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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텔레비전수상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블럭선도.

제 2 도는 그 실시예의 기능의 설명을 위한 플로차트.

제 3 도는 그 실시예의 화면의 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9 : 합성회로(스위치회로)              12 : 영상신호처리회로

14 : 메모리                                  20 : 시스템제어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주화면에 부화면을 삽입하여 영출할 수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제  1  및  제  2  의  영상신호중의  선택된  하나를  메모리를  포함하는  영상신호처리회로에 공
급하여,  부화면용  영상신호를  형성하고,  주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제  1  의  영상신호  및 영상신호처
리회로로부터의  부화면용  영상신호를  합성회로에  공급하여  합성하고,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
작시에,  합성회로에  제  1  의  영상신호만이  공급되고  있을때는,  제  1  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
로에 공급하고,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여,  제 1  의  영상신호 및 제 1  의 영상
신호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합성회로에  공급하고,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시에, 합성회로
에 제  1  의  영상신호 및  부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제  2  의  영상신호가 공급되고 있을때는,  제  2  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를  공급하고,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여,  제  1  의 
영상신호  및  제  2  의  영상신호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합성회로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부화면의 
유무에  따라서  주화면  및  부화면의  어느  영상도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에  의해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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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바이스텝 쵤화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화면의  영상의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의  정지화를  그  주화면에  삽입하여  영출하도록  한 텔레비전수
상기는, 예를들면 일본국 특개소 56(1981)-27573호 공보에 개시(開示)되어 있다.

본  발명은  주화면에  부화면을  삽입하여  영출하도록  한  텔레비전수상기에  있어서,  부화면의  유무에 
따라서  주화면  및  부화면의  어느  영상도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에  의해  용이하게 스텝바이
스텝 촬화재생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전수상기는  주화면과  이  주화면내에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부화면으로 분할가
능한  화면을  가지는  음극선관과,  주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제  1  의  영상신호를  공급하는 주텔레비전
회로와, 외부 신호원으로부터의 제 2  의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제 2 
의  영상신호중  하나의  영상신호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로부터  상기  음극선관의  주화면에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부화면용  영상신호를  형성하고,  메모리를  가지는  영상신호처리회로와, 영상신호처리회
로  및  주텔레비전회로에  연결되어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부화면용  영상신호를  음극선관에 공급
되는  합성신호로  합성하는  합성회로와,  상기  주텔레비전회로,  상기  영상신호처리회로  및  상기 합성
회로를  제어하는  시스템제어회로와,  시스템제어회로에  연결되어,  이  시스템제어회로에  스텝바이스텝 
촬화지령신호를  공급하는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시에,  상기  합성회로에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만이  공급되고  있을때는,  상기  시스템제어회로에 
의해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에 공급하고,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의 상이한 타이
밍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여,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의 복수의 정
지화신호를  상기  합성회로에  공급하고,  상기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시에,  상기  합성회로에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부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제  2  의  영상신호가  공급되고  있을때는, 
상기  시스템제어회로에  의해  상기  제  2  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에  공급하고,  상기  제  2  의 
영상신호의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여,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부화면용 영
상신호로서의 상기 제 2 의 영상신호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상기 합성회로에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시에  합성회로(9)에  제  1  의  영상신호만이 
공급되어  있어서  주화면만이  영출되고  있을때는,  제  1  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12)에 공급
하여,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고,  제 1  의  영상신호 및 제 1  의  영상신호의 복
수의  정지화신호를  합성회로(9)에  공급하여,  주화면에  그  영상의  스텝바이스텝  촬화를  삽입하여 영
출하고,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시에,  합성회로(9)에  제  1  의  영상신호  및  부화면용 영상신
호로서의 제  2  의  영상신호가 공급되어 주화면 및  부화면의 영출되고 있을때는,  제  2  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12)에  공급하여,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고,  제  1  의 영상신
호  및  제  2  의  영상신호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합성회로(9)에  공급하여,  주화면에  부화면에 스텝바
이스텝 촬화를 삽입하여 영출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에, 제 1 도를 참조하여 일실시예의 텔레비전수상기의 전체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텔레비전수상기는  주텔레비전회로  MK  및  부텔레비전회로  SK를  가지고,  주텔레비전회로 MK로부터
의  영상신호에  따라서  음극선관(18)의  관면(管面)  전체에  주화면을  영출하고,  부텔레비전회로 SK로
부터의  영상신호에  따라서  부화면을  주화면의  일부에  삽입하여  관면에  영출한다.  이들  텔레비전회로 
MK,  SK는  각각  튜너(5M),  (5S),  영상중간주파회로(6M),  (6S)  및  영상,  색신호회로(8M),  (8S)를 구비
하고 있다.

또,  VTR등으로부터의  재생영상신호(베이스밴드신호)가  공급되는  외부영상신호입력단자 V1 , V2 , V3 를 

가지고,  이들  입력단자로부터의  외부영상신호가  텔레비전회로  MK,  SK에  각각  배설된 스위치회로
(7M),  (7S)에  의해  튜너(5M),  (5S)로부터의  영상신호와  전환되어,  음극선관(18)에  공급되어서  그 영
상이 영출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부텔레비전회로  SK에는  부화면을  음극선관(18)에  영출하기  위한  영상신호처리회로(12)가  배설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  부화면의  동화,  정지화,  스텝바이스텝  촬화등의  각각,  부화면의  개수,  부화면의 
주화면상의 위치등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텔레비전회로  MK,  SK에는  각각  문자표시회로(19M),  (19S)가  배설되어  있고,  주화면  및  부화면에 별
개로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채널  및  외부영상신호입력단자의  번호등의  영상식별표시를  중첩하여 영출
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마이크로콤퓨터를  구비한  시스템제어회로(20)가  배설되고,  이것에  의해  텔레비전수상기의  각  부를 
제어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다음에,  이  텔레비전수상기의  구성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안테나  AT로부터의  수신신호는 
분기기(分岐器)(1)에  공급된다.  이  분기기(1)는  수신신호를  거의  감쇠시키지  않고  스위치회로(3)를 
통해  주튜너(5M)에  공급하고,  그  일부를  부튜너(5S)에  분기하여  공급한다.  이  분튜너(5S)에의 수신
신호를  고주파증폭기(4)에  이해  증폭된다.  스위치회로(3)는  분기기(1)로부터의  안테나입력과, 보조
입력단자(2)로부터의  케이블텔레비전방송수신용  디스크램블러  등으로부터의  고주파입력을  전환하여 

주튜너(5M)에 공급한다.

주튜너(5M)로부터의  영상중간주파신호는  주영상중간주파회로(6M)에  공급되고,  이것으로부터의 영상
신호가  주스위치회로(7M)에  공급되고,  외부영상신호입력단자 V1∼V3 로부터의  외부영상신호와 전환되

고,  그중의  하나의  영상신호가  주영상,  색신호로로(8M)에  공급된다.  그리고,  (26)은 모니터출력단자
이고,  주스위치회로(7M)의  출력측에  접속되어  있다.  이  주영상,  색신호회로(8M)로부터는  적,  녹  및 
청색신호 R, G, B가 출력되어, 합성회로인 스위치회로(9)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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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중간주파회로(6M)로부터의  음성중간주파신호는  음성회로(음성다중회로를  내장하고 있음)(28)
에  공급되고,  그  음성회로(28)로부터의  음성신호가  스위치회로(29)에  공급되어,  전술한 외부영상신
호입력단자 V1∼V3 에  대응하는,  외부음성신호입력단자 A1 , A2 , A3 로부터의  VTR등으로부터  재생된 외부

음성신호와 전환되고, 그중의 하나의 음성신호가 저주파증폭기(30)를 통해 스피커(31)에 공급된다.

주영상,  색신호회로(8M)로부터의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가  편향,  고압회로(27)에  공급되고, 이것으로
부터의 편향신호 및 고압직류전압이 음극선관(18)에 공급된다.

부튜너(5S)로부터의  영상중간주파신호는  부영상중간주파회로(6S)에  공급되고,  이것으로부터의 영상
신호가  부스위치회로(7S)에  공급되고,  외부영상신호입력단자 V1∼V3 로부터의  외부영상신호와 전환되

고,  그중의  하나의  영상신호  및  주스위치회로(7M)로부터의  영상신호가  스위치(25)에  의해  전환된 
후,  부영상,  색신호회로(8S)에  공급된다.  이  부영상,  색신호회로(8S)로부터는  적,  녹  및  청색신호 
R,  G,  B가  얻어지고,  이들이  매트릭스회로(10)에  공급되어,  휘도,  적색차  및  청색차신호  Y,  R-Y, B-
Y로 변환된 후, 영상신호처리회로(12)의 A/D 변환기(13)에 공급된다.

이  A/D  변환기(13)는  일본국  특공소  60(1985)-44792호  공보에  개시(開示)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시분
할  형  A/D  변환기이다.  A/D  변환기(13)로부터의  디지탈신호는  메모리(14)에  공급되어  기입된다. 메
모리(14)로부터  독출된  디지탈신호는  D/A  변환기(15)에  공급되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된다. 영상신
호처리회로(12)에서는  영상신호의  라인  및  화소를  주화면  및  부화면의  치수비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한다.  메모리(14)는  부화면의  가능  최대개수,  예를들면  4에  따라서  4개의  프레임(또는  필드)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메모리(14)는  부화면  제어회로(16)에  의해  부화면의  동화,  정지화, 스텝바
이스텝 촬화 등의 각각, 부화면의 개수, 부화면의 주화면상의 위치등이 제어된다.

부화면을  동화로  할때는,  메모리(14)의  영상신호의  기입  및  독출을  연속하여  교호로  반복한다. 부화
면을  정지화로  할때는,  메모리(14)에  영상신호를  프레임  또는  필드단위로  기입한  후,  이것을 반복독
출한다.  부화면의  스텝바이스텝  촬화일때는,  메모리(14)에  상이한  타이밍으로  복수의  영상신호를 프
레임  또는  필드단위로  기입한  후,  이것을  반복독출한다(일본국  특개소  56(1981)-27573호  공보 참
조).  주화면내에  삽입되는  부화면의  개수는  각각  메모리(14)내의  메모리  영역의  사용개수로 결정한
다.  부화면의  내용으로서는  부영상,  색신호회로(8S)로  부터의  영상신호의  정지화,  스텝바이스텝 촬
화,  또는  주영상,  색신호회로(8M)로부터의  영상신호의  정지화,  스텝바이스텝  촬화이고,  이들 영상신
호의  전환은  전술한  스위치(25)의  전환에  의해  행한다.  주화면  및  부화면의  영상내용은  주  및 부튜
녀(5M),  (5S)의  수신채널의  동시전환,  또는  주  및  부스위치회로(7M),  (7S)의  동시전환에  의해 교체
할 수 있다.

주영상,  색신호회로(8M)로부터의  각  색신호와  영상신호처리회로(12)의  D/A  변환기(15)로부터의  각 
색신호는  합성회로인  스위치회로(9)에  공급되어,  주화면의  일부의  선택된  소정위치에  부화면이 삽입
되도록,  양  각  색신호가  전환된다.  이  스위치회로(9)는  부화면제어회로(16)에  의해  제어된다. 스위
치회로(9)로부터의 영상신호는 음극선관(18)에 공급된다.

주문자표시회로(19M)에서  만들어진  주영상식별표시신호는  스위치회로(9)  및  음극선관(18)  사이에 설
치된  가산기(17)에  의해  영상신호에  가산된다.  여기서는,  가산기(17)를,  예를들면  녹색신호의 전송
로만에  개재하여  주화면의  녹색에  영상식별표시를  중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영상식별표시는  다른 
색이어도 된다.

부문자표시회로(19S)에  만들어진  부영상식별표시신호는  매트릭스회로(10)  및  A/D  변환기(13)  사이에 
설치된  가산기(11)에  의해  부영상신호에  가산된다.  여기서는,  가산기(11)를,  예를들면  휘도신호의 
전송로만에  개재하여,  주화면에  백색의  영상식별표시를  중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영상식별표시는 
다른 색이어도 된다.

전술한  주  및  부튜너(5M),  (5S)는  시스템제어회로(20)로부터의  선국(選局)신호에  의해  선국된다. 스
위치회로(3),  (7M),  (7S),  (29)  및  스위치(25)는  시스템제어회로(20)에  의해  전환제어된다.  주  및 
부영상,  색신호회로(8M),  (8S)는  시스템제어회로(20)에  의해  업  및  다운의  주사선국시  등에 블랭킹
이  걸린다.  그리고,  이  블랭킹은  음극선관(18)의  앞단에  블랭킹용  스위치를  설치하여  행해도  된다. 
또,  주  및  부영상중간주파회로(6M),  (6S)로부터의  주  및  부수평동기신호  Hm,  Hs와  주  및  부영상, 색
신호회로(8M),  (8S)로부터의  주  및  부수직블랭킹신호(수직신호)  Vm,  Vs가  시스템제어회로(20)에 공
급된다.  주  및  부문자표시회로(19M)(19S)  및  부화면제어회로(16)는  시스템제어회로(20)의  의해 제어
된다.

(21)는  라스트콘디션메모리이고,  전원차단시의  주  및  부튜너(5M),  (5S)의  선국채널, 스위치회로
(7M),  (7S)의  전환상태,  부화면제어회로(16)의  제어상태  등을  시스템제어회로(20)의  제어에  의해 기
억하는  것이고,  전원  재투입시에  그  전원차단시의  각  부의  상태가  시스템제어회로(20)의  제어에 의
해 재현된다.

(22)는  키장치이고,  시스템제어회로(20)에  접속되어,  텔레비전수상기의  제어를  위한  각종  키를 구비
하고 있다.

(24)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트제어기이고,  각종  키를  구비하고  있으며,  그  키의 조
작에  따른  원격제어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가지고  있다.  (23)은  이  리모트제어기(24)의 송신기로
부터의  송신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이고,  시스템제어회로(20)에  접속되어  있다.  이  원격제어신호는 
광, 전파, 음파등에 의해 반송된다.

다음에,  이  리모트제어기(24)의  키의  예를  나열한다.  파워키,  리콜키(영상식별표시의  영출을  행함), 
뮤트키(음성의  무음(無音)),  수신채널  및  외부영상신호입력단자의  번호의  선택을  위한  텐키, 텔레비
전/VTR  전환키,  안테나입력/보조고주파입력전환키,  음성다중키,  픽쳐,  주수신채널  및 주외부영상신
호입력단자의  번호  및  음량의  각각  업  및  다운의  키.  부화면의  온오프키,  부수신채널  및  부외 부영
상신호입력단자의  번호의  업키,  동  다운키,  정지화키,  스텝바이스텝  촬화키,  부화면의  위치이동키, 

6-3

특1994-0009968



주 및 부화면의 영상내용의 교체키.

다음에,  제  2  도의  플로차트  및  제  3  도의  설명도를  참조하여,  스텝바이스텝  촬화재생을  위한 시스
템제어회로(20)의  기능을  설명한다.  제  2  도에  있어서,  스텝  ST-0에서  스텝바이스텝  촬화재생의 루
틴이  개시된다.  예를들면,  리모트제어기(24)(제  1  도)의  스텝바이스텝  촬화키의  누름에  의해 스텝바
이스텝  촬화스위치가  조작되면,  이것이  스텝  ST-1에서  검출되고,  그후  스텝  ST-2로  이행한다.  스텝 
ST-2에서는, 부화면이 영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판단된다.

제  1  도의  스위치회로(9)에  주영상,  색신호회로(8M)로부터의  영상신호만이  공급되고  있을때는, 음극
선관(18)의  관면에는  제  3a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화면(동화)  M만이  영출되고,  부화면은 영출되
지  않는다.  이때는,  스텝  ST-5에서,  시스템제어회로  (20)에  있어서  주화면에  영출되고  있던  영상의 
스텝바이스텝  촬화  지령이  발하여지고,  주스위치회로(7M)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스위치(25)를  통해 부
영상,  색신호회로(8S)에  공급하고,  이것으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12)에  공급하여, 
상이한  타이밍의  3개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3개의  정지화신호  및  주영상, 색신호회
로(8M)으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스위치회로(9)에  공급하여  합성하고,  이  합성영상신호를 음극선관(1
8)에  공급한다.  이렇게  하여,  제  3b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화면(동화)  M의  예를들면  좌측에  그 
영상의  상이한  타이밍의  상하에  걸쳐서  3단의  정지화의  부화면 S1 , S2 , S3 으로  이루어지는 스텝바이

스텝 촬화가 삽입되어 영출된다(스텝 ST-6).

또,  스위치회로(9)에  주영상,  색신호회로(8M)로부터의  영상신호  및  영상신호처리회로(12)로부터의 
부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부영상,  색신호회로(8S)로부터의  영상신호가  공급되고  있을때는, 음극선관
(18)의  관면에는  제  3c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화면(동화)  M  및  부화면(동화) S1 이  영출된다. 이

때는,  스텝  ST-3에서,  시스템제어회로(20)에있어서  부화면에  영출되고  있던  영상의  스텝바이스텝 촬
화지령이  발하여지고,  부스위치회로(7S)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스위치(25)를  통해  부영상, 색신호회로
(8S)에  공급하고,  이것으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12)에  공급하여,  부화면용 영상신호
(동화신호)와  함께  상이한  타이밍의  3개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부화면용 영상신호
(동화신호)  및  3개의  정지화신호  및  주영상,  색신호회로(8M)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스위치회로(9)에 
공급하여  합성하고,  이  합성영상신호를  음극선관(18)에  공급한다.  이렇게  하여  제  3d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화면(동화)  M의  예를들면  4코너에  제  3c  도의  부화면 S1 의  영상의  동화  및  상이한 타

이밍의  3개의  정지화의  부화면 S1 , S2 , S3 , S4 으로  이루어지는  스텝바이스텝  촬화가  삽입되어 영출된

다(스텝  ST-4).  그리고,  동화의  표시장소는  4개의  부화면 S1∼S4 을  이  순서로  순환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스텝  ST-7에서  재차  리모트제어기(24)의  스텝바이스텝  촬화키의  누름에  의해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
치가  조작되면,  스텝  ST-2로  이행하여,  재차  다른  타이밍으로  스텝바이스텝  촬화재생을  행할  수 있
다.  스텝  ST-8에서  리모트제어기(24)의  부화면의  온오프키의  누름에  의해  부화면의  온오프스위치를 
조작하면, 제 3a 도의 주화면 M으로 복귀화여, 스텝바이스텝 촬화재생은 종료한다.

주화면의  영상의  스텝바이스텝  촬화재생시와  부화면의  영상의  스텝바이스텝  촬화재생시에서, 스텝바
이스텝 촬화재생시의 복수의 부화면의 배치를 제 3b  도  및 3d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달라지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별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부화면의  유무에  따라서  주화면  및  부화면의  어느  영상도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에  의해  용이하게  스텝바이스텝  촬화재생을  할  수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화면과  이  주화면내에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부화면으로  분할가능한  화면을  가지는  음극선관과, 
주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제  1  의  영상신호를  공급하는  주텔레비전회로와,  외부신호원으로부터의  제 
2  의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제  2  의  영상신호중 하나의 영상신호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로부터  상기  음극선관의  주화면에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부화면용  영상신호를 
형성하고,  메모리를  가지는  영상신호처리회로와,  영상신호처리회로  및  주텔레비전회로에  연결되어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부화면용  영상신호를  음극선관에  공급되는  합성신호로  합성하는 합성회로
와,  상기  주텔레비전회로,  상기  영상신호처리회로  및  상기  합성회로를  제어하는  시스템제어회로와, 
시스텝제어회로에  연결되어,  이  시스템제어회로에  스텝바이스텝  촬화지령신호를  공급하는 스텝바이
스텝  촬화스위치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시에,  상기  합성회로에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만이 공급되고 있을때는,  상기 시스템제어회로에 의해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를 영
상신호처리회로에  공급하고,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의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
여,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상기 합성회로에 공급
하고,  상기  스텝바이스텝  촬화스위치의  조작시에,  상기  합성회로에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상기 
부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제  2  의  영상신호가  공급되고  있을때는,  상기  시스템제어회로에  의해  상기 
제  2  의  영상신호를  영상신호처리회로에  공급하고,  상기  제  2  의  영상신호의  상이한  타이밍의 복수
의  정지화신호를  형성하여,  상기  제  1  의  영상신호  및  부화면용  영상신호로서의  상기  제  2  의 영상
신호의 복수의 정지화신호를 상기 합성회로에 공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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