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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와 상호 연결되는 장치들간에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 태스
크들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개시된다. 한 실시예에서는,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장치가 로컬 네
트워크 상의 컴퓨터 장치에 일부 처리 태스크들을 떠넘긴다. 컴퓨터 장치(computing device)는 오디오비주얼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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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visual)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코딩하고, 처리하고, 인코딩하고, 인코딩된 데이터를 적합한 데이터 포맷
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한다. 컴퓨터 장치에서의 처리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행되는 임의의 처리와 상
보적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특정한 신호 처리 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 로컬 네트워
크 상의 복수의 장치들을 이용한다.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들은 디스플레이에 의해 지정되는 처리 태스크들을 수
행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로 되돌려 보내는데, 이는 전반적
인 오디오비주얼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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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를 통해 컴퓨터 장치(computing device)와 상호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하기 위해 상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오디오비주얼(audiovisual)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질의(query)하는 요청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와;
i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식별하는 응답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iii) 상기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network transfer protocol)들 중 선택된 하나와
상기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포맷(data format)들 중 선택된 하나를 이용하고; 상기 데이터를 디코딩
한 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전에 상기 선택된 데이터 포맷으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에 수행되는 신호 처리 기능
들의 세트 중에서 신호 처리 기능들의 특정 제1 그룹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들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수
신하는 단계 -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1 그룹은, 상기 응답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 처리 기능들의 세트를 분
할함으로써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결정되고, 그리고 통신된 바와 같은,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기 신호
처리 능력들에 속하며 - 와;
iv)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1 그룹을 수행하는 단계와;
v)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선택된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하는 단계와; 그리고
vi) 상기 선택된 데이터 포맷인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상기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을 수신하는 단계 전에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상기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상기 전송 프로토콜들과 상기 데이터 포맷들의 리스트를 명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1 그룹은 필터링(filtering), 노이즈 감소(noise reduction), 블록 아티팩트 감소
(block artifact reduction), 인터레이싱(interlacing) 및 프레임 레이트 변환(frame rate conversion)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네트워크이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와 상기 컴퓨터 장치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 표준과 호환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장치와 상호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프리젠테이션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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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질의하는 요청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상기 컴퓨터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와;
i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식별하는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와;
iii) 상기 데이터를 디코딩한 후 그리고 상기 데이터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전에 원하는 데이터 포맷(desired
data format)으로 수신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에 수행되는 신호 처리 기능들의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iv) 상기 응답을 이용하여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세트를 상기 컴퓨터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기능의 제1 그룹, 및 상기 응답과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기 신호 처리 능력들에 기초하여 상기 디스
플레이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기능의 제2 그룹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v) 상기 컴퓨터 장치로 하여금:
a)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
리 기능의 상기 제1 그룹을 수행할 것과;
b)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원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할 것과;
c) 상기 데이터 포맷인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선택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할 것을 명령하는 단계와;
vi) 상기 데이터 포맷인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vii) 상기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에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기능의 상기 제1 그룹과 상보적인 적
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기능의 상기 제2 그룹을 수행하는 단계와; 그리고
viii) 상기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과 상기
데이터 포맷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이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와 상기 컴퓨터 장치는 UPnP 표준과 호환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기능의

상기

제2

그룹은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컬러

보정(color

correction), 콘트라스트 보정(contrast correction),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 선명도 향상(sharpness
enhancement)과 에지 향상(edge enhancement), 오디오 이퀄라이제이션(audio equalization), 3차원 가상화(3D
virtualization), 볼륨 조정(volume control), 밸런스 및 톤 조정(balance and tone control)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장치와 상호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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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택된 전송 프로토콜과 선택된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i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질의하는 요청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상기 컴퓨터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와;
ii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기 신호 처리 능력들을 식별하는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와;
iv) 상기 데이터를 디코딩한 후 그리고 상기 데이터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전에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수신된 오
디오비주얼 데이터에 수행되는 신호 처리 기능들의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v) 상기 응답을 이용하여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세트를 상기 컴퓨터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
능의 제1 그룹, 및 상기 응답과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기 신호 처리 능력들에 기초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의 제2 그룹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vi)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의 일부분을 수신하여 신호 처
리 기능들의 상기 제1 그룹을 수행할 것과;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하
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할 것을 상기 컴퓨터 장치에 명령하는 단계와;
vii) 상기 전송 프로토콜과 상기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상기 컴퓨터 장치로 상기 일부분을 전송하는 단계와;
그리고
viii) 상기 컴퓨터 장치로부터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받아들여 프리젠테이션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하는 단계 전에 상기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전송 포맷들과 데이터 포맷들의 리스트로부
터 선택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과 상기 데이터 포맷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하는 단계 전에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내부적으로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2 그룹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계층을 구현하는 것이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와 상기 컴퓨터 장치는 UPnP 표준과 호환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3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장치와 상호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디스플레이 화면과 통신하는 제
어 회로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질의하는 요청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상기 컴퓨터 장치로
전송하고;
i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기 신호 처리 능력들을 식별하는 응답을 수신하고;
iii)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디코딩한 후 그리고 상기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전에 선택된 데
이터 포맷으로 수신된 상기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에 수행되는 신호 처리 기능들의 세트를 식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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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상기 응답을 이용하여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세트를 상기 컴퓨터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의 제1 그룹, 및 상기 응답과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기 신호 처리 능력들에 기초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에 의해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의 제2 그룹으로 분할하고;
v)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1 그
룹을 수행하고;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상기 데이터 포맷인 상
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선택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상기 컴퓨터 장치로 명령어들을 전송하고;
vi)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전송된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vii) 상기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에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2 그룹을 수행하고; 상기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화면 상에 프리젠테이션하도록
동작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에 명령하기 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상기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과 상기 데이터 포맷을 결
정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터 장치와 통신하도록 또한 동작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는 IEEE 802.3i 표준, IEEE 802.3u 표준, 파이어와이어(FireWire), 블루투스(Bluetooth),
와이파이(Wi-Fi) 및 IEEE 802.11a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제2 장치와 또한 상호 연결되
며,
ⅰ) 또 다른 세트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하여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2 그룹과 상보
적인 신호 처리 기능들의 제3 그룹을 이용하여 상기 또 다른 스트림을 처리할 것을 상기 제2 장치에 명령하고;
ⅱ) 상기 또 다른 세트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도록 또한 동작가능한 디스플레
이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UPnP 호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컴퓨터 장치 및 상기
제2 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는 모노-오디오 입력을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제1, 제2, 및 제3 신호 처리 기능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모노-오디오 입력으로부터 서라운드 음향 오디
오(surround sound audio)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9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와 상호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메모리와 통신하는 프로세
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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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질의하는 요청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ii) 상기 컴퓨터 장치의 신호 처리 능력들을 식별하는 응답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송하고;
iii) 상기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고; 상기 데이터를 디코딩
한 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전에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에 수행되는 신호 처리 기능들의 세
트 중에서 신호 처리 기능들의 특정 제1 그룹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들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1 그룹은, 상기 응답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 처리 기능들의 세트를 분할함으로써 상
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결정되고, 그리고 통신된 바와 같은,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기 신호 처리 능력들에
속하며;
iv)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신호 처리 기능들의 상기 제1 그
룹을 수행하고;
v)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그리고
vi) 상기 데이터 포맷인 상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로
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도록
동작가능한 컴퓨터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것인 컴퓨터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는 제2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컴퓨터 장치와 통신하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수신되
는 것인 컴퓨터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기능들의 제1 그룹은 노이즈 감소, 블록 아티팩트 감소, 에지 향상, 인터레이싱,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및 스케일링(scaling)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신호 처리 기능들의 세트는 디-인터레이싱,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감마 보정, 선명도 향상, 스캔레이트 변환(scan-rate conversion) 및 3차원 가상화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장치.
청구항 23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오디오비주얼(audiovisual) 신호의 디지털 처리에 관한 것이며, 더욱 자세하게는 복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을 이용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의 분산 처리(distributed processin
g)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로 인코딩된 오디오비주얼 콘텐츠
(audiovisual content)를 수신하여, 디코딩하고, 처리하며, 적절한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지원하는 다수의 가전 플랫폼(consumer electronic platform)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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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가전 플랫폼들에는 개인용 컴퓨터(PC), DVD 플레이어(digital versatile disc player), HD(high-defeinition)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Blu-ray) 플레이어, 디지털 텔레비젼(DTV) 세트, HDTV(high-definition television)
세트 및 셋톱박스(set-top box)가 포함된다. 많은 유형의 수신기들이 RF(radio frequency) 전송 신호, 케이블
텔레비젼 신호, 위성 신호 등을 통해 전송될 수도 있는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이용된다.

[0004]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는 또한 DVD, HD DVD, 블루-레이 디스크(BD), CD(compact disc) 등과 같은 컴퓨터 판
독가능한 매체의 형태로 배포될 수 있다. 또는, 인코딩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가 전화 접속(dial-up link), 광
케이블(fiber-optic connection), 동축케이블(coaxial cable), DSL(digital subscriber line) 등을 거쳐 인터
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신될 수도 있다.

[0005]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 DSP)가 점점
더 보편화되어 왔다. 다양한 전자 장치들 내에 DSP들을 내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많은 유형의
데이터,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 태스크들을 수행가능한 많은 장치들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0006]

지금은 보통 서로 다른 제조업체들에서 공급되고 거실이나 가정내 오락실에서 함께 상호 연결되는 외장 모뎀,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블루-레이 또는 HD DVD 플레이어 및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DVD 플레이
어, HD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셋톱박스와 같은 디코더들이 직접 디스플레이 장치들과 상호
연결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들에는

흔히

LCD(liquid

crystal

display)나

DLP(digital

light

processing)와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 CRT(cathod ray tube) 모니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다른 디지털 TV
세트가 포함된다. 오디오 장치들에는 흔히 S/PDIF, 동축 또는 광커넥터로부터 디지털 오디오를 수신하기 위해
장착된 다양한 TV 세트 및 수신기에서 전형적으로 보게 되는 독립형(stand-alone) 스피커, 빌트인(built-in) 스
피커들이 포함된다. DVD 플레이어, HD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용 컴퓨터(PC)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0007]

이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 능력의 정도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PC는 보통 프로세서,
메모리, 오디오 DSP를 가지고 있는 오디오 어댑터 카드(audio adapter card), 및 그래픽 처리 유닛(graphics
processing unit, GPU)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그래픽 카드를 포함한다. 프로세서, 오디오 DSP, GPU는 상호 연결
되는 블루-레이 드라이브에 탑재된 블루-레이 디스크로부터의 압축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도
있다. GPU는 스케일링(scaling) 또는 컬러 스페이스 변환(color space conversion)과 같은 일부 비디오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게다가 GPU는 많은 부담이 가는 비디오 디코딩 단계들에 대하여 하드
웨어 가속 블록을 제공함으로써 디코딩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오디오 DSP는 톤 처리(tone processing), 이퀄라이
제이션(equalization), 3차원 가상화(3D virtualization) 또는 한 오디오 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트랜스코딩
(transcoding)하는 것과 같은 일부 오디오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0008]

하지만, 특히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할 수 없을 때, PC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딩에 요구되는 태스크들의 대
부분 또는 전부를 프로세서가 또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전용 GPU 및/또는 오디오 DSP가 없는 저
가의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일 수 있다.

[0009]

PC는 전형적으로 VGA(video graphics array) 케이블을 거쳐 CRT 모니터와 상호 연결된다. 하지만, 대신에 동일
한 PC가 DVI(digital visual interface) 케이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케이블, 또는
디스플레이포트(DisplayPort) 호환 케이블을 거쳐 첨단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연결될 수도 있다. CRT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처리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위해 CRT 모니터를 이용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모
든 비디오 처리를 비디오 소스 장치(video source device)가 전형적으로 수행한다. 유사하게 오디오 데이터는
L/R 출력 및/또는 S/PDIF 호환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스피커에 제공될 수 있다.

[0010]

하지만, 다른 유형의 렌더링(rendering) 장치들(예컨대, 디지털 텔레비젼 세트)은 스캔-레이트 변환(scan-rate
conversion), 인터레이싱(interlacing),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노이즈 감소(noise reduction), 스케
일링(scaling), 컬러 보정(color correction), 콘트라스트 보정(contrast correction),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 선명도 향상(sharpness enhancement), 에지 향상(edge enhancement) 및 프레임 레이트 변환
(frame rate conversion)과 같은 그 자신만의 비디오 처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적어도 일부 처리
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행될 수 있다. 소스 또는 싱크(sink) 장치에서 수행될 수 있는 오디오 처리 태스크들
에는 볼륨 조정(volume adjustment), 스피커 밸런싱(speaker balancing), 3차원 가상화(3D virtualization),
베이스/트레블(bass/treble) 제어, 자동 볼륨 레벨링(automatic volume leveling), 및 음향 이퀄라이제이션
(sound equalization)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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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불행하게도, 복수의 플래폼들에서 처리 능력이 이용가능할 때에는(즉, 소스 및 싱크 장치들 모두에서), 이들 능
력은 항상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텔레비젼에서 거의 모든 오디오 및 비디
오 처리 요구조건들이 수행될 것이 요구되는 PC에 있어서 디지털 텔레비젼 세트에 연결되는 PC는 거의 또는 아
예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PC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용가능한 어쩌면 우
월한 이미지 처리 알고리듬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모든 처리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 분명히, 이러한 배
치에서는 소스(예컨대, PC)와 싱크(예컨대, DTV) 장치들 모두에서 이용가능할 수 있는 프로세서, GPU, 오디오
DSP 등의 가용 처리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한다.

[0012]

이런 이유로, PC와 디스플레이 장치들과 같이 복수의 상호 연결되는 플랫폼들의 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내용
[0013]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와 상호 연결되는 장치들 간에 비디오 및 오디오 처리를
분산시키는 방법은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와 나머지 장치들 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network transfer protocol)과 데이터 포맷(data format)을 결정하는 것을 수반한다. 로컬 네트
워크 내의 장치들 중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로컬 소스로부
터 오디오비주얼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로컬 네트워크 상의 적어도 하나의 장치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결정된 전송 프로토콜 및 데이터 포맷을 이용
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에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여 로컬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장치들에서 수행되는
처리 태스크들은 상보적이다. 본 방법은 로컬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장치들 내에서 놀고 있는 처리 능력이 비디
오 및 오디오 처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해준다.

[0014]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라,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장치(computing device)와 상호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하여, 컴퓨터 장치에서 수신된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
공된다. 본 방법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행될 제2 신호 처리 기능과 상보적인 제1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할
것과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들 중 선택된 하나와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포맷들 중 선택된 하나를 이용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들을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또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제1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선택된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하는 것, 그리고 선택된 데이터 포
맷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선택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0015]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라,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장치와 상호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
여 컴퓨터 장치에서 수신된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프리젠테이션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방법
은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행될 제2 신호 처리 기능과 상보적인
제1 신호 처리 기능을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수행할 것;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할 것; 및 상기 데이터 포맷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전송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로 전송할 것을 컴퓨터 장치에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상기 데이
터 포맷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신하는 것;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
터에 제2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및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프리
젠테이션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0016]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라,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장치와 상호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
여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방법은 선택된 전송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외부적으로 처
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의 일부분을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행될 제
2 신호 처리 기능과 상보적인 제1 신호 처리 기능을 그 일부분에 수행할 것; 및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할 것을 컴퓨터 장치에 명령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본 방법은 상기 전송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컴퓨터 장치로 일부분을 전송하는 것; 및 컴퓨터 장치
로부터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받아들여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0017]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장치와 상호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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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디스플레이 화면과 통신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공된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외부적
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제1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할 것을 컴퓨터
장치에 명령하도록 동작가능하다. 제1 신호 처리 기능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행될 제2 신호 처리 기능과 상
보적이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선택된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할 것과 상기 데이
터 포맷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선택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디
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할 것을 컴퓨터 장치에 명령하도록 또한 동작가능하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데이터 포
맷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에 제2 신호 처리 기능을 수
행하고; 수신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 프리젠테이션하도록 또한 동작가능하다.
[0018]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와의 상호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및 메모리와 통신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가 제공된다. 컴퓨터 장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서 수행될 제2 신호 처리 기능과 상보적인 제1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할 것; 컴퓨터 장치에서 지원되는 네트워
크 전송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이용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하
다. 컴퓨터 장치는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제1 신호 처리 기
능을 수행하도록 또한 동작가능하다. 컴퓨터 장치는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
딩하도록 또한 동작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장치는 상기 데이터 포맷의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로
컬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또한 동작가능하다.

[0019]

동반되는 도면들과 결합하여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검토한다면 본 발명의 다른 양상들
과 다른 특징들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자들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0]

도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오로지 예로서만 예시하는 것이다.
도 1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와 통신하는 개
인용 컴퓨터 장치와 상호 연결되는 예시적인 배치에 대한 도식(schematic diagram)이다.
도 2는 도 1의 컴퓨터 장치와 디스플레이 장치들 내의 다양한 블록들을 상세히 도시한 도식이다.
도 3은 도 2에서 도시된 컴퓨터 장치 중 GPU 내의 다양한 블록들에 대한 도식이다.
도 4는 도 2에서 도시된 컴퓨터 장치 중 오디오 프로세서 내의 다양한 블록들에 대한 도식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도 1의 컴퓨터 장치와 디스플레이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도시한 논
리적인 데이터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 도 1의 컴퓨터 장치와 디스플레이 장치 내의 논리적 개체들을 도시한
도식이다.
도 7은 2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과 컴퓨터 장치의 또 다른 예시적인 배치에 대한 도식이며,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서버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협동적으로 처리하도록 상호 연결되어 있
다.
도 8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협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 7에서 도시된 배치가 추가의 장치들을 포함
하도록 확장되는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한 도식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1]

도 1은 디스플레이 장치(102)의 간략화된 블록도를 예시한 것이며, 로컬 네트워크(118)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
터 장치(104)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임의적으로, 컴퓨터 장치(104)는 또한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상호 연결
되기 위하여 적합한 오디오/비디오 링크(110)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 장치(104)는 게이트웨이
(gateway) 장치(112) 및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106)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서버(108)와 통신
한다. 네트워크(106)는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한 유형의 원거리 네트워크
(wide area network, WAN)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컴퓨터 장치(104)를 통해 네트워
크(106)(예컨대, 인터넷)로부터 오디오/비디오 콘텐츠를 요청하여 수신한다.

[0022]

게이트웨이 장치(112)는 동축 케이블, DSL(digital subscriber line), 광링크(fiber-optic link) 등일 수 있는
데이터 라인(116)을 종단시키는 모뎀(modem)/라우터(router) 장치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라인(116)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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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와 네트워크(106)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치(112)는 모뎀이 데이터 라인(116)을 상호 연
결하거나 종단시키고, 라우터가 네트워크 케이블(114)을 이용하여 컴퓨터 장치(104)를 상호 연결하는 식으로,
라우터와 상호 연결되는 별도의 모뎀의 조합으로 임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네트워크 케이블(114)은 이더넷
(Ethernet) 케이블일 수도 있다.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에 도시된 배치와 같은 네트워킹된
환경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예컨대, 압축된 오디오 및 디지털 비디오)가 디지털 콘텐츠 서버(예컨대, 오디오 및
비디오 서버(108))로부터 클라이언트 장치(예컨대, 컴퓨터 장치(104))에 쉽게 수신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다운로드(download), 스트리밍(streaming), FTP 등을 통하여 장치(104)에 수신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오
디오비주얼 신호들은 위성 수신기, 디지털 지상파 수신기, 동축 케이블 등을 통하여 수신될 수 있다. 게다가,
블루-레이(Blu-ray), HD DVD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로컬 비디오 소스에서 디스플레이 장치(102) 상에 프리
젠테이션될 오디오비주얼 콘텐츠가 비롯될 수도 있다.
[0023]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세트와 같은 디지털 텔레비젼(DTV)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링크(110)는 DVI(digital
visual interface) 케이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케이블 또는 디스플레이포트
(DisplayPort) 호환 케이블일 수도 있다.

[0024]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는 네트워크(118) 상의 복수의 장치들로 분산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네트워크
(118) 상의 서로 다른 장치들간에 서로 다른 오디오/비디오 처리 능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비디오
분산 처리(distributed processing)가 바람직하다.

[0025]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는,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 태스크들이 오디오/비디오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어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네트워크(118)를 이용하여 장치들(예컨대, 장치(102)와 장치(104))간에 분산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처럼, 예시적인 장치들(장치(102)와 장치(104)와 같은)은 그들 간에 오디오 및 비
디오 데이터의 처리의 분산을 위한 데이터 교환 메카니즘(data exchange mechanism)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
여 네트워크(118)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교환 조정을 위해 네트워크(118)를 이용하면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부분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컴퓨터 장치(104)에서 부분적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치(102) 상에 프리젠테이션될 수 있다.

[0026]

도 2는 컴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102)의 간략화된 블록도를 예시한 것이다. 컴퓨터 장치(104)는 프
로세서(200)를 포함하며, 이 프로세서(200)는 AMD® 사의 x86 계열 마이크로 프로세서들과 호환되는 마이크로프
로세서와 같은 보편적인 중앙 처리 장치(cental processing unit, CPU)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세서(200)는
또한 PowerPC, Intel 사의 x86 또는 다른 아키텍처(architecture)일 수도 있다. 프로세서(200)는 집적된 인터
페이스 회로(204, 206)를 통하여 시스템 메모리 블록(210) 및 주변 장치들과 상호 연결된다.

[0027]

집적된 인터페이스 회로(204, 206)는 보통 각각 노스 브리지(North Bridge)와 사우스 브리지(South Bridge)로
지칭되고, 주변 장치들 및 메모리(210)에 대한 프로세서(200)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시된 것처럼, 인터페
이스 회로(204)는 그래픽 어댑터 카드(202), 시스템 메모리 블록(210) 및 인터페이스 회로(206)와 프로세서
(200)를 상호 연결한다. 사우스 브리지(인터페이스 회로(206))는 차례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08),
드라이브(212), 오디오 어댑터(218)(즉, 사운드 카드) 및 다른 저속 주변 장치들(미도시됨)과 상호 연결된다.

[0028]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 GPU)(240)는 어댑터 카드(202)의 일부를 형성한다. GPU(240)는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Sunnyvale)의 Advanced Micro Devices Inc. 사가 현재 공급하는 ATI
Radeon™ 계열의 그래픽 프로세서들 중 하나일 수 있다. 고속 확장 버스는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버스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GPU(240)는 컴퓨터 장치(104)의 마더보드
(motherboard) 상에 형성된 집적된 그래픽 포트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래픽 어댑터 카드(202)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0029]

오디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214)는 오디오 어댑터(218)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오디오 어댑터(218)는
장치(104) 내의 PCIe 고속 확장 버스와 상호 연결되는 PCIe 호환 사운드 카드일 수도 있다. DSP(214) 외에도,
오디오 어댑터(218)는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 필터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igital-to-analog converter),
증폭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30]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제어 회로(230), 디스플레이 화면(228), 스피커(232)와 같은 처리 회로를 포함할 수 있
다. 회로(230)는 수신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 있고, 디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처
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회로(230)는 처리된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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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출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화면(228) 및 스피커(232) 모두와 상호 연결될 수 있다.
[0031]

회로(230)는 주문형 반도체(applicat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로서 형성될 수도 있다. 회로(23
0)는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의 Advanced Micro Devices Inc. 사가 현재 공급하는 Xilleon™ 계
열의 디지털 비디오 프로세서들 중 하나를 포함할 수도 있다. 회로(230)는 MPEG 디코더일 수 있는 디코더(224),
메모리(242), 이더넷 컨트롤러(Ethernet controller)일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46) 및 스캔-레이트 변환
(scan-rate

conversion),

인터레이싱(interlacing),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노이즈

감소(noise

reduction), 스케일링(scaling), 컬러 보정(color correction), 콘트라스트 보정(contrast correction),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 선명도 향상(sharpness enhancement), 에지 향상(edge enhancement), 프레임 레이트
변환(frame rate conversion) 등을 책임지는 여러가지 서브-블록들(sub-blocks)(미도시됨)을 차례로 포함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서(220)를 포함할 수 있다.
[0032]

회로(230)는 또한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오디오 프로세서(216)를 포함할 수 있고, 오디오 디코딩
(audio decoding), 볼륨(volume), 밸런스(balance), 톤 조정(tone control), 이퀄라이제이션(equalization),
샘플링 레이트 변환(sampling rate conversion), 지연(delay), 동기화(synchronization) 등을 책임지는 블록들
을 포함할 수 있다.

[0033]

앞서 언급된 것처럼,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컴퓨터 장치(104)는 로컬 네트워크(118)에 의해 상호 연결될 수
있다. 로컬 네트워크(118)는 상호 연결되는 장치들 간에 양방향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기에 충분
한 대역폭을 갖는 임의의 종류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일 수 있다. 로컬 네트워크(118)는 유선 또는 무선일 수
있다.

[0034]

네트워크(118)는 예를 들면 IP 네트워크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118)를 구현하기 위해 이더넷(Ethernet), 블루
투스(Bluetooth) 또는 와이파이(Wi-Fi)와 같은 임의의 알려진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이 이용될 수 있다.
또는 독점적 통신 프로토콜이 이용될 수도 있다. 많은 대안들이 물론 가능하다. 로컬 네트워크(118) 외에도 장
치(102)와 장치(104)는 또한 HDMI 케이블일 수도 있는 링크(110) 또는 예컨대 USB 링크일 수도 있는 링크(244)
와 같은 추가적인 링크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상호 연결될 수도 있다.

[0035]

도 3은 장치(102) 내의 개별 블록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도식을 도시한 것이며, 이들 블록들은 전형적으로
GPU(240) 내에 구현된다. 이들 블록은 들어오는 비디오를 디코딩하고 처리하는데 이용된다. 블록들에는 디코더
(302),

스케일링

블록(324),

디인터레이스

블록(332),

프레임

레이트

변환기(frame

rate

converter,

FRC)(320), 컬러 스페이스 변환(color space conversion, CSC) 블록(328), 노이즈 감소 블록(326)이 포함된다.
[0036]

디코더(302)는 디코더(224)(도 2)와 유사한 MPEG 디코더일 수 있고 가변 길이 디코더(variable length
decoder, VLD)(312), 역양자화(inverse quantization, IQ) 블록(314), 역이산 코사인 변환기(inverse cosine
transformer, IDCT)(316),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 MC) 블록(318), 로컬 메모리(306) 등과 같은 복
수의 서브-블록들을 차례로 포함할 수 있다.

[0037]

동작에 있어서, 인코딩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가 NIC(208)를 통하여 네트워크(106)를 거쳐 콘텐츠 서버(108)로
부터 컴퓨터 장치(104)에 수신될 수 있다. 또는,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가 들어있는 블루-레이 디스크(BD) 또
는 HD DVD 디스크와 같은 적합한 매체가 드라이브(212)에 탑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치(104)는 디스크로부터
인코딩된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여 장치(102)로 전송할 수 있다.

[0038]

오디오 및 비디오 서버(108)와 같은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서버들은 전형적으로 전화 접속 라인들과
같은 저속 연결들을 수반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많은 유형의 네트워크들(및 클라이언트 장치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형적으로 이들 오디오 및 비디오 서버는 오디오비주얼(AV) 콘텐츠를 전송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장치들
과 전송 속도에 관해 협의(negotiate)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디오 데이터는 항상 최상의 가능한 비트 레이트
(bit rate)로 서비스 내지는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전형적으로 대상 클라이언트 장치들 중 가장 강력
하지 못한 장치가 이 비디오 또는 오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낮은 해상도 및/또는 프레
임 레이트로 AV 스트림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각 프레임의 해상도는 320x240 픽셀들로 제한될 수 있거나, 또
는 비트 레이트가 384kbit/s 근처로 제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디오비주얼 스트림들은 아주 낮은 비트 레이
트로 서버(108)로부터(네트워크(106)을 거쳐) 컴퓨터 장치(104)에 수신될 수 있다.

[0039]

게다가, 전형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의 오디오비주얼 콘텐츠는 흔히 이용가능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들을
탑재한 범용 CPU를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소수의 하지만 흔한 플랫폼에서만 디코딩가능한 포맷으로 전
송된다. 이러한 비디오를 디코딩하는데 필요한 툴들(tools)은 하드웨어 디코더(hard-wired decoder)들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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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장치들과 같은 다른 플랫폼들 상에서는 쉽게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CNN.com 이나
Youtube.com과 같은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 스트림을 제공하는 인기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웹사이트는, 전형
적으로 독점적 응용프로그램(예컨대, 플래쉬 비디오에 대한 Adobe Flash® Player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디코
딩될 수 있는 플래쉬 비디오(Flash Video, FLV), QuickTime, 또는 DivX 포맷으로 그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
만, Adobe Flash Player는 윈도우즈(Windows®) 및 맥OS(MacOS®), 리눅스(Linux) 및 유닉스(UNIX®)와 같은
흔한 운영체제들이 돌아가는 컴퓨터 장치들에서는 어디에서나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디지털 텔레비젼 세트 및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들에서는 쉽게 구현되지 않는다. 회로(230)와 같은 디지털 텔레비젼 세트의 회로들은 전형
적으로 돌비 디지털 AC3(Dolby Digital AC3) 오디오 또는 MPEG 인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감싸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MPEG TS)과 같은 표준화된 스트림 포맷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맞
춰져 있다.
[0040]

장치(104)에 수신된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림과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예상되는 입력 포맷 간의 이러한
포맷의 비호환성은 트랜스코딩(transcoding)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장치(104)는 하나의 포맷
(예컨대, 매크로미디어(Macromedia) FLV)으로 스트림을 수신하는 프록시(Proxy)로서 역할할 수 있고 그 스트림
을 또 다른 포맷(예컨대,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트랜스코딩할 수 있다. 이는 디스플레이 장치(102)(디지
털 텔레비젼 세트일 수 있음)가 컴퓨터 장치(104)에 의해 출력되는 MPEG TS를 수신하고, 처리하여, 그 화면
(228) 상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상, 장치(104)가 수신된 스트림을 먼저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비
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장치(102)에서 예상되는 포맷으로 인코딩한다.

[0041]

아주 낮은 비트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시(raw)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는 보통 전송 전에 서버(108)에
서 고도로 압축되고 인코딩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고도의 압축된 데이터 스트림들은 디코딩되고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 아주 현저한 비디오 및 오디오 아티팩트(artifact)를 유발한다. 이들 아티팩트에는 블록키 프레임들
(blocky frames)(매크로블록들의 경계가 눈에 보임), 모스키토 노이즈(mosquito noise), 낮은 프레임 레이트,
모노 오디오(mono audio) 등이 포함된다.

[0042]

시각적인 왜곡은 PIP(picture-in-picture)나 PIG(picture-in-graphics)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비디오가 전체 화
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스케일링될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치(104)로부터 수신된 MPEG TS를 디코딩하
는 것 외에도,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이러한 스트림들이 전체 화면으로 보여질 때 스케일링, 필터링, 노이즈
감소, 에지 향상, 아니면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비디오 처리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 요구
될 수 있다. 유사하게 동기화, 이퀄라이제이션 등과 같은 오디오 처리 기능들이 장치(102)에서 수행될 수 있다.

[0043]

불행하게도, 장치(102)와 같은 임의의 한 장치의 디스플레이/오디오 처리 용량은 처리 회로(예컨대, 회로(23
0))의 최대 동작 속도 뿐만 아니라 유한한 메모리 양(예컨대, 메모리(242))에 의해 제한된다. 이와 같이, 충분
히 이용될 때조차도, 회로(230)는 적시에 재생하기 위해 수신된 오디오비주얼 스트림을 적절히 처리하기에 충분
히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0044]

따라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컴퓨터 장치(104)가 필수적인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처리 태스크들
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행하도록 디스플레이 장치(102)를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처리 태스크들의 일부를 컴퓨터 장치(104)에 떠넘길 수 있다.

[0045]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컴퓨터 장치(104) 간에 신뢰성있는 데이터 교환 메카니즘이 바람직하다. 컴
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102) 간의 이러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물리적 매체(physical medium)는 로컬
네트워크(118)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로컬 네트워크(118)는 장치(102)와 장치(104)
간의 임의의 통신 링크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컬 네트워크(118)는 802.3i, 802.3u와 같은 IEEE 이더넷 표준
에 부합하는 유선 링크 또는 블루투스나 802.11a에 부합하는 무선 링크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IP 네트워크일 수
있다.

[0046]

컴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 표준과 호환될 수 있다. UPnP AV
아키텍처, 버전 1.0(UPnP AV Architecture, Version 1.0)에서 미디어 서버(예컨대, PC, DVD 플레이어)로부터
미디어 렌더러(media renderer)(예컨대, TV, 디스플레이, 스피커)로 미디어 콘텐츠(예컨대, 영화, 사진, 음악)
의 흐름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 프레임워크(architectural framework)가 서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하여 원용한다. 게다가, 로컬 네트워크(118)을 통한 데이터 교환은 UPnP 표준을 이용하는
DLNA(Digital Network Living Alliance)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할 수 있다.

[0047]

UPnP 호환 장치들은 IP 프로토콜 계층 상의 UDP 또는 TCP 프로토콜 계층 위에서 돌아가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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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상에서 메세지들을 교환한다. IP 계층은 물론 이더넷, 블루투스
등과 같은 많은 유형의 물리 계층 및 데이터 링크 계층들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0048]

편리하게도, 로컬 네트워크(118)와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46)를 가진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같
은 네트워킹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하드웨어 변경없이도 UPnP 표준에 부합하도록 쉽게 조정될 수 있다.
UPnP는 TCP/IP, HTTP, XML과 같은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open standard protocol)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컬 네
트워크(118)는 네트워크 케이블(예컨대, 이더넷 케이블), 무선 라디오(radio frequency, RF), 전화선, 전력선
등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유선 또는 무선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0049]

UPnP에 따르면, 데이터 교환은 소스 장치(미디어 서버), 싱크 장치(미디어 렌더러), 및 제어 포인트(control
point)를 수반한다. 제어 포인트는 임의의 특정 콘텐츠 데이터 포맷이나 전송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이고, 미디어
서버와 미디어 렌더러 간의 콘텐츠 데이터 전송을 조정한다. 제어 포인트, 미디어 서버, 미디어 렌더러는 모두
논리적 개체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개체는 별도의 장치들에서 각각 구현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필요에 따
라 하나 이상의 물리적 장치들에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어 포인트와 미디어 렌더러는
모두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같은 단일 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반면, 미디어 서버는 컴퓨터 장치(104) 상
에서 구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제어 포인트와 미디어 서버는 단일 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앞서 인용된 UPnP 아키텍처 문서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와 같이 다양한 배치들이 가능하다.

[0050]

UPnP 장치들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는 상태 변수들과 역할들을 정의한다. UPnP 네트워크 내
의 제어 포인트는 몇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한다. 이들 태스크에는 네트워크 상의 다른 장치들을 찾는 것, 원하
는 콘텐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콘텐츠를 프로토콜에 매치(match)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프로토콜들을 식별
하는 것, 장치들을 설정하는 것,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콘텐츠 전송을 개시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션
(session)이 끝난 후에 정리(clean up)하는 것이 포함된다.

[0051]

주어진 UPnP 장치들의 각 서비스는 상태 변수들이 바뀌면 이벤트 메세지들을 전송하여 업데이트들을 발행
(publish)한다. 제어 포인트는 이 이벤트 메세지들을 통해 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구독(subscribe)할 수
있다. 이벤트 메세지들은 상태 변수들의 이름들과 그 변수들의 현재 값을 가지고 있다. 복수의 제어 포인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벤트 메세지들이 모든 구독자(subscriber)들에게 전송되고 구독자들은 이벤트들과 관련
된 모든 상태 변수들에 대한 이벤트 메세지들을 수신한다.

[0052]

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는, 로컬 네트워크(118)가 컴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102)를 상호 연결하는
이더넷 근거리 네트워크일 수 있다. 제어 포인트는 디스플레이 장치(102)의 일부로서 형성될 수 있다. 제어 포
인트는 또한 컴퓨터 장치(104) 상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인증(authentication), 비디오 배치(video placement), 미디어 위치(예컨대, URL) 특정 등을 위해 UPnP 프로토
콜을 통해 서로 통신한다.

[0053]

제어 포인트 외에도,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컴퓨터 장치(104) 각각은 미디어 렌더러 및/또는 미디어 서버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컴퓨터 장치(104)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미디어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탑재된 컴퓨터 장치(104)는 네트워크(106)(예컨대, 인터
넷)로부터 수신되어 트랜스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102)로 전송할 수 있다.

[0054]

반대로,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실행되는 미디어 서버 구성요소(미도시됨)가 컴퓨터 장치(104)로부터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를 컴퓨터 장치(104)의 미디어 렌더러 구성요소로 되돌려 전송하여 처리되도록 할 수 있고, 그럼
으로써 일부 비디오 처리 단계들을 떠넘길 수 있다.

[0055]

도 5는 본 발명의 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컴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실행되는 미디어 서버
와 미디어 렌더러 구성요소들 간의 데이터 전송을 도시한 논리적 데이터 전송도이다.

[0056]

도시된 것처럼, 장치(104)와 장치(102)는 그들의 처리 능력을 교환한다(502, 506). 이를 위하여, 장치(104)는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검색(retrieval)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전송 프로토콜들과 데이터 포맷들의 리스트를
특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장치(102)가 장치(102)와 장치(104)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특정 전송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선택할 수 있다.

[0057]

뿐만 아니라 장치(102)는 장치(104)에게 예컨대 MPEG 블록 아티팩트 감소와 같은 특정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처
리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504). 이는, 예를 들면, MPEG 블록 아티팩트 감소 기능이 장치(104)에
서 우월하다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장치(104)에서 수행되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신호 처리 기능들은 처리된
데이터가 장치(102)에서 수신되면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수행될 임의의 신호 처리 기능들과 상보적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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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058]

장치(102)는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요청(request)할 수 있다(510). 장치(104)는 어느 오디오 또는 비디오 처리
태스크들을 수행할 지에 대한 명령들을 수신할 수 있다(508). 장치(104)는 또한 데이터 요청(request for dat
a)을 수신할 수 있다(512). 장치(104)는 비디오 및 오디오 서버(108)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514) 그
전에 협의된 처리 태스크(예컨대, MPEG 블록 아티팩트 감소 및 요구되는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임의의 트랜스코딩)를 수행할 수 있다.

[0059]

컴퓨터 장치(104)는 네트워크(106)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여(예컨대, 인터넷으로부터 FLV로 인코딩된 AV), 수신
된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장치(102)에서 예상되는 포맷으로 인코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컴퓨터 장치(104)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장치(102)로 전송할 수 있다(518).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 데이터
는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MPEG TS)로 전송될 수 있다.

[0060]

그런 다음, 장치(104)는 MPEG 포맷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102)로 전송할 수 있다(518).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오디오비주얼 콘텐츠를 추출하기 위해 일부 내부적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디
스플레이 장치(102)에서 수행될 수 있는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의 내부적 처리에는 예컨대 수신된 MPEG 스트림의
디코딩이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추가적으로 상보적인 처리를 수행한 후 처리된 데이터를 디스플레
이할 수 있다(520).

[0061]

언급된 것처럼,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UPnP 호환일 수 있고 제어 포인트를 구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
(102)의 제어 포인트는 미디어 서버로부터 미디어 렌더러로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 프로토콜 및 데이터
포맷을 결정한다. 예시적인 전송 프로토콜들에는 IEEE-1394, HTTP GET, RTSP/RTP 등이 포함되고, 예시적인 데이
터 포맷들에는 MPEG2, MPEG4, MP3, WMA, JPEG 등이 포함된다. 또는 제어 포인트가 장치(104)에 속하거나 장치
(104) 및 장치(102)와 통신하는 또 다른 장치에 속할 수도 있다.

[0062]

컴퓨터 장치(104)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수행되는 처리는 디코딩, 필터링, 노이스 감소, MPEG 블록 아
티팩트 감소, 스케일링, 디인터레이싱, 스캔 레이트 변환,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감마 보정, 선명도 향
상, 에지 향상, 프레임 레이트 변환 등을 포함하는 보통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 처리 태스크들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오디오와 관련된 다른 태스크들에는 톤 처리, 이퀄라이제이션, 3차원 가상화, 또는 한 오디오 포맷으
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트랜스코딩이 포함될 수 있다.

[0063]

대체 실시예들에서는, 컴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102)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임의의 네트워크 매체와 프로토콜이 이용될 수 있다. 게다가, 전력선, 블루투스,
와이파이, 파이어와이어(IEEE 1394), 적외선(intrared) 등의 상에서 수립되는 임의의 상호 연결이 UPnP 네트워
크를 설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0064]

도 6은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컴퓨터 장치(104)에서 실행되는 예시적인 논리적 UPnP 개체들을 예시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장치(102)와 컴퓨터 장치(104)에는 동일한 물리적 장치 상에서 모두 실행되는 미디어 서버
구성요소, 제어 포인트 및 미디어 렌더러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UPnP 호환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 있다.

[0065]

따라서, 도시된 것처럼,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UPnP 미디어 렌더러(102-2)와 UPnP 제어 포인트(102-3)를 가질
수 있다. 유사하게, 컴퓨터 장치(104)는 미디어 서버(104-1)로서 역할할 수 있다. 장치(104)는 임의적으로 미디
어 서버와 제어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고, 동시에 장치(102)도 또한 임의적으로 미디어 렌더러를 포함할 수 있
다(명확히 예시안됨). 미디어 렌더러는 미디어 서버(논리적 소스 장치)로부터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받아들이
는 논리적인 싱크 장치이다.

[0066]

미디어 렌더러(102-2) 및 미디어 서버(104-1)의 처리 능력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602), 제어 포인트
(102-3)는 오디오비주얼 데이터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정할 수 있고(604), 미디
어 렌더러(102-2)와 미디어 서버(104-1) 간에 처리 태스크들을 나눌 수 있으며(606), 이에 따라 수행될 신호 처
리 명령들을 전송할 수 있다(608).

[0067]

미디어 서버(104-1)는 UPnP 호환 요구조건들과 일치하는 디스플레이 장치(102)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장
치(104)에서 지원되는 전송 프로토콜들과 데이터 포맷들의 리스트를 명시할 수 있다.

[0068]

그러면 제어 포인트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 포맷과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은 당연히 미디어 서버와 렌더러 모두
에서 지원될 것이다. 일단 선택되면, 그 데이터 포맷과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은 주어진 세션 내내 미디어 렌
더러(102-2)와 미디어 서버(104-1)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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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9]

그 뒤에, 장치(104)가 예컨대 게이트웨이 장치(112)로부터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614),
수신된 오디오비주얼 콘텐츠에 미디어 서버(104-1)가 엑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미디어 서버(1041)는 수신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엑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고(616), 트랜스코딩할 수 있으며
(선택된 데이터 포맷으로), 합의된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118)를 통해 장치(102)로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618).

[0070]

미디어 서버(104-1)는 각 콘텐츠 아이템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전송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을 지원할 수 있고
또는 주어진 콘텐츠 아이템의 포맷을 즉시(on the fly)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미디어 서버(104-1)가 FLV 포맷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며, 처리된 데이터를 MPEG 트랜스포트 스트
림 포맷으로 인코딩하거나 트랜스코딩하여, 그것을 미디어 렌더러(102-2)(즉, 디스플레이 장치(102))로 전송할
수 있다.

[0071]

물론 장치(104)(즉, 미디어 서버(104-1))가 PC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장치(104)는 VCR, CD/DVD 플레이어, 주
크박스(jukebox),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PC, 셋톱박스, 위성 수신기, 디지털 지상파 수신기, 오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등일 수 있다.

[0072]

언급된 것처럼, 제어 포인트(102-3)는 미디어 서버(104-1)로부터 미디어 렌더러(102-2)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
콘텐츠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전송 프로토콜 및 데이터 포맷을 결정할 수 있다(604). 예시적인 전송 프로토콜
들에는 IEEE-1394, HTTP GET, RTSP/RTP 등이 포함되고, 예시적인 데이터 포맷에는 MPEG2, MPEG4, MP3, WMA,
JPEG 등이 포함된다. 제어 포인트(102-3)는 장치(104)로부터 장치(102)로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들을 수신할 수 있다.

[0073]

컴퓨터 장치(104)로/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예컨대, HTTP GET) 및 데이터 포맷
(예컨대, MPEG)을 결정하거나 선택한 후에,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
해 오디오비주얼 입력 데이터에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기능(예컨대, MPEG 블록 아티팩트 감소)을 수행할 것;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선택된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할 것; 그리고 선택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협의된 데이터 포맷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컴퓨터 장치(104)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런 다
음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즉, 장치(104)에서 처리되는)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장치(102) 상에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다.

[0074]

디스플레이 장치(102)가 컴퓨터 장치(104)에게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처리 기능(예컨대, MPEG 블록 아티팩
트 감소)은 디스플레이 장치(102)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처리 기능들(예컨대, 디인터레이싱, 컬러 스페이
스 변환, 콘트라스트 보정, 감마 보정, 선명도 향상 및 에지 향상)과 상보적일 수 있다. 즉, 디스플레이 장치
(102)는 일부 처리 기능들을 떠넘김으로써 수신된 스트림에 상보적인 처리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0075]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장치(104)에게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MPEG 스트림으로 트랜스코딩하여 전
송하기 전에 MPEG 블록 아티팩트 감소를 수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관찰될 수도 있는 블록키 아티팩트(blocky
artifact)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링을 떠넘길 수 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102)는 UPnP 소스(미디어 서버
(104-1))에게 이미 처리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예컨대, MPEG 블록키 아티팩트 감소가 수행된)를 UPnP 싱크(미
디어 렌더러(104-2))로 전송할 것을 명령하기 위하여 UPnP 제어기(제어 포인트(102-3))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
터 포맷을 일치시키는데 필수적일 수 있는 트랜스코딩 외에도, 적어도 하나의 신호 처리 태스크가 장치(104)로
떠넘겨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렌더러(104-2)가 처리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렌더링할 수 있다(610).

[0076]

MPEG 스트림으로 인코딩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면, 미디어 렌더러(102-2)는 디스플레이될 픽쳐
들(pictures)(데이터의 필드(field)들이나 프레임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디코더(224)를 이용하여 수신된 MPEG
TS를 디코딩할 수 있다.

[0077]

미디어 서버(104-1)와 미디어 렌더러(102-2)는 각각 미디어 서버(102-1) 또는 미디어 렌더러(104-2)에서의 상태
변화를 제어 포인트(102-3)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제어 포인트(102-3)로 이벤트 통지(notification)들을 전송할
수 있다.

[0078]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받으면, 미디어 렌더러(102-2)는 필터링, 노이즈 감소, 프레임 레이트 변환 등과 같은
임의의 추가적인 이미지 처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세서(200) 및/또는 GPU(240)를 이용할 수 있다.

[0079]

대체 실시예들에서는, 장치(102)에서 수신된 데이터의 일부분이 추가의 처리를 위해 장치(104)(또는 로컬 네트
워크(118) 상의 또 다른 장치)로 되돌려 전송될 수 있고, 그런 다음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장치(102)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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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될 수 있다. 따라서 처리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또 다른 UPnP 미디어 서버 인스턴스(instance)가 장
치(102)에 존재할 수 있고, 데이터 교환을 조정하는 해당 제어 포인트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UPnP 미디어 렌더러의 해당 인스턴스가 장치(104)(또는 네트워크(118) 상의 또 다른 장치)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서버, 렌더러 및 제어 포인트 인스턴스들이 또한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장치(102)로 되
돌려 전송하기 위하여 존재할 수 있다. UPnP 미디어 서버들은 복수의 미디어 렌더러들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고, 미디어 서버(104-1)가 장치(102)로 복수의 스트림들을 전송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0080]

대체 실시예들에서는, 복수의 장치들이 수신된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한 간략화된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에 도시된 배치는 도 1에 도시된 실시
예와 유사하다. 따라서 비슷한 구성요소들은 도 7의 것들과 도 1의 해당 구성요소들을 구별하는데 이용되는 작
은따옴표(')를 붙여 유사한 라벨로 표시된다. 도시된 것처럼, 2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702A, 702B)(개별적이고
총괄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들(702))이 적합한 로컬 네트워크(118'), 비디오 링크(110') 또는 다른 임의적 링크
(244')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장치(104')와 상호 연결된다. 컴퓨터 장치(104')는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통
신 네트워크(406)를 통해 비디오 서버(408)와 통신한다. 디스플레이 장치들(702A, 702B)은 링크(710)에 의해 서
로 연결될 수 있다.

[0081]

디스플레이 장치들(702A, 702B)은 첨단 디스플레이 장치들(예컨대, DTV 또는 디지털 HDTV)일 수 있다. 비디오
링크(110')는 도 1의 비디오 링크(110)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들(702A, 702B)은 제어
회로들(704A, 704B), 디스플레이 화면들(706A, 706B) 및 스피커들(704A, 704B)과 같은 처리 회로를 각각 포함
할 수 있다. 회로들(704A, 704B)은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

[0082]

회로들(704A, 704B)은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로 형성될 수 있다. 회
로(704A)와 회로(704B)는 서로 다른 처리 능력과 내부 메모리를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로(704B)가 회로
(704A)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회로(704A)는 Xilleon-240™ 디지털 비디오 프로세서일 수 있는
반면 회로(704B)는 Xilleon-260™ 디지털 비디오 프로세서일 수 있고, 둘 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의
Advanced Micro Devices Inc. 사가 공급한다.

[0083]

회로들(704A, 704B) 각각은 MPEG 디코더 블록과, 스캔 레이트 변환, 인터레이싱, 디인터레이싱, 노이즈 감소,
스케일링, 컬러 보정, 콘트라스트 보정, 감마 보정, 선명도 향상, 에지 향상, 프레임 레이트 변환 등의 기능들
중 하나 이상을 책임지는 이미지 처리 블록을 가질 수 있다.

[0084]

동작에 있어서, 회로(704A)의 처리 능력(또는 메모리 크기)은 장치(104')로부터 디스플레이(702A)로 수신된 비
디오 스트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도 7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
(702A)가 필수적인 비디오 처리 태스크들 중 적어도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
(702B)가 이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스플레이 장치(702A)가 그 처리 태스크들 중 일부를 디스플레이 장치
(702B)에 떠넘길 수 있다.

[0085]

특히, 회로(704B)가 회로(704A)보다 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704A)가 필터링, 노이즈 감소, 디인터레이
싱 또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과 같은 일부 처리 태스크들을 회로(704B)에 떠넘기고 그 자신은 다른 태스크들(예
컨대, 스케일링)을 수행한다면 도 7의 배치의 전반적인 성능은 개선될 수 있다.

[0086]

링크(710)는 이더넷 링크일 수 있고, 이더넷 링크는 디스플레이 장치들(702A, 702B) 간의 UPnP AV 호환되는 통
신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 통신은 인밴드(in-band)일 수 있는(표준 UPnP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 반면, 데이
터의 전송은 아웃오브밴드(out-of-bance)일 수 있다(비-UPnP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

[0087]

구체적으로 도 5와 도 6에서 도시된 데이터 및 신호의 교환들이 디스플레이 장치들(702A, 702B) 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디스플레이 장치들(702A, 702B)는 각각 디스플레이 장치(102) 및 컴퓨터 장치(104)와 유사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0088]

대체 실시예들에서는, 비디오 처리 태스크들이 도 7에 도시된 3개의 장치들, 즉 컴퓨터 장치(104'), 디스플레이
장치(702A) 및 디스플레이 장치(702B) 모두로 분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디스플레이 장치(702A)는 비디오 처리
태스크들 중 제1 부분을 컴퓨터 장치(104')에 떠넘기고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 장치(702B)에서 처리되도록 보낸
다. 분산시키지 않았다면 놀고 있었을 컴퓨터 장치(104')와 디스플레이 장치(702B)의 가용 처리 능력을 활용함
으로써 상기 배치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다.

[0089]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702A)는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
분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장치(702A)는 컴퓨터 장치(104')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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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B)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장치(104')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702B)는
전송된 데이터의 일부분을 받아들여, 처리하고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즉, 장치(702A)의 외부에서 처리되
는)를 출력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장치(702A)는 외부적으로 처리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디
스플레이 화면 상에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다.
[0090]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7의 배치는 필요에 따라 비디오 및 오디오 처리 태스크들을 공유하는 N개의 장치
들로 확장될 수 있다. 앞서 서술된 UPnP 아키텍처는 복수의 장치들과 이용되도록 쉽게 확장가능하다.

[0091]

이에 따라, 도 8은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는 컴퓨터 장치(104")와 N개의 네트워킹된 장치들(8021, 802-2, 802-3, …, 802-N)(개별적이고 총괄적인 장치들(802))의 도식을 도시한 것이다. 컴퓨터 장치(104")
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106)(예컨대, 인터넷)를 통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버(108)와 통신한다. 장치(8021)는 복수의 스피커들(804A, 804B, 804C, 804D)(개별적이고 총괄적인 장치들(804))과 상호 연결될 수 있다. 도
시된 것처럼, 장치들(802)에는 개인용 컴퓨터들, 랩톱들(laptops), 디스플레이 장치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0092]

동작에 있어서, 도 7에서 도시된 실시예에 대해 서술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UPnP를 이용하여 오디오비주얼 콘
텐츠가 컴퓨터 장치(104")에서 수신되어 트랜스코딩되고 디스플레이 장치(802-1)로 전송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장치(802-1)는 비디오 처리를 위해 수신된 오디오비주얼 콘텐츠의 일부분들을 하나 이상의 장치들(802-2, 8023, …, 802-N)로 전송할 수 있다. 장치들(802-2, 802-3, …, 802-N) 각각은 특정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처리
태스크(예컨대, 스케일링, 블록 아티팩트 감소, 노이즈 감소, 샘플링 레이트 변환, 이퀄라이제이션 처리 등)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장치(802-1) 혼자서 부담했을 연산 부하(computational load)를 효율적
으로 나눠가질 수 있다.

[0093]

예를 들면, 장치(802-1)에 부착된 스피커들(804)을 이용하여 서라운드 음향 오디오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
기 위하여, 장치들(802-2, 802-3, …, 802-N) 중 하나 이상은 장치(802-1)로부터 모노 오디오를 수신하여 가상
화한 후 별도의 오디오 채널 스트림들을 장치(802-1)로 다시 재전송할 수 있다. 그 뒤에 장치(802-1)는 처리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를 장치들(802-2, 802-3, …, 802-N) 각각으로부터 수신하여 처리된 데이터를 화면과 스피
커들(804)에 출력한다.

[0094]

실시예들에는 UPnP 네트워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UPnP 네트워크에서는 필요에 따라 미디어 렌더러 및 제어 포
인트; 또는 미디어 서버 및 제어 포인트; 또는 미디어 서버만, 미디어 렌더러만, 제어 포인트만을 구현하는데
단일의 물리적 장치가 이용될 수 있다. 이들 논리적 인스턴스에 대한 많은 구현예들이 가능하다. 게다가, 네트
워크 장치들(802)은 모두 PC이거나 디스플레이들일 필요는 없고, 임의의 적합한 UPnP 호환 장치들이면 된다.

[0095]

기술적으로 숙련된 독자는 UPnP의 이용이 서술된 실시예들에서는 오로지 예시적인 것이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프리젠테이션되기 전에 비디오의 공유 처리에 수반되는 다양한 장치들 간에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이용가능하
게 하기 위해 다른 독점적인 프로토콜들이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것이다.

[0096]

당연히, 앞서 서술된 실시예들은 오로지 예시적인 것일뿐 절대로 제한적인 것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본 발명
의 실시로서 서술된 실시예들은 형태, 부품들의 배치, 동작의 상세 및 순서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오히려, 본 발명이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범위 내에 이러한 모든 변경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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