로운 조작 입력을 하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2에 따른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복수의 외부 기기가 IEEE1394 라인 및 HDMI 라인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디지털 설정을 행하여, 각 외부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IEEE1394 라인 및 HDMI 라인을,

해당 각 외부 기기의 동작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안정한 재생 시

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 2에서는, TV측으로부터 복수의 각 외부 기기에 대하여, 동일한 송신 커맨드를 순차적으로 송신하여 디지털

설정을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복수의 외부 기기마다 특성이 상이한 각 송신 커맨드를 송신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BD 레코더(1b)에 대해서는,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원 온/오프 회수가 3회인 커맨드

A11∼A13을 송신 커맨드로서 송신하고, BD 레코더(2b)에 대해서는,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원 온/오프 회수가 2

회의 커맨드 A14∼A15를 송신하도록 하면, TV측에서 각 외부 기기측으로부터 출력된 응답 커맨드의 온/오프 회수를 비

교함으로써 외부 기기마다의 식별이 가능해져, 데이지 체인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기도 포함시킨, 모든 외부 기기에 대하

여 한번에 디지털 접속 설정을 행할 수 있다. 또한, 특성이 상이한 송신 커맨드로서, 전원 온 시간을 변경한 것을 사용하더

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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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 2에서는, HDMI 단자의 Hot-P1ug-Detect 라인의 DC 레벨을 검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TMDS 신호의 DC 레벨 변동, TMDS 클럭 채널의 클럭의 유무, 기기 제어 라인의 DC 레벨 변동, DDC(I2C) 라인의 DC 레

벨 변동 중 어느 하나를 검출하도록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2에서는, 송신 커맨드·응답 커맨드로서, 전원 온/오프 커맨드를 이용하여,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디지털 입력 단자의 식별을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송신 커맨드로서 특정 패킷을 송신하고, 외부 기기측으로

부터 특정한 긍정 응답 신호(Ack 신호)를 응답 커맨드로서 회신함으로써, 해당 응답 커맨드의 전송에 사용된 디지털 입력

단자의 식별을 행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특정 패킷으로서는, TMDS 신호, 기기 제어 신호, DDC(I2C) 신호 등을 이용하고,

회신할 Ack 신호로서는, TMDS 신호의 특정 영상 신호, 기기 제어 신호의 특정 패턴, DDC(I2C) 신호의 특정 패턴 등을 이

용하여도 좋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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