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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규격호환기능을 구비한 영상표시장치 및 그 방법

요약

규격호환기능을 구비한 영상표시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영상표시장치는 소정 AV(Audio/Video)장치와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인터페이스부, AV장치로부터 전송된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부, αRGB데이

터로 OSD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생성부, OSD이미지를 소정 웹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영상표시장치는 상이한 규격이 적용된 장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IEEE1394, EIA775, CEA2027, 홈네트워크, 규격호환, CGI, 웹서버, 브라우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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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영상표시장치를 포함한 홈 네트워크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그리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AV장치 200 : 영상표시장치

210 : 통신인터페이스부 220 : 변환부

230 : 버퍼부 240 : 이미지생성부

250 : 제어부 251 : CGI부

253 : 웹서버부 255 : 웹브라우저부

260 : 디스플레이부 270 : 조작수신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규격호환기능을 구비한 영상표시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XHT(eXpandable Home

Theatre)기술에 관련된 CEA2027규격이 적용된 영상표시장치가 EIA775규격이 적용된 AV장치와 통신하여, AV장치로

부터 수신한 비트맵(Bitmap)데이터를 웹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 표시하는 규격호환기능을 구비한 영상표시장치 및 그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시스템은 가정내의 모든 장치, 즉, 컴퓨터 관련 장치, AV(Audio/Video)장치,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제어 장치나 보안 장치, 및 게임기와 같은 오락 장치 들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

다. 또한, 외부 통신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지능화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네

트워크화를 통해서 가정내의 정보자원의 공유와 개별 장치들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도 1은 종래의 영상표시장치를 포함한 홈 네트워크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노트북컴퓨터(12a) 및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12b)가 2.4㎓ 대역의 RF(Radio

Frequency)통신망(12)으로 연결되어 있다. RF통신망(12)은 각종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무선망이며, RF통신망(12)외에

도 무선망에는 2.4GHz대역에서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방식을 사용하는 IEEE802.11b, 5GHz대역

을 사용하는 IEEE802.11a, 1M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블루투스(Bluetooth), 5㎓대역의 하이퍼LAN2, 무선 반송파를

사용하지 않고 기저대역에서 수 GHz이상의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UWB(Ultra Wide Band), 저속근거리무선

통신인 Zigbee, 및 적외선통신(Infrared Data Association : IrDA)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한편, 각종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유선망에는 전화(13a), 노트북컴퓨터(13b), 팩스(13c), 및 컴퓨터(13d) 등이 전화선으로

연결된 Home PNA(Phoneline Networking Alliance)망(13), 컴퓨터(14a), 프린터(14b) 및 스캐너(14c)가 USB

(Universal Serial Bus)케이블로 연결된 USB통신망(14), DTV(15a), 캠코더(15b), DVD플레이어(15c), 및 오디오(15d)

등의 AV장치가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1394케이블로 연결된 IEEE1394통신망(15),

그리고, 커피메이커(16a), 전기밥솥(16b), 냉장고(16c) 및 세탁기(16d)가 전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력통신망(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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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무선망(12, 13, 14, 15 및 16)은 브리지(bridge)와 같은 접속장치(17)로 상호 연결되어 홈 네트워크시스템(10)을

구성한다. 게이트웨이(11)는 이들 유무선망(12, 13, 14, 15 및 16)에 연결된 각종 장치들과 외부망(즉, 인터넷망이나 공중

교환데이터망 등)을 연결하는 통로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홈 네트워크시스템(10)에는 여러 가지 규격이 적용된 장치들이 포함되어있고, 각각의 장치는 상호간의 통신을 위

한 규격호환기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DTV(15a)와 같은 영상표시장치에 적용된 규격 및 AV장치(15b, 15c, 15d)에

적용된 규격이 다른 경우, DTV(15a)는 IEEE1394통신망(15)으로 연결된 AV장치(15b, 15c, 15d)와의 통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종래에 DTV(15a) 및 DVD플레이어(15c)에 DTV용 디지털 인터페이스(Interface)규격인 EIA-

775규격이 적용된 경우, DTV(15a)는 IEEE1394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비트맵(Bitmap)데이터를 신호 처리하여,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DTV(15a)에 XHT기술에 관련된 CEA2027규격이 적용된 경우, DTV(15a)는 DVD플레이어(15c)

와의 통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물리적 정보전송계층은 IEEE1394로 같지만, 전송되는 데이터포맷에 차이

가 있으므로, DTV(15a)는 DVD플레이어(15c)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영상표시장치에 적용된 규격과 상이한 규격이 적용된 AV장치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영상표시

장치가 내부에서 처리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규격호환기능을 구비한 영

상표시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표시장치는 소정 AV(Audio/Video)장치와의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상기 AV장치로부터 전송된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부, 상기 αRGB데이터로 OSD이

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생성부, 상기 OSD이미지를 소정 웹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

다.

또한, 상기 αRGB데이터가 임시 저장되는 버퍼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웹브라우저를 화면에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IEEE1394케이블을 통해 상기 AV장치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제어부는 상기 OSD이미지를 이용하여 HTML페이지를 생성하는 CGI(Common Gateway Interface)부, 상기

HTML페이지를 해석하여 웹브라우저를 생성하는 웹브라우저부, 및 상기 CGI부에서 생성된 HTML페이지를 상기 웹브라

우저부로 전달하는 웹서버부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영상표시장치는 소정 외부조작신호를 수신하는 조작수신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외

부조작신호에 대응되는 제어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제어데이터를 상기 AV장치로 전송하도록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방법은 소정 AV장치로부터 YCbCr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YCbCr데이터

를 αRGB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αRGB데이터로 OSD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OSD이미지를 웹브라우저로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AV장치로부터 수신하는 YCbCr데이터는 IEEE1394통신을 수행하여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OSD이미지를 웹브라우저로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OSD이미지를 이용하여 HTML페이지를 생성하며,

상기 HTML페이지를 해석하여 웹브라우저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방법은 상기 αRGB데이터가 업데이트(Update)되어 저장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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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업데이트된 αRGB데이터로 OSD이미지를 생성하여, 웹브라우저로 화면에 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방법은 소정 외부조작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외부조작신호에 대응되는

제어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제어데이터를 상기 AV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영상표시장치(200)는 통신인터페이스부(210), 변환부(220), 버퍼부(230), 이미지생성부(240), 제어

부(250), 디스플레이부(260), 및 조작수신부(270)를 포함한다.

통신인터페이스부(210)는 IEEE1394케이블로 연결된 AV(Audio/Video)장치(100)와의 통신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IEEE1394케이블은 IEEE1394규격에 따른 것으로,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간의 접속이나, DTV와 같은 영상표시장치

(200)와 케이블셋탑박스, DVHS(Digital Video Home System), 및 AVHDD(Audio & Video Hard Disk Drive)와 같은

AV장치(100)간의 접속에 주로 사용된다.

IEEE1394규격은 동시(Isochronous)전송 및 비동기(Asynchronous)전송이 가능하다. 제어데이터 및 OSD(On Screen

Display)데이터는 IEEE1394케이블을 통해 동시전송방식으로 전송되고, 실시간이 요구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데이터는

IEEE1394케이블을 통해 비동기전송방식으로 전송된다.

본 발명에서는, IEEE1394케이블을 통해 EIA775규격에 대응되는 데이터 및 CEA2027규격에 대응되는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 EIA775규격은 미국전자공업협회(Electronic Industry Association)에서 제정한 DTV용 디지털 인터페이스

(Interface)규격이다. CEA2027규격은 XHT(eXpandable Home Theater)기술에 포함된 규격으로, 미국가전협회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홈 네트워크 솔류션(solution)규격이다.

XHT기술은 다수의 HD급 신호를 가장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IEEE1394케이블 및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규격인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IP)을 이용한 IP over 1394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영상표시장치(200)와 연결된 AV장

치(100)는 물론 여러 대의 영상표시장치(200)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XHT기술을 이용하면, 거실에 있는 DTV에만 디지털방송 수신기가 있고, 안방에 있는 DTV에는 수신기를 구비하

지 않는 경우에도 안방에서도 거실에 있는 DTV의 디지털방송 수신기능을 활용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거

실에 있는 DTV에만 DVD플레이어, 홈시어터(Home Theater), 및 캠코더(Camcoder) 등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

지다. 이로써 DTV와 인터넷을 연결하여 간단한 리모컨 조작만으로 영화, 음악, 게임, 및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리모컨 조작에 관련된 규격은 CEA931로써, 후술되는 조작수신부(270)에서 수신한 리모컨 조작신호를

IEEE1394케이블에 싣기 위한 규격이다.

변환부(220)는 AV장치(100)로부터 전송된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로 변환한다. 즉, AV장치(100)가 MPEG규격에

따른 YCbCr데이터를 출력하면, YCbCr데이터는 IEEE1394케이블을 통해 통신인터페이스부(210)로 전송된다. 그리고, 변

환부(220)는 통신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수신된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로 변환한다. αRGB데이터는 영상을 형

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R(빨강:Red)데이터, G(초록:Green)데이터, 및 B(파랑:Blue)데이터이고, α데이터는 투명도를 나타

낸다. RGB데이터는 각각 8비트이고, α데이터 역시 8비트이다.

버퍼부(230)에는 변환부(220)에서 변환된 αRGB데이터가 임시 저장된다. 또한, AV장치(100) 내부에서 변화된 YCbCr데

이터가 전송되면, 변화된 YCbCr데이터에 대응되는 αRGB데이터만이 부분적으로 업데이트(up-date)되어 저장된다. 이때,

버퍼부(230)의 최대 용량은 640(가로)×480(세로)이다.

이미지생성부(240)는 버퍼부(230)에 저장된 αRGB데이터를 이용하여 웹브라우저에 표시하기 위한 OSD이미지를 생성한

다.

제어부(250)는 후술되는 조작수신부(270)를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의 명령에 대응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AV장치

(100)로 전송한다. 또한, 이미지생성부(240)에서 생성된 OSD이미지를 웹브라우저를 통해 출력한다. 이러한, 제어부(250)

는CGI(Common Gateway Interface)부(251), 웹서버부(253), 및 웹브라우저부(255)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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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부(251)는 후술되는 웹서버부(253)의 기능을 보강하여 데이터베이스서버나 다른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를 구현한다. CGI는 후술되는 웹서버부(253)에서 실행되는 웹서버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웹서버와 다른 프로그램간의 통신 규약을 말한다. 본 발명에서, CGI부(251)는 사용자 정의 태그(Tag)로

HTML페이지를 작성하고, 이미지생성부(240)에서 생성된 OSD이미지를 HTML페이지에 포함시킨다. 또한, CGI부(251)

는 후술되는 웹브라우저부(255)로 전송되는 스트림(Stream)의 종류에 관한 MIME-Type을 헤더에 첨부하여, 웹서버부

(253)로 전송한다. 여기서,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은 텍스트 이외의 이미지, 동영상, 및 사운드

등의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규약이다.

웹서버부(253)는 웹서버를 실행하여, CGI부(251)에서 생성된 HTML페이지를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를 통해 후술되는 웹브라우저부(255)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웹서버로는 32 비트 윈도우 및 유닉스 기

반의 운영체계에서 모두 쓸 수 있는 아파치(Apache), 윈도우 NT에 딸려 나오는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및 넷

스케이프의 엔터프라이즈 서버 등이 있다.

웹브라우저부(255)는 HTML페이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 정의 태그 및 MIME-Type을 해석하여 웹브라우저를 생성한다.

디스플레이부(260)는 웹브라우저부(255)에서 생성된 웹브라우저를 화면에 출력하여 AV장치(100)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조작수신부(270)는 리모컨(미도시)이나 조작부(미도시)를 통해 수신된 사용자의 명령을 후술되는 제어부(250)로 전달한

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영상표시장치(200)는 IEEE1394케이블로 연결된 AV장치(100)로부터 전송된 YCbCr데이터를 통

신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수신한다(S300).

변환부(220)가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변환한 후, 버퍼부(230)에 αRGB데이터를 임시저장한다. 이때, 변환부(220)

는 AV장치(100)내부에서 연속적으로 변화되어 전송되는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로 업데이트하여 변환하고, 버퍼부

(230)에는 업데이트된 αRGB데이터가 저장된다(S310).

이미지생성부(240)는 αRGB데이터로 OSD이미지를 생성한다(S330).

CGI부(251)가 사용자 정의 태그(Tag)로 HTML페이지를 작성한다. 이때, CGI부(251)는 이미지생성부(240)에서 생성된

OSD이미지를 HTML페이지에 포함시키고, MIME-Type을 헤더에 첨부하여, 웹서버부(253)로 전송한다(S350).

웹서버부(253)가 TCP/IP를 통해 웹브라우저부(255)로 HTML페이지를 전송한다. 웹브라우저부(255)는 HTML페이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 정의 태그 및 MIME-Type을 해석하여 웹브라우저를 생성한다. 생성된 웹브라우저는 디스플레이부

(260)를 통해 화면에 출력된다(S370).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영상표시장치(200)는 상이한 규격이 적용된 AV장치(10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가 상이한 규격이 적용된 AV장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이한 규격이 적용된 가전제품간의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

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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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소정 AV(Audio/Video)장치와의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통신인터페이스부;

상기 AV장치로부터 전송된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부;

상기 αRGB데이터로 OSD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생성부;

상기 OSD이미지를 소정 웹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

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αRGB데이터가 임시 저장되는 버퍼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웹브라우저를 화면에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IEEE1394케이블을 통해 상기 AV장치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OSD이미지를 이용하여 HTML페이지를 생성하는 CGI(Common Gateway Interface)부;

상기 HTML페이지를 해석하여 웹브라우저를 생성하는 웹브라우저부; 및

상기 CGI부에서 생성된 HTML페이지를 상기 웹브라우저부로 전달하는 웹서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

시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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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소정 외부조작신호를 수신하는 조작수신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외부조작신호에 대응되는 제어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제어데이터를 상기 AV장치로 전송하도록 상

기 통신인터페이스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청구항 7.

소정 AV장치로부터 YCbCr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YCbCr데이터를 αRGB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αRGB데이터로 OSD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OSD이미지를 웹브라우저로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V장치로부터 수신하는 YCbCr데이터는 IEEE1394통신을 수행하여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OSD이미지를 웹브라우저로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OSD이미지를 이용하여 HTML페이지를 생성하며, 상기 HTML페이지를 해석하여 웹브라우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αRGB데이터가 업데이트(Update)되어 저장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된 αRGB데이터로 OSD이미지를 생성하여, 웹브라우저로 화면에 재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규격호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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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소정 외부조작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외부조작신호에 대응되는 제어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제어데이터를 상기 AV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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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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