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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무선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도, 무선 주파수대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하여 양호한 영상 전송을 행할 수 있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무선 환경에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송신기(10)와 수신기(20)의 페어로, 정기적

으로 수신기(20)로부터 송신기(10)에 스테이터스 메시지의 송신을 행하고, 송신기(10)측에 의한 이 정기적인 스테이터스

메시지의 수신 실패를 트리거로, 송신기(10)측이 채널(무선 주파수대)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하여, 무선 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송신기(10) 및 수신기(20)의 무선 주파수대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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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으로서,

복수의 채널을 절환하면서, 해당 절환한 채널을 이용한 수신측으로부터의 접속 요구의 수신을 감시하고, 상기 수신측으로

부터의 접속 요구를 수신한 때에는, 상기 복수의 채널 중에서, 상기 절환한 채널을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접속 채널로서 설정하는 채널 절환 처리 수단과,

상기 채널 절환 처리 수단으로 설정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수신측에 송신하는 영상 데이터 송신 처리 수

단과,

상기 채널 절환 처리 수단으로 설정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수신측으로부터 송신측으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데이터의

통신 불통을 검출하는 검출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해 수신측으로부터의 데이터의 통신 불통을 검출한 때에는, 상기 채널 절환 처리 수단을 작동시켜 접

속 채널을 재설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수신측으로부터 상기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상기 데이터는, 송신측으로부터 상기 접속 채널을 이용

하여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의 수신측에서의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수신측으로부터 송신측에 송신하는 수신 상태 송신

수단에 의한 송신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절환 수단에 의한 접속 채널의 설정을 위한 작동 시간을 계측하고, 상기 계측한 작동 시간이 소정 시간으로 된

때에는, 상기 영상 데이터 전송 수단을 전력 절약 모드로 절환하는 타이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청구항 4.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으로서,

복수의 채널을 절환하면서, 해당 절환한 채널을 이용하여 송신측에 송신한 접속 요구에 대한 상기 절환한 채널을 이용한

송신측으로부터의 접속 응답을 수신한 때에는, 상기 복수의 채널 중에서, 상기 절환한 채널을 송신측으로부터의 영상 데이

터를 수신하기 위한 접속 채널로서 설정하는 채널 절환 처리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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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 절환 처리 수단으로 설정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송신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영상 데이

터 수신 수단과,

상기 영상 데이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송신측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의 수신측에 있어서의 수신 상태를 해석하는 수

신 상태 해석 수단과,

상기 수신 상태 해석 수단의 해석 결과를 상기 채널 절환 처리 수단으로 설정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수신측으로부터 송

신측에 정기적으로 송신하는 수신 상태 송신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상태 해석 수단의 해석 결과에 따라, 송신측에 의한 영상 데이터의 송신 전송 레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절환 지시

를 송신측에 송신하는 송신측 전송 레이트 절환 지시 수단

을 더 구비하고,

송신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영상 데이터는, 수신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전송 레이트의 절환 지시에 대응하여 송신측에서

압축 처리되는 영상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상태 해석 수단에 의한 해석 결과는, 일정 기간에 계측되는 에러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

템.

청구항 8.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상태 해석 수단에 의한 해석 결과는, 일정 기간에 계측되는 에러율의 변화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

송 시스템.

청구항 9.

제1, 2, 4, 또는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측과 송신측 중 적어도 한 쪽은, AV 기기와 기기 간 통신에 의해 접속된 통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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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방법으로서,

수신측이, 복수의 채널을 소정 시간 간격으로 절환하면서, 상기 절환한 채널을 이용하여 송신측에 송신한 접속 요구를 송

신함과 함께, 상기 절환한 채널을 이용한 상기 접속 요구에 대한 송신측으로부터의 접속 응답의 수신을 감시하고, 상기 송

신측으로부터의 접속 응답을 수신한 때에는, 상기 복수의 채널 중에서, 상기 절환한 채널을 송신측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

를 수신하기 위한 접속 채널로서 설정하는 단계와,

송신측이, 복수의 채널을 소정 시간 간격으로 절환하면서, 상기 절환한 채널을 이용한 수신측으로부터의 접속 요구의 수신

을 감시하고, 상기 수신측으로부터의 접속 요구를 수신한 때에는, 상기 절환한 채널을 이용하여 수신측에 접속 응답을 송

신하고, 상기 복수의 채널 중에서, 상기 절환한 채널을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접속 채널로서 설정하는 단

계와,

송신측이, 상기 설정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수신측에 송신하는 단계와,

수신측이, 상기 설정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송신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측이, 영상 데이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송신측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의 수신측에 있어서의 수신 상태를 해석하

고, 해석 결과의 데이터를 상기 설정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수신측으로부터 송신측에 정기적으로 송신하는 단계와,

송신측이, 상기 설정한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수신측으로부터 송신측에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해석 결과의 데이터의 통신

불통을 검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송신측이 수신측으로부터의 데이터의 통신 불통을 검출한 때에는, 수신측 및 송신측 각각의 상기 접속 채널을 설정하기 위

한 단계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영상 전송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으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무선으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는, AV(Audio & Visual) 기기의 영상 데이터를 미약 전

파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나,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을 사용한 시

스템이 있다.

이들 종래 기술의 구체예로서, 미약 전파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는, 일본실용공개 평3-482호에 개시되어

있는 텔레비전 신호 송신 장치가 있다. 또한,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으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는, 일본특

허공개 평10-173571호에 개시되어 있는 무선 영상 신호 송수신 장치가 있다.

어느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으로도, 다른 무선 기기에 의한 간섭, 이동하면서의 이용에 의한 송신기-수신기 간의 거리 변

화 등의 무선 환경의 악화에 의해, 영상 데이터의 전송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상 데이터의 전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무선 전송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를 절환하거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바꾸어 전송하는 데이터량을 줄이는 등의 처리로, 영상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등록특허 10-0738727

- 4 -



구체적으로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의 수신기측에서 수신한 영상 데이터로부터 무선 환경의 악화를 인식하고, 무선 주파

수대의 절환이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하는 지시를 수신기측으로부터 송신기측에 전송하고, 그 지시를 받은 송신

기측에서 그 지시의 처리를 행하여 대응한다.

이 때문에, 수신기측의 이용자는, 수신한 영상 데이터를 시청하면서, 무선 환경의 악화를 인식하고, 수신기측으로부터 무

선으로, 무선 주파수대의 절환이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하는 지시를 송신기측에 전송한다.

상기 기술에 관련된 문헌예를 이하에 든다.

1) 일본실용공개 평3-482호 공보

2) 일본특허공개 평10-173571호 공보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무선 주파수대의 절환이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하는 지시를 수신기측으로부터 송

신기측에 전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선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대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선

환경의 악화를 인식한 이용자는, 송신기측에 직접 행하여, 무선 주파수대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하는 조작을 행해

야만 하여, 유저 인터페이스로서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선 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무선 주파수대나 영상 데이터

의 압축율을 절환하여 양호한 영상 전송을 행할 수 있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으로서, 수신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데이터의 통신 불통을 검출하는 검출 수단과, 상기 검

출 수단의 통신 불통의 검출에 의해,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을 절환하는 채널 절환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으로서, 송신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의 수신측에서의 수신 상태를 해석하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과, 상기 수신

상태 해석 수단의 해석 결과에 따라서, 송신측에 의한 영상 데이터의 송신 전송 레이트를 변경하기 위한 절환 지시를 송신

측에 송신하는 송신측 전송 레이트 절환 지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으로서, 송신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의 수신측에서의 수신 상태를 해석하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과, 상기 수신

상태 해석 수단의 해석 결과에 따라서, 송신측으로부터의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또한 송신측에 수신 상태를 송신하기

위한 채널을 절환하는 채널 절환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방법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는 무선 영상 전송 방법으로

서, 수신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와, 수신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데이터의 통신 불통을

검출하는 단계와, 수신측과의 데이터의 통신 불통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수신측에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을 절

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무선 주파수대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환하여, 양호한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대하여, 본 발명을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적용한 경

우를 예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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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의 무선 전송 방식은, 동일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이용하여, 송신기 및 복수의 수신기가 서

로 시분할적으로 비동기로 통신을 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파수대를 서로 간섭하지 않는 다른 주파수대로 절환하여, 다

른 송신기 및 복수의 수신기도 통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하의 설명에서는, 이 주파수대를 채널이라고 정의하고, 송신기 및 수신기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3개의 채

널 P, Q, R이 있는 것으로 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방식이 가능한 무선 전송 방식이면,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미약 전파를 이용한 무선 전송 방식에

도 적용 가능하다.

<제1 실시 형태>

도 1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1)은,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1대의 송신기(10)와, 3대의 수신기(20-1,

20-2, 20-3)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송신기(10) 및 수신기(20-1∼20-3)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의 무선 전송

방식으로 서로 접속되어 있다.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1)은, 송신기(10)로부터 하나 또는 복수의 영상 소스를 송신하고, 이 영상 소

스를 수신기(20-1∼20-3)에서 수신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 2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기의 개략 설명도이다.

송신기(10)는, VTR(Video Tape Recorder), TV 튜너,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레이어 등의 AV 기기(50)에 접속

된다. 인터페이스로는, 영상 소스의 인터페이스로서, AV 기기(50)로부터 송신기(10)에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가 공급되고, AV 기기(50)의 기기 제어의 인터페이스로서, 적외선 리모콘 출력

이 송신기(10)로부터 AV 기기(50)에 공급된다.

각 수신기(20-1∼20-3)는, 영상 소스를 표시하는 액정, 브라운관 등의 영상 표시 수단(207), 송신기(10)에 접속되어 있는

AV 기기(50)를 제어하는 기기 제어 스위치 수단(215)(이하, 스위치를 SW라고 약기함), 영상 소스를 전송하는 레이트를

절환하는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 영상 소스를 전송하는 채널을 절환하는 채널 절환 SW 수단(212), 및 수신 상태를 표

시하는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각 SW 수단(212, 213, 215)은 기계적인 SW나, 영상 표시 상의 소프트웨어적인 SW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은, LED(Light Emitting Diode) 등의 표시 부품을 사용하여 수신 상태가 색, 수, 수치로 표시되는 구

성, 또는 영상 표시 수단(207)을 사용하여 영상 소스의 표시 화면 상에 수신 상태가 중첩 표시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10), 수신기(20) 각각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의 구성도이다.

송신기(10)는, VTR, TV 튜너, DVD 플레이어 등의 AV 기기(50)로부터 영상 소스로서 입력되는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고, 복수의 수신기(20)에 무선 전송하는 무선 통신 기기이다.

이 때문에, 송신기(10)는,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 압축 처리 수단(105), 디지털 처리 수단(106),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107),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 기기 제어 처리 수단(110), 및 타이머(111)를 구비하고 있다.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은, 설정된 소정 채널을 사용하여, 무선 통신을 행한다.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은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으로부터 출력되는 무선 전송 프레임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또한,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은 소정 채널의

자신으로의 무선 전송 프레임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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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은, 압축 처리 수단(105)으로부터 출력된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와, 프로토콜 처리 수단

(104)으로부터 출력된 프로토콜 메시지를 무선 전송 프레임으로 조립하여,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에 출력한다.

여기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전송 프레임의 포맷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전송 프레임의 포맷 구성에 대한 설명도이다.

무선 전송 프레임(300)은 수신처 ID(310), 송신원 ID(320), 타입(330), 데이터(340), 및 오류 검출 부호(350)를 구비한 포

맷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타입(330)은, 그 후에 계속되는 데이터(340)의 내용 종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 타입의 값

이 "0"인 경우에는, 데이터(340)가 후술하는 도 6에 도시하는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인 것을 나타내고, "1"인 경

우에는, 데이터(340)가 후술하는 도 5에 도시하는 프로토콜 메시지(340P)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은,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으로부터 출력된 상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으로부터, 프로

토콜 메시지(340P)를 추출하여,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 출력한다.

여기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프로토콜 메시지(340P)의 포맷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실시 형태의 무선 전송 프레임에서의 프로토콜 메시지의 포맷 구성에 대한 설명도이다.

프로토콜 메시지(340P)는 메시지 ID(341P), 데이터(342P)를 구비한 포맷 구성으로 되어 있다.

메시지 ID(341P)는 메시지 종별을 나타낸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그 값이 "0"인 경우에는 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

접속"에 관한 메시지인 것을, "1"인 경우에는 "레이트 절환"에 관한 메시지인 것을, "2"인 경우에는 "스테이터스"에 관한 메

시지인 것을, "3"인 경우에는 "기기 제어"에 관한 메시지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메시지 ID(341P)가 "0(접속)"이고 그 후의 데이터(342P)가 "0"인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요구"인

것을, "1"인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응답"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 ID(341P)가 "1(레이트 절환)"이고 그 후의 데이터(342P)가 "0"인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 메시지(340P)

가 전송 레이트 4Mbps로의 절환 메시지인 것을, "1"인 경우에는 전송 레이트가 4.5Mbps로의 절환 메시지인 것을, "2"인

경우에는 전송 레이트가 6 Mbps로의 절환 메시지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메시지 ID(341P)가 "2(스테이터스)"인 경우, 그 후의 데이터(342P)가 수신 상태(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율)의 데

이터값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메시지 ID(341P)가 "3(기기 제어)"이고 그 후의 데이터(342P)가 "0"인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플레

이"의 기기 제어 메시지인 것을, "1"인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정지"의 기기 제어 메시지인 것을, "2"인 경

우에는 그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일시 정지"의 기기 제어 메시지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은 무선 영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송신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송신 프레임 처

리 수단(102)에 출력함과 함께,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으로부터 입력되는 수신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대응하는

각 부에 출력한다.

즉,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은,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레이트 절환" 메시지인 경우에는 그 절환 전송 레이트를 나타

내는 데이터(레이트 절환값)를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107)에 출력하고, "스테이터스" 메시지인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나

타내는 수신 상태(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율)를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에 출력하며, "기기 제어" 메시지인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나타내는 "플레이", "정지", "일시 정지" 등의 기기 제어 메시지를 기기 제어 처리 수단(110)에 출력한다.

또한,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은 전원 투입 후의 접속 수순을 실행하고,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에 채널을 절환하는 지

시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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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처리 수단(106)은, 입력된 아날로그 NTSC 비디오 신호로 이루어지는 영상 소스를 A/D 변환하고, 변환 후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압축 처리 수단(105)에 출력한다.

압축 처리 수단(105)은, 디지털 처리 수단(106)으로부터 출력된 영상 소스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MPEG2-TS(Moving

Picture Experts Group 2-Transport Stream, MPEG2-PS(Moving Picture Experts Group 2-Program Stream),

MPEG4 등의 압축 방식으로 압축한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를 생성하고, 이것을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에

출력한다. 이 때의 압축율은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107)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설정된다. 압축율은 전송 레이트 4Mbps,

4.5Mbps, 6Mbps 등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의 포맷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본 실시 형태의 무선 전송 프레임에서의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포맷 구성에 대한 설명도이다.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는 영상 타입(341D) 및 데이터(342D)를 구비한 포맷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영상 타입(341D)은, 그 후에 계속되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342D)의 압축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실시 형태에

서는, 이 타입의 값이 "0"인 경우에는, 그 후에 계속되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342D)가 MPEG2-TS의 압축 방식으로 압축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1"인 경우에는 MPEG2-PS의 압축 방식으로, "2"인 경우에는 MPEG4의 압축 방식

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는 이들 압축 방식으로 압축된 영상 소스의 디지

털 영상 데이터이다.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107)은,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으로부터 출력된 레이트 절환값에 의해, 압축 처리 수단(105)에

압축율을 설정하는 지시를 출력한다.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은,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으로부터 출력된 수신기(20)의 수신 상태를 통계 처리하고, 무선

채널을 절환하는 지시를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에 출력한다.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은,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의 지시 및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의 지시에 의해,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의 송수신을 위한 채널(주파수대)을, 다른 소정 채널로 절환하는 처리를 한다.

기기 제어 처리 수단(110)은,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으로부터 출력된 기기 제어 데이터를 AV 기기(50)의 제어를 위한

리모콘 코드로 변환하여, 적외선 리모콘에 출력한다.

타이머(111)는,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에 대하여, 정기적인 타이밍을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송신기(10)에 대하여, 본 실시 형태에 따른 각 수신기(20(20-1∼20-3))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 7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수신기(20)는 송신기(10)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영상 소스를 영상 표시하는 무선

통신 기능 내장의 AV 기기이다.

이 때문에, 수신기(20)는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203),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 신장 처리 수단(205), 아날로그화 수단(206), 영상 표시 수단(207),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211), 채널 절환 SW 수단(212), 레이트 절환 SW 수

단(213), 기기 제어 처리 수단(214), 기기 제어 SW 수단(215),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 및 타이머(217)를 구비하고 있

다.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은, 설정된 소정 채널을 사용하여, 스펙트럼 확산 방식의 무선 통신을 행한다. 또한, 무선 통신 처

리 수단(201)은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으로부터 출력되는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또한,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은 소정 채널의 자신으로의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

(203)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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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은,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으로부터 출력되는 도 5에 도시한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도 4

에 도시하는 무선 전송 프레임(300)으로 조립하여,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 출력한다.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203)은,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으로부터 출력된 도 4에 도시하는 무선 전송 프레임(300)으로부

터, 도 5에서 도시하는 프로토콜 메시지(340P), 및 도 6에 도시하는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를 추출하여, 프로토

콜 처리 수단(204)과 신장 처리 수단(205)에 각각 출력한다.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은 송신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에 출력하고, 수신 프레임 처리 수

단(203)으로부터 출력되는 수신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입력되어, 무선 영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을 실행한다.

또한,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는, 기기 제어 처리 수단(214)으로부터의 기기 제어 데이터,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

으로부터의 레이트 절환값,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211)으로부터의 수신 상태가 입력되어, 무선 영상 전송을 위한 프로토

콜을 실행하고, 송신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에 출력한다.

또한,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은 전원 투입 후의 접속 수순을 실행하고,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채널 절환의 지시를

출력한다.

신장 처리 수단(205)은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203)으로부터 출력된 도 6에 도시하는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를

디코드하고, 영상 타입에 맞는 신장 처리를 행하고, 처리 후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아날로그화 수단(206)에 출력한다.

여기서는, 신장 처리 수단(205)은 MPEG2-TS의 신장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신장 처리 수단(205)은 그 신장

레이트를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의 압축 레이트에 따라 가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아날로그화 수단(206)은 신장 처리 수단(205)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D/A 변환하고, 변환 후의 NTSC 아

날로그 영상 비디오 신호를 영상 표시 수단(207)에 출력한다.

영상 표시 수단(207)은, 아날로그화 수단(206)으로부터 출력된 NTSC 아날로그 영상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어, 수신된 영

상 소스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고, 수신 상태(본 실시 형태에서

는, 일정 시간에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수와 그 중의 정확하게 수신할 수 없었던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수의

비율, 즉 오류 계수/수신 계수로 이루어지는 값)를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211)과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에 출력한다.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은, 채널 절환 SW 수단(212) 및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무선 통신 처

리 수단(201)에서의 송수신의 채널(주파수대)을 소정 채널로 절환한다.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은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에 의한 레이트 절환 지시를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출력한

다.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211)은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으로부터 출력되는 수신 상태를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출력

한다.

채널 절환 SW 수단(212)은, 채널(주파수대)을 절환할 때, 유저가 입력하는 SW로서, 채널 절환 지시를 채널 절환 처리 수

단(209)에 출력한다.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은, 전송 레이트를 절환할 때, 유저가 입력하는 SW로서, 레이트 절환값을 레이트 절환 처리 수

단(210)에 출력한다.

기기 제어 처리 수단(214)은, 기기 제어 SW 수단(215)으로부터 출력되는 기기 제어 지시에 대응한 기기 제어 데이터를,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출력한다.

기기 제어 SW 수단(215)은, 송신기(10) 및 송신기(10)에 접속되어 있는 AV 기기(50)를 제어할 때, 유저가 입력하는 SW로

서, 여기서는 영상 소스의 플레이/정지/일시 정지 등의 지시가 기기 제어 처리 수단(214)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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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은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으로부터 출력되는 수신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타이머(217)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수신 상태를 구하기 위한 정기적인 타이밍을 출력한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구성된 송신기(10) 및 수신기(20)가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순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한다.

[영상 전송 처리 수순]

도 8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한쌍의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영상 전송 처리 수순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8에서, 영상 전송 처리 수순은 「접속 수순」, 「영상 전송 수순」으로 개략 구성된다.

「접속 수순」은, 송신기(10) 및 수신기(20)가 무선 영상 전송하기 위해서, 복수의 임의의 채널로부터 서로 동일한 채널을

선택하여, 서로 무선 통신을 행하기 위한 처리 수순이다.

이에 대하여, 「영상 전송 수순」은, 송신기(10) 및 수신기(20)에서 「접속 수순」에 의해서 선택된 동일한 채널을 이용하

여, 송신기(10)는 영상 소스를 수신기(20)에 송신하고, 수신기(20)는 송신기(10)로부터의 영상 소스를 수신하여 영상 소스

의 표시를 행함과 함께, 영상 소스를 제어하는 메시지를 송신기(10)에 대하여 송신하여 영상 소스를 제어하는 처리 수순이

다.

또한, 송신기(10) 및 수신기(20)에는 각 기기(10, 20)를 각각 식별하기 위한 ID가 미리 유저에 의해 설정되어 있고, 각각

소정 ID가 할당되어 있다. 이 기기 식별의 ID는, 도 5에 도시한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도 4에 도시한 무선 전송 프레임

(300)에 의해 각 기기(10, 20)의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 201)으로부터 무선 송신할 때에, 그 수신처 ID, 송신원 ID에 이

용된다.

다음으로, 이 「접속 수순」의 상세에 대하여 설명한다.

[접속 수순]

도 9는 영상 전송을 위해 송신기가 행하는 접속 수순의 플로우차트이다.

송신기(10)는, 전원이 입력되면, 도 9의 플로우차트에서 도시하는 접속 수순을, 도 3에 도시한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 및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을 이용

하여 행한다.

송신기(10)는 미리 정해진 소정의 시간 간격(A 시간)의 경과로(단계 St101), 채널(무선 전송을 행하기 위한 주파수대)을

다음 채널로 절환한다(단계 St102).

송신기(10)는, 이 소정의 A 시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널에서 캐리어 신호의 유무를 검출하고(단계

St103), 캐리어 신호를 검출할 수 있던 경우에는 송신기(10)에 대한 수신기(20)로부터의 접속 요구 메시지(도 5 참조, 이

하, 메시지는 생략함)의 수신 처리(단계 St104)를 행하고, 수신기(20)로부터의 접속 요구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응답으로

서 접속 응답(도 5 참조)을 수신기(20)에 대하여 송신하고(단계 St105), 일련의 시퀀스를 종료한다. 이에 의해, 송신기(10)

는 그 채널이 고정된다.

이에 대하여, 단계 St103의 처리에서 캐리어 신호를 검출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캐리어 신호를 검출할 수 있더라도 단계

St104의 접속 요구의 수신 처리에서 수신기(20)로부터의 접속 요구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송신기(10)는 A 시간의 경과

체크 처리(단계 St101)로 되돌아가, 일련의 시퀀스를 반복한다.

도 10은 영상 전송을 위해 수신기가 행하는 접속 수순의 플로우차트이다.

한편, 수신기(20)는, 전원이 들어오면, 도 10의 플로우차트에서 도시하는 접속 수순을, 도 7에 도시한 무선 통신 처리 수단

(201),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203),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 및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

을 이용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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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20)는, 미리 정해진 소정의 시간 간격(B 시간)의 경과로(단계 Sr101), 채널(무선 전송을 행하기 위한 주파수대)을

다음 채널로 절환한다(단계 Sr102).

수신기(20)는, 이 소정의 B 시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널에서 캐리어 신호의 유무를 검출하고(단계

Sr103), 캐리어 신호의 검출이 없는 경우에는 송신기(10)에 대하여 접속 요구를 송신한다(단계 Sr104).

수신기(20)는 송신기(10)에 대한 접속 요구를 송신한 후, 수신기(20)에 대한 송신기(10)로부터의 접속 응답의 수신 처리

(단계 Sr105)를, 미리 정해진 소정의 C 시간만큼 행한다(단계 Sr106).

수신기(20)는, 소정의 C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 수신기(20)에 대한 송신기(10)로부터의 접속 응답이 수신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단계 Sr106), 재차, 채널 절환을 위한 B 시간의 경과 체크로 되돌아가(단계 Sr101), 일련의 시퀀스를 반복한다.

여기서, 수신기(20)는, 그 수신기(20)에 대한 송신기(10)로부터의 접속 응답을 수신함으로써(단계 Sr105), 이 일련의 시퀀

스의 반복을 종료시켜, 송신기-수신기 간에 서로 동일한 채널에서 무선 통신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해, 수신기(20)도 그

채널이 고정된다.

도 11은 이 접속 수순에서의 송신기, 수신기의 채널 절환 시간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 경우, 본 실시 형태에서는, 송신기(10)가 하나의 채널에서 캐리어 신호의 검출을 행하기 위한 시간(A 시간)은, 수신기

(20)가 하나의 채널에서 캐리어 신호의 검출을 행하기 위한 시간(B 시간)의 3배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의해, 도 11에서는, 송신기(10) 및 수신기(20)가 동일한 채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송신기(10)는 최대 2회, 수신기

(20)는 최대 8회, 서로 채널을 P-Q-R-P-…으로 절환하면, 반드시 1회는 동일한 채널을 취하게 된다.

또한, 복수대의 수신기(20(20-1∼20-3))의 경우에는, 이미 1대째의 수신기(20-1)와 송신기(10) 간의 접속 수순에서 동

일한 채널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2대째 이후의 수신기(20-2)만이 도 10에 도시한 채널을 절환하는 처리를 행하고, 이

동일한 채널을 선택한다.

도 12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하나의 송신기와 복수의 수신기 간의 영상 전송 처리 수순에 대한 설명도이다.

따라서, 2대째 이후의 수신기(20-2, 20-3)에 대해서는, 송신기(10)는 그 접속 수순으로서 도 9에서의 단계 St104, St105

의 처리를 행하면 완료하게 된다.

[영상 전송 수순]

상술한 「접속 수순」에 의해, 송신기(10)와 수신기(20)가 동일한 채널에서 무선 통신 가능 상태로 되었으면, 송신기(10)

및 수신기(20)는, 도 8 및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상 소스 등을 무선 전송하기 위한 「영상 전송 수순」을 행한다.

이 「영상 전송 수순」에서는, "영상 관계 처리"로서, 송신기(10)는 영상 소스의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를 송신하

고, 채널 접속이 이루어진 수신기(20)는 이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를 수신하여 영상 소스를 영상 표시 수단(207)

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 「영상 전송 수순」에서, "프로토콜 관계 처리"로서, 채널 접속이 이루어진 수신기(20)는 도

5에 도시된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송신하고, 송신기(10)는 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에 대응하는 프로토콜 처리를 실

행한다.

[영상 관계 처리]

이하, 도 8∼도 12에 도시한 접속 수순 후, 송신기(10)가 영상 소스를 송신하는 영상 관계 처리에 대하여, 도 3 및 도 13에

의해 설명한다.

또한, 본 설명에서는, 송신기(10)의 압축 처리 수단(105)에, 초기값으로서, 압축 방식 : MPEG2-TS, 압축 레이트 : 6Mbps

가 설정되어, 송신하는 영상 소스가 압축 처리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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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영상 전송을 위해 송신기가 행하는 영상 전송 수순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13에서, 송신기(10)는 후술하는 수신기(20)로부터의 무선 전송 프레임(300)(도 4 참조)의 수신 대기 처리를 행하고(단

계 St201), 수신기(20)로부터의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수신이 없는 경우에는, 송신기(10)는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AV 기기(50)로부터의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입력 처리를 행한다(단계 St202).

이 단계 St202의 입력 처리에서, 송신기(10)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AV 기기(50)로부터의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신기(10)는 이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처리 수단(106)에서 디지털 영상 데

이터로 변환한다(단계 St203).

이 디지털 영상 데이터는, 압축 처리 수단(105)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레이트 : 6Mbps의 MPEG2-TS로 압

축되고(단계 St204), 소정 사이즈분의 MPEG2-TS 데이터와 시퀀스 번호를 부가한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도 6

참조)로 변환된다(단계 St205).

이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는,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에서, 수신처 ID(310), 송신원 ID(320), 내용 종별(330)

, 및 오류 검출 부호(350)를 부가하여,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무선 전송 프레임(300)으로 변환된다(단계 St206).

이 무선 전송 프레임(300)으로 변환된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는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에 의해 스펙트럼 확산

되어 송신된다(단계 St207).

이 단계 St202∼St207에서 도시하는 일련의 처리가 반복되어 영상 소스가 송신기(10)로부터 수신기(20)에 송신된다.

다음으로, 도 8∼도 12에 도시한 접속 수순 후, 수신기(20)가 영상 소스를 수신하여, 영상 소스가 표시되는 「영상 전송 수

순」을, 도 7 및 도 14로 설명한다.

또한, 본 설명에서는,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서는, 초기값으로서,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의 오류 수

(정확하게 수신할 수 없었던 무선 전송 프레임의 수)를 보유하는 오류 계수의 값 및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의 수를 보유

하는 수신 계수의 값은 클리어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도 14는 영상 전송을 위해 수신기가 행하는 영상 전송 수순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14에서, 수신기(20)는,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 의해, 무선 전송 프레임(300)(도 4 참조)의 수신 대기 처리를 행한

다(단계 Sr201).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이 무선 전송 프레임(300)을 수신하였으면,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그 수

신 계수에 1을 가산한다(단계 Sr202).

다음으로, 수신기(20)는,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오류 검출 부호를 계산하고(단계 Sr203), 계산한 오류 검출 부

호가, 부가되어 있는 오류 검출 부호(350)와 동일하면, 단계 Sr205에 도시하는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데이터(340)의

내용 종별(330)의 판별 처리로 진행한다.

이에 대하여, 수신기(20)는, 계산한 오류 검출 부호가, 부가되어 있는 오류 검출 부호(350)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이므로,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그 오류 계수에 1을 가산한다(단계 Sr204).

단계 Sr203의 처리에서 오류 검출 부호(340)가 동일하였던 경우에는, 수신기(20)는,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203)에 의해,

이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데이터(340)가 프로토콜 메시지(340P)(도 5 참조)인지,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

(340D)(도 6 참조)인지에 대하여, 데이터(340)의 내용 종별의 판별 처리를 행한다(단계 Sr205).

이 단계 Sr205에 의한 판별 처리에서, 수신기(20)는,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이면, 프로

토콜 처리 수단(204)에 의해서 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에 대응하는 프로토콜 처리를 행한다(단계 Sr206). 또한, 이 수

신기(20)가 행하는 프로토콜 처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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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수신기(20)는,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아닌 경우에는, 그 영상 데이터

(340D)의 영상 타입, 즉 이 경우, MPEG2-TS가 그 신장 처리 수단(205)에 처리 설정되어 있는 압축 방식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단계 Sr207). 또한, 이 경우에는, 수신기(20)의 신장 처리 수단(205)에는 MPEG2-TS가 미리 처리 설정되어 있

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신장 처리 수단(205)은, 수신한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340D)의 영상 타입(341D)에 기초하여, 압축 디지털 영

상 데이터(342D)를 디코드하고, MPEG2-TS의 압축 방식에 맞는 신장 처리를 행한다(단계 Sr208). 이에 의해, 압축 디지

털 영상 데이터(340D)는 원래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된다.

다음으로, 이 변환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는 아날로그화 수단(206)에 의해서 D/A 변환되고, 변환 후의 NTSC 아날로그 영

상 비디오 신호는 영상 표시 수단(207)에 의해 영상 표시된다(단계 Sr209).

이상의 일련의 처리로, 송신기(10)로부터 송신된 영상 소스는 수신기(20)측에서 영상으로서 재생된다.

[프로토콜 관계 처리]

다음으로, 상술한 영상 전송 중의 송신기(10) 및 수신기(20)에 의해서 행해지는 「영상 전송 수순」의 프로토콜 관계 처리

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한다.

우선, 수신기(20)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도 7, 도 14, 도 15 및 도 16에 의해 설명한다.

도 10에 도시한 접속 수순 처리 후의 수신기(20)는, 도 14에서의 단계 Sr201∼Sr20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송신기(10)으

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영상 소스 등을 수신하는 한편, 채널 절환 SW 수단(212),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 기기 제어

SW 수단(215)의 유저 조작에 기초하는 SW 처리를 행한다(도 14, 단계 Sr215).

도 15는 이 수신기에 의한 SW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15에서, 수신기(20)는, 유저에 의해서 채널 절환 SW 수단(212)에서 채널 절환 조작이 행해졌으면(단계 Sr2155),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이, 이 채널 절환 SW 수단(212)으로부터의 채널 절환 지시를 받고, 절환할 채널의 값을 무선 통신 처

리 수단(201)에 출력한다(단계 Sr2156). 여기서는,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은 P, Q, R 중 어느 하나의 채널의 값을 출력

한다.

이에 의해,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널의 값 대신에,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으로부터 입력된

채널의 값을 사용하여 스펙트럼 확산 방식으로 무선 전송 프레임(300)(도 4 참조)의 무선 통신을 행하게 된다.

또한, 수신기(20)는, 유저에 의해서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에서 전송 레이트의 절환 조작이 행해졌으면(단계 Sr2153)

,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이, 이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으로부터의 레이트 절환 지시를 받고, 전송 레이트 절환값

을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출력한다. 그리고,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이, 이 레이트 절환값의 레이트 절환 메시지

(340P)(도 5 참조)를 작성하고,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이 그 무선 전송 프레임(300)을 조립하며(도 4 참조), 무선 통

신 처리 수단(201)으로부터 송신한다(단계 Sr2154). 또한, 이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에 의한 전송 레이트 절환값은

신장 처리 수단(205)에도 공급되어, 신장 처리 수단(205)의 신장 레이트도 변경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신기(20)는, 유저에 의해서 기기 제어 SW 수단(215)에서 영상 소스의 플레이/정지/일시 정지 등의 기기 제어 조작

이 행해졌으면(단계 Sr2151), 기기 제어 처리 수단(214)이, 이 기기 제어 SW 수단(215)으로부터의 기기 제어의 지시를 받

아, 그 기기 제어 데이터를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출력한다. 그리고,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이, 이 기기 제어 데이

터의 기기 제어 메시지(340P)(도 5 참조)를 작성하고,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이 그 무선 전송 프레임(300)(도 4 참

조)을 조립하여,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으로부터 송신한다(단계 Sr2152).

또한, 수신기는, 그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의해서,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인 경우

에는, 도 14에서의 단계 Sr206에서 도시한 프로토콜 처리를 행한다.

도 16은 이 수신기에 의한 프로토콜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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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에서, 수신기(20)는,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것이 접속 메시지인지를 판별하여(단계 Sr2061),

접속 메시지인 경우에는, 도 10에 도시한 접속 수순 처리를 행한다(단계 Sr2062).

즉, 이 경우에는, 수신기(10)에서는, 이 접속 메시지가 접속 요구인 경우, 도 10에서의 단계 Sr10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접속 수순 처리가 종료하게 된다.

또한, 수신기(20)는, 이들 각 SW 수단(212, 213, 215)의 조작에 의한 처리 및 프로토콜 처리와는 달리, 타이머(217)의 기

동으로 정기적으로 수신기(20)의 수신 상태를 스테이터스 메시지(340P)(도 5 참조)로 송신하는 처리를 행한다.

또한, 이 수신기(20)에서의 타이머 기동에 의한 수신 상태의 송신 처리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다음으로, 상술한 영상 전송 중의 수신기(20)에 의한 처리에 대응하여, 송신기(10)에 의해서 행해지는 「영상 전송 수순」

의 프로토콜 관계 처리에 대하여, 도 3, 도 13 및 도 17에 의해 설명한다.

도 9에 도시한 접속 수순 처리 후의 송신기(10)는, 도 13에서의 단계 St202∼SL20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상 소스를 송

신하는 한편, 수신기(20)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수신 처리도 행하고 있다.

즉, 송신기(10)는, 도 13에서 단계 St201에 도시한 수신 대기 처리에서, 수신기(20)로부터의 무선 전송 프레임(300)(도 4

참조)의 수신을 검출한 경우에는,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오류 검출 부호를 계산하고(단계 St208), 계산한 오류

검출 부호가, 부가되어 있는 오류 검출 부호(350)와 동일하면, 단계 St209에 도시하는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데이터

(340)의 내용 종별(330)의 판별 처리로 진행한다.

이에 대하여, 송신기(10)는, 계산한 오류 검출 부호가, 부가되어 있는 오류 검출 부호(350)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이므로, 그 통계 처리를 행한다(단계 St210).

단계 Sr208의 처리에서 오류 검출 부호(340)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신기(10)는,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203)에 의해서, 이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의 데이터(340)가 프로토콜 메시지(340P)(도 5 참조)인지의 여부의 데이터(340)의 내용 종

별(330)의 판별 처리를 행한다(단계 St209).

이 단계 St209에 의한 판별 처리에서, 송신기(10)는,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이면, 프로

토콜 처리 수단(104)에 의해서 프로토콜 처리를 행한다(단계 St211).

이에 대하여, 송신기(10)는, 수신한 무선 전송 프레임(300)이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아니면, 단계 St201에서 도시한

수신 대기 처리로 되돌아간다.

다음으로, 송신기(10)가 행하는 단계 St211에 도시한 프로토콜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7은 이 송신기에 의한 프로토콜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송신기(10)는,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에 의해서 추출된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 의해

서 레이트 절환 메시지라고 판별되었다면(단계 St2113),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107)에 의해서 레이트 절환 처리를 행한

다(단계 St2114).

마찬가지로, 송신기(10)는,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 의해서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스테이터스 메시지라고 판별되

었다면(단계 St2115),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에 의해서 스테이터스 처리를 행한다(단계 St2116).

마찬가지로, 송신기(10)는,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 의해서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기기 제어 메시지라고 판별되었

다면(단계 St2117), 기기 제어 처리 수단(110)에 의해서 기기 제어 처리를 행한다(단계 St2118).

마찬가지로, 송신기(10)는,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 의해서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접속 수순 처리에 관한 접속 메

시지라고 판별되었다면(단계 St2111), 도 9에 도시한 접속 수순 처리를 행한다. 즉, 이 경우에는, 송신기(10)는, 이 접속

메시지가 접속 요구인 경우에는, 도 9의 단계 St10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접속 응답을 송신하는 처리를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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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프로토콜 관계 처리에서의 각 개별 처리에 대하여, 그 구체예를 들어 설명한다.

[레이트 절환 처리]

우선, 레이트 절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수신기(20)를 사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시청하고 있는 유저가,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의 표시값에 의해서 무선 환경의

악화를 확인하고, 영상 소스의 압축 레이트(현상을 6Mbps라고 함)를 절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면,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에 표시된 수신 상태의 값(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율)이 양호한 수신 상태에 대하여

그 7할의 상태밖에 되지 않아, 유저가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으로 4Mbps의 레이트로 절환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 설

명한다.

이 경우에서의 수신기(20)가 행하는 프로토콜 관계 처리를, 도 7, 도 14, 도 15에 의해 설명한다.

도 7에서, 유저의 조작에 의해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으로부터 출력되는 레이트 절환값(4Mbps)은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에 출력된다(도 14, 도 15, 단계 Sr215, Sr2153).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은 레이트 절환값(4Mbps)을 나타내는 값 '0'을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출력한다.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은, 출력된 값 '0'을 레이트 절환 메시지의 데이터(342P)로 하고, 메시지 ID(341P)의 값이 '1'인

레이트 절환을 위한 프로토콜 메시지(340P)(도 5 참조)를 조립하여,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에 출력한다.

이 조립한 프로토콜 메시지는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을 경유하여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 송신된다(도 14, 도

15, 단계 Sr215, Sr2154).

다음으로, 레이트 절환 메시지를 수신한 송신기(10)가 행하는 프로토콜 관계 처리를, 도 3, 도 13, 도 17에 의해 설명한다.

송신기(10)는, 레이트 절환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무선 전송 프레임(340)을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에서 수신하고,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을 경유하여, 이 레이트 절환 메시지가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 공급되면(도 13, 단계 St201,

St208, St209),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서, 메시지 ID의 값이 '1'인 것에 기초하여, 그 데이터 '0'을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107)에 출력한다(도 13, 도 17, 단계 St211, St2113).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107)은, 데이터 '0'이 나타내는 레이트 절환값(4Mbps)을 압축 처리의 압축값(압축율, 압축 레이트)

으로서 압축 처리 수단(105)에 출력한다(도 13, 도 17, 단계 St211, St2114).

압축 처리 수단(105)은, 압축율(4Mbps)로, 디지털 처리 수단(106)으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소스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MPEG2-TS의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압축한다(도 13, 단계 St204).

이상과 같이, 수신기(20)의 유저 조작으로 무선 전송되는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레이트)이 절환된다.

[기기 제어 처리]

다음으로, 기기 제어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송신기(10)로부터 전송된 영상 소스를 수신기(20)로 시청하고 있는 유저가, 그 영상 소스를 플레이/정지/일시 정지 등을

하기 위해서, 기기 제어 SW 수단(215)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본 실시 형태에서는, 기기 제어 SW 수단(215)으로부터 출력되는 기기 제어 데이터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플레이」는 정지 또는 일시 정지로 정지하고 있는 영상 소스를 동작시키는 기기 제어 데이터이다.

「정지」는 영상 소스의 전송을 멈추는 기기 제어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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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는 영상 소스의 전송을 일시 정지하는 기기 제어 데이터이다.

여기서는, 「플레이」가 유저 조작에 의해 조작된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이 경우에서의 수신기(20)가 행하는 프로토콜 관계 처리를, 도 7, 도 14, 도 15에 의해 설명한다.

유저 조작에 의해, 기기 제어 SW 수단(215)은 「플레이」를 기기 제어 처리 수단(214)에 출력한다(도 14, 도 15, 단계

Sr215, Sr2151).

기기 제어 처리 수단(214)은, 「플레이」를 나타내는 기기 제어 데이터 '0'을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출력한다.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은, 출력된 기기 제어 데이터 '0'을 기기 제어 메시지의 데이터(342P)로 하고, 메시지 ID(341P)의

값이 '3'인 기기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메시지(340P)(도 5 참조)를 조립하여,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에 출력한다.

프로토콜 메시지는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을 경유하여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 송신된다(도 14, 도 15, 단계

Sr215, Sr2152).

다음으로, 기기 제어 메시지를 수신한 송신기(10)가 행하는 프로토콜 관계 처리를, 도 3, 도 13, 도 17에 의해 설명한다.

송신기(10)는 기기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면(도 13, 단계 St201, St208, St209),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서 기기 제어

메시지의 데이터 '0'을 기기 제어 처리 수단(110)에 출력한다(도 13, 도 17, 단계 St211, St2117).

기기 제어 처리 수단(110)은, 데이터 '0'이 나타내는 기기 제어 「플레이」를, 도시하지 않은 영상 소스의 출력 기기로서의

AV 기기(50)의 「플레이」에 대응하는 적외선 리모콘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도 13, 도 17, 단계 St211, St2118).

영상 소스의 출력 기기로서의 AV 기기(50)는, 그 적외선 리모콘 신호를 수신하고, 그 처리를 한다. 이 경우에는 플레이 처

리를 실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신기(20)의 유저 조작으로, 무선 전송되는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스테이터스 처리]

도 9 및 도 10에 의해 설명한 접속 수순 처리 후, 정기적으로 수신기(20)의 스테이터스 정보를 송신기(10)에 송신하는 스

테이터스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수신기(20)의 관계 처리를 도 7 및 도 1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수신기(20)는, 정기적으로 기동되는 타이머(217)로부터의 지시로,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이, 도 14에 도시한 단계

Sr202, Sr204에 의한 처리에 의해 카운트한 수신 계수 및 오류 계수의 값으로부터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율을 연산하고,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 및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211)에 출력한다(단계 Sr220). 그 후,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수신 계수, 오류 계수의 값을 클리어하여, 다음회의 수신 계수 및 오류 계수에 대비한다(단계

Sr221).

다음으로,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211)은, 수신 상태(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율)의 값을 데이터로 하여 프로토콜 처리 수

단(204)에 출력한다.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서는, 수신 상태를 프로토콜 메시지(340P)(도 5 참조)의 데이터(342P)에

할당하고, 메시지 ID(342P)의 값이 '2'인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생성한다(단계 Sr222). 스테이터스 메시지는 프로토콜 처

리 수단(204)으로부터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에 출력되고, 이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에서 무선 전송 프레임

(300)(도 4 참조)으로 된다(단계 Sr223).

그리고, 수신기(20)는, 최후로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서 스펙트럼 확산하고, 송신기(10)에 송신한다(단계 Sr224).

또한,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은 수신 상태(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율)를 LED 표시나 영상 소스에 중첩하여 유저에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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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수신한 송신기(10)가 행하는 프로토콜 관계 처리를, 도 3, 도 13, 및 도 17에 의해 설명한

다.

도 13에서, 송신기(10)는, 도 2의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서,

수신기(20)로부터의 무선 전송 프레임(300)을 수신 대기 처리하고(단계 St201), 수신이 있었으면 오류 부호를 확인하고

(단계 St208), 오류 부호 확인 후, 무선 전송 프레임을 해석하고, 프로토콜 메시지이면(단계 St209), 프로토콜 메시지의 내

용에 대응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St211).

도 17에서, 송신기(10)는 프로토콜 처리 수단(104)에서 프로토콜 메시지(340P)를 해석하고, 프로토콜 메시지(340P)가 스

테이터스 메시지이면(단계 St2115),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은 스테이터스 메시지로부터 수신기(20)에 의한 수신 상

태(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율)를 추출하여 보유함과 함께, 내부에 설치된 갱신 플래그를 '1'로 설정 갱신한다(단계

St2116).

또한, 도 13에서, 이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은, 타이머(111)에 의해 이 갱신 플래그가 '1'인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

크하여(단계 St220), '1'이면, 수신 상태가 수신기(20)에 의해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갱신 플래

그를 '0'으로 설정 갱신한다(단계 St221).

따라서, 이 체크 시에, 갱신 플래그가 '0'이었으면, 그 동안, 도 13의 단계 St2116에서 도시한 처리가 실행되지 않고서, 수

신기(20)로부터의 스테이터스 메시지에 의한 수신 상태의 갱신이 미갱신이므로, 채널 절환의 지시를 채널 절환 처리 수단

(109)에 출력한다(단계 St222).

이상과 같이 하여, 송신기(10)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신기(20)로부터 송신되는 자신의 수신 상태(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비

율)에 대한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수시 갱신하면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정기적인 수신 상태를 이

용하여, 후술하는 채널 절환 처리에 이용한다.

[채널 절환 처리]

도 9 및 도 10에 의해 설명한 접속 수순 처리 후에, 송신기(10) 및 수신기(20)가 채널을 절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무선 환경이 양호하고, 유저가 채널을 P로부터 Q로 절환하는 경우를 예로, 수신기(20)의 관계 처리를 도 7, 도 14,

및 도 1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7에서, 수신기(20)에서는, 유저가 채널 절환 SW 수단(212)을 조작하면, 그 채널을 Q로 설정하는 지시가 채널 절환 처

리 수단(209)에 출력된다(도 14, 도 15, 단계 Sr215, Sr2155).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은,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에 대하여, 영상 전송 수순을 멈추고 접속 수순을 하도록 지시를 냄

과 함께,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 대하여, 현재의 채널 P로부터 다른 채널 Q로 절환하는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낸다.

다음으로, 수신기(20)는, 프로토콜 처리 수단(204),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202),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203)을 사용하여, 다시 도 10에 도시한 접속 수순을 실행한다.

또한, 이 경우, 도 10에 도시한 접속 수순은, 그 단계 Sr102에서 도시한 「채널 절환」에서 채널 Q가 초기 설정되고, 또한,

단계 Sr101에서 도시한 시간 B의 경과 후에도, 채널 Q가 다시 절환 설정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채널 Q에 고정된 상태에

서 실행된다.

이에 대한 송신기(10)의 관계 처리를 도 3, 도 13, 및 도 17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송신기(10)에서는, 정기적으로 기동되는 도 13 및 도 17에서 설명한 스테이터스 처리에 의해, 수신기(20)의 채널 P에 의한

수신 상태가 정기적인 갱신이 없으므로, 수신기(20)의 채널이 채널 P로부터 절환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널 절환 처리를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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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널 P로 설정되어 있는 송신기(10)에서는, 수신기(20)의 채널 Q로의 채널 절환 전은, 스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이

타이머(111)로 기동된 경우에,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갱신 플래그를 확인하였을 때에(단계 St220), 갱신 플래그의 설

정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머(111)의 기동 간격 내에 수신 상태가 수신기(20)에 의해 갱신되었으므로, 갱신 플래그

를 '0'으로 설정하고(단계 St221), 그 일련의 처리를 종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수신기(20)의 채널은 채널 Q로 절환되게 되기 때문에, 송신기(10)는 수신기(20)로부터의 스테

이터스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어, 도 17의 단계 St2116에 도시한 스테이터스 처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어, 갱신 플래그의

설정을 '1'로 설정 갱신할 수 없다.

그 결과, 갱신 플래그에는 '0'이 설정된 그대로로 되어, 수신기(20)에 의해서 그 수신 상태가 갱신되어 있지 않은 것이 판별

되어, 정기적인 수신기(20)로부터의 스테이터스 메시지의 송신이 끊어졌다고 판단하여, 채널 절환 처리를 한다(단계

St222).

따라서, 송신기(10)는, 무선 통신 처리 수단(101), 송신 프레임 처리 수단(102), 수신 프레임 처리 수단(103), 프로토콜 처

리 수단(104), 및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에 대하여, 영상 관계 처리를 멈추고, 접속 수순을 행하라는 지시를 출력하여,

다시 도 9에 도시한 접속 수순을 실행한다.

이상의 처리로, 송신기(10)는 채널 Q에서 수신기(20)에 대한 접속 처리를 행하고, 송신기(10)와 수신기(20) 사이에서는 다

시 새로운 채널 Q에서 영상 관계 처리를 포함하는 영상 전송 수순을 행한다.

다음으로, 스테이터스 메시지의 전송을 할 수 없는 레벨로 무선 환경이 나쁜 경우에, 송신기(10)와 수신기(20) 사이에서 자

동적으로 채널을 절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송신기(10)는, 스테이터스 메시지의 전송을 할 수 없는 레벨로 무선 환경이 나쁜 경우에는, 상술한 수신기(20)측에서 유저

가 채널을 절환하여 스테이터스 메시지의 수신이 끊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 17의 단계 St2116에 도시한 스테이터스

처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접속 중의 영상 관계 처리를 멈추고, 다시 도 9에 도시한 접속 수순을 실행하게 된다.

이에 의해, 송신기(10)는, 수신기(20)측에서 무선 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새로운 채널로 절환하거나, 무선 환경이 다시 좋게

되거나 등 하여 수신기(20)와 접속 가능하게 될 때까지, 채널을 절환하는 처리를 반복하게 된다.

수신기(20)의 유저는, 유저의 의사로 채널 절환 SW 수단(212)을 조작하여, 무선 환경이 개선되어 있을 것 같은 채널로 절

환하거나 그 전원을 다시 넣음(즉, 수신기(20)를 일단 리세트함)으로써 다시 무선 환경이 개선된 새로운 채널에서 영상 소

스의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전원을 다시 넣는 것 대신에, 채널 절환 SW 수단(212)에 자동적으로 채널이 전

원 투입 시와 마찬가지로 절환하는 조작을 행할 수 있는 유저 조작부를 설치하여 놓게 하여도 된다.

이상의 일련의 처리로, 데이터가 전송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무선 환경이 나쁜 상황이어도, 수신기(20)측으로부터의 조작

으로, 송신기(10)와 수신기(20) 간의 채널을 절환하여, 무선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본 실시 형태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은 이상 설명한 것과 같지만,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 대하여 설명

한다. 또한, 그 설명에 대응하여, 상기 실시 형태와 동일 또는 마찬가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2 실시 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의 제2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8에 의해 설명한다.

도 18은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의 구성도이다.

제2 실시 형태는, 제1 실시 형태에서, 송신기(10)의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에 타이머(112)가 설치되고, 또한, 도 18 내

에서 점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있는 각 처리 수단(105∼108, 110, 111)에는, 공급하는 구동 클럭을 멈추고, 전원 공급을

멈추는 등의 전력 절약 모드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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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112)는, 수신기(20)의 정기적인 스테이터스 메시지가 끊어짐으로써, 송신기(10)가 접속 가능한 채널을 찾아낼 때,

채널을 절환하는 처리의 시간을 카운트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송신기(10)는, 제1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수신기(20)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스테이터스 메시지가 끊어진 것이 스

테이터스 처리 수단(108)에 의해서 검출되면(도 13, 단계 St220),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은 도 9에 도시한 일련의 접속

수순을 개시하여(도 13, 단계 St222), 채널을 절환한다.

이 때,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은, 이 접속 수순의 개시와 동시에, 타이머(112)의 카운터를 기동시킨다. 그리고, 타이머

(112)는 미리 정해진 일정 시간 D(단, 시간 D>(시간 A)*3)를 계시하고, 이 시간 D의 경과로, 각 처리 수단(105∼108,

110, 111)에 대하여, 전력 절약 모드로 될 것을 지시한다. 이에 의해, 타이머(112)로부터 전력 절약 모드의 지시를 받은 각

처리 수단(105∼108, 110, 111)은, 공급하는 구동 클럭을 멈추고, 전원 공급을 멈추는 등으로 되어 전력 절약 모드에 들어

간다.

이에 대하여, 타이머(112)에 의한 일정 시간 D의 계시 중에, 접속 가능한 채널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도 9에 도시한 일련의 접속 수순에서의 단계 St104에서, 수신기(20)로부터의 접속 요구를 수신하고, 프로토콜 처리 수단

(104)에 의한 도 17의 단계 St2112에서 도시한 처리의 실행에 의해 이 접속 수순이 종료되면, 송신기(10)의 채널 절환 처

리 수단(109)은 타이머(112)의 기동을 정지시키고, 각 처리 수단(105∼108, 110, 111)에 대하여 전력 절약 모드로부터의

복귀를 지시한다.

이에 의해, 복귀된 각 처리 수단(105∼108, 110, 111)을 포함하는 송신기(10)는, 제1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채

널에서 도 13에 도시한 영상 전송 수순을 행한다.

이상,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수신기(20)가 유저에 의해 전원 OFF되는 등 하여 영

상 소스의 시청이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경우에는, 송신기(10)는 수신기(20)측에서 다시 영상 소스의 시청이 개시

될 때까지, 도 9에 도시한 일련의 접속 수순만이 실행되는 전력 절약 모드로 된다.

<제3 실시 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의 제3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9에 의해 설명한다.

도 19는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제3 실시 형태는, 도 7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오류 계수/수신 계수)를 해석하고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에 레이트 절환을 지시하는 처리가 갖춰져 있다.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예를 들면, 송신기(10)와의 사이에서 6Mbps의 전송 레이트로 영상 전송 중에, 수신기(20)의 수신

상태(오류 계수/수신 계수)가 4할 내지 5할을 나타내었다면, 전송 레이트를 인하하기 위해서 4Mbps로 절환하는 지시를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에 자동 출력하는 전송 레이트 자동 조정 기능을,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추가한다.

이에 의해, 무선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으로부터는, 레이트 절환값(4Mbps)이 프로토콜 처

리 수단(204) 및 신장 처리 수단(205)에 출력되게 된다.

그 결과, 수신기(20)로부터 레이트 절환 메시지가 송신기(10)에 송신되고, 송신기(10)는, 도 17의 단계 St2114에서 도시

한 레이트 절환 처리를 행하고, 전송 레이트를 4Mbps로 절환한다.

이상,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무선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채널은 동일한 채로 그

전송 레이트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영상 전송을 정확하게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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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설명을 생략하였지만,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의 전송 레이트 자동 조정 기능은, 반대로 무선

환경이 호전된 경우에는, 전송 레이트를 인상하는 절환 지시를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에 자동 출력 가능한 구성으로

도 되어 있다.

<제4 실시 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의 제4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20에 의해 설명한다.

도 20은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제4 실시 형태는, 도 7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오류 계수/수신 계수)를 해석하고,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채널 절환을 지시하는 처리가 갖춰져 있다.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예를 들면, 송신기(10)와의 사이에서 채널 P에서 영상 전송 중에, 수신기(20)의 수신 상태(오류 계

수/수신 계수)가 7할 이상을 나타내었다면, 채널 P를 절환하는 지시를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자동 출력하는 채널 자

동 조정 기능을,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추가한다.

이에 의해, 무선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으로부터는, 현재의 채널 P로부터 다른 채널 Q로 절환

하는 지시가,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에 출력되게 된다.

그 결과, 무선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은, 유저에 의한 채널 절환 SW 수단(212)의 조작을 기다

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채널 Q로의 절환 처리를 행하여, 수신기(20)의 수신 채널을 절환한다.

이상,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영상 전송 중에 무선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도, 송신기

(10) 및 수신기(20)는, 서로 채널을 절환하면서 무선 환경이 비교적으로 양호한 채널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어 영상 전송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영상 전송을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5 실시 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의 제5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9, 도 20 및 도 21로 설명한다.

제5 실시 형태는, 도 7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이,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오류 계수/수신 계수)를 해석하고, 도 19에 기초하여 설명한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전송 레이트 자동 조정 기능과, 도 20

에 기초하여 설명한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채널 자동 조정 기능을 더불어 구비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기(20)의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수신기(20)의 수신 상태(에러율=오류 계수/수신 계수)를 해석하고, 그

에러율의 값에 따라서,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에 레이트 절환의 지시를 행하거나,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채널

절환의 지시를 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 21은 본 실시 형태의 수신 상태 해석 수단에 의한 전송 레이트/채널 자동 조정 기능의 플로우차트이다.

이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의한 전송 레이트/채널 자동 조정 기능은, 도 14에 도시한 단계 Sr220∼Sr224에 나타낸

일련의 처리와 동기를 취하여, 타이머(217)로부터의 정기적인 타이밍 출력에 의해서 기동된다.

도 21에서, 정기적으로 기동되는 타이머(217)로부터의 지시로,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단위 시간마다의 오류 계수

와 수신 계수의 비율(에러율)을 계산하고(단계 Sr230), 계산한 에러율을 현 에러율로서 보유한다(단계 Sr231).

다음으로,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전회의 타이머(217)에 의한 기동 시에 현 에러율로서 계산/보유된 전 에러율과, 상

기 단계 Sr230, Sr231에서 계산/보유된 현 에러율의 비율을, 변화율로서 계산한다(단계 Sr232).

다음으로,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예를 들면, 그 변화율이 '2.0'보다 크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단계 Sr233), 변화율이

'2.0'과 '1.5' 사이의 값에 있는지의 여부(단계 Sr236), 변화율이 '0.8'보다 작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단계 Sr239)를 판정하

고, 판정 결과에 따른 조정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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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 형태에서는, 우선, 단계 Sr233에서 도시한 판정 처리에 의해서, 변화율이 '2.0'보다 크게 되어 있다고 판정된 경우

에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채널 절환의 지시를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출력한다(단계 Sr234).

이에 대하여, 단계 Sr236에서 도시한 판정 처리에 의해서, 변화율이 '2.0'과 '1.5' 사이의 값에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

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또한, 현재의 전송 레이트를 그 하한값(여기서는, 4.0Mbps)과 비교한다(단계 Sr237). 이 비교

에 의해, 이미 하한값인 경우에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채널 절환의 지시를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출력하는

한편(단계 Sr234), 아직 하한값에 도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 레이트를 다음 하위값으로 인하하기 위한 레이트 절

환 지시를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210)에 출력한다(단계 Sr238).

또한, 단계 Sr239에서 도시한 판정 처리에 의해서, 변화율이 '0.8'보다 작게 되어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또한, 현재의 전송 레이트를 그 상한값(여기서는, 6.0Mbps)과 비교한다(단계 Sr240). 이 비교에 의해, 이미

상한값인 경우에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채널 및 전송 레이트의 어느 것도 조정하지 않는 한편, 아직 상한값에 도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 레이트를 다음 상위값으로 인상하기 위한 레이트 절환 지시를 레이트 절환 처리 수단

(210)에 출력한다(단계 Sr241).

또한, 변화율이 '0.8' 이상이고 '1.5' 이하인 값에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채널 및 전송 레이

트 중 어느 것도 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기한 변화율의 값에 대응한 전송 레이트 또는 채널의 자동 조정 처리 후,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은, 상술한 단

계 Sr232의 처리에 의해서 계산/보유된 현 에러율을, 다음회의 타이머(217)에 의한 기동 시에 구비하고, 전 에러율로서 갱

신/보유한다(단계 Sr235).

이상,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채널 P에서 영상 전송 중에, 수신기(20)의

수신 상태(에러율=오류 계수/수신 계수)의 변화율이 2배 이상의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면 채널 절환의 처리를 행하고, 변화

율이 1.5배 내지 2배 이내의 작은 변화 또는 8할 미만의 변화인 경우에는 전송 레이트를 절환하는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수신 환경이 급격하면서 대폭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채널 절환에 의해 대응을 꾀하고, 수신 환경이 약간 악화

된 경우나 수신 환경이 개선된 경우에는, 전송 레이트 절환에 의해 대응을 꾀할 수 있어, 수신 환경의 변화의 정도에 대응

한 적확하면서 정확한 영상 전송을 행할 수 있다.

<제6 실시 형태>

도 22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기의 개략 설명도이다.

송신기(10')는, VTR, TV 튜너, DVD 플레이어 등의 AV 기기(50')와 접속되어 있다. 송신기(10')와 AV 기기(50') 사이에

는, 영상 소스의 인터페이스로서, AV 기기(50')로부터 송신기(10')에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가 공급되고, 주기 제어

의 인터페이스로서, 송신기(10')로부터 AV 기기(50')에 영상 소스의 플레이/정지/일시 정지 등의 지시에 대응한 리모콘 출

력이 공급된다.

수신기(20')는, 제1 실시 형태의 수신기(20)와는 달리, 상기 송신기(10')에 접속된 AV 기기(50')와는 다른, TV 모니터, 프

로젝터 등의 AV 기기(60)와 접속되어 있다. 이 AV 기기(60)에는, 영상 소스를 표시하는 액정, 브라운관, 프로젝터 기구 등

의 영상 표시 수단(207), 송신기(10')측의 AV 기기(50')를 제어하는 기기 제어 SW 수단(215), 영상 소스를 전송하는 레이

트를 절환하는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 영상 소스를 전송하는 채널을 절환하는 채널 절환 SW 수단(212), 및 수신 상태

를 표시하는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이 구비되어 있다.

더욱이, 수신기(20')와 AV 기기(60) 사이는, 영상 소스의 인터페이스로서, 수신기(20')로부터 AV 기기(60)에 NTSC 아날

로그 비디오 신호가 공급되고, 기기 제어의 인터페이스로서, AV 기기(60)로부터 수신기(20')에 송신기(10')측의 AV 기기

(50')에 대한 영상 소스의 플레이/정지/일시 정지 등의 지시에 대응하는 리모콘 출력이 공급된다.

다음으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10'), 수신기(20') 각각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그 설명에서, 제1 실시 형

태에 따른 송신기(10), 수신기(20)와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생략함과 함께, 제1 실시 형

태에서 설명한 도 4 내지 도 6에서 도시한 무선 전송 프레임의 포맷 구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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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의 구성도이다.

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10')는,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115)이, 기기 제어 처리 수단

(110)에 접속되어 설치되어 있는 점이,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10)의 구성과 다르다.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115)은, 도 24에 도시하는 AV 기기(50')에 구비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과의 사이에서, 송신

기(10')와 AV 기기(50') 중 어느 한 쪽이 마스터측으로 되고 다른 쪽이 슬레이브측으로 되어, 마스터측으로부터 슬레이브

측으로 리퀘스트를 전송하고, 슬레이브측으로부터 그 리퀘스트의 리스폰스를 마스터측으로 돌려주는, 소위 핸드셰이크 방

식의 통신 수순에 의한 상호 교신을, 예를 들면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에 기초하는 적외선 무선 통신 또는 블루

투스(Bluetooth) 등의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 행한다.

도 24는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을 구비한 송신기측의 AV 기기의 일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AV 기기(50')는, 기기 내부 또는 그 외부 입력에 접속되어 복수(도시하는 예에서는 3개)의 영상 소스 생성부(도시 생략)를

갖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영상 소스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영상 소스 입력 IF1∼IF3는 영상 소스 절환 처리 수

단(56)에 공급되고, 영상 소스 절환 처리 수단(56)은,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에 의한 제어에 기초하여, 그 중 어느 하

나의 영상 소스 IF가 영상 소스 절환 처리 수단(56)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송신기(10')에 공급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은, 마스터측으로서 기능하는 송신기(10')로부터 리퀘스트로서 공급되는 영상 소스 생성

부를 지정한 리모콘 출력을 해당 지정된 영상 소스 생성부에 공급함과 함께, 해당 공급된 리모콘 출력에 대한 리스폰스를

송신기(10')에 공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은, 이 송신기(10')로부터 공급된 영상 소스

생성부를 지정한 리모콘 출력에 대응시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에 송신기(10')에 공급하는 영상 소스 입력 IF를 지

정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송신기(10')에 대하여, 수신기(20')는 도 25에 도시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 25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20')는, 영상 표시 수단(207), 기기 제어 SW 수단(215),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 채널 절환 SW 수단(212), 및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대신에,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이 구비되어 있는 점이,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20)의 구성과 다르다.

이 때문에, 수신기(20')로부터는, 아날로그화 수단(206)의 출력인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가, 영상 소스의 인터페이

스로서 AV 기기(60)에 공급된다.

또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에는 AV 기기(60)로부터 기기 제어 지시, 레이트 절환 지시, 채널 절환 지시가 공급된

다. 또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으로부터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의한 수신 상태가 AV 기기(60)에 공급된

다.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은, 도 26에 도시하는 AV 기기(60)에 구비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과의 사이에서, 수신

기(20')와 AV 기기(60) 중 어느 한 쪽이 마스터측으로 되고 다른 쪽이 슬레이브측으로 되어, 마스터측으로부터 슬레이브

측으로 리퀘스트를 전송하고, 슬레이브측으로부터 그 리퀘스트의 리스폰스를 마스터측으로 돌려주는, 소위 핸드셰이크 방

식의 통신 수순에 의한 상호 교신을, 예를 들면 IrDA(Infrarcd Data Association)에 기초하는 적외선 무선 통신 또는 블루

투스(Bluetooth) 등의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또는 RS232C에 기초하는 유선 시리얼 통신으로 행한다.

도 26은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을 구비한 수신기측의 AV 기기의 일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AV 기기(60)는, 영상 표시 수단(207), 기기 제어 SW 수단(215),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 채널 절환 SW 수단(212), 수

신 상태 표시 수단(216)을 구비하고 있음과 함께, 영상 소스 제어 수단(64) 및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을 구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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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스 제어 수단(64)에는, 영상 소스의 인터페이스로서의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가 수신기(20')로부터 공급된

다. 그리고, 영상 소스 제어 수단(64)은,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에 의한 제어에 기초하여, NTSC 아날로그 비디오 신

호를 영상 표시 수단(207)에 공급 제어한다.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에는, 기기 제어 SW 수단(215)으로부터의 기기 제어 지시, 레이트 절환 SW 수단(213)으로부

터의 레이트 절환 지시, 채널 절환 SW 수단(212)으로부터의 채널 절환 지시가 공급된다. 그리고,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

(65)은, 이들 공급된 지시를 마스터측으로부터의 리퀘스트로서, 슬레이브측의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

에 공급한다. 또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마스터측의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으로부터 공급되

는 수신 상태 해석 수단(208)에 의한 수신 상태를 슬레이브측으로서 받아, 수신 상태 표시 수단(216)에 공급하여 그 수신

상태를 표시시킨다. 또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이 수신 상태를 영상 소스 제어 수단(64)에도 공급하여, 수신 상태

에 따른 영상 표시 수단(207)의 표시 제어를 행하게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대하여, 수신기측의 AV 기기(60)에 의해, 송신기측의 AV

기기(50')로부터 수신기측의 AV 기기(60)에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의 송신 채널을 절환하는 예에 대하여, 도 27 내지 도 29

에 의해 설명한다.

도 27은 수신기와 송신기 간의 무선 환경이 양호한 경우의, 수신기측의 AV 기기 및 송신기측의 AV 기기의 시퀀스를 나타

낸 것이다.

도 28은 수신기와 송신기 간의 무선 환경이 불량한 경우의, 수신기측의 AV 기기 및 송신기측의 AV 기기의 시퀀스를 나타

낸 것이다.

도 29는 수신기측의 AV 기기와 수신기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끼리 및 송신기측의 AV 기기와 송신기의 기기 간 통신 처

리 수단끼리의 핸드셰이크 방식의 무선 또는 유선의 교신에서 이용되는 포맷의 설명도이다.

AV 기기(60)와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간 및 AV 기기(50')와 송신기(1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

단(55, 115) 간의 교신은, 예를 들면, 도 29에 도시한 포맷(400)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포맷(400)은, 그 포맷의 종별(410), 그룹 종별(420), 그 그룹 종별마다의 개별 내용(430), 데이터 길이(440), 및 데이터

(450)를 구비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종별(410)은, 그 포맷 자체가 상대측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에 대한 리퀘스트인지 또는 리스

폰스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예에서는, 그 값이 "0"인 경우에는 리퀘스트인 것을, 그 값이 "1"인 경우에는 리스폰스인

것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룹 종별(420)은, 그 후에 계속되는 내용(430) 및 데이터(450)의 종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예에서는, 그 값이

"1"인 경우에는, 내용(430) 및 데이터(450)가 상대측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에 대한 커맨드이고, 그

값이 "2"인 경우에는, 내용(430) 및 데이터(450)가 상대측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에 대한 스테이터

스의 문의 또는 회답인 것 등, 그 값마다 대응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또한, 개별 내용(430)은 그룹 종별마다의 개별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예에서는, 상술한 그룹 종별(420)이 커맨드인

경우, 그 값이 "1"일 때에는, 그 커맨드의 내용이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의 페어를 확립하기 위한 모드

절환이고, 마찬가지로, "2"일 때에는, 그 커맨드의 내용이 페어를 확립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225, 55-115) 사이에

서 교신을 위한 채널(즉, 주파수)을 절환하는 채널 절환이고, 마찬가지로, "4"일 때에는, 전송 레이트를 절환하는 레이트 절

환인 등, 그 값마다 대응하는 커맨드의 개별 내용이 정해져 있다. 마찬가지로, 상술한 그룹 종별(420)이 스테이터스인 경우

에는, 그 값이 "1"일 때에는, 그 스테이터스의 내용이 자신 또는 상대측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의 상

태이고, 그 값이 "2"일 때에는, 자신 또는 상대측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의 에러 상태이고, 그 값이

"7"일 때에는, 상대측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에 대한 채널의 문의 또는 회답에 관한 것이고, 그 값이

"8"일 때에는, 상대측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225, 55, 115)에 대한 전송 레이트의 문의 또는 회답에 관한 것인 등,

그 값마다 대응하는 스테이터스의 개별 내용이 정해져 있다.

또한, 데이터 길이(440)는, 후에 계속되는 데이터(450)의 데이터 길이를 나타내고, 데이터(450)는 상술한 종별(410), 그룹

종별(420), 및 개별 내용(430)으로 지정된 데이터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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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상술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225, 55-115) 간의 무선 또는 유선의 교신에서 이용되는 포맷을 이용하여, 수

신기측의 AV 기기(60)에 의해서, 송신기측의 AV 기기(50')로부터 수신기측의 AV 기기(60)에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의 송

신 채널의 절환은 다음과 같이 하여 행해진다.

도 27에서, 예를 들면, 유저에 의해서 수신기측의 AV 기기(60)의 채널 절환 SW 수단(312)(도 26 참조)이 조작된 경우, 수

신기측의 AV 기기(60)는,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도 26 참조)으로부터 수신기(20')를 향하여, 스테이터스로서 채널

리퀘스트를 송신한다(단계 Sr1010).

이 채널 리퀘스트가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도 25 참조)에 공급된 수신기(20')는,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이 변

경 전(즉, 현재)의 수신기(20')와 송신기(10') 간의 접속 채널을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으로부터 취득하고, 이것을 AV

기기(60)로부터의 채널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AV 기기(60)를 향하여 회신한다(단계 Sr1020).

AV 기기(60)에서는,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이, 이 수신기(20')로부터 리스폰스로서 회신된 변경 전의 접속 채널을 영

상 소스 제어 수단(64)에 공급하여, 영상 표시 수단(207)에 0SD 표시시킨다.

이와 같이 변경 전의 채널 리퀘스트 및 그 리스폰스에 의해서,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 및 수신기(20')

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의 양쪽에서 채널 절환의 개시가 확인되면,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으

로부터는 커맨드로서의 채널 절환 지시가 수신기(20')에 송신된다(단계 Sr1030).

이 커맨드의 채널 절환 지시가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도 25 참조)에 공급되면, 기기 간 통신 처리 수

단(225)은 이 채널 절환 지시를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공급함과 함께, 그 리스폰스로서 그 접수의 성공을 수신기

(20')에 회신한다(단계 Sr1040). 이에 의해, 수신기(20')에서는,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은 무선 통신 처리 수단(201)과

협동하여 송신기(10')와의 사이에서 도 10에서 설명한 접속 수순의 처리를 실행하게 된다.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수신기(20')로부터의 이 리스폰스의 수신에 의해서, 수신기(20')에서 채널

절환 지시의 커맨드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면, 수신기(20')에 스테이터스로서의 상태 리퀘스트를 송신한다(단계 Sr1050,

Sr1070).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은, 이 AV 기기(60)로부터의 상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이 채널 절환 처리 중인 경우에는, 채널 절환 중임을 나타내는 응답을, 또한, 채널 절환 처리가 종료하여 있

는 경우에는 아이들 또는 액티브 상태를 나타내는 응답을 AV 기기(60)에 회신한다(단계 Sr1060, Sr1080).

따라서,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수신기(20')로부터의 아이들 또는 액티브 상태를 나타내는 응답을

수신할 때까지, 수신기(20')에 스테이터스로서의 상태 리퀘스트를 정기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수신기(20')로부터의 아이들 또는 액티브 상태를 나타내는 응답을 수신하

면, 수신기(20')에 재차 스테이터스로서 채널 리퀘스트를 송신한다(단계 Sr1090).

그리고,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은, 변경 후(즉, 현재)의 수신기(20')와 송신기(10') 간의 접속 채널을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으로부터 취득하고, 이것을 AV 기기(60)로부터의 채널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AV 기기

(60)를 향하여 회신한다(단계 Sr1100). 이 수신기(20')로부터 AV 기기(60)에 회신된 절환 후의 새로운 채널은, AV 기기

(60)에서는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으로부터 영상 소스 제어 수단(64)에 공급되어, 영상 표시 수단(207)에 0SD 표시

된다.

이에 대응하여, 송신기측의 AV 기기(50')에서는,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으로부터 타이머 기동에 의해 송신기(1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115)에 스테이터스로서 채널 리퀘스트가 정기적으로 송신된다(단계 St1510).

송신기(1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115)은, 이 AV 기기(50')로부터의 스테이터스로서 채널 리퀘스트에 대하여, 수신기

측의 AV 기기(60)에 의해서 채널 절환 지시에 기초하여 채널 절환 처리 수단이 도 9에서 설명한 접속 수순의 처리를 실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리스폰스로서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으로부터 변경 전의(현재의) 채널을 취득하고, 이것을 AV

기기(50')에 회신한다(단계 St1520). 이 송신기(10')로부터 AV 기기(50')에 회신된 리스폰스로서의 변경 전의 채널은, AV

기기(50')에 구비된 도시하지 않은 LED 등으로 이루어지는 표시 수단에 공급되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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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신기(10')는, 수신기측의 AV 기기(60)에 의해서 채널 절환 지시에 기초하여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이 도 9에서

설명한 접속 수순의 처리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널 절환 처리 수단(109)에 의해서 채널 설정값이 재기입된다.

따라서, 이 채널 설정값의 재기입 후에, AV 기기(5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으로부터 송신되는 스테이터스로서 채

널 리퀘스트에 대하여(단계 St1550), 송신기(1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115)으로부터는, 그 리스폰스로서 절환 후의

새로운(현재의) 채널이 AV 기기(50')에 회신된다(단계 St1560).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수신기(20')와 송신기(10') 간의 무선 환경이 양호한 경우의 채널 절환이 행해지는 데 대하여, 수신

기(20')와 송신기(10') 간의 무선 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도 28에 도시한 시퀀스가 실행되게 된다.

즉, AV 기기(60)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이 수신기(20')에 의해서 채널 절환 지시의 커맨드

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면(단계 Sr1040), 수신기(20')에 스테이터스로서의 상태 리퀘스트를 송신한다(단계 Sr1050).

그러나, 수신기(20')와 송신기(10') 간의 무선 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신기(20')는, AV 기기(60)로부터의 채널 절환 지

시의 커맨드에 의해, 도 10에서 설명한 접속 수순의 처리를 실행하여도 송신기(10')로부터의 접속 응답을 수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신기(20')에서는, 채널 절환 처리 수단(209)에 의한 접속 수순의 처리를 실행은 계속 상태가 계속되거나 이

계속 상태에 의해 중지되어 아이들 또는 액티브 상태로 된다. 그 결과, AV 기기(60)로부터의 스테이터스로서의 상태 리퀘

스트에 대하여,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은 리스폰스로서 채널 절환 중을 송신할 수 없고, 아이들 또는

액티브 상태를 AV 기기(60)를 회신하게 된다(단계 Sr1110).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수신기(20')로부터 예를 들면 소정 시간 이상 동안, 채널 절환 중의 응답을

수신하지 않고, 아이들 또는 액티브 상태를 나타내는 응답을 수신하면, 수신기(20')에 스테이터스로서 에러 리퀘스트를 송

신한다(단계 Sr1120). 그리고,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으로부터는, 그 리스폰스로서 채널 절환 실패가

회신되어 온다(단계 Sr1130).

그리고,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수신기(20')에 스테이터스로서 채널 리퀘스트를 송신한다(단계

Sr1140). 이에 대하여, 수신기(2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225)으로부터는, 그 리스폰스로서 변경 전의 채널이 AV 기

기(50')에 회신된다(단계 Sr1150). AV 기기(6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65)은, 채널 절환 실패 및 변경 전의 채널을 AV

기기(60)의 영상 소스 제어 수단(64)에 공급하여 영상 표시 수단(207)에 0SD 표시시켜서, 유저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응하여, 송신기측의 AV 기기(50')에서는, 상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으로부터 타이머

기동에 의해 송신기(1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115)에, 스테이터스로서 채널 리퀘스트를 정기적으로 송신하고 있다

(단계 St1510). 그러나, 수신기(20')와 송신기(10') 간의 무선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AV 기기(5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55)으로부터 송신되는 스테이터스로서 채널 리퀘스트에 대하여(단계 St1590), 송신기(10')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

단(115)으로부터는, 그 리스폰스로서 종전의 변경 전의(현재의) 채널이 AV 기기(50')에 회신된다(단계 St1590).

그리고, 상기 수신기(20')와 송신기(10') 간의 무선 환경이 불량한 상태이어도, 그 상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특정 채널

에 의한 수신기(20')와 송신기(10') 간의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이 무선 환경이 개선된 새로운 채널로 자동적으로 채

널 절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1 실시 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상술한 설명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송신 채널을 절환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전송 레이트를 절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행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의하면, 상술한 실시 형태의 무선 영상 전송 시

스템과 마찬가지로, 도 8 내지 도 17에 도시한 일련의 처리로, 수신기(20')가 자동적으로 무선 환경이 나쁜 것을 판단하고,

채널을 절환하거나 유저의 의지로 채널을 절환하거나 함으로써, 다시 무선 환경이 개선된 새로운 채널에서 영상 소스의 시

청이 가능하게 됨과 함께, AV 기기(60)(수신측) 및 AV 기기(50')(송신측)는, 복잡한 무선 영상 전송의 구조를 알 필요는 없

고, 적어도 한쌍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적어도 하나의 기기 제어 IF)을 구비하는 것만으로, 무선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선 환경이 나쁜 상황이어도, 수신기(20')에 접속된 AV 기기(60)측으로부

터의 조작으로, 송신기(10')와 수신기(20') 간의 채널을 절환하여, 무선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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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상 설명한 실시 형태와 같지만, 상기한 실시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5 실시 형태에서, 전 에러율과 현 에러율의 비율에 따른 변화율에 상관없이, 현 에러율의 값만의 크기에 따라

서, 채널 절환, 전송 레이트 절환, 또는 채널, 전송 레이트의 복합 절환을 행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또한, 제6 실시 형태에서, 제1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제어 구성 대신에, 제2 내지 제5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제어 구성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수신기, 송신기 사이에서 정기적인 스테이터스 정보의 수수를 행하여, 스테이터스 정보의

불통을 채널 절환의 트리거로 함으로써,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선 환경이 나쁜 중에 확실하게 무선 전송의

채널을 절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무선 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무선 주파수대나 영상 데이터의 압축율을 절

환하여 양호한 영상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기의 개략 설명도.

도 3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의 구성도.

도 4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전송 프레임의 포맷 구성에 대한 설명도.

도 5는 본 실시 형태의 무선 전송 프레임에서의 프로토콜 메시지의 포맷 구성에 대한 설명도.

도 6은 본 실시 형태의 무선 전송 프레임에서의 압축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포맷 구성에 대한 설명도.

도 7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

도 8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한쌍의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영상 전송 처리 수순에 대한 설명도.

도 9는 본 실시 형태에서 영상 전송을 위해 송신기가 행하는 접속 수순의 플로우차트.

도 10은 본 실시 형태에서 영상 전송을 위해 수신기가 행하는 접속 수순의 플로우차트.

도 11은 본 실시 형태의 접속 수순에서의 송신기, 수신기의 채널 절환 시간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하나의 송신기와 복수의 수신기 간의 영상 전송 수순에 대한 설명도.

도 13은 본 실시 형태에서 영상 전송을 위해 송신기가 행하는 영상 전송 수순의 플로우차트.

도 14는 본 실시 형태에서 영상 전송을 위해 수신기가 행하는 영상 전송 수순의 플로우차트.

도 15는 본 실시 형태에서의 수신기에 의한 SW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16은 본 실시 형태에서의 수신기에 의한 프로토콜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17은 본 실시 형태에서의 송신기에 의한 프로토콜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1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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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

도 21은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 상태 해석 수단에 의해서 실행되는 전송 레이트/채널 자동 조정 기능의 플로

우차트.

도 22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에 따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기의 개략 설명도.

도 23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송신기의 구성도.

도 24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을 구비한 송신기측의 AV 기기의 일 실시예의 구성도.

도 25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의 구성도.

도 26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을 구비한 수신기측의 AV 기기의 일 실시예의 구성도.

도 27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와 송신기 간의 무선 환경이 양호한 경우의, 수신기측의 AV 기기 및 송신기측의 AV

기기의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28은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수신기와 송신기 간의 무선 환경이 불량한 경우의, 수신기측의 AV 기기 및 송신기측의 AV

기기의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29는 본 실시 형태에서의 수신기측의 AV 기기와 수신기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끼리 및 송신기측의 AV 기기와 송신

기의 기기 간 통신 처리 수단끼리의 핸드셰이크 방식의 무선 교신에서 이용되는 포맷의 설명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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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738727

- 28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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