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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ＴＶ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은 RFID의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상기 판독한 정보에서 상기

RFID가 부착된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출력 포맷으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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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의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상기 판독한 정보에서 상기 RFID가 부착된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출력 포맷으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는 상기 TV가 사용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 상기 TV의 초당 프레임 율, 상기 TV의 주사선 수,

또는 영상 주파수 영역 또는 음성 주파수 영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포맷은 NTSC, PAL 또는 SECAM 중 어느 하나인,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판독한 정보에 따라 출력할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TV의 주사방식 또는 해상도에 맞추어 상기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는 단계인,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청구항 6.

TV에 부착된 RFID의 정보를 판독하는 RFID 판독부;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상기 RFID 판독부가 판독한 상기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여 상기 TV로 출력하는 비디오 제어부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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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는 상기 TV가 사용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 상기 TV의 초당 프레임 율, 상기 TV의 주사선 수,

또는 영상 주파수 영역 또는 음성 주파수 영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포맷은 NTSC, PAL 또는 SECAM 중 어느 하나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제어부가 상기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도록 상기 RFID 판독부에서 판독한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

는 바이오스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제어부는

상기 TV의 주사방식 또는 해상도에 맞추어 상기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는 단계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RFID 판독부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과 상기 TV를 연결하는 회선에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TV에 부착된 RFID의 정보를 판독하는 RFID 판독부;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RFID 판독부가 판독한 상기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저장부가 제공하는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

을 설정하는 비디오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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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는 상기 TV가 사용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 상기 TV의 초당 프레임 율, 상기 TV의 주사선 수,

또는 영상 주파수 영역 또는 음성 주파수 영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포맷은 NTSC, PAL 또는 SECAM 중 어느 하나인, 디지털 영상 장치.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제어부는

상기 TV의 주사방식 또는 해상도에 맞추어 상기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는 단계인, 디지털 영상 장치.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RFID 판독부는 상기 디지털 영상 장치와 상기 TV를 연결하는 회선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영상 장치.

청구항 17.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RFID 태그;

상기 출력 포맷에 따른 비디오 신호를 입력받는 비디오 신호 입력부; 및

상기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신호 출력부를 포함하는, TV.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는 상기 TV가 사용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 상기 TV의 초당 프레임 율, 상기 TV의 주사선 수,

또는 영상 주파수 영역 또는 음성 주파수 영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TV.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 입력부는 컴퓨터 시스템, 디지털 영상 장치, DVD, VTR로부터 비디오 신호를 입력받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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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TV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갖는 RFID 태그를 구비하는 TV 수신기;

RFID 판독부를 구비하고, 상기 TV 수신기의 상기 TV 출력 포맷으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기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RFID 판독부는 상기 기기에 탈착 가능한 장치.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RFID 태그는 상기 TV 수신기에 탈착 가능한 장치.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RFID 태그는 상기 TV 수신기에 탈착 가능한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TV에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최근 들어서 TV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 결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는 대부분의 가전 제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방식이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홈 네트워크의 발달로, 기기간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TV와 컴퓨터의 결합 또는 이들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컴퓨터에서 TV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할 수 있

도록 비디오 카드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TV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해당 TV의 출력 포맷(신

호 전송 방식)에 맞추어 데이터를 송신하여야 한다. TV의 출력 포맷이란 TV가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식 또는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지역에서 생산한 컴퓨터는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대륙)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노트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휴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TV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현재 국가별로 상이한

TV 출력 포맷(PAL, SECAM, NTSC등)에 맞추어 이를 어플리케이션 레벨(Application Level)에서 수동으로 설정을 바꾸

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많은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설정을 모르고 TV 연결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사용

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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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에 컴퓨터의 화상 출력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컴퓨터(200)의 어플리케이션(22)에서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을 출력하기 위해 비디오 제어부(21)로 비디오 신호를 보낸다. 비디오 제어부(21)는 수신한 비디오 신호를 TV

(100)로 출력한다. 컴퓨터의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신호 입력부(11)를 거처 비디오 신호 출력부(12)를 통해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출력된다. 이때, 비디오 제어부(21)는 TV 포맷에 맞추어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할 신호를 제어한다. 비

디오 제어부(21)에서 TV 포맷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결된 TV(100)가 지원하는 포맷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TV

(100)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상태로 제품화 되므로 TV(100)가 어떤 포맷을 지원하

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200)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결된 TV가 어떤 방식, 예를

들어 PAL 방식인지, SECAM 방식인지, 또는 NTSC 방식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방식에 따라 비디오 제어부가 비디

오 영상을 출력하도록 설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작업을 요한다는 점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은 TV의 출력 포맷에 자동으로 맞추어 비디오 신호를 제

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TV에 부착되는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는 작업 없이 자동으로 TV의 출력 포맷을 감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TV의 출력 포맷에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은 RFID의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상

기 판독한 정보에서 상기 RFID가 부착된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출력 포맷으로 비

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은 TV에 부착된 RFID의 정보를 판독하는 RFID 판독부,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

는 어플리케이션, 및 상기 RFID 판독부가 판독한 상기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제

공되는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여 상기 TV로 출력하는 비디오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영상 장치는 TV에 부착된 RFID의 정보를 판독하는 RFID 판독부, 비디오 신호를 제공

하는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RFID 판독부가 판독한 상기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저장

부가 제공하는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하는 비디오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는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RFID 태그, 상기 출력 포맷에 따른 비디오 신호를 입력

받는 비디오 신호 입력부, 및 상기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신호 출력부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하여 TV의 출력 포맷에 적합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방법 및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도 또는 처리 흐름도에 대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때, 처리 흐름도 도면들의 각 블록과

흐름도 도면들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

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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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특정 방

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 가

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

된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제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

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은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

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에서 언급된 기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

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부'라는 용어, 즉 '~모듈' 또는 '~테이블' 등은 소프트웨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또는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와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모듈

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

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이버들, 펌웨

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

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디바이스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

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제시하는 TV의 출력 포맷에는 NTSC, PAL, SECAM 등이 있다.

NTSC(the united states National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는 전미 TV방식위원회를 뜻하며, NTSC에서 만든

방송규격(television standard)을 의미하기도 한다. NTSC 방식은 interlaced 525 라인, 초당 30 프레임의 영상 생성, 4:3

aspect ratio, 60 Hz 프레임 율(rate), 영상 주파수 영역이 4.2MHz이며 음성 주파수 영역이 6MHz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사용하는 컬러 TV 시스템이다.

PAL(Phase Alternation by Line의 약어로서 유럽과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컬러코딩 시스템으로 주사선수가 625이

며 초당 25 프레임의 영상을 생성하고, 50Hz의 프레임 율, 영상 주파수 영역이 5.5MHz이며 음성 주파수 영역이 7MHz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다.

SECAM(Sequential Couleur a Memoire) 역시 주사선이 625개, 초당 25프레임의 영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동구

권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다. 상기 세가지 방식이 컬러 TV에서의 출력 포맷으로, TV에 영상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식 중 하나의 포맷을 선택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와 컴퓨터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TV(100)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Tag)(150)와 비디오 신호 입력부(110), 비디오 신호 출력부

(120)를 포함한다. RFID 태그(150)는 TV(100)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TV(100)들에 부착된다.

RFID는 무선 식별 기술로서 새로운 주파수 통신의 응용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이다. RFID는 무선으로 부착된 사물

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기를 총칭하는 것으로 모든 사물에 대한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여 그 정보를 태그 안에 저장해 놓

고 이를 인식기에 통과 시키면 서로 무선 통신을 하여 고유 아이디 정보를 인식기가 읽어오는 방법이다. 또한, 태그 안에

고유 식별자 외에도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다.

RFID 태그는 통상 능동형(Active) 또는 수동형(Pass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동형은 전원(battery)을 꼭 필요로 하는

타입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동작 전원을 공급 받거나 어떤 비금속성 케이스 내에 TAG와 같이 내장된 배터리의 전원으로 동

작을 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 판독기(reader)의 필요전력을 줄이고 일반적으로 판독기와의 인식거리

를 좀 더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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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작동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확실한 환경 하에서만 사용되고 수동형의

장치들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수동형 태그는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배터리의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판

독기로부터 나오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 에너지를 얻게 된다. 수동형 태그는 능동형 태그에 비하여 매우 가벼우며 가격

도 저렴하면서 반 영구적이다. 다만 인식거리가 짧고 판독기가 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TV에 부착

되는 RFID 태그(150)는 TV에 부착되기 때문에 능동형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물론 수동형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위한 RFID 태그(150)는 TV(100)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디오 신호 입력부

(110)는 외부로부터 비디오 신호를 입력받는다. 비디오 신호 출력부(120)는 비디오 신호 입력부(110)가 수신한 비디오 신

호를 출력한다.

TV의 출력 포맷은 TV의 전송 방식 또는 신호 전송 방식을 의미한다. TV(100)에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컴퓨터(200)는

RFID 판독부(250), 시스템/비디오 바이오스(260), 비디오 제어부(210), 어플리케이션(220)등을 포함한다. 컴퓨터에는 상

기 나열한 요소 외에도 프로세서(271),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제어하는 I/O 프로세서(272), 데이터를 저장하

는 저장부(273),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부(274)를 포함한다.

RFID 판독부(250)는 TV(100)의 RFID 태그(150)의 정보를 판독한다. 이때 판독하는 정보로 TV(100)의 출력 포맷에 대

한 정보를 판독한다. 출력 포맷에 따라 소정의 값을 할당하여 해당 출력 포맷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출력 포맷에 대한 직

접적인 정보가 아니라도, TV(100)에 대한 국가별 코드 정보를 통해 출력 포맷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국

가별 코드가 PAL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의 코드가 판독되면, TV 출력을 PAL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별 코드 또는

출력 포맷에 대한 코드값 외에도 해상도, 주파수 설정에 대한 정보가 RFID 태그(150)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출

력 포맷을 변경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RFID 판독부(250)가 판독한 정보는 시스템/비디오 바이오스(260)에 전달된다. RFID 판독부(250)가 판독한 정보는 RFID

태그(150)의 용량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기 어렵다. 따라서, RFID 태그(150)에 저장된 정보가 무엇

인지에 대해 RFID 판독부(250)가 판독하면 저장된 정보에 따라 TV(100)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비디오 제어부(210)

에 전달하기 위해 시스템/비디오 바이오스(260)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RFID 판독부(250)가 직접 비디오 제어부(210)에

데이터를 넘겨주고, 비디오 제어부(210)가 해당 TV(100)에 알맞은 방식으로 출력 포맷을 변경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비디오 제어부(210)는 어플리케이션(220)의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을 출력한다.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고, TV

(100)로도 출력할 수 있다. TV(100)로 출력할 경우, RFID 판독부(250)를 통해 판독한 TV(100)의 출력 포맷에 맞추어 출

력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220)은 동영상 또는 정지 영상을 재생, 출력한다. 어플리케이션(22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비디오 제어부

(210)에서 TV(100)가 제공하는 출력 포맷에 맞게 변환된다.

도 2의 구성은 노트북, 컴퓨터, DVD, VCR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개인용 비디오 리코더(Personal Video Recorder,

PVR)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HPC(Handheld PC), PDA(Personal Digital Appliance), PMP(Personal Multimedia

Player)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와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TV(100)의 구성은 도 2와 동일하므로 도 2의 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디지털 카메라(300)에 RFID 판독부(350)가 장

착되어 있다. RFID 판독부(350)는 TV(100)의 RFID 태그(150)의 정보를 읽어들여서, TV(100)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

를 판독한다. 이 정보는 비디오 제어부(310)가 저장부(373)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을 TV(100)의 출력 포

맷에 적합하게 변환시 참조한다.

저장부(373)에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다. 통상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한다. 프로

세서(371)은 디지털 카메라의 구동을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 3의 구성은 디지털 카메라 외에도 디

지털 캠코더와 같은 동영상 촬영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도 3의 구성은 디지털 영상 장치에 적용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FID 판독부가 컴퓨터의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4의 다른

구성요소는 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설명은 도 2의 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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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100)와 컴퓨터(200)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케이블과 같은 선으로 연결된 경우 컴퓨터(200)에 장착된 RFID 판

독부는 TV(100)에 부착된 RFID를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200)의 비디오 제어부(210)

와 TV(100)의 비디오 신호 입력부(110)를 연결하는 회선(510)에 RFID 판독부(255)를 장착할 수 있다. RFID 판독부

(255)가 TV(100)측에 가까운 케이블 또는 회선(510)에 장착되면 TV(100)의 RFID 태그(150)의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

다. 그리고 RFID 판독부(255)는 판독한 정보를 회선(510)을 통해 컴퓨터(200)의 시스템/비디오 바이오스(260) 또는 비디

오 제어부(210)에 전송하여 비디오 제어부(210)가 TV(100)에 맞는 포맷으로 어플리케이션(220)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출

력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FID 판독부가 디지털 카메라의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5

의 구성요소 RFID 판독부(355)를 제외하면 역시 도 3의 구성 요소와 동일하므로 도 3의 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도 4의 경우와 유사하게 RFID 판독부(355)가 TV(100)와 디지털 카메라(300)를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회선(520)에 존재

한다. RFID 판독부(355)가 TV(100)측에 가까운 케이블 또는 회선(520)에 장착되면 TV(100)의 RFID 태그(150)의 데이

터를 판독할 수 있다. 그리고 RFID 판독부(355)는 판독한 정보를 회선(520)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300)의 비디오 제어부

(310)에 전송하여 비디오 제어부(310)가 TV(100)에 맞는 포맷으로 저장부(373)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또는 디지털 카메라등에서 TV에 부착된 RFID를 판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

서도이다.

먼저 RFID의 정보를 판독한다(S701). 이를 위해 RFID 판독부를 필요로 한다. 판독한 정보에서 RFID가 부착된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S702). 추출한 정보는 해당 TV가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일 수 있

으며, 또한 해당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상세 정보, 예를 들어, 주파수, 해상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직접

적으로 NTSC 방식, PAL 방식, 또는 SECAM 방식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추출한 정보에 따라 출력할 포

맷이 NTSC 인 경우(S710) NSTC 방식으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한다(S712). 한편 출력할 포맷이 PAL 방식인 경우(S720)

PAL 방식으로 비디오 신호를 출력한다(S722). NTSC 또는 PAL 방식이 아니라면 SECAM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S732).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

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TV의 출력 포맷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필요 없이 컴퓨터 또는 디지털 카

메라 등을 사용하여 영상을 TV로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컴퓨터 또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영상 관련 장치들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TV 출력 포맷에 맞추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에 컴퓨터의 화상 출력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와 컴퓨터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V와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FID 판독부가 컴퓨터의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FID 판독부가 디지털 카메라의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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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또는 디지털 카메라등에서 TV에 부착된 RFID를 판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

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TV 150: RFID 태그

200: 컴퓨터 시스템 250, 255: RFID 판독부

300: 디지털 카메라 350, 355: RFID 판독부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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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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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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