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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 A/V(Audio/Video)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탈 티브이(DTV), 디지탈 브이씨알(DVCR), 디지탈 다기능

디스크 (DVD) 플레이어등을 모두 지원하는 디지탈 A/V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일정 규격(IEEE 1394)을 갖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이용하여 단순히 모니터와 스피커를 공유한 형태의 단

순조합에 의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디지탈 A/V 기기들을 단순조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될 경우, 이를 구현하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IEEE 1394의 규격의 경우 많은 가정내의 각종 기기들을 연결하는 데에는

좋으나, 디지탈 A/V 기기들을 서로 인터페이스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H/W)가 너무 많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탈 A/V 시스템에 있어, 서로 중복되

는 여러 블록을 통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탈 A/V 시스템에서는 MPEG 표준을 채택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즉 비디오는 MPEG2로 압축된 비트열을, 오디오는 MPEG 또는 돌비(dolby AC-3) 방식

으로 압축된 비트열을, 시스템은 MPEG2 시스템에 따라 다중화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또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지원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대표도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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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HDTV(High Desity Television) 수신기의 구성 블록도.

  도 2는 일반적인 DVCR의 구성 블록도.

  도 3은 DVD 플레이어의 구성 블록도.

  도 4는 디지탈 기기들을 종합하여 구현한 종래 A/V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 디지탈 A/V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있어서,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의 상세 구성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A/V(Audio/Video) 시스템에 있어서, 디지탈 티브이(DTV), 디지탈 브이씨알(DVCR), 디지탈 다기능

디스크 (DVD) 플레이어등을 모두 지원하는 디지탈 A/V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A/V 시스템은 TV, VCR, 오디오 등의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media)를 재생,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의 A/V 시스템은 대부분이 아날로그(analog) 형태의 비디오, 오디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NTSC 비디오

신호와 두 채널의 디지탈/아날로그(D/A)로 변환된 오디오 신호를 입출력의 포맷(format)으로 해서 상호 신호를 교환하며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디지탈 멀티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TV,VCR, 오디오등에 있어, 시간,공간의 제약없이 영상을 시청하고 음성

이나 음악을 듣는 등의 그 고유한 기능은 변하지 않지만, 영상의 해상도나 음악의 채널수등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구현하

는 방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HDTV(High Desity Television) 수신기의 구성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며, 도 2는 DVCR의 구성블록도

를, 도 3은 DVD 플레이어의 구성블록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도시된 도면을 살펴볼때, 모든 A/V 신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 변환되어 내부에서 처리되고, 상당한 양의 디지

탈 데이타들을 효과적으로 저장, 전송하기 위해서 압축/신장 기술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기술 구성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1의 HDTV는 튜너(11)를 통해 선국되어진 TV신호는 VSB 복조기(Vestigial Sideband demodulator)(12)에 입

력된다.

  VSB 복조기(12)에서는 VSB 변조되어 수신된 TV신호를 VSB 복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트랜스포

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을 얻게 된다.

  상기와 같이 VSB 복조기(12)에서 얻어진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TS demux)(13)를 통해서 오디

오 스트림과 비디오 스트림으로 분리되고, 이들 분리된 각각의 스트림은 해당 비디오 복호기(decoder)(14) 및 오디오 복

호기(16)를 통해 부호화된 스트림을 해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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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해독이 완료되면, 비디오 스트림은 영상표시처리부(VDP: Video Display Processor)(15)를 통해 HD 모니터

(17)로 표시되고, 오디오 스트림은 스피커(speaker)(18)를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도 2의 DVCR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상기 HDTV에서와 동일하게 튜너(21)를 통해 수신된 신호는 VSB 복조기(22),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23)를 통해 트랜

스포트 스트림을 얻어낸다.

  이와 같이 얻어낸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기록 재생부(29)를 통해 테이프에 기록된다.

  이때,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녹화하면서, 시청하기를 원한다면,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23)에서 얻어진 신호는 각각 비

디오 복호기(24) 및 오디오 복호기(26)에도 전달되므로, 상기 HDTV 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표시 및 출력된다.

  그리고, 테이프에 기록된 내용을 재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록 재생부(29)에서 테이프로 읽어낸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트

랜스포트 역 다중화부(23)에서 상기와 같이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복호기(24,26)에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테이프의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도 3에 도시된 DVD 플레이어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DVD 롬(ROM)(31)을 이용하여 DVD 디스크를 읽어내고, 이와 같이 읽어낸 프로그램 스트림(program stream)을 프로

그램 스트림 역 다중화부(32)에서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 및 서브 픽쳐(sub picture)로 분리하게 된다.

  이후, 상기 분리된 비디오 스트림과 서브 픽쳐는 SD 비디오 복호기(33)로 출력되어 해독된 후, 영상표시처리부(34)를 통

해 SD 모니터(36)에 표시된다.

  그리고, 상기 분리된 오디오 스트림은 오디오 복호기(35)를 통해 해독되어 스피커(37)를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이와 같이, 디지탈 A/V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달리 표준에서 정한 스트림들이 디지탈 형태의 입출력을 기본으

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DTV와 디지탈 DVCR에서는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 표준(ISO/IEC 13818-1)에서 정한 트랜

스포트 스트림이, DVD 플레이어에서는 프로그램 스트림이 입력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전송로와 저장 매체의 특징에 따라서 이 스트림들이 에러정정 부호화되고, 또한 변조되어 전송되고 저장되

지만, 이를 복조하고 에러정정 복호화되면 다시 이 스트림들이 얻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스트림들은 각각의 스트림내에 압축된 비디오, 오디오 스트림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

정보들, 즉 A/V 동기를 맞추기 위한 시간 정보들이 스트림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탈 A/V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 아날로그 방식과는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NTSC 복합 비디오 신호(composite video signal)와 D/A로 변환된 두 채널의 오디오 신호

등이 각각의 기기를 연결하는 입출력의 신호로 사용되고 있지만, 디지탈 시스템에서는 상기에서와 같이 각종 표준 스트림

들이 입출력의 기본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를 감안하여 도 4에서와 같은 A/V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는 바, 도 4는 상기와 같은 스트림들을 상호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디지탈 기기들을 종합하여 A/V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이는 일정 규격(IEEE 1394)을 갖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이용하여 단순히 모니터와 스피커를 공유한 형태의 단순조

합에 의한 것으로, 상기 IEEE 1394의 규격은 가정내의 각종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디지탈 A/

V의 인터페이스도 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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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기와 같이 디지탈 A/V 기기들을 단순조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됨에 있어, 이를 구현하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상기에서 언급한 IEEE1394의 규격의 경우 많은 가정내의 각종 기기들을 연결하는 데에

는 좋으나, 디지탈 A/V 기기들을 서로 인터페이스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H/W)가 너무 많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탈 A/V 시스템에 있어, 서로 중복되

는 여러 블록을 통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탈 A/V 시스템에서는 MPEG 표준을 채택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즉 비디오는 MPEG2로 압축된 비트열을, 오디오는 MPEG 또는 돌비(dolby AC-3) 방식

으로 압축된 비트열을, 시스템은 MPEG2 시스템에 따라 다중화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또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지원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은 수신용 및 재생용 튜너부의 출력신호를 각각 복조하는 VSB 복조기

와 저장매체의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롬으로 이루어진 디지탈 기기의 신호 입력수단과, 상기 디지탈 기기의 신호 입력수단

으로부터 각각 입력되는 신호 각각의 규격에 맞는 신호처리를 실행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제어신호에 따른 신호를 선택

적으로 복호화하여 HD급 및 SD급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으로 분리출력하는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수단과, 상기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수단으로 부터 출력되는 HD급 및 SD급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 각각에 대해 복호화하는

HD급 및 SD급 영상 복호화수단 및 음성 복호화수단과, 상기 HD급 및 SD급 영상 복호화수단으로부터 처리된 영상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입력된 영상신호를 처리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이를 영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영상표시수

단 및 상기 음성 복호화수단으로부터 처리된 음성신호를 외부로 전달함과 아울러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

출력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와 같은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 디지탈 A/V 시스템의 구성 및

작용을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그 실시예로써,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에서는 DTV, DVCR, DVD의 기능을 디지탈 A/V

시스템으로 구현한 실시예로써, TV 신호를 선국하는 DTV용 튜너부(101) 및 DVCR용 튜너부(201)와, 튜너부(101,201)

각각으로 부터 선국 출력되는 TV 신호를 VSB 복조하여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각각 출력하는 VSB 복조기(102,202)와,

DVD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타를 읽어들여 프로그램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DVD 롬(301)과, 테이프에 기록된 데이타의 재

생 및 입력되는 신호를 테이프에 기록하는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와, 상기 VSB 복조기(102,202)와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 및 DVD 롬(301)으로 부터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및 프로그램 스트림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는 기

능에 해당하는 신호를 선택하여 복호화하고 비디오 스트림(VS1,VS2)과 오디오 스트림(AS1,AS2)으로 분리하여 출력하

는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와, 상기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로 부터 출력되는 비디오 스트림(VS1)을 HD급 영

상신호로 복호화하기 위한 HD 비디오 복호기(104)와, 상기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로 부터 출력되는 비디오 스트림

(VS2)을 SD급 영상신호로 복호화하기 위한 SD 비디오 복호기(204)와, 상기 HD 비디오 복호기(104) 및 SD 비디오 복호

기(204)로 부터 출력되는 HD급 및 SD급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HD 모니터(107)에 표시하여 줄 수 있도록 하며, 복호화된

비디오 신호를 기존의 아날로그 VCR에 무단 복제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analog copy

protection)을 실행하는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와, 상기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로 부터 출력된 오

디오 스트림(AS1,AS2)을 복호화하여 스피커(108)를 통해 오디오신호를 출력하는 오디오 복호기(106)로 구성됨을 특징

으로 하며, 상기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는 PIP(Picture In Picture) 기능을 갖고 HD 모니터(107)에 사용

자가 두개의 화면표시가 필요한 기능을 선택시 HD급 영상과 SD급 영상을 선택적으로 메인(main) 화면과 서브 (sub) 화면

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일반 공중파 TV신호(NTSC)를 복호화하여 SD급 영상신호를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로

출력하는 NTSC 복호기(501)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HD 모니터(107)를 통해 NTSC 방송신호를 SD급 영상으

로 표시하여 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DTV용 TV신호의 복조신호인 VSB 복조기

(102)로 부터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1)을 입력받아 디지탈 카피 프로텍션을 조사하여 암호화된 스트림을 풀어주

는 DTV용 카피 프로텍션부(103A)와, 상기 DVCR용 TV신호의 복조신호인 VSB 복조기(202)로 부터 출력되는 트랜스포

트 스트림(TS2)을 입력받아 디지탈 카피 프로텍션을 조사하여 암호화된 스트림을 풀어주는 DVCR용 카피 프로텍션부

(103B)와, DVD 롬(301)으로 부터 출력되는 프로그램 스트림의 디지탈 카피 프로텍션을 조사하여 암호화된 스트림을 풀

어주는 DVD용 카피 프로텍션부(103C)와, 상기 DTV용 카피 프로텍션부(103A) 및 DVCR용 카피 프로텍션부(103B) 또는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의 출력을 입력으로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HD급 영상출

력을 위한 제 1다중화부(MUX)(103D)와, 상기 DTV용 카피 프로텍션부(103A) 및 DVCR용 카피 프로텍션부(103B) 또는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의 출력을 입력으로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SD급 영상출력을 위한

제 2다중화부(MUX)(103E)와, 상기 제 1다중화부(103D)의 출력을 복호화하여 비디오 스트림(VS1)과 오디오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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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을 분리출력하는 제 1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F)와, 제 2다중화부(103E)의 출력을 복호화하여 비디오 스트림

과 오디오 스트림(AS)을 분리 출력하는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103G)과, DVD용 카피 프로텍션부(103C)로 부터 출력되

는 프로그램 스트림을 복호화하여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AS)을 분리 출력하는 프로그램 스트림 복호기(103H)

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G) 및 프로그램 스트림 복호기(103H)의 출력 비디오 스트

림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 3다중화부(103I)와, 상기 각 제 1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F)와 제 2트랜스포트 스트

림 복호기(103G) 및 프로그램 스트림 복호기(103H)로 부터 입력되는 오디오 스트림(AS)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

적으로 출력하는 제 4다중화부(103J)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기의 수신입력수단으로서, DTV용 튜너부(101)와 DVCR용 튜너부(201) 및 DVD 롬(301)과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가 구성되며, 이와 같은 수단들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각각 처리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해

당하는 신호를 선택적으로 이후 처리하게 되는 바, 즉, 튜너부(101,201)로 부터 입력되는 TV 신호는 각각의 VSB 복조기

(102,202)를 통해서 트랜스포트 스트림(TS1,TS2)을 얻어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로 출력하게 되고, DVD 롬(301)

에서는 DVD 디스크로부터 데이타를 읽어들여 프로그램 스트림(PS)으로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로 출력하게 되며,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에서도 테이프를 재생시켜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로 인가하게

된다.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에서는 각 입력되는 DTV용 트랜스포트 스트림(TS1), DVCR용 트랜스포트 스트림(TS2),

DVD용 프로그램 스트림(PS)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신호를 복호화하여 비디오 스트림(VS1,VS2)

과 오디오 스트림(AS1,AS2)으로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해당 복호기(104,204,106)에 출력하게 되는 바,

  디지탈 기기에서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탈 신호에는 카피 프로텍션이 설정되어 있는 데, 이의 암호들을 풀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각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1,TS2) 및 프로그램 스트림(PS)에 대하여 각각의 해당 카피 프로

텍션부(103A,103B,103C)에서 DTV, DVCR, DVD에 맞는 디지탈 카피 프로텍션을 조사하여 암호화된 스트림을 풀어내

게 된다.

  이와 같이 카피 프로텍션이 풀린 트랜스포트 스트림들은 제 1다중화부(103D) 및 제 2다중화부(103E)로 각각 입력된다.

  이때, DVD용 카피 프로텍션부(103C)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바로 프로그램 스트림 복호기(103H)로 입력되는 데, 이는

DVD의 규격에 의한 것으로, DVD 롬(301)으로 부터 출력되는 프로그램 스트림은 SD급 영상으로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상기 제 1다중화부(103D) 및 제 2다중화부(103E)에서는 사용자의 요구 즉, 사용자가 리모콘 등과 같은 제어신호입력수

단을 통하여 선택한 기능에 따라서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선택하여 출력하게 된다.

  이후, 상기 제 1다중화부(103D) 및 제 2다중화부(103E)에서 선택 출력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각각 제 1트랜스포트 스

트림 복호기(103F)와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G)로 입력되어, 각각의 스트림을 복호화하여 비디오 스트림과 오

디오 스트림(AS)으로 분리하여 출력하게 된다.

  이때, 테이프의 재생 기능이 선택될 경우에는 제 1다중화부(103D) 또는 제 2다중화부(103E)에서는 테이프 기록 및 재생

부(401)로 부터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선택하여 출력하게 되고, 녹화기능이 선택되어질 경우에는 제 2다중화부

(103E)의 출력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로 입력된다.

  그리고, 상기 DVD용 카피 프로텍션부(103C)에서 출력되는 프로그램 스트림은 프로그램 스트림 복호기(103H)로 입력되

어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AS)으로 분리되어 출력된다.

  이와 같은 복호기(103F,103G,103H)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AS)들은 선택된 기능에 해당하

는 블록으로 전달되는 바, 상기 제 1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F)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스트림(VS1)은 HD급 영상표

시를 위한 비디오 스트림이므로, 바로 선택출력수단인 제 3다중화부(103I)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력되어 HD 비디오 복호

기(104)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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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G)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스트림과 프로그램 스트림 복호기(103H)에서 출력되는 비

디오 스트림은 제 3다중화부(1031)로 출력되고, 제 3다중화부(103I)에서 이들 신호중 하나를 사용자의 요구기능에 따라

서 선택하여 SD 비디오 복호기(204)로 출력하게 된다.

  한편, 상기 제 1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F)와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G) 및 프로그램 스트림 복호기

(103H)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스트림(AS)은 제 4다중화부(103J)로 출력되어 사용자의 선택기능에 따라 출력된다.

  이후, HD 비디오 복호기(104) 및 SD 비디오 복호기(204)에서는 각각의 입력되는 비디오 스트림(VS1, VS2)을 복호화하

여 각각 HD급 영상신호와 SD급 영상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HD 비디오 복호기(104) 및 SD 비디오 복호기(204)는 MPEG2 규격에 따른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화하는 것

으로, 가변길이 복호화기(VLD; Variable Length Code), 역 이산 여현 변환기(IDCT: 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 움직임 보상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에 따라서, 각각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을 복호화해서 프레임이나

필드의 단위로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 상기 SD 비디오 복호기(204)에는 다운 컨버젼(down conversion) 기능이 지원되도록 구성되어, HD급 영상의 비

트열을 SD급의 영상으로 줄여서 복호화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능에 따라서, HD 비디오 스트림이 입력될 경우

에도 SD급으로 복호화하여 출력하게 된다.

  또한, 오디오 스트림(AS)은 오디오 복호기(106)에서 복호화되어 스피커(108)를 통해 외부로 출력되거나, 외부출력단(이

어폰, 헤드폰, 기타 외부출력기기)으로 출력된다.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는 이와 같이 입력되는 복호화된 프레임이나 필드를 HD 모니터(107)에 맞추어

포맷을 변환하며, HD 모니터(107)로 표시하게 된다.

  이때,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에서는 상기와 같이 복호화된 비디오 신호가 기존의 아날로그 VCR에 무단

복제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HD 모니터(107)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부가 구성된 NTSC 복호기(501)는 튜너부(101)로 부터 선국된 신호에서 일반 공중파신호를 복호화하여

SD급 영상신호를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를 통해 HD 모니터(107)에 표시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상기 신호들이 처리되며, 상기와 같은 구성 및 동작을 본 시스템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예로 들어

각각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DTV 수신을 사용자가 선택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 한채널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전송되는 경우와 한채널에

두프로그램이상이 전송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바, 한채널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사

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1)을 튜너부(101)와 VSB 복조기(102)를 통해 얻어내게 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트랜스포트 스트림(TS1)은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를 거치면서 비디오 스트림(VS1)과 오디오

스트림(AS1)으로 분리되고, 이후 분리된 스트림중 비디오 스트림(VS1)은 HD 비디오 복호기(104)를 통해 복호화된 후

HD급 영상 신호로써,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로 출력되어, HD 모니터(107)에 HD영상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한채널에 두개 프로그램이 입력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트랜스포트 스트림(TS1)을 얻어내게 되고,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을 통해 두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S1)을 두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분리하게 되는 바, 두개의 프

로그램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1)은 DTV용 카피 프로텍션부(103A)를 통해 제 1다중화부(103D) 및 제 2다중

화부(103E)로 전달되어 분리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제 1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

(103F) 및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G)를 거쳐 하나는 HD 비디오 복호기(104)를 통해, 다른 하나는 SD 비디오

복호기(204)를 통해 HD 모니터(107)에 표시된다.

  이때,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에서는 PIP기능으로 상기의 입력되는 영상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메

인화면과 서브화면으로 각각 나누어서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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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은 HD 모니터(107)로 표시하고,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서 녹화를 실행할 경우에는 하나

의 프로그램은 상기에서와 같이 표시하여 주고,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은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기(103G)를 거치지

않고, 제 2다중화부(103E)에서 바로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로 입력되어 녹화시키게 된다.

  DVCR에 녹화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튜너부(201)와 VSB 복조기

(202)를 통해 얻어내고, 이와 같이 얻어진 트랜스포트 스트림(TS2)을 제 2다중화부(103E)를 통해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

(401)에 저장하게 된다.

  이때, 녹화를 실행하면서, 모니터링을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 1다중화부(103D)를 통해 제 1트랜스포트 스트림 복호

기(103F)를 거쳐 비디오 스트림(VS1)과 오디오 스트림(AS1)으로 분리하여, 이후의 블록을 통해 HD 모니터(107)에 표시

하게 된다.

  DVCR 재생의 경우는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로 부터 테이프에서 읽어들인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제 1다중화부

(103D) 또는 제 2다중화부(103E)에서 입력받아 처리하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HD급 영상표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 1

다중화부(103D)를 통해 HD 비디오 복호기(104)를 거쳐 HD급 영상으로 표시된다.

  DVD 재생의 경우에는 DVD 롬(301)으로 부터 출력되는 DVD 디스크에 대한 프로그램 스트림(PS)을 트랜스포트 역 다

중화부(103)에서 비디오 스트림(VS) 및 서브 픽쳐와 오디오 스트림(AS)으로 분리하고, 비디오 스트림(VS) 및 서브 픽쳐

는 제 3다중화부(103I)를 통해 SD 비디오 복호기(204)에 전달되고, SD 비디오 복호기(204)에서 이를 복호화하여 HD 모

니터(107)에 SD급 영상으로 표시하게 되고, 오디오 스트림(AS)은 오디오 복호기(106)를 거쳐 스피커(108)를 통해 출력

된다.

  DTV 수신하면서 다른채널을 DVCR에 녹화를 할 경우, DTV 채널수신은 튜너부(101) 및 VSB 복조기(102)를 통해 해당

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1)을 얻어내고, DVCR로 녹화하는 프로그램은 튜너부(201) 및 VSB 복조기(202)를 통해 트랜

스포트 스트림(TS2)을 얻어내어, 상기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HD 모니터(107)에 표시 및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에 녹

화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자가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녹화프로그램은 상기에서와 같이 테이프 기록 및 재

생부(401)로 바로 녹화를 실행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원할 경우에는 제 2다중화부(103I)를 통해 녹화되는 비디오 스트

림(VS2)을 출력하여, SD 비디오 복호기(204)를 통해 복호화하고,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에서 PIP 처리

하여 HD 모니터(107)에 DTV의 영상을 HD급 영상으로 메인 화면에 표시하고, 서브화면에 DVCR의 모니터링 화면을 SD

급으로 표시하여 주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VDP 및 아날로그 카피 프로텍션부(105)에서 메인과 서브의 화면을 바꾸어주는 기능이 아닌 DVCR의

화면을 HD급으로 DTV의 화면을 SD급으로 바꾸어 주고자 하면, HD 비디오 복호기(104)와 SD 비디오 복호기(204)의 입

력을 바꾸어주게 되면 되는 바, 제 1다중화부(103D)의 출력과 제 2다중화부(103E)의 출력을 바꾸어 제 1트랜스포트 스트

림(103F)와 제 2트랜스포트 스트림(103G)에 각각 입력시키면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이 가능한것은 SD 비디오 복호기(204)에서는 입력되는 HD급 영상의 비트열을 다운 컨버젼(down

conversion)하여 SD급의 영상으로 줄여서 복호화하기 때문이다.

  DTV 수신하면서 DVCR을 재생하는 경우 DTV 수신은 튜너부(101) 및 VSB 복조기(102)를 통해 원하는 트랜스포트 스

트림(TS1)을 얻어내고, DVCR의 재생은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를 통해 얻어내며,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부(103)에서

는 어느쪽 화면이 HD급 화면으로 표시될 것인가에 따라서, 제 1다중화부(103D) 및 제 2다중화부(103E)의 출력이 달라지

게 된다.

  DTV 수신하면서 DVD 재생의 경우는 DTV는 튜너부(101) 및 VSB 복조기(102)를 통해 얻어내어, HD 비디오 복호기

(104)를 통해 복호화되어 HD급 영상으로 표시되고, DVD 롬(301)을 통해 DVD 디스크로 부터 읽어들인 프로그램 스트림

(PS)을 읽어내어, SD 비디오 복호기(204)를 통해 SD급 영상으로 표시된다.

  DVCR 녹화하면서 DVD 재생의 경우는 DVCR은 튜너부(201) 및 VSB 복조기(202)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S2)을 얻어내어, 제 2다중화부(103E)를 통해 테이프 기록 및 재생부(401)에 녹화를 하고, DVD 롬(301)으로 부

터 프로그램 스트림(PS)을 얻어내어, SD 비디오 복호기(204)를 통해 SD급 영상으로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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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녹화영상의 모니터링을 원할 경우에는 상기에서와 같은 과정을 통해 HD 모니터(107)의 PIP 기능에 있어, 사용자

의 선택에 따라서 메인과 서브의 화면이 설정되어 DVCR 및 DVD의 화면을 표시하게 되고, DVD의 규격은 SD급 영상표시

만이 가능하므로, DVCR의 녹화 모니터링 화면은 HD급으로 표시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 각각에 대하여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한 바, 여기서는 오디오 스트림을 한개만

복호화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하나는 스피커(108)를 통해 출력하면서, 외부출력단으로 오디오신호를 출력하여 PIP의

기능 또는 기타 기능으로 오디오 신호가 하나이상 발생될 경우 헤드폰 또는 기타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두개의 다른 오디

오를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되는 블록을 통합하여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설계시 각 기능별

로 중복되는 장치의 설계가 불필요하게 되므로 시스템의 설계가 용이하며, 간단하게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한 디지탈

A/V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용 및 재생용 튜너부의 출력신호를 각각 복조하는 VSB 복조기와 저장매체의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롬으로 이루어진

디지탈 기기의 신호 입력수단과,

  상기 디지탈 기기의 신호 입력수단으로부터 각각 입력되는 신호 각각의 규격에 맞는 신호처리를 실행하고, 사용자가 요

구하는 제어신호에 따른 신호를 선택적으로 복호화하여 HD급 및 SD급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으로 분리출력하는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수단과,

  상기 트랜스포트 역 다중화수단으로 부터 출력되는 HD급 및 SD급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 각각에 대해 복호화

하는 HD급 및 SD급 영상 복호화수단 및 음성 복호화수단과,

  상기 HD급 및 SD급 영상 복호화수단으로부터 처리된 영상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입력된 영상신호를 처리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이를 영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영상표시수단 및 상기 음성 복호화수단으로부터 처리된 음성신호를

외부로 전달함과 아울러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출력하는 음성출력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비디오(A/V)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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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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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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