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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소스에서 타겟으로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여 타겟에서 그를 수신 및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는 그래픽 데이터가 타겟에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지를 제어한다. 소스는 비디
오 신호가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디스플레이될 방법을 지시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타겟은 비디오 신
호, 그래픽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의해 
지시된 방식으로 합성하여 타겟에서의 합성 디스플레이를 생성한다.
    

대표도
도 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예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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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전체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는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종래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예를 보인다.

도 1c는 적어도 일정 영역의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가리면서 그래픽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비디오 디스플레이 위에 중첩
되고 있는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종래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예를 보인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보인다.

도 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수신기의 화면 내 화면(PIP) 표시 기능이 이용되고 있는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보인다.

도 2c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신기의 더블 스크린 표시 기능이 이용되고 있는 그래픽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스
크린을 보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A/V 소스와 A/V 타겟이 IEEE1394 시리얼 버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도 2에 도
시된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보인다.

도 4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그래픽 데이터 전송 과정을 서술하는 흐름도를 보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교환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그래픽 데이터를 받아 디스플레
이하는 타겟으로 소스에서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고, 특히 그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가 그래픽 데이터가 타겟에서 어떻
게 표시되어야 할지를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텔레비젼 방송국, 위성 방송 서비스, 비디오 공급 서비스등과 같이, 비디오 신호들을 수신 및/또는 표시하기 
위한 제품들이 과다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디오 신호 수신기들은 아날로그 형식으로만 된 비디오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는 것에서 부터, 디지털 형식의 비디오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는 것 및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식의 비디오 신호
를 수신 및 처리할 수 있는 것 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어떤 제품들은 기록 기능 등과 같은 기타의 종합 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디오 신호를 표시하는 가능한 특성들(가령, 화면 속 화면(PIP;Picture-in-picture)기능, 그림 속 화면(PIG
;Picture-in-graphics)기능, 더블 스크린 등) 역시 제품들 사이에서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중파 방송국, 케이블 운영자, 직접 위성 서비스, 라이브 비디오 공급 서비스 등과 같이, 비디오 신호를 전송
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 또는 소스들이 있게된다. 이 소스들 중 많은 것들이 비디오 신호에 추가하여, 프로그램 가이드, 
광고, 부가 가치 서비스(가령, 주식 시세, 뉴스 서비스 등) 등을 제공하기 위해 수신기에서 표시될 그래픽 데이터를 전
송한다. 그래픽 데이터는 텍스트, 정지 영상, 대화형 메뉴 스크린 등 어떠한 비주얼 형태로도 될 수 있고, 한편 그래픽 
데이터 그 자체가 또 다른 비디오 스트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1a는 일반적인 비디오 및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수신 장치(100)를 보이는 것으로서, 여기서 비디오 신
호의 소스인 AV 소스(101)는 AV 타겟(102)과 같은 수신기로 비디오 신호와 함께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한다. 보통, 
그래픽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는 AV 타겟(102)에 있는 믹서(104)에 의해 결합되고, 결합된 신호는 디스플레이(103)
로 보내져 그래픽 데이터 및/비디오의 디스플레이가 보는 이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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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술한 일반적인 비디오/그래픽 전송 및 수신 시스템에서는, A/V 소스(101)가 비디오 및 그래픽 데이터가 어
떻게 결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A/V 타겟(102)이 특별히 그래픽 데이터와 함께 동시에 표시될 
비디오 신호와 관련해 그래픽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되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믹서(104)는 A/V 소스(101)
와 같은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가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어떻게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수신된 비디
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결합한다. 믹서(104)는 보통, A/V 타겟(102)이 PIP, PIG, 더블 스크린 등과 같은 보다 향
상된 디스플레이 기능이 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단순한 중첩과 같이 두 신호를 결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존한다.
    

    
상세히 말하자면, 예를 들어 IEEE 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IEEE 1394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1995년에 공개된 고성
능 시리얼 버스에 대한 표준은, 여기서 단지 참고하기 위해 사용된다)를 통해 셋톱 박스(STB)와 연결된 디지털 텔리비
젼(DTV)의 경우, DTV는 STB로부터 그래픽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즉, MPEG 전송 스트림)를 수신한다. 비디오 신호
와 그래픽 데이터의 전송은, 미국 등에서 전자 공업 협회(EIA) 표준인, 2000년 4월에 공개된 EIA-775-A, " DTV 
1394 인터페이스 사양" 과 1999년 6월 공개된 EIA-799, "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사양" 등과 같은 표준들을 따르며, 
상술한 두 표준은 여기서 단지 참고용으로 쓸 뿐이다. 이러한 표준들은 STB에 대해, 비디오 신호와 결합되거나 그 자
체로서 그래픽이 표시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어 정보를 전송할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표시가 어떻게 
비율 배분되어 서로에 대해 결합되도록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수신기, 즉 DTV에 고스란히 남겨지게 된다.
    

    
기존의 표준들은 기껏해야,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위치, 크기 및 픽셀들의 이득 팩터를 정의하는 " 픽셀 정의" 사양을 
허용하여 비디오 디스플레이 위에 그래픽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겹치게 함으로써 두 디스플레이들의 혼합 및 동시 디스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 즉, 그래픽 데이터를 감소시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그래픽 데이터
가 전경에 다소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픽셀 정의는 그래픽 데이터의 일부이고 비디오 디스플레이
와 그래픽 디스플레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 종래의 시스템은 지금까지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
로 하여금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그래픽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의 많은 디지털 텔리비젼 수상기들이 PIP, PIG, 더블 스크린, 크로마 키잉(chroma keying), 컬
러 키잉 등과 같은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들은 DTV로 하여금 어떻게 그래픽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의 시스템에서 DTV는 보통 그래픽
스와 같은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비디오 신호와 같은 다른 디스플레이 위에 단순히 중첩만 할 뿐이다. 그래픽 데이터/비
디오 신호는 도 1a 및 1b와 같이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수신기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스크린 위에 그래픽 데이터만을 디스플레이(105)하거나, 기껏해야 
도 1c와 같이 그래픽 데이터가 덮어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래픽 데이터 및 비디오 
신호를 동시에 디스플레이(106, 107)한다.

상술한 종래의 그래픽/비디오 전송 및 디스플레이 방법, 그리고 시스템은 수신기/디스플레이 제품의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비디오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
다.

또 종래의 방법 및 시스템은 이제까지 그래픽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결정할 그래픽 데이터의 소
스로 하여금, 그래픽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비율 배분되어 보는이(viewer)에게 보여
질지를 명시하게 하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수신기/디스플레이 제품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래픽 데이터의 사용자 
친화적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표시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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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로 하여금,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래픽 데이터가 비디오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어떻게 배분되어 궁극적으로 보는이에게 디스플레이 되어야 할지를 정하도록 하는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표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하면,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장치는, 합성 디스플레이시 상기 비디오 
신호가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디스플레이될 방법을 지시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제
어 신호를 상기 타겟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타겟 디바이스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따라 비디오 신호와 그래
픽 데이터를 합성함으로써 합성 디스플레이가 형성되도록 하는 제어기를 포함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소스로부터 수신된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장치는,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
이터를 합성하여 합성된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는 믹서; 및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시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비디오 신호
가 표시될 방법을 지시하여 상기 믹서를 제어하기 위해 상기 소스로부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프로세싱부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의하면,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시스템은,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비디오 신
호가 표시될 방법을 지시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 및 상기 비디오 
신호, 그래픽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의해 지시된 방법으로 상기 비
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결합하여 합성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타겟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의하면, 소스에서 타겟으로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상기 타겟에서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합성 디스플레이안에서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비디오 신호가 
표시될 방법을 규정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소스에서 타겟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의하면, 소스에서 타겟으로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에서 타겟으로, 상기 타겟에서 상기 비디오 신호와 그
래픽 데이터를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 디스플레이내에서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비디오 신호가 표시될 방법을 규정하
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처리과정을 포함한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가 제공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설명의 목적으로, 본 발명의 원리는 전형적인 실시예들, 특히 셋톱박스와 같은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 및 텔리비젼 수상
기와 같은 수신기가 IEEE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경유해 연결 및 통신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
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당업자라면 다른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통신하는 다른 종류의 그래픽 데이터 소스와 수신기
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동등하게 적용 및 구현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어떤 변화도 본 발명의 정신과 범주로부
터 벗어남이 없이 그러한 변형 안에서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이 될 수 있는 비디오 신호의 소스 또한 비디오 신호와 함께 표시
될 그래픽 데이터를 타겟에 전송할 수 있다. 그래픽 데이터는 예를 들어 텍스트, 정지 화상, 대화형 메뉴, 비디오 스트림 
등과 같이 어떠한 비주얼 형태도 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내며, 비디오 신호와 관련될 수도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
디오 신호의 소스는 비디오 신호의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그래픽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제어 정보 
또한 전송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신호 소스는 가령 화면 내 그래픽(PIG), 더블 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내에서의 그래
픽 데이터 디스플레이와 비디오 신호 디스플레이의 상대적 크기 및 비율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양상에 따르면, 소스는 타겟에 타겟의 디스플레이 기능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타겟의 가
능한 디스플레이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적합한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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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본 발명의 일시예에 따른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관련부들을 보인다. 도시된 바와 같이, 
그래픽 데이터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200)은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는 어느 통신 유니트를 통해 A/V 타겟(202)
으로 그래픽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A/V 소스(201)를 포함한다. A/V 소스(201)는 그래픽 데이터와 비디
오 신호가 A/V 타겟(202)으로 어떻게 출력되어지고 디스플레이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
를 발생하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콘트롤러 등일 수 있는 제어기(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그래픽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될 디스플레이 특성(가령, PIG, PIP, 
더블 스크린 등)의 식별, 그래픽 데이터와 비디오 디스플레이 각각의 상대적 크기 및/또는 비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A/V 소스(201)는 A/V 타겟(202)로부터 A/V 타겟(202)의 스크린 사이즈, 해상도 등
과 같은 디스플레이 사양 및/또는 PIG, PIP, 더블 스크린, 컬러 및/또는 색도 키잉(keying) 등과 같은 가능한 디스플레
이 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이 정보는 A/V 소스(201)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A/V 타겟(202)에 의해 제공되거나, 
주기적으로, 또는 리셋/파워 업 등의 도중이나 A/V 소스(201) 및 A/V 타겟(202) 사이의 초기 연결시와 같은 소정 사
건 등에 따라 A/V 타겟(202)에 의해 자동으로 보내어질 수 있다. A/V 소스(201)는 A/V 타겟(202)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처리하여, A/V 타겟(202)에 공급되는 그래픽 데이터와 비디오 신호에 의해 A/V 타겟(202)의 사양 및/또는 기
능에 최대한 잘 맞도록 A/V 타겟(202)으로의 적합한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보는이에게 가장 사용자 
친화적이면서 효과적인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소스(201)는 타겟(202)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될 스크린의 크기와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의 합성 포맷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만일 A/V 타겟(20
2)(DTV)에서의 스크린이나 디스플레이 유닛의 크기 및 해상도가 각각 60인치와 1920x1200이고 더블 스크린 기능이 
지원되면, 소스(201)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A/V 타겟(202)의 스크린 크기와 해상도에 가장 잘 맞는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의 적합한 합성 스크린을 생성한다. 이 예에서, 스크린 합성은 다음에 설명될 도 2c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A/V 타겟(202)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A/V 소스(201)의 저장부(미도시)에 저장되므로, 특정 
그래픽 데이터가 A/V 타겟(202)로 보내질 때마다 질의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이 정보는 주기
적으로나, A/V 타겟(202)의 사양 및 기능 중 어느것이라도 변화할 때 A/V 타겟(202)에 의해 즉시 갱신될 수 있다.

믹서(204)는 비디오 신호, 그래픽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따라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결합해 합성 신호를 만든다. 믹서(204)는 합성 비디오 및 그래픽을 A/V 타겟(202)의 보는이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유닛이나 스크린(203)으로 그 합성 신호를 전송한다.

    
도 2a에 도시된 예는 비디오 신호, 그래픽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대해 세 개의 분리된 신호 경로를 도시하
고 있지만, 그러한 신호들이 시리얼 통신/전송 라인을 통하는 등, 어떠한 전송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전송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비디오 신호, 그래픽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디지털 통신 분야의 
업자에게는 익숙한 비트 패킷(packet(s) of bits)으로서 IEEE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 등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
해 전송된다. 또한, 하나의 패킷에는 비디오 신호, 그래픽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의 어떤 조합이 포함되거나, 
이와 달리, 각각의 비디오 신호, 그래픽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가 각각 별개의 독자적 패킷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b는 본 발명의 몇 가지 장점을 보인다. 도 2b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통해 화면내 그래픽(PIG) 기능을 가능하
게 하는 A/V 소스(201)에 의해 제공된 그래픽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닛(203)을 도시하고 있다. 도 
1b와는 반대로, 그래픽 데이터(206)와 비디오 데이터(206)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되고 있고, 동시에 비디오 디스플레
이 윈도우의 크기 및/또는 위치가 A/V 소스(201)로부터의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따라 설정된다. 본 발명의 한 양상
에 따르면, 비디오 데이터(206)는 사용자(viewer) 선택 아이콘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 아이콘이 선택될 때 비디오 
데이터(206)가 스크린상에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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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c는 A/V 소스(201)로부터의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통해 A/V 타겟(202)의 더블 스크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A/V 소스(201)에 의해 제공된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유닛(203)을 도시하고 있다. 도 1c와는 대조적
으로, 디스플레이는 비디오 데이터(208)의 영역을 가리는 그래픽 데이터(207) 없이 , 디스플레이 유닛(203)의 각각
의 영역안에 전체 그래픽 데이터(207)와 비디오 데이터(208)를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보는이가 비디오 데이터(208)
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주지된 바와 같이,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A/V 소스(201)가 비디오신호와 관련해 그래픽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되어야 할지를 처리 및 정의할 수 있게 한다. 결국, A/V 소스(201)는 사용자(viewer) 친화적 디스플레이 및/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제공하며, 이것은 A/V 타겟(202)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또는 디스플레이 기능에 대
한 효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장점이 도 3과 4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3 및 도 4는 비디오/그래픽의 소스가 셋톱박스
(STB)이고 A/V 타겟이 디지털 텔리비젼 수상기(DTB)인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의 시스템(300)은 IEEE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309)를 통해 서로 통신하는 STB(301)와 DTV(302)를 포함한
다. 이 예에서 IEEE 1394 인터페이스가 기술되고 있지만, 이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어떤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및/또
는 프로토콜이라도 본 발명의 진정한 정신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기꺼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 STB(301)와 DTV(302)는 예를 들어, 그러나 한정하는 것은 아닌 전자 공업 협회(Electronics Industry Assoc
iation;EIA) 표준, EIA-775A 및/또는 EIA-799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STB(301)는 IEEE 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DTV(302)로부터 DTV(302)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 정보를 수신한다. STB(301)는 DTV(302)로 그래픽 데이터, 비디오 신호(MPEG-2 전송 스트
림과 같은) 및 DTV(302)로부터 수신된 DTV(302)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또는 디스플레이 기능에 기반한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DTV(302)는 수신된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여 복호화된 비디오 신호를 발생하는 비디오 디코더(308)를 더 포함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디코더(308)는 MPEG-2 디코더일 수 있다. 그래픽 데이터는 그래픽 프로세서(306)에 의해 수신 
및 처리되며, 그래픽 프로세서(306)는 수신된 그래픽 데이터로부터, 비디오 디코더(308)로부터 출력된 복호화된 비디
오 신호와 호환가능한 포맷으로 처리된 그래픽 데이터를 발생하여, 그 처리된 그래픽 데이터가 복호화된 비디오 신호와 
함께 섞이도록 한다.
    

    
DTV(302)는 비디오 디코더(308)로부터의 복호화된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프로세서(306)로부터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두 신호를 합성하여 합성 비디오 신호를 만드는 믹서(305)를 더 포함한다. 믹서(305)는 합성 비디오 신호를 
포맷 변환부(304)로 출력하고, 포맷 변환부(304)는 합성 비디오 신호를 가령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등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비디오 신호인, 가령 RGB, CVBS, Y, C 신호 등을 디스플레이(303)로 전송한다. 디스플레이(303)는 그 비디
오 및/또는 그래픽을 보는이에게 디스플레이한다.
    

그래픽 프로세서(306), 비디오 디코더(308) 및 믹서(305) 각각은 DTV(302)에 있는 CPU(307)에 의해 적어도 부분
적으로 STB(301)로부터 수신된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기반하여 제어된다. CPU(307)는 또한 STB(301)로부터의 
요청 등에 의해 DTV(302)의 사양 및/또는 기능 정보를 STB(301)로 전송한다. CPU(307) 또는 콘트롤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그와 유사한 집적 회로와 같은 프로세싱 유닛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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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시스템(300)이 동작하는 과정에 대한 실시예가 도 4를 참조하여 추가로 설명될 것이다. 동작 과정은 STB(30
1)의 초기 설치나, 메모리가 클리어되고 초기 플래그 조건이 설정되는 등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STB(301)의 파
워 업 동작 등에 의해 시작된다(401단계). STB(301)는 DTV(302)로부터 디스플레이 사양 및/또는 디스플레이 기능 
정보를 요청하여 그 정보를 읽는다(402단계). 이 실시예서 디스플레이 사양 및/또는 디스플레이 기능 정보의 요청은, 
1998년 4월 15일 공개된, AV/C 디지털 인터페이스 명령 집합 일반 사양, 3.0 버전에 정의된 바와 같은 오디오/비디오 
제어 트랜잭션 집합(AV/C CTS)으로부터 쓸 수 있는 < Open Descriptor/Read Descriptor> 명령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단지 여기서 참고용으로 명시한 것이다. AV/C CTS 명령에 응답하여, DTV(302)는 STB(301)로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정보를 전송한다.
    

디스플레이 사양 및/또는 디스플레이 기능 정보는 DTV(302)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기능에 대한 정보 블록을 포함할 
수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 아래의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식으로 취해질 수 있다.

[표 1]
Compound_Length
Info_Block_Type(0x0000)
Primary_Fields_Length
Specifier_Id(0000f0)
PIG
Video min X position
Video max X position
Video max Y position
Video max Y position
Video_Size
Double Screen
Left or Right Enable
Chroma Keying
Color Keying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보 블록은 < Compound_Length> 필드, < Info_jBlock_Type> 필드, < 
Primary_Fields_Length> 필드를 포함하며, 이들은 집단적으로 특정 정보 블록의 크기 및 종류를 식별한다. < 
Specifier_Id> 필드는 DTV(302) 제조자와 같은 공급자 정보의 아이덴티티를 포함한다. < PIG> 필드는 D
TV(302)가 PIG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나, DTV(302)가 따르는 PIG 표준에 의해 그 기능이 지원되는지를 가리킨
다. < Video min Xposition> , < Video max X position> , < Video min Y position> , < V
ideo max Y position> 은 함께 스크린의 규정 가능한 위치의 범위를 명시한다. < Video Size> 필드는 1/2, 
1/3, 1/16 등과 같은 DTV(302)에 의해 지원되는 스케일 팩터을 나타낸다. < Double screen> 필드는 DTV(3
02)가 더블 스크린(또는 스플릿(split) 스크린)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 Left or Right Enable&
gt; 필드는 더블 스크린의 어느 쪽에서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 Chroma Keying&g
t; 필드와 < Color Keying> 필드는 크로마 키잉과 컬러 키잉 사양이 각각 DTV(302)와, 응용가능한 컬러 정보
가 기술되는 적합한 문법에 의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정보 블록내 각 필드의 폭은 서로 상이하고, 어떤 수의 
비트라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STB(301)는 수신된 정보 블록으로부터 DTV(302)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기능을 얻어 그에 
반응하고, 그 사양과 기능 정보를 메모리(미도시) 등의 저장 영역에 저장한다(403단계). STB(301)는 DTV(302)로 
전송될 그래픽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404단계). 전송될 그래픽 데이터가 없으면, 전송할 그래픽 데이터
가 있을 때까지 404단계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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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단계에서 그래픽 데이터가 DTV(302)로 보내지기로 결정되면, STB(301)는 403단계에서 미리 저장된 사양 및 기
능 정보를 읽는다(405단계). STB(301)는 전송될 그래픽 데이터의 성격과 DTV(302)의 가능한 디스플레이 사양 및 
기능에 따라 적합한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406단계).

이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AV/C CTS에서 제공되는 " vendor dependent command(벤더 종속 명령)" 
의 문법을 따르는 제어 명령을 포함한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다른 신호가 상술한 명령(들)
을 대신해 사용될 수 있음이 이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것일 것이다. 제어 명령의 예는 표 2에 보여지고 있다.

[표 2]
AV/C CTS(0x0) Ctype
Subunit Subunit_Id
Opcode(0x00)
Company_Id(0x00)
Company_Id(0x00)
Company_Id(0xf0)
PIG(0x00)
Video X position(0x03)
Video X position(0xE8)
Video Y position(0x02)
Video Y position(0x58)
Video Size (00)

    
표 2에 도시된 제어 명령은 DTV(302)가 PIG 기능을 이용하여 (1000, 600) 위치에 비디오 윈도우를 놓고 비디오 윈
도우의 크기를 1/8로 만들수 있게 한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 AV/C CTS (0,x0)> 필드, < Ctype> 필
드, < Subunit> 필드, < Subunit_Id> 필드 및 < Opcode(0x00)> 필드는 모두 함께, 벤더 종속 종
류와 같은 명령의 종류를 명시한다. < Company_Id> 필드는 특정 명령을 지원하는 벤더(들)를 명시한다. 두개의 
비디오 X 위치 필드는 각각 비디오 윈도우의 시작하는 X 좌표의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를 명시한다. 두개의 비디오 
Y 위치 필드는 각각 비디오 윈도우의 시작하는 Y 좌표의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를 명시한다. < Video Size&g
t; 필드는 이 예에서는 1/8로 보여지고 있는, 비디오 윈도우의 스케일 팩터를 명시한다.
    

더블 스크린, 크로마 키잉, 컬러 키잉 기능 등과 같은 다른 명령들이 상술한 PIG 명령과 함께 벤더 종속 명령을 시용하
거나 어떤 다른 적합한 가능한 명령들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들에게는 자명한 것이 될 것이다.

공식화된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 그래픽 데이터 및 비디오 신호는 DTV(302)로 전송되고, DTV(302)는 수신된 디스
플레이 제어 신호에 따라 비디오 및 그래픽을 디스플레이한다(407단계).

이 특정 실시예에서 사양 및 기능 정보는 셋톱박스에 저장되지만, 정보가 주기적으로나 그래픽 데이터가 보내질 때마다 
얻어지면 정보의 저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이 그에 따른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들에 의해 본 발명의 상술한 실시예들에 대한 다양한 변
형들이 본 발명의 정신과 범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수신기/디스플레이 장치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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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합성 디스플레이안에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상기 비디오 신호가 표시될 방법을 규정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
호를 생성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상기 타겟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상기 타겟 디바이스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 기반해 상기 비디오 신호 및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합성함으로써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가 형성되도록 하는 
제어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타겟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정보를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타겟 다바이스에 상기 정보를 질의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다비아스로부터 수신된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한 개가 바뀔 때 
상기 저장부내에 있는 상기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다스플레이 기능 중 하나가 바뀔 때 상기 타
겟 디바이스에 의한 순시적 수신에 따라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정보를 갱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타겟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정보를 토대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
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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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 디바이스로 하여금 상술한 방식으로 상기 타겟 디바이스에서 가능한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한 개를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시청각적 제어 규약 집합(AV/C CTS;Audio Visual Control Transaction Set)으로부터 벤더 종속 명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화면 내 그래픽(PIG) 기능을 포함하고,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 중 비디오 영역의 시작 위치 및 크기에 관한 정보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타겟의 디스플레이 유닛을 서브-스
크린들로 분할하는 더블 스크린 기능을 포함하고,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의 비디오 영역이 상기 서브-스크
린들 중 어느 부분에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크로마 키잉 사양을 포함하고, 상기 명령
은 상기 그래픽 데이터로 교체될 상기 비디오 신호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컬러 키잉 사양을 포함하며, 상기 명령은 
상기 비디오 신호로 교체될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 상기 그래픽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IEEE 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타
겟 디바이스로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 상기 그래픽 데이터 및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각각 데이터 패킷으로서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상기 비디오 신호 및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상기 데이터 패킷과 다른 별도의 데이터 패킷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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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셋톱 박스를 더 구비하고 상기 타겟 디바이스는 디지털 텔리비젼 수상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는 엠펙 2(MPEG-2) 전송 스트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소스로부터 수신된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 및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결합하여 합성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믹서; 및

상기 소스로부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될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믹서를 제어하는 프로세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부는 상기 소스로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한 가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부는 상기 소스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 상기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화면 내 그래픽 기능, 더블 스크린 기능, 크로마 키잉 기능 및 컬러 키잉 기능 중 적어도 한 가지를 구비하는 상기 장치
의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능들에 대한 지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장치가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상기 장치가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을 지원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될 스크린의 허용 가능한 위치, 스크린의 크기 및 해상도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의 디스플레이 사양들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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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장치가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서브-스크린들로 분할하는 더블 스크린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
를 나타내고, 상기 장치가 상기 더블 스크린 기능을 지원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될 가능한 서브-스크린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장치가 상기 크로마 키잉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상기 장치가 상기 크로마 키잉 기능
을 지원할 때 응용 가능한 컬러가 기술된 허용 가능한 문법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장치가 컬러 키잉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상기 장치가 컬러 키잉 기능을 지원할 때 응
용 가능한 컬러가 기술된 허용가능한 문법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믹서는 IEEE 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소스로부터 상기 비디오 신호, 상기 그래픽 데이터 및 상기 디
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디지털 텔리비젼 수상기를 구비하고, 상기 소스는 셋톱 박스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는 엠펙 2(MPEG-2) 전송 스트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믹서 및 상기 제어기와 연결되고, 상기 엠펙 2 전송 스트림을 수신 및 복호화하여 그에 따라 복호화된 비디오 신호
를 상기 믹서로 출력하는 비디오 디코더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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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믹서 및 상기 제어기와 연결되고,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 및 처리하여 그에 따라 처리된 그래픽 데이터를 상기 
믹서로 출력하는 그래픽 처리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를 상기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해 표시할 방법을 규정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상기 비
디오 신호 및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소스; 및

상기 비디오 신호, 그래픽 데이터,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에서 규정한 방법
으로 상기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합성하여 합성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는 타겟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상기 타겟으로부터 상기 타겟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포함한 정보를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은 상기 소스의 질의에 기반하여 상기 정보를 더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화면내 그래픽 기능, 더블 스크린 기능, 크로마 키잉 기능 및 커러 키잉 기능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포함한 상기 타겟의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능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타겟이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이 
지원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 될 스크린의 허용가능한 위치, 스크린 사이즈 및 해상도를 포함하는 상기 타
겟의 디스플레이 사양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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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은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서브 스크린들로 분할하는 더블 스크린 기능이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나타
내고,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더블 스크린 기능이 지원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 될 가능한 서브 스크린들의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크로마 키잉 기능이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타겟이 크로마 키잉 기능을 지원할 때 응용 
가능한 컬러가 기술되는 허용가능한 문법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컬러 키잉 기능이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타겟이 컬러 키잉 기능을 지원할 때 응용 가능
한 컬러를 기술한 허용가능한 문법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2.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셋톱 박스 디지털 텔리비젼을 구비하고 상기 타겟은 디지털 텔리비전 수상기를 구비하며, 상기 셋톱 박스 
및 상기 디지털 텔리비젼 수상기는 IEEE 1394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통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는 엠펙 2 전송 스트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은,

상기 믹서 및 상기 제어기와 연결되고, 상기 엠펙-2 전송 스트림을 수신 및 복호화하여 그에 따라 복호화된 비디오 신
호를 상기 믹서로 출력하는 비디오 디코더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은,

상기 믹서 및 제어기와 연결되고,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 및 처리하여 그에 따라 처리된 그래픽 데이터를 상기 믹서
로 출력하는 그래픽 처리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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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상기 타겟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상기 타겟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정보에 기반해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상술한 방식으로 상기 타겟에서 가능한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이용하도록 상기 타
겟에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시청각적 제어 규약 집합(AV/C CTS)에서 쓸 수 있는 벤더 종속 명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화면내 그래픽(PIG) 기능을 포함하며,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된 디스플레이의 비디오 영역의 크기 및 시작 위치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시
스템.

청구항 51.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타겟의 스크린을 복수 개의 서브 
스크린들로 분할하는 더블 스크린 기능을 포함하며,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 서브 스크린들 중 어디에 상기 합성 디
스플레이의 비디오 영역을 디스플레이할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2.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크로마 키잉 기능을 포함하고, 이때 상
기 명령은 상기 그래픽 데이터로 교체될 상기 비디오 신호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3.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컬러 키잉 기능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비디오 신호로 교체될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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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타겟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
레이 기능에 관한 정보 블록을 포함하며, 상기 정보 블록은,

상기 블록의 종류 및 크기를 식별하는 < Compound_Length> 필드, < Info_Block_Type> 필드, < Primary_Field
s_Length> 필드,

상기 블록의 공급자 신분을 포함하는 < Specifier_Id> 필드 ,

상기 타겟에 의해 PIG 기능이 지원되는지의 여부와 상기 타겟이 따르는 PIG 표준에 의해 상기 기능이 지원되는지의 여
부 중 하나를 가리키는 < PIG> 필드,

상기 스크린의 규정가능한 위치의 범위를 명시한 < Video min X position> , < Video max X position> , < Vide
o min Y position> , < Video max Y position> ,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되는 스케일 팩터들을 나타내는 < Video Size> 필드,

상기 타겟에 의해 더블 스크린 기능이나 스플릿 스크린 기능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 Double Screen> 필
드,

상기 더블 스크린의 어느 쪽에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 되어야 할지를 나타내는 < Left or Right Enable> 필
드,

상기 타겟에 의해 크로마 키잉 기능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명시한 < Chroma Keying> 필드,

상기 타겟에 의해 컬러 키잉 기능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명시한 < Color Keying> 필드 및

응용 가능한 컬러가 기술된 적합한 문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5.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상기 명령의 종류를 명시하는 < AV/C CTS(0, x0)> 필드, < Ctype> 필드, < Subunit> 필드, < Subunit_Id> 필
드 및 < Opcode(0x00)> 필드,

상기 특정 명령을 지원하는 벤더를 식별하는 < Company_Id> 필드,

상기 스크린의 시작하는 X 좌표에 대한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를 나타내는 비디오 X 위치 필드,

상기 스크린의 시작하는 Y 좌표에 대한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를 나타내는 비디오 Y 위치 필드, 및

상기 스크린에 대한 스케일 팩터를 명시하는 < Video Size> 필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6.

소스에서 타겟으로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타겟에서 상기 비디오 신호와 그래픽 데이터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합성 디스플레이안에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와 
관련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상기 소스
에서 상기 타겟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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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들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진 정보를 상기 타겟으로부터 상기 소스로 전
송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에서 상기 타겟으로, 상기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질의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타겟에서 상기 소스로 상기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9.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내에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 들 중 적어도 하나가 바뀔 때 상기 저장
된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1.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들 중 적어도 하나가 변화할 때 상기 타겟으로부터 신속하게 
그 변화사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으로부터 즉시 수신한 것을 바탕으로, 저장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
송 방법.

청구항 62.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이 화면내 그래픽 기능, 더블 스크린 기능, 크로마 키잉 기능 및 컬러 키잉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지원한다는 
것을 상기 정보가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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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이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상기 정보가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로부터,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이 지원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될 디스플레
이 스크린의 허용가능한 위치, 스크린 크기 및 해상도를 구비하는 상기 타겟의 디스플레이 사양을 얻는 단계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4.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서브 스크린들로 분할하는 더블 스크린 기능이 지원된다는 것
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이때 상기 정보는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더블 스크린 기능이 지
원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될 가능한 서브 스크린들의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
법.

청구항 65.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크로마 기능이 지원됨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이때 
상기 정보는 상기 타겟에 의해 크로마 기능이 지원될 때, 적용가능한 컬러가 기술된 허용가능한 문법 필드를 더 구비함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6.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컬러 키잉 기능이 지원됨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이
때 상기 정보는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컬러 키잉 기능이 지원될 때, 적용가능한 컬러가 기술되는 허용가능한 문법 필드
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7.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술한 방식으로 상기 타겟에서 이용 가능한 상기 디스플레이 사양 및 기능들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타겟이 이용하도
록 지시하는 명령을 상기 소스로부터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시청각적 제어 규약 집합(AV/C CTS)으로부터 이용가능한 벤더 종속 명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
법.

청구항 69.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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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이 화면내 그래픽 기능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의 
비디오 영역의 크기 및 시작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0.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상기 타겟이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을 복수개의 서브 스크린들로 분할하는 더블 스크린 기능을 이용하라고 지시하는 명
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된 디스플레이의 비디오 부분이 상기 서브 스크린들 중 어디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1.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한 개 이상의 명령은,

상기 타겟이 상기 크로마 키잉 기능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그래픽 데이터로 
교체될 상기 비디오 신호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2.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상기 타겟이 상기 컬러 키잉 기능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비디오 신호로 교체
될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3.

소스에서 타겟으로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소스로부터 상기 타겟으로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처리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는 
상기 비디오 신호 및 그래픽 데이터를 상기 타겟에서 합성함으로써 만들어진 합성 디스플레이내에서 상기 그래픽 데이
터와 관련해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되는 방법을 규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74.

제73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에서 상기 소스로, 상기 타겟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들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정보를 전
송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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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스에서 상기 타겟으로 상기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질의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타겟에서 상기 소스로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76.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에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들 중 적어도 한 개가 바뀔 때 상기 저장
된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78.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들 중 적어도 한 개가 변화할 때 상기 타겟으로부터 즉각적
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으로부터 수신된 즉각적인 정보 수신에 의해 상기 저장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79.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타겟이 화면내 그래픽 기능, 더블 스크린 기능, 크로마 키잉 기능 및 컬러 키잉 기
능 중 적어도 하나를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이 지원됨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에 의해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이 지원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될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허용가
능한 위치, 스크린 크기 및 해상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사양 및 기능들을 상기 정보로부터 얻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 매체.

청구항 81.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서브 스크린들로 분할하는 상기 더블 스크린 기능을 상기 타겟이 지원한다는 것
을 나타내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이때 상기 정보는 상기 더블 스크린 기능이 타겟에 의해 지원될 때 상기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될 가능한 서브 스크린의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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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2.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크로마 기능이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됨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이때 
상기 정보는 상기 크로마 기능이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될 때 적용가능한 컬러가 기술되는 허용가능한 문법 필드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청구항 83.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가 상기 컬러 키잉 기능이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됨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이
때 상기 정보는 상기 컬러 키잉 기능이 상기 타겟에 의해 지원될 때 적용가능한 컬러가 기술되는 허용가능한 문법 필드
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청구항 84.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소스로부터 상기 타겟으로 하여금 상술한 방식으로 타겟에서 적용가능한 디스플레이 사양 및 디스플레이 기능들 
중 적어도 하나를 활용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발생단계는,

시청각적 제어 규약 집합(AV/C CTS)으로부터 적용가능한 벤더 종속 명령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청구항 86.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상기 타겟에 상기 화면내 그래픽 기능을 활용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 디스플레
이의 비디오 영역의 크기 및 시작 위치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청구항 87.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상기 타겟이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복수개의 서브 스크린들로 분할하도록 하는 상기 더블 스크린 기능을 활용하도록 지
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합성 디스플레이의 비디오 부분이 상기 복수개의 서브 스크린들 중 어
디에 디스플레이되어야 할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청구항 88.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상기 타겟으로 하여금 상기 크로마 키잉 기능을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그래픽 
데이터로 교체될 상기 비디오 신호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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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9.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은,

상기 타겟으로 하여금 상기 컬러 키잉 기능을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명령은 상기 비디오 신
호로 교체될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컬러에 관한 정보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저장매체.

도면
도면 1a

도면 1b

도면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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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도면 2b

도면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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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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