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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디오 인코더가 내장된 Ａ/Ｖ 코덱을 사용하는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

요약

비디오 인코더와 A/V 코덱(Codec)이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된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이 개시된다.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은, 디지털 형태의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가 소정 압축 포맷 방식으로 인코딩되어 스트림 데이터로

기록된 기록매체와, 기록매체로부터 독취된 스트림 데이터에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오디오/비

디오 출력부와, 비디오 데이터를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서 처리가능한 소정 형태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비디

오 코덱, 및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서 처리가능한 소정 형태의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DAC를

갖는다. 따라서, 비디오 인코더와 A/V 코덱이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된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를 제공함으로써, 시

스템 구현의 간단화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 단일 칩, 오디오/비디오 코덱, 비디오 인코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서,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등록특허 10-0602266

- 1 -



110 : A/V 입력부 130 : A/V 코덱

150 : 프론트 패널 160 : 광 디스크 드라이브

170 :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부 180 : HDD(hard disk drive)

190 : 외부기기 인터페이스부 230 : A/V 출력부

240 : 시스템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비디오 인코더와 A/V 코덱

(Codec:Encoder ＆ Decoder)이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된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는 광 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로부터 독취된 재생신호를 오디오 신호와 비디오 신호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오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를 해당하는 각각의 압축 포맷 방식에 따라서 디코딩한다.

디코딩된 재생신호를 텔레비젼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에 표시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가 처리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는 비디오 인코더가 마련된다. 즉, 비디오 인코더는 디코딩된 디지털 형태의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

이장치(미도시)가 처리가능한 신호 형태, 예컨대, 휘도 신호(Y)와 색차 신호(Cr, Cb)로 분리된 슈퍼 비디오 신호, 휘도 신

호(Y)와 색 신호(C)가 혼합된 아날로그 신호, 및 복합 영상 신호(CVBS)로 변환한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소정의 압축 포맷 방식으로 디코딩된 디지털 형태의 비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비디오 인코더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이에 의해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의 구현의 복잡화 및 비용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디오 인코더와 A/V 코덱(Codec:Encoder ＆

Decoder)이 단일 칩으로 구현된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는, 디지털 형태의 오디오 데이터 및 비

디오 데이터가 소정 압축 포맷 방식으로 인코딩되어 스트림 데이터로 기록된 기록매체와,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독취된 상

기 스트림 데이터에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와, 상기 스트림 데이터 중 상

기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서 처리가능한 소정 형태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비디오 코덱,

및 상기 스트림 데이터 중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서 처리가능한 소정 형태의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DAC를 포함하며, 상기 오디오/비디오 코덱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 데이터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기 소정 압축 포맷 방식으로 디코딩한다.

상기 기록매체는, 광 디스크, 메모리 카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상기 시스템과 소정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결된

외부기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이다.

상기 오디오/비디오 코덱은, 상기 소정 압축 포맷 방식으로 디코딩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

서 처리가능한 소정 형태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비디오 인코더를 포함하며, 상기 오디오/비디오 코덱과 상기 비

디오 인코더는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되며, 바람직하게는 분리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MPEG 방식으로 디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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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디오 인코더와 A/V 코덱이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된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구현

의 간단화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에 대한 실시예로서,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시스템는, A/V 입력부(110), 오디오 ADC(121), 비디오 디코더(122), A/V 코덱

(130), SDRAM(141), 플레쉬 메모리(143), 프론트 패널(150), 광 디스크 드라이브(160),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부(170),

HDD(hard disk drive)(180), 외부기기 인터페이스부(190), 오디오 DAC(223), A/V 출력부(230), 및 시스템 제어부(240)

을 가지고 있다.

A/V 입력부(110)는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비디오 입력 단자부(111)와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기 위

한 오디오 입력 단자부(113)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입력 단자부(111)는 슈퍼 비디오 신호인 디지털 형태의 상

호 분리된 휘도 신호(Y)와 색차 신호(Cr, Cb)를 수신하는 단자와, 휘도 신호(Y)와 색 신호(C)가 혼합된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단자, 및 공중파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RF 단자 등을 가지고 있다.

오디오 ADC(121)는 오디오 입력 단자부(113)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형태의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신호로 변

환하여 출력한다.

비디오 디코더(122)는 비디오 입력 단자부(111)로부터 입력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비디오 신호

로 변환한다.

A/V 코덱(Codec:Encoder ＆ Decoder)(130)은 소정의 압축 포맷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을 인코딩 및 디코

딩하며,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에서 처리가능한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는 비디오 인코더(131)를

포함한다. 비디오 디코더(122) 및 오디오 DAC(121)로부터 신호처리된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소정의 압축 포맷

방식으로 각각 인코딩하고, 인코딩된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여 스트림 데이터로 출력한다. 예를 들면, 비디

오 신호에 대해서는 ISO/IEC 13818-3으로 규정된 MPEG-2(Video) 규격으로 인코딩하고, 오디오 신호에 대해서는 돌비

AC-3 디지털 규격으로 인코딩하여 각각 인코딩된 비디오 신호와 오디오 신호를 스트림 데이터로 출력한다. 물론, 인코딩

방식을 MPEG-2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MPEG-1 또는 MPEG-4 방식으로 인코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광 디스크(161)로부터 독취된 스트림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하고, 분리된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를 각각의 압축 포맷 방식에 대응하여 디코딩한다. 디코딩된 신호 중 오디오 데이터는 출력하고,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인코더(131)에서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에서 처리가능한 형태인, 휘도 신호(Y)와 색차 신호(Cr, Cb)로

분리된 슈퍼 비디오 신호, 휘도 신호(Y)와 색 신호(C)가 혼합된 아날로그 신호, 및 복합 영상 신호(CVBS) 등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SDRAM(141)은 A/V 코덱(130)에서 인코딩 및 디코딩 처리시 일시 저장 공간으로 사용한다.

플레쉬 메모리(143)는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및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다.

프론트 패널(150)는 시스템에서 지원가능한 기능을 설정 또는 선택하기 위한 조작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서, 다양한 조작버튼이 마련된 키패드(151)와, 원격 제어 장치(미도시)로부터 전송되는 조작명령을 수신하기 위한 IR

수광부(153)을 가지고 있다.

광 디스크 드라이브(160)는 광 디스크(161)에 기록된 데이터를 광 픽업 장치(미도시)를 통해서 재생된 신호를 A/V 코덱

(130)으로 출력한다. 또한, A/V 코덱(130)으로부터 소정의 압축 포맷 방식으로 압축된 스트림 데이터를 광 픽업 장치(미

도시)를 통해서 광 디스크(161)에 기록한다.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부(170)는 시스템 제어부(240)와 장착된 메모리 카드(171)간의 상호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며,

메모리 카드(171)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정지화상파일(예컨대, JPEG 파일), 동화상파일, 및 음악파일

(예컨대, MP3 파일) 등과 같은 데이터 및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저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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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hard disk drive)(180)는 광 디스크(161) 및 메모리 카드(171) 등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지원가능한 기

록매체로서, 정지화상파일, 동화상파일 및 음악파일 등이 기록된다.

외부기기 인터페이스부(190)는 USB 및 IEEE1394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 방식을 지원하며, 이에 의해 USB 및 IEEE1394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하는 외부기기로부터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스트림 데

이터의 전송 속도 향상을 도모한다.

오디오 DAC(223)는 A/V 코덱(130)에서 소정의 압축 포맷 방식으로 디코딩된 디지털 형태의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형

태의 오디오 신호로 변환시킨다. 광 디스크(161) 및 시스템에서 지원가능한 그외의 기록매체로부터 독취된 오디오 신호를

A/V 코덱(130)에서 소정의 압축 포맷 방식에 대응하여 디코딩된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로 변환한다.

A/V 출력부(230)는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신호로 출력하기 위한 비디오 출력 단자부(231)와,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기 위

한 오디오 출력 단자부(233)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출력 단자부(231)는 슈퍼 비디오 신호인 분리된 휘도 신호

(Y)와 색차 신호(Cr, Cb)를 출력하는 단자, 및 휘도 신호(Y)와 색 신호(C)가 혼합된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단자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제어부(240)는 프론트 패널(150)로부터 입력되는 시스템의 조작명령 및 설정명령 등에 대응하여 시스템의 전반적

인 동작을 제어한다.

이하에서는 도 1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서 비디오 인코더(131)를 내장한 A/V 코덱(130)을 이용하여 기록매체, 예컨

대, 광 디스크(161)에서 기록된 동영상파일을 재생하여 시스템에 연결된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로 출력하는 과정을 예로

서 설명한다.

광 디스크 드라이브(160)는 광 디스크(161)에 기록된 스트림 데이터인 동영상데이터를 광 픽업 장치(미도시)을 이용하여

독출하여 RF 신호로 출력한다. RF 신호는 디지털 신호 처리되어 A/V 코덱(130)에 입력된다. 물론, 재생된 RF 신호를 디

지털 신호 처리하는 DSP 칩이 A/V 코덱(130)내에 마련될 수 있다.

A/V 코덱(130)은 동영상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하고, 분리된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에

해당하는 각각의 압축 포맷 방식에 따라서 디코딩한다.

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는 해당하는 인코딩 방식인, 돌비 AC-3 디지털 규격에 따라서 디코딩하고, 비디오 데이터는 해

당하는 압축 포맷 방식인, MPEG-2 방식에 따라서 인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이와 같이, 해당하는 소정의 압축 포맷 방식에 따라서 각각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와 오디오 신호는 시스템과 연결된 디스

플레이장치(미도시)에서 처리가능한 소정의 신호 형태로 각각 신호를 변환한다.

이에,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는 A/V 코덱(130)내에 내장된 비디오 인코더(131)에서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에서 처리가

능한 신호 형태인, 휘도 신호(Y)와 색차 신호(Cr, Cb)로 분리된 슈퍼 비디오 신호, 휘도 신호(Y)와 색 신호(C)가 혼합된 아

날로그 신호, 및 복합 영상 신호(CVBS) 등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상과 같이 변환된 비디오 신호는 A/V 출력부(230)에 입력되며, 이를 통해서 시스템과 연결된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

예컨대, 텔레비젼을 통해서 광 디스크(161)에 기록된 동영상데이터가 재생되어 표시된다.

한편, 디코딩된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DAC(223)에서 아날로그 형태의 오디오 신호로 변환되어 A/V 출력부(230)에 입력

되어 오디오 출력 장치(미도시)를 통해 외부에 출력된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A/V 코덱(130)에서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이장치(미도시)에서 처리가능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비디오 인코더를 상기 A/V 코덱에 내장하여 단일 칩으로 설계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을

간단화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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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비디오 인코더와 A/V 코덱이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된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를 제공함으로

써, 시스템 구현의 간단화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

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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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형태의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가 소정 압축 포맷 방식으로 인코딩되어 스트림 데이터로 기록된 기록매체;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독취된 상기 스트림 데이터에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 출력

부;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서 처리가능한 소정 형태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비디오 코

덱; 및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서 처리가능한 소정 형태의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DAC;를

포함하며,

상기 오디오/비디오 코덱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 데이터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오디오 데

이터 및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소정 압축 포맷 방식으로 디코딩하며,

상기 오디오/비디오 코덱은, 상기 압축 포맷 방식으로 디코딩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오디오/비디오 출력부에서 처

리가능한 상기 형태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비디오 인코더를 내장하여 단일 칩(chip)으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광 디스크, 메모리 카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소정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결된 외부기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비디오 기록 재생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비디오 코덱은,

상기 스트림 데이터에서 분리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MPEG 방식으로 디코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비디오 기

록 재생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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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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