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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기억 방법및 그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 장치가 적용된 텔레비젼 수상기의 블록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 장치중 리모콘 키의 설치 예시도.

제3도는 본 발명 방법중 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4a, b도는 본 발명 방법중 메모 관련키 처리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5도는 본 발명 방법중 키 입력 상태(0)의 처리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6도는 본 발명 방법중 키 입력 상태(1)의 처리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7도는 본 발명 방법중 키 입력 상태(2)의 처리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8도는 본 발명 방법중 키 입력 상태(3)의 처리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9a, b도는 본 발명 방법중 메모 화면 표시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루우챠트.

제10a, b도는 본 발명 방법중 문자 표시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11a, b도는 본 발명 방법중 한글 코드 변환 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12도는 본 발명 방법중 커서 표시 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13a, b도는 본 발명 방법중 한문자 폰트 표시루틴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14도는  본  발명  방법에  의한  한글  폰트의  유형  및  초성.중성.종성  폰트의  저장  방법을  나타낸 예
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원격 제어기                            2 : 튜닝 및 제어부

3 : 마이컴                                   4 : 휘도 및 색신호 처리부

5, 14 : R.G.B신호 스위칭부         6 : 브라운관

7 : 동기분리및 데이타 슬라이서    8 : 텔리텍스트 신호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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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영상신호 발생기                     10 : 비디오 램

11 : 프로그램 램                         12 : 마이크로 프로세서 

13 : 텔리텍스트 신호 처리용 프로그램 롬

15 : 데이타 편집및 기억처리용 프로세서

16 : 화면 표시 데이타용 롬          17 : 데이타 백업용 EEPROM

18 : 데이타 버퍼용 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텔리텍스트  내장된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를  편집  또는  기억,  확인하는  방법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기억시키고자  하는  임의의  메시지(Message)및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편집,  기억  가능토록하여  사용자의  호출시  사용자가  기억시킨  데이타를  디코딩하여 텔레비
젼  수상기의  화면에  문자  및  도형정보로서  표시할수  있도록한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기억 방법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레비젼  수상기는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  튜닝  및  제어부(2) 
,  마이컴(3),  휘도및  색신호  처리부(4),  R.G.B신호  스위칭부(5)및  브라운관(6)으로  된  텔레비젼 수
상기(가)에  동기분리및  데이타  슬라이서(7),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  영상신호  발생부(9), 비디
오  램(10),  프로그램  램(11),  마이크로  프로세서(12),  텔리텍스트  신호처리  프로그램  롬(13)및 
R.G.B신호  스위칭부(14)로된  텔리텍스트  수신기(나)를  접속한  구성으로  그의  동작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도에서  TV회로부(가)는  기존의  TV신호  처리  방식과  동일하므로  그에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텔리텍스트  수신기(나)의  동기분리및  데이타  슬라이서부(7)에서는  튜닝및  제어부(2)의  출력신호인 
복합영상  신호로  부터  복합  영상동기  신호를  분리하고,  복합  영상동기  신호의  수직  블랭킹 구간
(VBI)에  실려있는  텔리텍스트  데이타를  TTL레벨의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게  되며,  텔리텍스트 신호처
리부(8)는  동기분리  및  데이타  슬라이서부(7)에서  출력되는  복합영상동기  신호  및  텔리텍스트 디지
탈 데이타를 입력받아 마이크로 프로세서(12)로 부터 지시된 데이타 채널의 데이타를 내부에 
FIFO(First  In  First  Out의  약칭임)의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프로그램  램(11)에  DMA(Direct  Memory 
Access의  약칭임)할수  있도록  제어함과  동시에  마이컴(3)으로  부터  원격제어기(1)의  키신호(RXD, 
S.CLOCK)를  입력받아  이를  마이크로  프로세서(12)에  전달하기  위한  인터럽트를  수행하게  되며, 영상
신호  발생기(9)는  DRAM을  자동적으로  리플래쉬(Refresh)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12)로  부터  지시된  영상정보를  비디오  램(10)에  저장하고,  이  영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발생한 수평
및  수직  동기에  맞추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할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R.G.B신호 스위
칭부(15)에  출력시키며,  비디오  RAM(10)은  현재의  TV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될  한  페이지의  정보를 저
장하는  역할을  하고,  프로그램  램(11)은  마이크로  프로세서(12)가  직접  억세스할수  있는 램(RAM)으
로서  일시적인  정보(변수)를  저장하며,  텔리텍스트  신호처리  프로그램  롬(13)은  텔리텍스트  신호 제
어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R.G.B신호  스위칭부(14)는  는  마이컴(3)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영상신호  발생기(9)의 아날
로그  R.G.B신호를  로직  게이팅하여  TV회로부(가)의  R.G.B신호  스위칭부(5)로  출력한다.  한편, 원격
제어기(1)로  부터의  키  입력  신호는  마이컴(3)으로  입력되고,  마이컴(3)은  키  입력  신호를  해석하여 
통신라인(RXD,  S.CLOCK)을  통해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로  키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는  마이컴(3)으로  부터의  키  신호  입력시  마이크로  프로세서(12)로  키  입력신호에 대
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이를  감지한  마이크로  프로세서(12)는  데이타  버스를  통해  키 입력코드
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종래의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레비젼  수상기는  브라운관에  선택적으로  텔리텍스트 
영상신호를  나타내거나  또는  텔레비젼  방송  신호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그  기능이  매우  제한되는 
결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같은  종래의  결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
레비젼  수상기내의  원격제어기에  데이타  편집및  기억  장치를  위한  메모기억,  메모호출및  메모편집 
기능키를  설정함과  아울러  문자완성(ENTER),  문자지움,  커서업,  커서다운,  커서레프트,  커서라이트 
및  한글/영문의  편집  보조용  키를  설정하고,  영문자(‘A’-‘Z’),  초성및  종성(‘ㄱ’-‘ㅂ  ㅅ’), 
중성(‘ㅏ’-‘ㅓ’)문자키를  설정함으로써  기능키(메모기억,  메모호출,  메모편집  등)를  누른후 편
집  보조용  키(문자완성,  문자지움,  커서,  한글/영문  등)를  보조키로  이용하여  문자키(숫자(0-9), 영
문자(A-Z),  초성및  종성(ㄱ-ㅂ  ㅅ),  중성(ㅏ-ㅓ),  특수문자  등)를  누름에  따라  상기  마이크로 프로
세서는  키의  입력에  따라  데이타  데이타  편집및  기억  처리용  프로세서의  데이타  편집및  기억처리를 
하여  비디오  램에  저장하며,  영상신호  발생부및  R.G.B신호  스위칭부를  통해  브라운관에  입력시켜 표
시하도록  구성하고,  또한  데이타의  백업을  위한  EEPROM,  데이타  버퍼용  램및  화면  표시  데이타용 롬
을  부가시켜  사용자가  기억시키고자  하는  임의의  메시지및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편집,  기억 가
능토록하여  사용자의  호출시  사용자가  기억시킨  데이타를  디코딩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의  화면에 문
자및  도형  정보로서  표시할수  있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기억  방법및  그  장치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제1도  내지  제13a,  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본  발명  방법은  튜닝  및  제어부(2),  마이컴(3),  휘도및 
색신호  처리부(4),  영상신호  스위칭부(5)및  브라운관(6)으로  된  텔레비젼  수상기(가)에  동기분리  및 
데이타  슬라이서부(7),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  영상신호  발생부(9),  비디오램(10),  프로그램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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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이크로  프로세서(12),  텔리텍스트  신호처리  프로그램  롬(13)및  R.G.B신호  스위칭부(14)로 
된  텔리텍스트  수신기(나)를  접속하여  원격제어기(1)로  원격제어하게한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레비젼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원격제어기(1)에  사용자  데이타  편집및  기억  장치를  위한  메모기억, 메모호
출및  메모편집을  위한  기본  기능키를  설정하고  문자완성,  문자지움,  커서업,  커서다운,  커서레프트, 
커서라이트및  한글/영문  전환을  위한  편집  보조용  키를  설정함을  아울러  영문자(‘A’-‘Z’), 한글
자음(‘ㄱ-‘ㅂ  ㅅ’)및  한글모음(ㅏ’-‘ㅓ’)을  위한  문자  키를  설정한  다음  기본 기능키(메모기
억,  메모호출,  메모편집)를  누른후  편집보조용  키(문자완성,  문자지움,  커서,  한글/영문전환)를 보
조키로  사용하여  문자키(숫자(0-9),  영문자(A-Z),  한글자음(‘ㄱ’-‘ㅂ  ㅅ’), 한글모음(‘ㅏ’-‘
ㅓ’)를  누름으로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2)는  키의  입력에  따라  데이타  편집및  기억  처리용 프
로세서(15)의  데이타  편집및  기억  처리를  하여  비디오  램(10)에  저장하고  난후  영상신호 발생부(9)
및  R.G.B신호  스위칭부(14)를  통해  브라운관(6)에  입력시켜  데이타를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다. 

또한,  상기에서의  키인터럽트  처리루틴은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현재의  시스템  모드를  판별하여 
현재모드가   TV모드라면  TV관련  키를  처리하고,  텔리텍스트  모드라면  텔리텍스트  관련  키를 처리하
는  제1과정과  ;  메모관련  키이면  메모관련  키  처리루틴을  수행하는  제2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것이며,  상기에서의  메모관련  키  처리루틴은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현재의  메모  모드 태
를  판별하여  TV모드나  텔리텍스트  모드이면  처음으로  메모모드로  전환되기  위해  ‘메모기억’, ‘메
모호출’및  ‘메모편집’키의  메모모드전환  기능을  수행하는  제3과정과  ;  메모모드이면  프로그램 램
(11)에  저장된  메모  데이타를  편집하기  위해  ‘메모기억’,  ‘커서’및  ‘한글/영문  전환’키의 처
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4과정과  ;  메모  모드가  ‘2’상태이면  ‘메모호출’키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제5과정과  ;  사용자가  편집하여  기억시킨  메모  데이타를  호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수의  메모  호출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메모기억’,  ‘커서-다운’키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6과정으로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에서의  메모  데이타를  편집  하기위한  키처리  루틴을  제5도  내지  제8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숫자(‘0’-‘9’)키,  영문자(‘A’-‘Z’)키및  한글의  초성(‘ㄱ’-‘ㅎ’)키를  문자로  처리하는 
제A과정과  ;  한글  중성의  처리를  위한  ‘문자  완성‘,  중성(‘ㅏ’-‘ㅓ’)및  문자  지움키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B과정과  ;  한글  종성의  처리를  위한  ‘문자완성’,  ‘종성(‘ㄱ’-‘ㅎ’)및 문
자  지움키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C과정과  ;  한문자를  기억시키기  위한  ‘문자완성‘및 ‘문자지움
’키의 기능을 처리하는 제D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메모기억’,‘메모호출’,‘메모편집’에서의  메모화면  표시루틴은  제9a,  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배경  화면을  TV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  데이타  롬(16)이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롬상의 어드레
스를  결정한  후  상기에서  결정된  프로그램  롬(15)의  어드레스가  지시하는  데이타  롬(16)을  코드 테
이블(버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램(18)에  저장시킨  다음,  기존의  텔리텍스트  코딩방법(NAPLPS  : 
North  American  Presentation  Level  Protocol  Syntax)과  일치하게  디코딩  하기위해  코드  데이타에 
따라  기존의  텔리텍스트  도형및  문자표시  처리  루틴을  호출,  수행하여  코드  테이블에  저장된  메모 
배경  화면  데이타(16)를  문자및  도형  처리한후  비디오  램(10)에  저장하고,  영상발생기(9)를  통해 비
디오  램(10)에  저장된  데이타를  읽어들여  아날로그  R.G.B색  신호로  변환시킨  다음  출력하는 제E과정
과  ;  상기에서  코드  테이블의  수행이  끝나면  메모  배경  화면상에  사용자의  메모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메모  데이타  내의  데이타  바이트를  읽어들여  문자  표시  처리하는  F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것이며,  상기에서의  커서  표시  루틴은  제12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커서업’키, ‘커서다운
’키,  ‘커서레프트’키및  ‘커서라이트’키  인가를  각각  판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세로및  가로 카
운터(colCNT,  rowCNT)의  값을  1씩  증가및  감소  시켜  입력된  ‘커서’키의  형태에  따라  가로카운터 
및  세로카운터를  계산한  다음  커서  표시를  위해  한문자  폰트  표시  루틴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에서의  문자  표시  처리  루틴은  제10a,  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한글  종성의  유무에  따라 
초성및  중성  폰트의  저장된  어드레스를  변경하여  새로운  형태의  초성및  중성  그리고  종성  폰트의 모
양이  저장된  어드레스를  로드해  낼  목적으로  한글  변환  처리를  수행한후  한글  한문자는  가로 16도트
(DOT)×세로  20도트(또는  가로  12도트×세로  20도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해서  한글  한문자의  윗쪽 
10라인은  초성과  중성폰트를  비트-오어링  시켜  구성한  다음  종성코드의  유무를  판단하여  종성 코드
가  없으면  일시  초성  코드가  #19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검출하여  작거나  같으면  (즉  초성이 C1 형 이

면 : 제14도 참조)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인을 초성과 중성 폰트로써 비트-오어링 시켜 
구성하고,  일시  초성코드가  #19보다  크다면  (즉  초성이 C2 , C3 형이면  제14도  참조)한글  한문자의 아

래쪽  10라인을  중성  폰트만으로  비트-오어링  시켜  구성한  후  종성코드의  유무를  판단하여 종성코드
가  있다면,  초성,  중성및  종성으로  구성되는  한글  문자이므로  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인을 중성
및  종성폰트로써  비트-오어링  시켜  구성한  다음  상기  초성,  중성및  종성  폰트를  비트-오어링  시키는 
과정으로  부터  20라인(세로  20도트)으로  구성된  한글  한문자가  조합되어  생성된  새로운  문자  폰트가 
만들어지고,  이  폰트  어드레스는  표시될  문자  폰트의  어드레스로써  로드된  후  한문자  폰트  표시 처
리를  수행하여  한글  한문자가  표시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상기에서의 한
글  코드  변환  처리  루틴은  제11a,  b도및  제14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한글  문자가  초성과  중성만으로 
구성된  한글  문자의  경우는  각각의  중성  코드  변수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시  초성및  일시 중
성  코드  변수를  할당하는  과정과  ;  한글  문자가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으로  구성된  한글  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중성 코드 변수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시 초성 코드와 일시 중성 코드 및 일
시  중성  코드  변수를  할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에서의  한  문자 폰
트  표시  루틴은  제13a,  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영상신호  발생기(9)의  xCDP,  yCDP레지스터에  문자가 
표시될  현재의  x축  좌표및  y축  좌표를  저장하고  xCDP및  yCDP레지스터에  의해  저장된  비디오 램(10)
의  주소에  문자폰트의  데이타  값을  저장하여  영상신호  발생기(9)를  통해  비디오  램(10)에  저장된 데
이타를  읽어  아날로그  R.G.B신호로  변환하여  TV브라운관(6)으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  장치의  구성은  제1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튜닝  및  제어부(2),  마이컴(3),  휘도및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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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처리부(4),  영상신호  스위칭부(5)및  브라운관(6)으로  된  텔레비젼  수상기(가)에  동기분리및 데
이타  슬라이서부(7),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  영상신호  발생부(9),  비디오  램(10),  프로그램 램
(11),  마이크로  프로세서(12),  텔리텍스트  신호처리  프로그램  램(11)및  R.G.B  스위칭부(14)로된 텔
리텍스트  수신기(나)를  접속하여  원격제어기(1)로  원격제어  하게한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레비젼 수
상기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2)에  출력되는  소정의  키  신호에  의해  소정의  데이타를 편
집  또는  기억  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는  데이타  편집  및  기억처리용  프로세서(15)와  ;  화면에  표시될 
소정의  문자  및  도형  데이타를  기억시키는  데이타용  롬(16)과  ;  정전시  메모  데이타가  지워지는 것
을  방지하기위해  소정의  데이타들을  백업시키기  위한  EEPROM(17)과  ;  각종  문자  및  도형  데이타등을 
일시적으로  기억했다가  출력시키는  데이타  버퍼용  램(18)을  구비하여서  됨을  특징으로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  방법  및  그에  관한  장치의  작용  효과를  제1도  내지  제14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도에서  TV회로부(가)는  상기한  바와같이  기존의  TV신호  처리  방식과  동일하므로  그에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텔리텍스트  수신기(나)의  동기분리  및  데이타  슬라이서부(7)에서는  튜닝  및 제어부
(2)의  출력신호인  복합영상  신호로  부터  복합영상  동기신호를  분리하고  복합  영상  동기신호의  수직 
블랭킹  구간(VBI)에  실려있는  텔리텍스트  데이타를  TTL레벨의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게  되고, 텔리텍
스트  신호  처리부(8)는  동기분리  및  데이타  슬라이서부(7)에서  출력되는  복합  영상동기  신호  및 텔
리텍스트  디지탈  데이타를  입력받아  마이크로  프로세서(12)로  부터  지시된  데이타  채널의  데이타를 
내부에  FIFO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프로그램  램(11)에  DMA할수  있도록  제어함과  동시에 마이컴(3)으
로  부터  원격제어기(1)의  키신호(RXD,  S.CLOCK)를  입력받아  이를  마이크로  프로세서(12)에 전달하기
위한  인터럽트를  수행하게  되며,  영상신호  발생기(9)는  DRAM를  자동적으로  리플래쉬(Refresh)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  마이크로  프로세서(12)로  부터  지시된  영상정보를  비디오  램(10)에  저장하고,  이 
영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발생한  수평  및  수직동기에  맞추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할수  있도록 아날로
그  신호로  변환하여  R.G.B신호  스위칭부(15)에  출력시키며,  비디오  RAM(10)은  현재의  TV화면상에 디
스플레이  될  한  페이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프로그램  램(111)은  마이크로 프로세서(1
2)가  직접  억세스  할수있는  램으로서  일시적인  정보(변수)를  저장하며,  텔리텍스트  신호처리 프로그
램 롬(13)은 텔리텍스트 신호 제어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R.G.B신호  스위칭부(14)는  마이컴(3)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영상신호  발생기(9)의 아날로
그 R.G.B신호를 로직 게이팅하여 TV회로부(가)의 R.G.B신호 스위칭부(5)로 출력한다. 

한편,  원격제어기(1)로  부터의  키입력  신호는  마이컴(3)으로  입력되고,  마이컴(3)은  키  입력  신호를 
해석하여  통신라인(RXD,  S.CLOCK)을  통해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로  키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는  마이컴(3)으로  부터의  키  신호  입력시  마이크로  프로세서(12)로  키 입
력  신호에  대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이를  감지한  마이크로  프로세서(12)는  데이타  버스를  통해 
키  입력  코드를  받아들이며,  상기한  마이크로  프로세서(12)가  키  인터럽트를  감지하면  데이타  편집 
및 기억처리용 프로세서(15)의 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키  인터럽트  처리루틴에서는  제3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키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시스템이 어
떤  모드  상태인가를  먼저  검출하여  ‘0’이면(즉  TV모드)  TV관련  키  인가를  검출하여  TV관련  키 이
면  모드  상태  플래그를  ‘0’으로  한  다음  TV관련  키  처리  루틴을  수행하고  리턴하되,  모드  상태가 
‘1’(즉  텔리텍스트  모드)이거나  TV관련키가  아니면  텔리텍스트  관련  키  인가를  검출하여 텔리텍스
트 관련 키이면 모드 상태 플래그를 ‘1’로 한후 텔리텍스트 관련 키  처리루틴을 수행한 다음 리턴
하는  ＜제1과정＞과  ;  상기  제1과정에서  모드  상태가  ‘2’(사용자  데이타  편집  및  기억 모드)이거
나  텔리텍스트  관련  키가  아니면  사용자  데이타  편집  및  기억(메모)관련  키  인가를  검출하여  아니면 
곧바로 리턴하고,  모드 상태가 사용자 데이타 편집 및  기억 모드이거나 사용자 데이타 편집 및  기억 
관련 키 이면 모드 상태 플래그를 ‘2’로 한 다음,  메모 관련키 처리 루틴을 수행한후 리턴하는 제
2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에서의  메모키  처리루틴은  제4a,  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현재의 메모
모드  상태(MEMOF)가  ‘0’인가를  검출하여  ‘0’이면  즉,  TV모드나  텔리텍스트  모드에서  처음으로 
메모  모드상태로  절환하는  상태이면(MEMOF=0인  상태에서는  ‘메모기억’,  ‘메모편집’  및 ‘메모호
출’키를 제외한 나머지 메모관련 키들은 무시됨.)

현재  입력된  키가  ‘메모기억’키인가를  검출하여  ‘메모기억’키  라면  메모디스플레이 플래그
(MEMODSPF)를  클리어시킨후  메모화면  표시루틴을  수행하는데  이때는  이전에  기억된  메모  데이타를 
모두  클리어  하기  위해서  EEPROM(17)지움  루틴을  수행하며,  현재의  메모모드상태(MEMOF)에  ‘1’을 
저장하고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메모호출’키라면  EEPROM(17)에  백업된  메모  데이타를 프로
그램  램(11)에  저장하여  이  데이타를  TV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  메모  디스플레이 플래그(MEMODSPF)
에  ‘1’을  저장한후  메모  화면  표시루틴을  수행하고,  현재의  메모모드  상태(MEMOF)에  ‘2’를 저장
하고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메모편집’키가  라면  EEPROM(17)에  백업된  메모  데이타를 프로
그램  램(11)에  저장하여  이  데이타를  TV화면에  표시하고,  TV화면에  표시된  데이타를  편집하기 위해
서  메모디스플레이  플래그(MEMODSPF)에  ‘1’을  저장한후  메모리화면  표시  루틴을  수행하고,  현재의 
메모  모드  상태(MEMOF)에  ‘1’을  저장하고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메모편집’키도  아니라면 
현재  입력된  키를  무시하고  리턴하는  제3과정과  ;  현재의  메모모드  상태(MEMOF)가  ‘1’이면  즉, 프
로그램  램(11)에  저장된  메모  데이타를  편집하고  있는  상태이면  현재  입력된  키가  ‘메모기억’  키 
인가를  검출하여  ‘메모기억’키라면  프로그램  램(11)에  저장된  메모  데이타를  EEPROM(17)에 백업시
키고,  메모디스플레이  플래그(MEMODSPF)에  ‘2’를  저장한뒤  현재의  메모모드  상태(MEMOF)에 ‘3’
을  저장하고,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커서’키  라면  커서  표시  루틴을  수행하고,  현재의 메
모모드  상태(MEMOF)에  ‘1’을  저장한후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카  ‘한글/영문’전환키이면 현재
가  한글  모드인가를  검출하여  한글모드  라면  영문모드로  전환하고,  현재가  영문모드라면  한글 모드
로  전환가능하도록  하여  원격제어기(1)상에  한글  및  영문키의  토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며, 메모모
드상태가  ‘1’인  상태에서  입력된  키가  ‘메모기억’키,  ‘커서’키  및  ‘한글/영문  전환’키가 아
니라면  나머지  메모관련  키의  처리를  위해  현재의  키  입력  상태(istate)을  검출하여  키  입력상태에 
따라  STATE0,  STATE1,  STATE2,  STATE3의  루틴을  수행하고  리턴하는  제4과정과  ;  현재의  메모모드 상

26-4

특1992-0010811



태(MEMOF)가  ‘2’이면(즉  사용자가  편집하여  기억시킨  메모  데이타를  TV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 이
전에  ‘메모호출’키의  입력으로  현재  TV화면상에  메모  데이타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임)현재  입력된 
키가  ‘메모호출’키인가를  검출하여  ‘메모호출’키이면  TV모드로  전환하며,  현재  입력될 키가‘메
모호출’키가  아니라면  메모  관련키를  무시하고  리턴(즉,  이전에  메모호출  키가  입력되었으면  다시 
메모  호출키가  입력되기  전에는  모든  메모  관련키를  무시하고  리턴하도록  함)하는  제5과정과  ; 현재
의  메모모드  상태(MEMOF)가  ‘3’이면(즉  사용자가  편집하여  기억시킨  메모데이타를  호출시키고자 
할  때  전원 온시 메모가 표시,  채널 업/다운 시  메모가 표시,  ‘메모호출’키가 입력 되었을때 메모
가  표시등  다수의  확인  모드를  설정하기  위함)현재  입력된  키가  ‘메모기억’키  인가를  검출하여 ‘
메모기억‘키  라면  프로그램  램(11)에  저장된  메모  데이타를  EEPROM(17)에  백업시키고,  TV모드로 전
환하여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커서-다운’키  이라면  메모  확인  모드를  변경하여  저장한후 
‘메모기억’키의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  메모모드상태(MEMOF)에  ‘3’을  저장한다음  리턴하는 제6과
정을 수행한다. 

현재  상기에서  메모  데이타를  편집하기  위한  키  처리루틴중  키입력상태  0(iSTATE  0)의  처리  루틴을 
제5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문자완성’키  인가를  검출하여  ‘문자완성’키  이면  리턴하고, ‘문자완
성’키가  아니면  ‘숫자키’인가를  검출하여  현재  입력된  키가  ‘숫자’(‘0’-‘9’)이면  초성 코
드변수(lstcode)에  입력된  숫자키를  저장하고,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에  ‘1’을  저장하며, 키
입력  상태변수(istate)에  ‘0’을  저장한후  문자표시  루틴을  수행하고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숫자’키(‘0’-‘9’)가  아니면  한글  입력  모드  인가를  검출하여  한글  입력  모드가  아니면 ‘영
문자’키인가를 검출하여 현재 입력된 키가 ‘영문자’키(‘A’-‘Z’)이라면 초성 코드변수
(lstcode)에  입력된  영문자  키를  저장하고,  영문자를  TV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  문자  완성도 변수
(Completef)에  ‘2’를  저장한후,  다음에  입력될  키를  키  입력상태(0)루틴에서  처리하기  위해  키 입
력상태  변수(isate)에  ‘0’을  저장한  다음  문자표시  루틴을  수행하고  리턴하되,  현재의  모드가 한
글 입력 모드이고 현재 입력된 키가 ‘한글 초성문자’키(‘ㄱ’-‘ㅎ’)이면 초성코드변수
(lstcode)에  입력된  한글초성문자  키(‘ㄱ’-‘ㅎ’)를  저장하고,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에 ‘
0’을  저장하며,  키입력  상태  변수(istate)에는  ‘1’을  저장한  다음  문자  표시  루틴을  수행하여 초
성문자를  TV화면에  표시하고  리턴하는  제A과정을  수행하고,  키  입력상태1(iSTATE  1)의  처리루틴을 
제6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현재  입력된  키가  ‘문자  완성’키  인가를  검출하여  ‘문자완성’키이면 
초성문자만으로는  한글  한문자를  구성할수  없기  때문에  리턴케하고,  ‘문자완성’키가  아니라면 현
재  입력된  키가  ‘한글중성문자’키(‘ㅏ’-‘ㅓ’)인가를  검출하되,  ‘한글  중성문자‘키이면 중성
코드 변수(2ndcode)에 입력된 한글중성문자 키(‘ㅏ’-‘ㅓ’)를 저장하고, 문자완성도 변수
(Completef)에  ‘0’을  저장하며,  키입력  상태변수(istate)에  ‘2’를  저장한후,  문자  표시  루틴을 
수행하여  중성문자를  TV화면상에  표시하고  리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한글  중성문자’키가 아니
라면  ‘문자지음’키  인가를  검출하여  ‘문자지음’키이라면  이전에  입력된  한글초성문자를 취소하
기  위해  초성코드  변수(lstcode)에  ‘null’문자를  저장하고  지움  플래그에  ‘1’을  저장하여 리턴
하는  제B과정을  수행하며,  또한  키입력상태2(iSTATE2)의  처리루틴은  제7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현재 
입력된  키가  ‘문자  완성’키  인가를  검출하여  ‘문자  완성’키이면  초성과  중성으로  구성된  한글 
한문자를  구성할수  있기  때문에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에  ‘3’을  저장하고,  한글  한문자를 TV
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  문자  표시  루틴을  수행  후  리턴하되,  ‘문자  완성’키가  아니면  현재 입력
된  키가  ‘한글  종성문자’키(‘ㄱ’-‘ㅎ’)인가를  검출하여  ‘한글  중성문자’키이면 종성코드변
수(3rdcode)에  입력된  한글  종성(‘ㄱ’‘ㅎ’)을  저장하고,  문자  완성도변수(Completef)에  ‘0’을 
저장하여  입력된  한글  종성문자를  TV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  문자  표시  루틴을  수행하고난  다음 리
턴하되,  현재  입력된  키가  ‘한글  종성문자’키가  아니면  ‘문자  지움’키  인가를  검출하여  ‘문자 
지움’키  이면  이전에  입력된  한글  중성문자를  취소하기  위해  중성코드변수(2ndcode)에 ‘null’문
자를 저장하고, 지음플래그에 ‘1’을 저장하고 리턴하는 제C과정을 수행하고, 키입력상태
3(iSTATE3)의  처리루틴을  제8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현재  입력된  키가  ‘문자완성’키  인가를 검출하
여  ‘문자완성’키면  이면  초성과  중성  및  종성으로  구성된  한글  한문자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완성도  변수(Completef)에  ‘4’를  저장하고,  한글  한문자를  TV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문자 표
시  루틴을  문자  완성도  변수(Completef)에  ‘4’를  저장하고,  한글  한문자를  TV화면에  표시하기 위
해  문자  표시  루틴을  수행한후  리턴하되,  ‘문자완성’키가  아니면  현재  입력된  키가  ‘문자 지움’
키인가를  검출하여  ‘문자  지움’키  이면  이전에  입력된  한글  종성  문자를  취소하기  위해 종성코드
변수(3rdcode)에  ‘null’문자를  저장하고  자동플래그에  ‘1’을  저장한후  리턴하는  제D과정을 수행
한다. 

또한,  상기에서  메모화면  표시  루틴은  제9a,  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메모배경  화면을  TV화면상에 표
시하기  위한  롬데이타(16)가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롬상의  어드레스를  결정한후  상기에서  결정된 
프로그램  롬(15)의  어드레스가  지시하는  롬  데이타(16)를  코드  레이블(버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램(18)에  저장한  다음  기존의  틸리텍스트  코딩  방법(NAPLPS)과  일치하게  디코딩하기  위해  코드 테이
블(버퍼)에  저장된  데이타를  한  바이트씩  읽어들인후  코드  데이타에  따라  기존의  텔리텍스트  도형 
및  문자표시  처리  루틴을  호출,  수행하여  코드  테이블에  저장된  메모  배경화면  데이타(16)를  문자 
및  도형  처리하여  비디오  램(10)에  저장하고,  이어서  영상  발생기(9)를  통해  비디오  램(10)에 저장
된  데이타를  읽어  아날로그  R.G.B색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제E과정과  ;  상기  코드  테이블의 수
행이  끝나면  메모  배경  화면상에  사용자의  메모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해  TV화면상의  문자표시 위치
를  나타내는  가로카운터(rowCNT)  및  세로카운터(colCNT)에  초기값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메모기억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메모  데이타  버퍼(18)의  한  바이트를  읽어  프로그램  램(11)의 
초성 코드변수(lstcode)에 저장한다.

그리고  메모  데이타  버퍼의  어드레스를  +1  증가하여  메모데이타  버퍼(18)의  다음  한  바이트를  읽어 
프로그램  램(11)의  중성코드  변수(2ndcode)에  저장하고,  메모  데이타  버퍼(19)의  어드레스를  +1 증
가하여  메모데이타  버퍼(18)의  다음  한  바이트를  읽어  프로그램  램(11)의  종성코드  변수(3rdcode)에 
저장한다.  다음에  메모데이타  버퍼(18)의  어드레스를  +1증가한후  현재의  가로  카운터(rowCNT)가 최
대의  가로카운터(MAXrow)보다도  크다면  가로카운터(rowCNT)를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세로 카운터
(colCNT)를  1증가하며,  세로카운터(colCNT)를  1증가한  결과가  최대의  세로  카운터(MAXcol)보다도 크

26-5

특1992-0010811



다면  TV화면상의  문자  표시가  완료되었음으로  리턴하되,  세로카운터(colCNT)를  1증가한  결과가 최대
의  세로  카운터(MAXcol)보다도  작거나  같다면,  또한  현재의  가로  카운터(rowCNT)가  최대의  가로 카
운터(MAXrow)보다도 작거나 같다면 TV화면상에 문자표시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초성코드변수
(lstcode)가  ‘숫자’코드(‘0’-‘9’)인가를  검출하여  초성코드변수(lstcode)가  ‘숫자’코드이면 
현재의  문자표시  모드를  영문모드로  전환하고,  문자완성도변수(Completef)에  ‘1’을  저장한  다음 
‘숫자’코드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표시  루틴을  수행하며,  가로카운터(rowCNT)값을  1증가시킨후 A점
으로  리턴하되,  초성코드변수(lstcode)가  ‘숫자’코드가  아니면  초성코드 변수(lstcode)가‘영문자
’코드(‘A’-‘Z’)인가를  검출하여  ‘영문자’코드이면,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에  ‘2’를 
저장하고,‘영문자’코드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표시  루틴을  수행한  다음  가로카운터(rowCNT)값을 1
증가시킨후  A점으로  리턴하며,  초성코드변수(lstcode)가  ‘영문자’코드가  아니면  현재의  문자표시 
모드를  한글  표시모드로  전환하고,  종성코드변수(3rdcode)가  ‘null’코드인가를  검출하여 ‘null’
코드이면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에  ‘3’을  저장하고(초성과  중성으로  구성된  한글 표시)‘
null’코드가  아니면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에  ‘4’를  저장한후(초성과  종성  그리고  종성으로 
구성된  한글),  ‘한글’문자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표시  루틴을  수행한  다음  가로 카운터(rowCNT)갑
을 1증가하여 A점으로 리턴하는 제F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에서의 문자표시 루틴은 제10a, 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현재의 문자완성도 변수
(Completef)가  ‘1’인가를  검출하여  문자완성도  변수가  ‘1’이면(즉  ‘숫자’코드를  TV화면에 표
시한다면)표시될  숫자코드의  폰트가  저장된  프로그램  롬(16)상의  어드레스를  로드하여  TV화면상에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한문자 폰트 표시루틴을 수행한후 리턴하고, 현재의 문자완성도 변수
(Completef)가  ‘2’인가를  검출하여  문자완성도  변수가  ‘2’이면  (즉  ‘영문자’코드를  TV화면에 
표시한다면)  표시될  영문자  코드의  폰트가  저장된  프로그램  롬(16)상의  어드레스를  로드하여 TV화면
에 영문자를 표시하기 위해 한문자 폰트 표시루틴을 수행한후 리턴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자  완성도  변수(Completef)가  ‘1’도  아니면  현재의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
가  ‘0’인가를  검출하여  문자완성도  변수가  ‘0’이면  지움  플래그가  ‘1’인가를  검출하여  지음 
플래그가  ‘1’이면  (즉  현재  문자지음키가  입력되었다면)  초성,  중성  및  종성중  사용자가  잘못 입
력시킨  한글문자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초성,  중성  및  종성  코드  변수의  ‘null’여부를  검출하여 블
랭크  폰트(지음폰트)가  저장된  어드레스를  로드하여  TV화면에  표시된  문자를  지우기  위해  한문자 폰
트  표시  루틴을  수행한후  리턴하고,  지움플래그가  ‘1’인가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지음플래그가 ‘1
’이 아니면 키입력 상태 변수의 상태(iSTATE=1,  2,  3)에  따라 각각의 초성 한글 폰트,  중성한글 폰
트 및 종성한글 폰트가 저장된 어드레스를 로드하여 한문자 폰트 표시 루틴을 수행한후 리턴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자완성도  변수(Completef)가  ‘0’인가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문자완성도  변수가 0
가  아니라면  한글종성의  유무에  따라  초성  및  중성  폰트의  저장된  어드레스를  변경하여  새로운 형태
의  초성,  중성  및  종성  폰트의  모양이  저장된  어드레스를  로드해  낼  목적으로  한글  코드  변환 루틴
을  수행한후  한글  한문자는  가로  16도트×세로  20도트(또는  가로  12도트×세로  20도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해서  한글  한문자의  윗쪽  10라인은  초성과  중성  폰트를  비트-오어링(Bit-OR)시켜  구성하고, 
중성코드  변수(3rdcode)가  ‘null’인가를  검출하여  ‘null’이면(즉  종성유무를  검출하여)일시 초
성코드의  유형을  판단하여  일시초성  코드(Tistcode)가  19보다  작거나  같으면(즉  초성이 C1 형임)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인을  초성과  중성폰트로써  비트-오어링  시켜  구성하며,  일시  초성코드의 유형
을  판단하여  일시  초성코드(Tistcode)가  19보다  크다면(즉  초성이 C2 , C3 형임)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인을 종성폰트만으로 비트-오어링시켜 구성한다. 

또한,  종성코드  변수(3rdcode)가  ‘null’인가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종성코드변수(3rdcode)가 ‘
null’이  아니면  초성,  중성  및  종성으로  구성되는  한글문자이므로  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인을 
중성  및  종성  폰트로써  비트-오어링시켜  구성하데  되는데,  상기  초성,  중성  및  종성  폰트를 비트-오
어링시키는  과정으로  부터  20라인(세로20도트)으로  구성된  한글  한문자가  조합되어  생성된  새로운 
문자  폰트가  만들어지고,  이  폰트  어드레스는  포시될  문자폰트의  어드레스로써  포드된  후  한문자 폰
트 표시루틴을 수행하면 한글 한문자 TV화면상에 표시되게 된다. 

한편,  한글코드  변환루틴은  제11a,  b도  및  제14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초성코드  변수(lstcode)  및 중
성코드변수(2ndcode)가  ‘null’이면  리턴하되,  초성코드변수(lstcode)  및  중성코드변수(2ndcode)가 
‘null’이  아니면  종성코드변수(3rdcode)가  ‘null’인가를  검출하하여  종성유무를  판단하도록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한글  문자가  초성과  중성만으로  구성된  한글문자의  경우는  중성 코드변수(2ndcod
e)가  ‘ㅏㅐㅑㅒㅓㅔㅕy:ㅣ’의  중성  코드중  하나의  코드라면  일시초성코드(Tlstcode)에  초성키 변
호의  값을  저장하고(초성 C 1  형임),  일시중성코드(T2ndcode)에  (115+중성키  번호값)을 저장한다(중

성은 V1 형임).

또한,  중성코드변수(2ndcode)가‘ㅗㅛㅜㅠㅡ’중성코드중  하나의  코드라면 일시초성코드(Tlstcode)
에  (20+초성키  번호의  값)을  저장하고(초성은 C 2  형임),  일시중성코드(2ndcode)에  (115+중성키 번호

값)을  저장하며  (중성은 V 2  형임),  중성코드변수(2ndcode)가  ‘ㅘㅙㅚㅝㅞㅟㅢ’의  중성코드중 하나

의  코드라면  일시초성코드(Tlstcode)에  (39+초성키  번호의  값)을  저장하고(초성은 C 3  형임), 일시중

성코드(T2ndcode)에 (115+중성키 번호값)을 저장한다(중성은 V3 형임).

그리고  상기  초성과  중성만으로  구성된  한글문자의  경우에는  일시  중성코즈(3Trdcode)에  ‘null’을 
저장하고  리턴하되,  상기  종성코드변수(3rdcode)가  ‘null’인가를  검출하여  종성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표시하고  하는  한글문자가  초성과  중성  및  종성으로 구성
된  한글  문자의  경우는  중성보드변수(2ndcode)가  ‘ㅏㅐㅑㅒㅓㅔㅕy:ㅣ’의  중성코드중  하나의 코드
라면  일시코정코드(Tlstcode)에  (58+초성키  번호의  값)을  저장하고(초성은 C4 형임), 중성코드변수

(2ndcode)가  ‘ㅗㅛㅜㅠㅡ’중성코드중  하나의  코드라면  일시초성코드(Tlstcode)에  (77+초성키 번호
의  값)을  저장하며(초성은 C 5  형임),  중성코드변수(2ndcode)가  ‘ㅘㅙㅚㅝㅞㅟㅢ’의  중성  코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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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코드 라면 일시초성코드(Tlstcode)에 (96+초성키 번호의 값)을 저장한다.(초성은 C6 형임).

또한,  상기  초성과  중성  및  종성으로  구성된  한글문자의  경우는  일시중성코드(T2ndcode)에 136+중성
키  번호의  값)을  저장하고(중성은 V4 , V5 , V 6  형임),  일시종성코드(T3rdcode)에  (157+종성키  번호의 

값)을 저장한 후 리턴한다. 

또한,  커서  표시  루틴은  제12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먼저,  키  인터럽트를  디스에이블하여  커서가 TV
화면상에  표시되기  전에는  또  다른  키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고난  후  현재  입력된 키가‘
커서-업’키인가를  검출하여  현재  입력된  키가‘커서-업’키  이면  현재의  세로  카운터(colCNT)가 초
기에  설정한  초기값과  같은가를  판단하여  같다면  리턴하고  (즉,  문자가  표시될수  있는  첫줄(First 
Line  임)),  현재의  세로  카운터(colCNT)가  초기값과  같지  않으면  현재의  세로 카운터(colCNT)를‘1
’감소시키며,  현제  입력된  키가‘커서-다운’키인가를  검출하여  현재  입력된 키가‘커서-다운’키
이면  현재의  헤로  카운터(colCNT)가  최대의  세로  카운터와  같은가를  판단하여  같다면  리턴하되  (즉, 
문자가표시될  수  있는  마지막줄(Last  Line임)  현재의  세로  카운터(colCNT)가  최대의  세로  카운터와 
같지 않다면 현재의 세로 카운터(colCNT)를‘1’증가시키게 된다. 

이후,  현재  입력된  키가‘커서-레프트’키  인가를  검출하여  현재  입력된  키가‘커서-레프트’키 이
면  현재의  가로  카운터(rowCNT)가  초기에  설정한  초기값과  같은가를  판단하여  같다면  리턴하고  (즉 
임의의  줄의  첫문자  위치(First  character),  현재  가로  카운터(rowCNT)가  초기값과  같지  않으면 현
재의  가로  카운터(rowCNT)를‘1’감소시키며,  현재  입력된  키가‘커서-라이트’키  인가를  검출하여 
현재  입력된  키가‘커서-라이트’키이면  현재의  가로  카운터(rowCNT)가최대의  가로  카운터와 같은가
를  판단하여  같다면  리턴하고(즉,  임의의  줄의  마지막  문자  위치(LLast  character)),  현재의  가로 
카운터(rowCNT)가  최대의  세로  카운터와  현재의  가로  카운터(rowCNT)를‘1’증가시키므로써 입력된
‘커서’키의  형태에  따른  가로  카운터  및  세로  카운터를  계산해  낼수가  있고,  이어서  한문자  폰트 
표시루틴을 수행 하므로써 커서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문자  폰트(FONT)표시  루틴에서는  제13a,  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재  문자가  표시될 화면
상의  위치를  정할  목적으로  가로  카운터(rowCNT)  및  세로  카운터(colCNT)를  참조하여  문자가  표시될 
화면상의  x축  좌표를  나타내는  x로칼(x  local)  및  문자가  표시될  화면상의  y축  좌표를  나타내는 y로
칼(y  Local)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x축  좌표(x  local)에  (현재의  가로카운터(rowCNT)*16)한  값을 
저장하고, y축 좌표(y local)에 (현재 세로 카운터(colCNT)*20)한 값을 저장한다. 

이어서,  루프(LOOP)  카우터로써  사용하기  위해  x카운터(x  count)에  8,  y카운터(y  count)에  20을 각
각  저장하고,  표시될  문자  폰트(가로  16도트×세로  20도트)의  주소가  지시하는  문자폰트  데이타의 
두  바이트를  A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  문자  폰트의  주소를  +1  증가한  다음,  A레지스터의 내용(문자
폰트  데이타  두  바이트)을  데프트로  1바트  이동하여  그  결과의  캐리가  ‘0’인가를  검출하여 캐리가
‘0’이면  B레지스터의  상위  4비트에  바탕색  값을  저장하고,  캐리가‘1’이면  B레지스터의  상위 4비
트에 표시색 값을 저장한다. 

이후,  다시한번  A레지스터의  내용(문자폰트  데이타  두바이트)을  데프트로  1비트  이동하여  그  결과의 
캐리가‘0’인가 여부를 검출하여 캐리가‘0’이면 B레지스터의 하위 4비트에 바탕색 값을 
저장하고,  캐리가‘1’이면  B레지스터의  하위  4에  표시색값을  저장한후,  영상신호  발생기(9)의  x 
CDP레지스터에  현재의  x축  좌표를  저장하고  y  C에  레지스터에  현재의  y축  좌표를  저장한  다음 DRAM
레지스터에  상기  B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므로서,  x  CDP,  y  CDP레지스터에  의해  저장된  비디오 램
(10)의  주소에  B레지스터에  표시색  및  바탕색  값이  저장되고  영상신호  발생기(9)를  통해  비디오 램
(10)에 저장된 데이타를 읽어 아날로그 R.G.B신호로 변환하여 TV브라운관(6)으로 출력한다. 

이와같이  하므로써  x축으로  2도트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으로  x축  좌표를  2증가시키고,  현재 x카
운터를  1감소한  결과가  0이  아니면  상기  A레지스터의  내용을  처음으로  레프트로  2비트  이동하는 과
정으로  리턴하며,  현재  x카운터를  1감소한  결과  현재의  y카운터를  1감소한  결과를  검출하도록하여 
결국  세로로  20도트,  가로로  16도트(혹은  이와  유사한  도트크기)의한문자  폰트의  표시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  방법  및  그에  관한  장치에  의하면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레비젼 
수상기에  사용자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양화할수  있을뿐만 아니
라  숫자,  영문자  및  한글을  사용자가  임의로  텔레비젼  수상기에  입력하여  사용자의  호출시  텔레비젼 
수상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의  정보관리  및  정보전달에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튜닝  및  제어부(2),  마이컴(3),  휘도및  색신호  처리부(4),  영상신호  스위칭부(5)  및 브라운관(6)으
로  된  텔레비젼  수상기(가)에  등기  분리  및  데이타  슬라이서부(7),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 영상
신호  발생부(9),  비디오램(10),  프로그램  램(11),  마이크로  프로세서(12),  텔리텍스트  신호처리 프
로그램  롬(13)  및  R.G.B신호  스위칭부(14)로  된  텔리텍스트  수신기(나)를  접속하여  원격제어기(1)로 
원격  제어하게한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레비젼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원격제어기(1)에  사용자 데이
타  편집  및  기억장치를  위한  메모기억,  메모호출  및  메모편집을  위한  기본  기능키를  설정하고, 문자
완성,  문자지움,  커서업,  커서다운,  커서레프트,  커서라이트  및  한글/영문  전환을  위한  편집  보조용 
키를  설정함과  아울러  영문자(‘A’-‘Z’),  한글자음(‘ㄱ’-‘ㅄ’)  및 한글모음(‘ㅏ’-‘ㅢ’)
을  위한  문자키를  설정한  다음  기본  기능키(메모기억,  메모호출,  메모편집)를  누른후,  편집  보조용 
키(문자완성,  문자지움,  커서,  한글/영문전환)를  보조키로  사용하여  문자키(숫자(0-9), 영문자(A-
Z),  한글자음(‘ㄱ’-‘ㅄ’),  한글모음(‘ㅏ-‘ㅢ’)를  누름으로써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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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입력에  따라  데이타  편집  및  기억  처리용  프로세서(15)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처리를하여 비디
오  램(10)에  저장하고  난후  영상신호  발생부(9)  및  R.G.B신호  스위칭부(14)를  통해  브라운관(6)에 
입력시켜 데이타를 표시함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현재의  시스템모드를  판별하여  현재  모드가 TV모드
라면  TV관련키를  처리하고,  텔리텍스트  모드라면  텔리텍스트  관련키를  처리하는  제1과정과  ; 메모관
련  키이면  메모관련  키  처리루틴을  수행하는  제2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관련  키  처리루틴은  현재의  메모모드  상태를  판별하여  TV모드나 텔레텍스
트  모드이면  처음으로  메모  모드로  전환도기  위해‘메모기억’,  ‘메모호출’  및‘메모편집’  키의 
메모모드  전환기능을  수행하는  제3과정과,  메모모드이면  프로그램  램(11)에  저장된  메모데이타를 편
집하기  위해‘메모기억’,  ‘커서’및‘한글/영문  전환’키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4과정과  ; 메
모  모드가‘2’상태이면‘메모호출’키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제5과정과  ;  사용자가  편집하여 기억
시킨  메모데이타를  호출시키고자  할때에는  다수의  메모  호출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메모 기억’,‘
커서-다운’키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제6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  데이타로  편집하기  위한  키처리  루틴은  숫자(‘0’-‘9’), 영문자(‘A
’-‘Z’)키  및  한글의  초성(‘ㄱ’-‘ㅎ’)키를  문자로  처리하는  제A과정과  ;  한글  중성  처리를 위
한  ‘문자완성’,  ‘중성’(‘ㅏ’-‘ㅢ’)  및  문자  지움키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B과정과  ; 한
글  종성의  처리를  위한‘문자완성’,  종성(‘ㄱ’-‘ㅎ’)  및  문자지움  키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C과정과  ;  한문자를  기억시키기  위한‘문자완성’및‘문자지움’키의  기능을  처리하는 제D과정으
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메모기억’,  ‘메모호출’,  ‘메모편집’에서의  메모화면  표시루틴은 메모배
경  화면을  TV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  데이타  롬(16)이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롬상의  어드레스를 
결정한  후  상기에서  결정된  프로그램  롬(15)의  어드레스가   지시하는  데이타  롬(16)을  코드 테이블
(버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램(18)에  저장시킨  다음,  기존의  텔리텍스트  코딩방법(NAPLPS  :  North 
American  Presentation  Lemvel  Protocols  Syntax)과  일치하게  디코딩하기  위해  코드  데이타에  따라 
기존의  텔리텍스트  도형  및  문자  표시  처리루틴을  호출,  수행하여  코드  테이블에  저장된  메모  배경 
화면  데이타(16)를  문자  및  도형  처리자  표시  처리루틴을  호출,  수행하여  코드  테이블에  저장된 메
모  배경  화면  테이타(16)를  문자  및  도형  처리한후  비디오  램(10)에  저장하고,  영상발생기(9)를 통
해  비디오  램(10)에  저장된  데이타를  읽어들여  아날로그  R.G.B색  신호로  변환시킨  다음  출력하는 제
E과정과  ;  상기에서  코드테이블의  수행이  끝나면  메모  배경  화면상에  사용자의  메모데이타를 표시하
기  위한  메모  데이타  내의  데이타  바이트를  읽어들여  문자  표시  처리하는  F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  표시  루틴은‘커서  업’키,  ‘커서  다운’키,  ‘커서  레프트’키  및 ‘
커서  라이트’키인가를  각각  판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세로  및  가로  카운터(colCNT,  rowCNT)의 값
을 1씩  증가 및  감소시켜 입력된‘커서’키의 형태에 따라 가로 카운터 및  세로 카운터를 계산한 다
음  커서  표시를  위해  한문자  폰트  표시  루틴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
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표시  처리루틴은  한글  종성의  유무에  따라  조성  및  중성  폰트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변경하여  새로운  형태의  초성  및  중성  그리고  종성  폰트의  모양이  저장된  어드레스를 로
드해  낼  목적으로  한글  변환  처리를  수행한  후  한글  한문자를  가로  16로트(DOT)x세로  20도트(또는 
가로  12도트  x세로  20도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해서  한글  한문자의  윗쪽  10라인은  초성과  중성 폰
트를  비트-오어링시켜  구성한  다음  종성코드의  유무를  판단하여  종성  코드가  없으면  일시  초성 코드
가  #19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검출하여  작거나  같으면(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인을  초성과  중성 
폰트로써  비트-오어링  시켜  구성하고,  일시  초성  로드가  #19보다  크다면  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
인을  중성폰트만으로  비트-오어링시켜  구성한후  종성코드의  유무를  판단하여  종성코드가  있다면 초
성,중성  및  종성으로  구성되는  한글  문자이므로  한글  한문자의  아래쪽  10라인을  중성  및  종성 폰트
로써  비트-오어링시켜  구성한  다음  상기  초성,  중성  및  종성폰트를  비트-어어링시키는  과정으로 부
터 20라인(세로 20도트)으로 구성된 한글 한문자가 조합되어 생성된 새로운 문자 폰트가 
만들어지고,  이  폰트  이어드레스는  표시될  문자  폰트의  어드레스로써  로드된후  한문자 폰트표시처리
를  수행하여  한글  한문자가  표시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
이타 편집 및 기억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한글  코드  변화  처리루틴은  한글문자가  초성과  중성만으로  구성된  한글 문자
의  경우는  각각의  중성코드  변수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시  초성  및  일시  중성코드  변수를 할
당하는 과정과 ;  한글 문자가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으로 구성된 한글 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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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코드  변수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시  초성코드와  일시  중성코드  및  일시  종성코드  변수를 할
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한  문자  폰트  표시루틴은  영상신호  발생기(9)의  x  CDP,  y  CDP레지스터에 문자
가 표시될 현재의 x축 좌표 및 y축 좌표를 저장하고, x  CDP  및 y  CDP레지스터에 의해 지정된 비디오 
램(10)의  주소에  문자  폰트의  데이타  값을  저장하여  영상신호  발생기(9)를  통해  비디오  램(10)에 저
장된  데이타를  읽어  아날로그  R.G.B신호로  변환하여  TV브라운관(6)으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방법.

청구항 10 

튜닝  및  제어부(2),  마이컴(3),  휘도및  색신호  처리부(4),  영상신호  스우칭부(5)  및 브라운관(6)으
로  된  텔레비젼  수상기(가)에  동기분리  및  데이타  슬라이서부(7),  텔리텍스트  신호처리부(8), 영상
신호  발생부(9),  비디오  램(10),  프로그램  램(11),  마이크로프로세서(12),  텔리텍스트  신호처리 프
로그램  롬(13)  및  R.G.B스위칭부(14)로  된  텔리텍스트  수신기(나)를  접속하여  원격제어기(1)로 원격
제어하게  한  텔리텍스트  내장형  텔레비젼  수상기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2)에서 출력되
는 소정의 키 신호에 의해 소정의 데이타를 편집 또는 기억 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는 데이타 편집 및 
기억  처리용  프로세서(15)와  ;  화면에  표시될  소정의  문자  및  도형  데이타를  기억시키는  데이타용 
롬(16)과  ;  정전시  메모  데이타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의  데이타를  백업시키기  위한 
EEPROM(17)과  ;  각종  문자  및  도형  데이타등을  일시적으로  기억했다가  출력시키는  데이타  버퍼용 램
(18)을 구비하여서 됨을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서의 데이타 편집 및 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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