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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라운드 음성을 재생하는 시스템은 최소한 DVD 재생부를 최소한 가지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로 간단하게 구
성된다. DVD, CD, 라디오등과 스피커들은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에 통합적으로 공급되며 통합시스템은 이동가능
하게 된다.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는 IEEE1394 인터페이스 또는 USB인터페이스에 의해 TV수상기에 접속되어 
있다. TV 수상기들의 스피커들은 메인 스피커들로 이용되며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 본체의 스피커들은 후방 스피
커들과 같은 보조 스피커들로 이용된다. 메인 스피커들은 본체측으로부터 제어가능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한 실시예의 시스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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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내의 음향신호 재생장치 본체의 구조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시스템도이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내의 음향신호 재생장치 본체의 구조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3a-3d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구조의 여러 가지 보기들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4a와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들을 도시한 시스템도이다.

도 5a -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구조의 다른 보기들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6a는 종래의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를 도시한 구조도이다.

도 6b는 도 6a에 도시된 종래의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시스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1 : MPEG 디코더

13 : 제어기

14 : 디지털 서라운드 디코더

16 : 전력 증폭기

20 : 본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VD등을 재생하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서라운드 음성을 얻기 위한 음계(sound 
field) 제어수단을 가지고 있다.

다중채널 음향신호들이 음성의 존재와 실제음을 얻기 위해서 홈 돌비 음성 음성 시스템으로 포함되는 DVD 장치가 공지
되어 있다.

도 6a는 종래의 DVD 돌비 음성 시스템(5-1 채널 시스템)의 스피커들의 구조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6a에서는, 참조부호 1은 음계 공간을, 2는 청중을, 3은 기록 및 재생장치 본체를 나타낸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같
이, 기록 및 재생장치 본체(3)는 CRT(12)상에 비데오 신호를 투사하기 위한 TV 수상기(17), DVD와 같은 기록매체
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DVD기록 및 재생부(10), 서라운드 음계신호를 얻는 서라운드 디코더(14), 5-1 채널 돌비 음성
에 대해서 각 스피커에 출력되는 신호를 증폭하는 전력 증폭기(15), 서라운드 디코더(14)와 DVD 기록 및 재생부(10)
를 제어하는 제어기(13), DVD(10)로부터 비데오 신호를 압축하고 압축된 비데오 신호를 CRT(12)로 출력하는 MPE
G디코더(11)를 가지고 있다. 기록 및 재생장치 본체(3)는 서라운드 음성신호를 출력 터미널(18)을 통해 서라운드 시
스템 스피커들의 각각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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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부호 (4)는 전방 좌측 스피커를 포함하는 스피커 박스이며(FLS라고 함), (5)는 전방 우측 스피커를 포함하는 스
피커 박스이며(FRS라고 함), (6)은 중앙 스피커(CS), (7)은 방향성(directivity)이 없는 우퍼 스피커(woofer spea
ker), (8)은 후방 좌측 스피커를 포함하는 스피커 박스이며(RLS라고 함), (9)는 후방 우측 스피커를 포함하는 스피커 
박스이다.(RRS라고 함) 청중(2)은 FLS, FRS, CS를 마주보고 위치하며, RLS, RRS는 청중(2)의 후방 좌우측상에 배
열되고 WS는 청중(2)의 전방 좌측방향내에 대각선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중(2)은 서라운드 음성을 즐길 
수가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최소한 5개의 스피커들(FLS, FRS, CS, RLS, RRS)과 WS는 서라운드 시스템 스피커들로부터 서라
운드 음성을 듣도록 요구되며, 메인 증폭기, 다중채널 증폭기와 각 스피커를 서로 연결하는 케이블(16)은 보기 흉하게 
산재되어 있다.

    
게다가, DVD등이 전자장비 본체(3)를 구성하는 TV수상기 밑에 제공되는 랙(rack)내에 포함되어 있고 DVD 재생기와 
TV 수상기(17)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DVD 재생기와 TV 수상기(17)가 설치되어 잇는 방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른 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편하다. 이와같은 일은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 또는 미니컴퓨터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즉, 만약 미니컴퓨터 또는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 책상 또는 전용 랙상에 설치된다면, 그것을 이
동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스피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다중
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상기 방은 서라운드 음성을 즐기도록 도와주고 한 개의 
케이블 또는 무선에 의해 다수의 스피커들에 전자장비 본체를 접속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제 1발명은 서라운드 음성을 재생할 수 있고 최소한 3차원 스피커들을 가지는 이동형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로서,

좌우측 메인 채널 스피커들을 구동하는 출력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제 2발명은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로서,

    
최소한 한 개의 중앙 스피커와, 하우징으로부터 분리가능한 좌우측 스피커들과,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록 및 재생수단과, 상기 기록 및 재생수단으로부터 다중채널 음향신호를 서라운드 음성으로 해독하는 서라운드 해독
수단과, 상기 중앙 스피커와 좌우측 스피커들을 통해 다중채널 음향 신호의 채널들의 소정의 수를 재생하고, 다중채널 
음향신호의 나머지 채널들을 스위칭하여 출력하는 스위칭 수단과, 상기 기록 및 재생수단과, 서라운드 해독수단과 스위
칭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스위칭 수단으로부터 나머지 채널들의 채널신호들이 스피커들을 가지
며 채널신호들을 기록할 수 있는 목표로 공급되어 상기 제어수단을 통해 서라운드 음성으로 재생되고, 상기 목표는 음
향장비 또는 TV수상기가 된다.
    

제 3발명은, 본 발명의 제 1 또는 제 2발명에 따르는 되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로서, 출력수단으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한 개의 배선으로 구성되는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해 메인 스피커들로 전달되며,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스피커들은 후방 스피커들로서 이용된다.

본 발명의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에 따르면, 홈 서라운드 시스템이 다른 방으로 이동되더라도, 안방극장은 쉽게 
설치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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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실시예들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a, 1b는 한 실시예내의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의 시스템도와 장치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a, 1b에서, 참조 부호 2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 본체(본체라고 함)를 나
타낸다. 이러한 본체(20)는 최소한 예를 들어 IC들, DVD에 기록하고 재생하는 DVD 기록 및 재생부(10), 전력증폭기
(16), 디지털 서라운드 디코더(14), 제어기(13), MPEG 디코더(11)등을 포함한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본체(20)는 
또한 CD, CD-ROM, MD(mini-disk), 테이프 카세트등에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록 및 재생장치, AM/FM 라디
오, 튜너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본체(20)는 디지털 서라운드 디코더(14)로부터 본체(20)의 외부와 내부에서 증폭되기 전에 디지털 데이터를 
스위칭하여 출력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라운드 시스템 스피커들을 구동시키는, 스위치들과 같은, 제 1스위칭수단(2
1)과, 전력 증폭기(15)에 의해 증폭된 아나로그 신호들을 스위칭하여 출력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라운드 시스템 스
피커들을 구동시키는, 스위치들과 같은 제 2스위칭 수단(22)을 포함한다.

본체(20)의 하우징(24)은 벽TV(17)의 경우와 같이 깊이 방향내에서 얇게 구성되어 있다. 각각 좌측과 우측 스피커들
이 되는 FLS와 FRS를 포함하는 스피커 박스들(4, 5)과, 울트라 베이스 밴드룔 우퍼 스피커로 구성되는 CS를 포함하
는 스피커 박스(6)도 역시 얇게 구성된다. 그립(grip : 25)은 휴대목적을 위해 하우징(24)의 상부면 상에 제공된다.

자유롭게 개폐되는 뚜껑은 하우징(24)의 전면상에 제공되므로 DVD는 뚜껑으로부터 삽입될 수 있다. 도 1b에서는, M
D 또는 카세트와 같은 기록매체용 삽입포트(26)가 제공되며, 좌우측 스피커들을 각각 포함하는 스피커 박스들(4, 5)
은 하우징(24)으로부터 분리가능하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1394-1995(ITE 라고 함)) 인터페이스와 USB(Univers
al serial bus) 1.0, 2.0등과 같은 인터페이스용 디지털 데이터 단말들(27, 28)과, S 터미널과 같은 아나로그 입력/출
력 터미널(29)은 CS를 포함하는 스피커 박스(6)의 하부에 제공된다.

도 1a, 1b는 청중(2)의 전방에 있는 벽 TV(17) 밑에 제공되고 본체(20)의 디지털 데이터 터미널(27)이 ITE 인터페
이스를 통해 한 개의 케이블에 의해 TV(17)에 접속되어 있는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청중(2)이 3차원 
시스템인 시스템으로 음악을 즐긴다.

    
도 2a, 2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본체(20)가 TV(17)의 청중(2)의 후방에 제공
되므로 청중은 서라운드 음성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전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ITE 또는 USB와 같은 인
터페이스용 디지털 데이터 터미널(27)(또는 28)로부터 비데오 출력들과 음성 출력들을 한 개의 케이블(16)을 통해 T
V(17) 목표로 공급함으로써,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TV(17)의 전방에 제공된 좌우측 스피커들(FRS, FLS)은 메인 
스피커들로 이용되며, 본체(20)내의 좌우측 스피커들(FRS, FLS)후방 스피커들(RRS, RLS)로 각각 이용된다. CS는 
청중(2) 바로 뒤에서 음성을 발산하는 RCS로 이용된다.
    

이 경우에서는, 전력 증폭기(15)가 신호들을 증폭한 후에, 제 2스위칭 수단(22)은 도 2a에 도시된 바와같이 스위치 되
어 본체(20)내의 RLS, RRS, RCS를 구동시킨다. 그리고 제 1스위칭 수단(21)은 도 2a에 도시된 바와같이 스위치되어 
디지털 서라운드 디코더(14)로부터 TV17면 FRS와 FLS로 증폭되지 않은 디지털 출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
는, D/A변환기와 전력 증폭기는 TV(17)상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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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3d는 도 2a와 도 2b의 경우와 같이 청중(2)측 또는 후방에 위치한 본체(20)에 의해 디지털 출력들을 전송하는 
경우에 스피커들의 구조의 보기들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3a에서는, 본체(20)가 청중(2)의 후방에 제공되며, 본체(
20)의 ITE 단말(27)은 한 개의 케이블(16)에 의해 TV(17)에 염결되어 있고, TV(17)는 본체(20)에 의해 제어되며, 
재생은 RLS와 RRS가 하우징(24)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수행된다.

도 3b는 본체(20)가 한 개의 케이블(16)에 의해 TV(17)에 연결되고, TV(17)는 본체(20)에 의해 제어되며, RLS, 
RRS는 하우징(24)의 좌우측에 제공되고 그 하우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후방 서라운드 효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도 3c는 본체(20)가 청중의 후방에 제공되고, 본체(20)의 ITE 터미널(27)은 한 개의 케이블(16)에 의해 TV(17)로 
접속되며, 청중이 헤드폰을 사용하는 동안에 TV(17)의 화면을 보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3d는 방안의 음계 공간(1)이 좁고, 본체(20)가 청중(2)의 후방측으로 이동하며, TV(17)가 한 개의 케이블(16)에 
의해 본체(20)의 USB터미널(28)에 연결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3d 에 도시된 구조에서도, 청중(2)은 서라운
드 음성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도 2a, 2b. 3a-3의 구조 보기에서는, 커맨더(commander : 36)가 청중(2)의 후방측에 있는 본체(20)를 향해 동작한
다. 이 경우에, 본체(20)가 소파옆에 위치하므로, 수작업은 비교적 쉽게 수행된다.

ITE, USB 1.0과 USB 2.0 배선이 도 3a-3d에 도시된 시스템에 따르는 서라운드 음성을 얻는데 이용된다면, 도 3a-
3d에 도시된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 IEEE1394 무선 인터페이스, 블루 투스 인터페이스 또는 도 4a에 도시된 것에 의해 
무선으로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다.

즉, 도 4a에 도시된 바와같이, 만약 예를 들어 각각 블루 투스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전송기 전송부(32)와 전송 안테나
(33)가 본체(20)에 제공되고, 전송기 수신부(35)와 수신 안테나(34)가 TV(17)상에 제공된다면, 무선전송이 실현된
다. 이 경우에는, 전송기 전송부(32)가 하우징(24)에 포함된다.

도 4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4b에서는, 본체(20)가 청중(2)의 후방에 배열되고 TV(17)에 연결되
어 있다. 그리고 음성 신호들은 TV 스피커들을 이용하지 않고 청중(2)의 전방에 제공된 미니콤포넌트와 같은 음향장
비(31)로 공급된다.

도 5a-5c는 미니 콤포넌트와 같은 음향장비(31)와 본 발명의 본체(20)의 스피커들의 재결합을 이용하여 음향공간(1)
이 작아지는 경우에 서라운드 음성을 얻기 위한 스피커들의 구조의 보기들을 도시하고 있다.

도 5a에서는, TV(17)의 스피커들은 방의 구석에 제공되며, 청중(2)의 우측에 제공된 음향장비(31)의 FLS와 FRS는 
메인 채널 스피커들로 이용되며, 본체(20)의 스피커들은 후방 스피커들(RLS, RRs, RCS)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본체
(20)의 아나로그 입력/출력 터미널(29)은 케이블(16a)에 의해 음향장비(31)로 접속되며, TV(17)는 케이블(16)에 
의해 본체(20)의 ITE 터미널(27)에 접속된다.

도 5b의 경우에, 본체(20)는 도 1b의 경우와 같이 청중(2)의 전방으로 이동되며, 본체(20)는 디지털 케이블(16)에 
의해 TV(17)로 연결된다. 본체(20)의 FLS, CS, FRS는 메인 채널 스피커들로 이용되며 음향장비(31)의 스피커들은 
후방 스피커들(RLS, RRS)로 이용된다.

도 5c의 경우에서는, 도 5a와는 반대로, 본체(20)의 스피커들이 메인 채널 스피커들(FLS, CS, FRS)로 이용된다. 음
향장비(31)의 스피커들은 후방 스피커들(RLS, RRS)로 이용되며, 본체(20)는 청중(2)의 후방에 제공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기술된 것이 아닌 본 발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전자장비, 본체, 목표의 연결과 결합들이 실현
되며 여러 가지 변화들과 수정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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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들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변화들과 수정들은 첨부된 청구항들에 정의된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서라운드 음성을 재생하는 시스템은 최소한 DVD 재생부를 최소한 가지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로 간단하게 구
성된다. DVD, CD, 라디오등과 스피커들은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에 통합적으로 공급되며 통합시스템은 이동가능
하게 된다.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는 IEEE1394 인터페이스 또는 USB인터페이스에 의해 TV수상기에 접속되어 
있다. TV 수상기들의 스피커들은 메인 스피커들로 이용되며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 본체의 스피커들은 후방 스피
커들과 같은 보조 스피커들로 이용된다. 메인 스피커들은 본체측으로부터 제어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라운드 음성을 재생할 수 있고 최소한 3차원 스피커들을 가지는 이동형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에 있어서,

좌우측 메인 채널 스피커들을 구동하는 출력수단을 포함하는 이동형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

청구항 2.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에 있어서,

최소한 한 개의 중앙 스피커와,

하우징으로부터 분리가능한 좌우측 스피커들과,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록 및 재생수단과,

상기 기록 및 재생수단으로부터 다중채널 음향신호를 서라운드 음성으로 해독하는 서라운드 해독수단과,

상기 중앙 스피커와 좌우측 스피커들을 통해 다중채널 음향 신호의 채널들의 소정의 수를 재생하고, 다중채널 음향신호
의 나머지 채널들을 스위칭하여 출력하는 스위칭 수단과,

상기 기록 및 재생수단과, 서라운드 해독수단과 스위칭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스위칭 수단으로부터 나머지 채널들의 채널신호들이 스피커들을 가지며 채널신호들을 기록할 수 있는 목표로 공
급되어 상기 제어수단을 통해 서라운드 음성으로 재생되고, 상기 목표는 음향장비 또는 TV수상기가 되는 다중채널 음
향신호 재생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출력수단으로부터의 출력신호가 한 개의 배선으로 구성되는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해 메인 스피커들을 가지는 TV 수상기
의 목표로 전달되는 다중채널 음향신호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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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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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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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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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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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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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 1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