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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합 화상 텔레비젼(TV) 신호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 양자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단일의 지연라인을 공유하는 복합 라인노이즈제거기 및 콤필터와, 상기 재생신호로부터 추
출된 재생색도신호 및 상기 텔레비젼신호로부터 추출된 텔레비젼 색도신호 양자를 복조하기 위한 직각복
조기를 구동하는 3.58 MHz 발진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개시된다. 이 장치는 상기 복합 화상 TV신호와 상
기 VCR 재생신호 양자에 대하여 자동이득제어를 제공해준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후술할 설명을 고려하여, 첨부한 도면과 함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시스템의 상위레벨 구성을 나타낸 
불럭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휘도/색도(Y/C)분리기, 휘도변조기 및 휘도복조기를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겸용 라인소음제거기 및 콤필터회로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색도신호처리기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휘도신호처리기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6은 동기신호처리기의 블럭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출력 색상매트릭스 및 색상처리기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숫자에 공통한 동일구성요소를 나타냄에 있어서 가능한한 동일한 도면번호
를 사용한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6 : 자동이득제어 및 필터회로          108 : LNC 및 콤필터회로

110 : 색도처리기                         112 : 칼라매트릭스

114 : 색처리기                           120 : 휘도/색도 분리기

122 : 휘도복조 및 처리회로               124 : 휘도기록신호 변조기

126 : 노이즈처리기                       130 : 휘도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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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동기화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텔레비젼 수상기 및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텔레비젼 수상기 및 비디오 카
세트 레코더 겸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단일 외함안에 텔레비젼 수상기(TV)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을 조합한 것은 수요자에게 하나의 전자
장치로 여러 유용한 기능들의 조합을 제공해준다.  TV/VCR 겸용시스템을 사용하면, 시청자는 미리 녹화된 
비데오 카세트 테이프나 방송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 방송국에서 보내온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청자는 수신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위에 기록할 수도 있다.

최근의 TV/VCR 겸용시스템들은, 하나의 외함을 이용하여, 통상의 VCR에서 볼 수 있는 회로와 통상의 텔레
비젼에서 볼 수 있는 회로를 단순히 조합했다. 이들 2요소 장치의 회로는 상호 통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장치0은 과도한 잉여회로를 가지게되어 제조원가 및 실질적인 제조공정수의 상승을 초래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TV 및 VCR 휘도신호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포맷을 가지나, 색도신호들은 아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통회로의 멀티플렉싱 활용을 통해 VCR 기능 및 TV기능 양자를 위한 동일회로를 사용하여 휘
도처리용 회로는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색도신호들은 전용회로 및 공동회로 양자를 이용하여 처리하므로
써, 종래의 TV/VCR 겸용시스템의 잉여회로를 최대한 줄여서 최소화하여 구성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종래의  기술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단점은  최소한의  잉여회로를  갖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TV/VCR) 겸용장치인 본 발명에 의해 극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장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달성한다: (1) 텔레비젼(TV) 혹은 비디오 입력포트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은 일반적인 비디오 화면표시 신
호들, 예컨데 적, 녹, 청 (RGB) 신호들로 신호처리되고; (2) 상기 TV 입력신호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VCR) 헤드에 의한 기록을 위해 휘도신호 Yrec 및 색도신호 Crec로 신호처리되며; (3) VCR 헤드들에서 나
온 복합 재생신호들은 통상의 화상표시신호, 예컨데 RGB 신호들로 신호처리된다. 이와 같이, 상기 장치는 
TV모드--이 경우에는 화면표시 및 기록 양자를 위하여 TV신호가 준비된다-- 혹은 재생모드--이 경우에는 
상기 장치는 화면표시를 위해서 비디오헤드로부터 나온 재생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형태로 구비된다.

비록 TV 및 VCR 휘도신호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포맷을 가지나, 색도신호들은 아주 다르다. 이와 같이 
상기 장치는 휘도처리용 회로는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색도신호들은 전용회로 및 공동회로 양자를 이용하
여 처리된다. 특히 TV 색도 신호들은 3.58 MHz의 반송파상에 직각변조되는 반면, VCR 색도신호들은 629 
kHz의 변조 반송파상에 직각변조된다. 상기 발명들은 VCR 및 TV신호 양자를 복조하기 위하여 하나의 3.58 
MHz 수정제어시계 및 하나의 직각복조기를 사용하지만, 몇몇 필터기능들을 위해 VCR 또는 TV신호중 어느 
하나에 전용되는 필터회로로 신호경로를 절환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 발명은 복합화상TV신호와 VCR재생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VCR 재생신호로부터 재생휘도
신호와 재생색도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휘도/색도신호 분리기; 기저대역 재생휘도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재생휘도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재생휘도신호 복조기; 복합화상TV신호로부터 TV휘도신호 및 TV색도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단일 지연라인을 갖는 겸용 라인소음제거기 및 콤필터 프로세서(a combined line noise 
canceller and comb filter processor); TV색도신호나 재생색도신호로부터 색차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색
도처리기; TV 휘도신호 또는 기저대역 재생 휘도신호중의 하나로부터 공통의 휘도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한 
휘도처리기; 상기 공통 휘도신호와 색차신호를 화면표시신호들로 변환하기 위한 색처리기(color  proces 
sor)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텔레비젼 및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TV/VCR) 겸용장치로서, 그 장치내의 구성부분을 최소화한 
것이다. 구성요소 최소화는 공통회로의 멀티플렉싱 활용을 통해 VCR 기능 및 TV기능 양자를 위한 동일회
로를 사용하므로써 달성된다. 회로의 멀티플렉싱은 고체상태스위치나 다른 신호경로설정부품을 이용하므
로써 달성된다. 이들 스위치들은 도면상에 스위치로 표시된 블럭으로 표시된다. 

본 발명의 장치는 세가지 기능을 달성한다: (1) TV 혹은 화상 입력포트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은 통상의 화
상표시신호--예컨데 적, 녹, 청(RGB)신호--로 신호처리되어야 하며; (2) 상기 TV화상입력신호는 VCR헤드
에 의한 기록을 위해 휘도신호 Yrec 및 색도신호 Crec로 신호처리되어야 하고; (3) VCR헤드에서 나온 복
합 재생신호는 통상의 화상표시신호로 신호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기 장치는 TV모드--이 경우 TV
신호는 화면표시 또는 기록을 위해 준비된다-- 혹은 재생모드--이 경우 상기 장치는 화면표시를 위해 비
디오헤드로부터 출력된 재생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비된다-- 중 하나로 동작한다.

TV 및 VCR 화상신호들은 포맷상으로는 실제로 같지만, 색상신호들은 아주 다르다. 그러하므로, 상기 장치
는 휘도처리를 위해서는 공동회로를 사용하지만, 색도신호를 처리함에는 전용회로 및 공동회로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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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텔레비젼 색도신호는 3.58 MHz의 반송파상으로 직각변조되는 반면, VCR 색상신호는 629 kHz의 
변조반송파상에 직각변조된다. 비록 발명자는 VCR 및 TV 신호 양자를 복조하기 위하여 단일의 3.58 MHz 
수정제어시계와 단일의 직각복조기를 사용하지만, 몇가지 필터기능을 위해서는 VCR 혹은 TV신호중 어느 
하나에 전용되는 필터회로로 신호경로를 절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도는 본 발명에 따른 TV/VCR 장치의 상위레벨 블럭도를 도시한다. 장치 (100)는 TV 혹은 복합비디오
신호용  입력포트  (102)를  가질  뿐  만  아니라,  VCR  헤드로부터의  재생출력신호용  입력포트  (104)도 
갖는다. 상기 TV/VCR 입력포트 (102)는 자동이득제어 및 필터회로 (106)에 연결되며, 이 회로 (106)은 비
교적 안정된 진폭을 갖는 복합비디오신호를 만들어낸다. 상기 복합 비디오신호(CVID)는 상기 LNC (line 
noise canceller) 및 콤필터(comb filter)회로 (108)에 대한 입력을 형성한다. 이 단일회로 (108)은 상기 
복합비디오신호로부터 휘도신호 Ytv와 색도신호C358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상기 회로 (108)은 VCR 헤드
에 의한 기록을 위해 휘도신호 Yr를 만들어낸다.

상기 휘도신호 Ytv는 통상의 텔레비젼 장치에서와 마찬가지로 휘도처리기 (luma processor) (130)에 의해 
처리된 후 칼라매트릭스 (112)로 인가된다. 상기 색도신호 C358은 색도처리기(chroma processor) (110)에 
의해 처리되어 상기 칼라매트릭스 (112)로 인가되는 통상의 색차신호(B-Y 및 R-Y)를 생성한다. 상기 칼라
매트릭스는 휘도신호에 따라서 색차신호를 색처리기 (114)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며, 상기 
색처리기 (114)는 상기 칼라매트릭스 (112)의 출력을 통상의 적, 녹, 청(RGB)신호로 변환한다. TV모드에
서, 상기 스위치 (128)은 화면표시용 통상의 동기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텔레비젼 휘도신호가 휘도처리
기 (130) 뿐 만 아니라 동기화처리기 (132)에 전해지도록 위치된다.

이러한 모드에서, 상기 기록휘도신호 Yr는 휘도복조 및 처리회로 (122)에 의해 처리되고, 노이즈는 노이
즈처리기 (126)안에서 처리된 다음, 휘도기록신호 변조기 (124)에 의해 적당한 VCR포맷으로 변조되고, 최
종적으로 포트 (116)을 통해 VCR헤드로 인가된다. 따라서, 텔레비젼 모드에서, 상기 장치는 화면표시용 
통상의 동기 및 색신호를 만들 뿐 만 아니라 기록신호를 VCR헤드에 적당한 휘도기록포맷으로 만든다. 상
기 색처리기는 또한, C358 색도신호를 색도기록신호 Crec로 변환하는데, 상기 색도기록신호 Crec는, 상기 
장치가 텔레비젼 모드로 있을 때, 스위치 (118)을 거쳐 포트 (104)를 통하여 VCR 헤드의 색도기록헤드로 
전달된다.

재생모드로 동작할 때에는,  복합비디오신호 Y/Cpb가  포트 (104)에서 VCR헤드에 의해 생성되고,  스위치 
(118)을 거쳐 휘도/색도 분리기 (120)에 전해져 재생휘도신호 Ypb와 재생색도신호 C629를 생성한다. 나아
가, 상기 재생색도신호 C629는 상기 색도처리기 (110)에 결합되고 이에 의해 처리되어 색차신호를 발생시
킨다. 상기 재생색도신호 Ypb는 휘도복조 및 처리회로 (122)에서 복조되어 기저대역 휘도재생신호를 만들
고, 이 신호는 노이즈처리기 (126)에 의해 처리되며 스위치 (128)을 통해 휘도처리기 (130)에 전달된다. 
상기 휘도처리기 (130)은 통상의 휘도신호를 생성하는데, 이 휘도신호는 상기 칼라매트릭스 (112)에 의해 
색차신호를 변환하며 궁극적으로 화면표시용 RGB신호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모드에서는, VCR헤드에서 
출력되는 재생신호가 동기화처리기 (132)에 의해 통상의 동기화신호로 변환된다.

제 2도는 휘도/색도(Y/C) 분리기 (120) 및 (270), 휘도변조기 (124) 및 복조기 (122) 그리고 텔레비젼신
호용 입력처리회로(자동이득제어 및 필터 (106))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르는 입력신호 처리회로를 도
시한다. 상기 TV/비디오입력포트 (102)는 두개의 포트를 구비하는데, 그 하나는 방송 텔레비젼신호용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의 "라인-인(line-in)" 복합 비디오신호--예컨데 비디오 디스크 재생기 등과 같은 비디
오신호원--용 이다. 상기 비디오신호원은 TV/라인 스위치 (204)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장
치에 입력되는 신호강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크램프회로 (200) 및 (202)는 상기 입력포트 (102)와 상기 스
위치 (204)의 사이에 위치된다.선택된 입력신호는 저역통과필터 (206)에 의해 필터링된 다음, 자동이득제
어회로 (208)에 결합된다. 상기 자동이득제어회로 (208)는 상기 LNC 및 콤필터회로 (108)에 인가되는 신
호가 입력비디오신호상의 진폭변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진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텔
레비젼신호의 수신에 사용되는 TV모드에 있어서, 상기 자동이득제어기(automatic gain controller: AGC)
의 출력은 상기 AGC의 출력을 1 MHz의 저역통과필터 (212)에 결합하도록 위치된 스위치 (210)을 통해 전
달된다. 상기 저역통과필터 (212)의 출력은, 다음으로, 필터링된 신호를 상기 자동이득제어회로 (208)을 
제어하는 DC 바이어스전압으로 변환하는 AGC검출기 (204)에 결합된다. 상기 AGC 검출기는, AGC 제어전압
진폭용 바이어스로서, 백색신호레벨 혹은 지연/증폭된 동기펄스샘플 (제 6도와 관련하여 후술할 동기화처
리기 (132)의 출력신호 hdly1)중 가장 큰 것 하나를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AGC의 출력은 6 dB 감쇄기 (216)을 통하여 상기 LNC 및 콤필터회로 (108)의 복합 비디
오 입력포트 (CVID)에 연결된다. 상기 LNC 및 필터회로 (108)은, 상기 복합신호로부터, 색도신호 (C358), 
비선형 휘도신호 (Yn1) 및 휘도신호 Ytv를 만든다. 상기 색도신호는 포트 (C358)에 나타나고, 휘도신호는 
포트 Ytv상에 나타난다. 또한, 상기 LNC 및 콤필터회로 (108)는 기록휘도신호 Yr와  비선형 휘도신호 Ynl
을 생성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장치는 수신된 텔레비젼신호로부터 VCR용 기록신호--예컨데 휘도기록신호 
Yrec 와 색도기록신호 Crec--를 생성한다. 이 신호는, 부분적으로 휘도기록신호 Yrec로서 생성된다. 텔레
비젼모드일 때, 상기 스위치 (220)은 R단자를 3 MHz의 저역통과필터 (224)에 연결시킨다. 상기 3 MHz 저
역통과필터의 출력은 R포트상의 신호를 크램프 (226)으로 전해주는 제 2 스위치 (224)에 연결된다. 상기 
크램프의 출력은 상기 노이즈처리회로 (126)에 의해 처리된다. 특히, 상기 신호는 기록된 신호에 대한 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로  (228)에  의해  미세하게  강화되며  회로  (230)에  의해 사전강화(pre-
emphasized)된다. 그 후, 상기 신호는 다음과 같은 직렬연결된 회로에 의해 더 처리된다: 주프리앰퍼시스
회로(a main pre-emphasis circuit) (232), 클리핑회로 (234), 반송파천이회로 (236) 및 비디오헤드를 사
용하여 기록하기 위한 휘도신호 Yrec  를 생성하는 FM변조회로 (238).  상기 변조기 (238)는 기록기능이 
VCR상에서 작동중일 때에만 동작가능한데, 예컨데 VCR.REC (ON)신호가 하이(high)로 될 때 상기 변조기가 
동작가능하다. VCR용 휘도신호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신호처리는 기술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텔레비젼모드인  때에는,  휘도TV신호  Ytv가  스위치  (128)을  통해  R단자로부터 의사수직처리회로(quasi-
vertical processing circuit) (256)로 전해진다. TV모드의 경우, 이 회로 (256)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VCR모드의 경우는, 상기 의사수직처리회로는 고속 프리뷰/리뷰(fast preview and review) 기능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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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의사수직동기신호를 삽입한다. 회로 (256)의 출력은 지연라인 (258)을 통하여 동기신호처리기 
(132, 제1도) 뿐 만 아니라 휘도신호처리기 (130, 제1도)로 전해진다. 상기 지연라인은 색도신호를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상해준다.

재생모드의 경우에는, 상기 장치내의 모든 스위치들은 P단자를 그들 각각의 출력단자들에 연결한다. 이렇
게  하여,  비디오헤드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스위치 (118)의  P포트에  결합된다.  상기  재생신호는,  포트 
(104)  상에서,  휘도  및  색도신호  양자를  반송하는  복합  비디오신호  Y/Cpb이다.  상기  P단자는  스위치 
(264)에 연결되고, 복합신호를, 상기 복합신호로부터 휘도신호를 제거한 다음 공칭 629 kHz 반송파에서 
색도신호  C629의  출력으로  되게  하는  1  MHz  저역통과필터  (120)에  연결시킨다.  환언하면,  상기  필터 
(120)은 부분적으로 Y/C 분리기로서 동작한다.

재생헤드로부터 나온 복합신호 Y/Cpb는 또한, 휘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회로에 결합된다. 상기 복합 재
생신호는 재생신호 이퀄라이저 (268)에  의해  처리되며,  상기  이퀄라이저 (268)는  1  MHz  고역통과필터 
(270)에 결합된 복합신호가 실질적으로 단조주파수응답(flat frequencey response)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
해준다. 상기 1 MHz 고역통과필터 (270)의 출력은 단지 휘도정보만을 내포한다. 상기 휘도정보 반송신호
는 이후에  FM/AGC 회로 (272) 및 상기 AGC회로 (272)에 직류 바이어스신호를 제공하는 FM 검출기 (274)
에 의해 처리된다. 상기 AGC (272)의 출력은 직렬연결된 이중리미터 (276)과 FM 복조기 (278)에 결합되어 
기저대역 휘도신호 Ypb를 생성한다. 상기 기저대역 휘도신호 Ypb는 스위치 (220)을 통하여 3 MHz 저역통
과필터 (222)에 결합된다. 상기 3 MHz 저역통과필터 (222)의 출력은 주디앰퍼시스 신호처리기(main de-
emphasis signal processor) (280)에 결합된다. 상기 디앰퍼시스된 신호처리기 (280)은 스위치 (224)에 
결합되고 상기 스위치의 출력은 상기 LNC 및 콤필터회로 (108)의 입력으로 보내지는 신호강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클램프  (226)에  연결된다.  재생비디오로부터의  상기  휘도신호  Ypb는  상기  LNC  및  콤필터회로 
(108)에 의해 처리되어 비선형 휘도신호 Ynl을 생성하는데, 상기 휘도신호 Ynl는 직렬연결된 비선형디앰
퍼시스회로  (240),  노이즈제거회로  (242),  6  dB  증폭기  (246)  및  화상제어회로  (248)에  의해  더 
처리된다. 결국, 상기 신호는 동기화처리기 (132) 뿐 만 아니라 휘도처리기 (130)에 의한 처리를 위해 스
위치 (128)을 통해 전해진다. 상기 증폭기 (246)은 스위치 (210)을 통하여 1 MHz의 저역통과필터(212)에 
연결되어 동기화처리기(132)용 입력신호를 생성한다.

재생모드의 경우, 회로는 복합 비디오출력신호(포트 250)와 같은 출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본질적으
로 하나의 복합 비디오출력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Y/C혼합기 (260)와 6 dB 증폭기 (254)를 이용하여 색
도신호와 휘도신호를 결합한다. 부가하여, 상기 색도처리기 (110)은 스위치 (264)를 통하여 R포트로부터 
1  MHz의  저역통과필터 (120)까지  전해지고 색제거회로(coller  killer)  (266)에  전해지는 색도기록신호 
Crec를 생성한다. 텔레비젼모드동안 이와 같은 회로의 조합은 비디오헤드로 기록하기에 적합한 629 kHz의 
반송파상으로 직각위상변조되는 색도신호를 생성한다.

제 3도는 LNC 및 콤필터회로 (108)의 상세한 블럭도이다. 이 회로에서, 상설한 바와 같이, 상기 스위치들
은 텔레비젼모드일 때는 R포트를 스위치의 출력에 연결하고, VCR재생모드일 때는 P포트를 스위치의 출력
에 연결한다. 텔레비젼 모드에서, 복합비디오신호 (CVID)는 스위치 (302)를 통하여 감산기 (306)과 합산
기 (308), 뿐 만 아니라 1수평라인(1H)의 길이를 갖는 지연라인 (304)의 입력단에 전해진다. 상기 1H지연
라인 (304)의 출력은 클램프 (310)에 연결되며, 그 외 전압제어증폭기 (voltage controlled amplifier: 
VCA) (312)에도 연결된다. 상기 VCA (312)의 출력은 상기 감산기 (306)의 음극단자에 연결된다. 이와 같
이 하여, 상기 지연라인은 1라인의 노이즈내용을 2라인에 걸쳐 효과적으로 전개하는(예컨데 3 dB씩 억제
하는) 입력신호로부터 감해진다. 차신호(difference signal)는 기저대역필터(321)에 의해 기저대역 여과
되어 3.58 MHz 반송파로 전달되는 색도신호 C358를 생성한다.

기저대역필터 (321)에 대한 입력은 또한 트랩 (320) 뿐 만 아니라 스위치 (318)을 통과한다. 상기 트랩 
(320)의 출력은 리미터 (326), 스케일러 (328) 및 합산기 (330)을 거쳐서 기록휘도신호 Yr을 생성한다. 
나아가, 트랩 (320)의 출력은 합산기 (324)로 인가되는 하나의 입력을 형성한다. 상기 합산기에 대한 다
른 입력은 수정입력신호이다. 또한, 복합비디오는 합산기 (308)에서 상기 지연복합비디오와 합해져 합신
호를 형성한다. 상기 합신호는 지연라인 (322)를 이용하여 지연되고 상기 합산기 (324)의 하나의 입력으
로 인가된다. 상기 합산기 (324)의 출력은 휘도TV신호 Ytv이다. 이 휘도TV신호는 또한 스케일러 (328)의 
출력과 합해져 기록휘도신호 Yr을 형성한다. 이 처럼 TV모드에서 회로 (108)은 콤필터로서 동작하고 상기 
복합 비디오신호로부터 휘도 및 색도신호를 추출한다.

재생모드에 있어서는, 각각의 상기 스위치들은 P포트를 출력포트에 연결한다. com1 신호는 3.58 MHz 색도
신호로서, 색도처리기 (110)으로부터 생성된다. 상기 com1 신호는 합산기 (300)의 입력단자에 결합된다. 
다른 입력단자는 상기 비선형 휘도신호 Ynl에 결합된다. 상기 합산기 (300)의 출력은 TV포맷 예컨데 3.58 
MHz의 색도신호를 갖는 VCR로부터 상기 화상을 나타내는 복합 비디오신호이다. 이 신호는 스위치 (302)를 
통하여 합산기 (308), 지연라인 (304) 및 감산기 (306)에 결합된다. 또한 상기 신호는 지연되고, 클램프
되며,  증폭되고,  트랩되어  감산기  (316)의  음극단자에  결합된다.  상기  감산기  (316)의  출력은  트랩 
(320), 리미터 (316) 및 스케일러 (332)를 거쳐서 감산기 (334)의 음극단자에 결합된다. 상기 재생휘도신
호 Ypb는 지연라인 (336)에서 지연되고 감산기 (334)의 양극단자에 연결된다. 차신호는 스위치 (338)과 
트랩 (340)을 통하여 결합되여 비선형 휘도신호 Ynl을 형성한다. 결합된 비선형 휘도신호 Ynl과 색도신호 
com1을 처리하여 상기 휘도신호 Ynl로부터 라인노이즈를 삭감한다. 이와 같이, 회로 (108)은 상기 장치가 
VCR재생모드일 때에는 라인노이즈 제거기 및 콤필터로 동작하며, TV모드일 때에는 콤필터로 동작한다. 나
아가, 현재 라인으로부터 지연라인을 빼므로써 회로 (108)은 VCR헤드에 의해 픽업된 인접라인 색도정보를 
없앤다. 특히, VCR헤드가 1라인을 스캔하면서 상기 헤드는 또한 상기 인접라인상의 신호에 응동한다. 상
기 회로 (108)은 이 인접라인 방해를 감소시킨다.

부가적으로, 상기 회로 (108)은 상기 재생비디오상의 어떠한 누락이라도 치유하는 누락보상기(drop out 
compensator)를 내포한다. 이러한 기능은 누락보상신호를 누락을 갖는 상기 휘도신호의 임의부분에 삽입
시키는 스위치 (338)에 의해 달성된다. 누락은 상기 FM복조기 (274, 제2도)에 의해 검출된다. doc신호는 
1H지연 휘도신호--예컨데, 트랩 (314)는 휘도정보만을 통과시킨다--이다. 이와 같이, 이전라인의 한 부분
은 현재 라인의 누락부분내로 선택적으로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누락보상기술은 VCR기술에 있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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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제 4도는 색도신호처리기 (110)을 나타낸다. 거듭하여, 텔레비젼 모드에서는 각 스위치의 R포드가 그것의 
출력에 결합되고, 재생모드에서는 상기 스위치의 P포트가 그것의 출력에 결합된다. 상기 텔레비젼모드에
서의 색도신호 C358은, 스위치 (402)를 통하여 자동칼라제어(automatic color control: ACC)회로 (404)--
예컨데 색도신호용 AGC회로--에, 그리고 주변환기 (428)상에 결합되는데, 이곳에서 4.2 MHz와 혼합되어 
629 KHz의 색도신호를 생성한다. 이 신호는 기록색도신호 Crec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다. 상기 색도신호
는 629 kHz의 중심주파수를 가지며 상기 저역통과필터 (438)를 통하여 색도기록신호 Crec를 형성하도록 
전달된다. 이러한 모드에서, 3.58 MHz 색도신호를 위한 대역통과필터는 주변환기 (428)의 출력을 차단한
다.

상기 ACC (404)의 출력은 스위치 (408)을 통하여 3.58 MHz 구형파 클럭신호로 구동되는 위상천이기 (456) 
및 혼합기 (458)과 (460)을 내포하는 직각복조기에 연결된다. 상기 혼합기의 출력은 한 쌍의 저역통과필
터 (462) 및 (464)에 결합되어 색차신호 R-Y와 B-Y를 만든다.

전압제어수정발진기(voltage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VCXO) (424)는 3.58 MHz로 발진하며, 스위
치 (412), 버스트 게이트 회로 (414), 위상검출기 (416) 및 제어신호를 상기 3.58 MHz VCXO에 연결해주는 
루프필터 (418)을 통하여 상기 ACC (404)의 출력에 대하여 위상잠금이 이루어진다. 상기 VCXO (424)의 출
력은 통상의 색조제어기 (454)를 통해 상기 직각복조기에 연결된다.

상기 주변환기 (428)에 의해 사용되는 4.2 MHz를 만들기 위해, 상기 3.58 MHz 발진기의 출력은 혼합기 
(432)에 결합되는데, 이는 4.2 MHz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수평동기신호주파수(예를 들면 629 kH
z)를 40배 하여 4.2 MHz 신호를 생성하는 신호와 혼합된다. 상기 4.2 MHz신호는 필터 (430)에서 기저대역
필터링되고 상기 주변환기 (428)에 연결된다. 상기 40배 수평주파수신호를 만들기 위해, 상기 수평동기신
호 H는 주파수검출기 (440)과 위상검출기 (442) 뿐 만 아니라 위상회전기 (434)에도 연결된다. 상기 주파
수검출기 (440)은 TV모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상기 위상검출기 (442)의 출력은 스위치 (446)을 통해 
루프필터 (452)에 결합되며 이어서 160배 수평동기신호 전압제어발진기 (160 VCO) (448)를 제어한다. 상
기 160 VCO (448)의 출력은 분주기 (450)내에서 160배 수평주파수에 의해 분주되어 위상검출기 (442)의 
하나의 입력단에 기준신호로 인가된다. 상기 VCO (448)의 출력은 위상회전기 (434)에 결합되어 상기 헤드 
SW신호에 의해 VCR의 헤드회전에 동기된다. 상기 위상회전기 (434)의 출력은 수평동기신호의 40배 주파수
에서 4-위상신호이다.

재생모드에서, 629 kHz 색도신호는 우선 버스트 디앰퍼시스회로 (400)에서 디앰퍼시스되고, 스위치 (40
2)에 의해 ACC (404)로 연결된다. 상기 ACC의 출력은 상기 주변환기 (428)에 연결되는데, 그 주변환기는, 
상기 4.2 MHz 신호에 의해 곱해질 때, 대역통과필터 (436)에 결합된 색도신호로부터 도출된 3.58 MHz 신
호를 생성한다. 상기 대역통과필터의 공통출력 (com1)은 스위치 (410)과 (412)에 의해 버스트게이트회로 
(414), 위상검출기 (416), 루프필터 (418) 및 160 VCO에 연결되며, 그와 같은 VCO는 이제는 상기 VCR에 
의해 생성된 색도신호에 고정(locked)된다. 주파수검출기 (440)은 160H VCO의 측면잠금(side lock)을 방
지하는 데 사용된다. 상기 3.58 MHz용 기준전압은, 상기 VCXO가 3.58 MHz 공칭주파수에서 자유동작하도록 
스위치 (420)로 연결된 소스 (422)에 의해 재생모드 동안에 고정된다. 재생모드에 있어서, 상기 com1 신
호는 상기 LNC 및 콤필터에 의해 처리되어 라인노이즈를 제거하고 상기 C358신호를 만든다. 또한, 이와 
같은 필터링은 재생동안에 생성된 인접라인 색도신호를 제거한다. 상기 C358 색도신호는 상기 VCR색도신
호 (C629)의 상향주파수변환형(up-converted version) 이다. 따라서 재생모드 동안의 C358신호는 비디오
헤드에 의해 생성된 색도신호로부터 도출된다. 이 C358신호는 스위치 (408)을 통해 직각복조기에 연결되
어 상기 색도정보 및 비디오 재생신호가 색차신호 R-Y 와 B-Y를 생성하도록 한다. 다른 모든 타이밍 회로
기능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제 5도는 휘도신호처리기(130)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상기 휘도신호는, 그 생성이 텔레비젼 입력 또는 비
디오 재생신호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렬연결된 노치필터 (500), 첨예도제어회로 (502), 
노이즈감쇄회로 (504), 클램프 (506) 및 흑신장회로(black stretching circuit) (508)--이들 모두는 직력
로 연결됨--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처리된다. 이 회로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작용하여 상기 칼라매트릭
스회로 (112)에 결합되는 휘도신호 Y를 생성한다.

제 6도는 동기신호 입력으로부터 수직 및 수평 동기신호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는 회로 (132)를 도시한다. 
상기 휘도신호 (Ypb 또는 Ytv중 어느 하나)는 직렬로 연결된 6dB증폭기 (600), 클램프 (602) 및 동기분리
회로 (604)으로 인가된다. 상기 동기분리기 (604)는 복합 동기펄스를 생성한다. 상기 복합동기펄스의 수
평동기펄스부분은 지연기 (606)을 이용하여 지연되어 상기 수평동기펄스를 상기 동기신호의 흑포치(black 
porch)  내에  위치시킨다.  상기  지연신호는  hdly1으로  표기된다.  이  신호는  상기  AGC회로에  의해  AGC 
(208, 제2도)내의 증폭레벨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동기화정보는 휘도정보로부터 분리되고 반(半)H
상쇄기 (608)과 수직동기화트리거 (610)에 전해진다.  상기 수직동기화트리거 (610)의 출력은 의사수직동
기신호 삽입회로 (QVINS) (612)로 인가된다. 상기 의사수직신호는 통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삽입되어 VCR의 
고속전방향 검색기능의 이용에 활용된다. 상기 QVINS 출력은 상기 수직카운트다운(C/D) (614)에 연결되어
서, 수직램프 (620)와 수직 크기/위치회로 (622)을 차례로 거치면서 전달되어 수직동기화신호출력--포트 
624--을 만든다. 상기 수평신호는 상기 수평AFC회로(horizontal  automatic  frequency  control  circuit) 
(616)에 의해 처리되어 160배 수평주파수를 생성한다. 또한, 상기 수평신호는 수평구동회로 (618)을 통하
여 전달되어 수평신호출력(포트 626)을 생성한다.

제 7도는 상기 색도처리기 (110)에 의해 만들어진 색차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출력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상기 출력처리기는 상기 색차신호를 표준색신호, 예를 들면 적, 녹, 청 (RGB)등과 같은 신호로 처리한다. 
특히, 상기 색차신호들은 우선적으로 색조정 및 상쇄회로 (700)에 인가된다. 상기 상쇄조정기 (700)의 출
력은 휘도처리기 (130)에 의해 생성되는 휘도신호 Y를 이용하여 색차신호를 RGB신호로 변환시키는 통상의 
칼라매트릭스  (112)에  인가된다.  콘트라스는  콘트라스회로  (702)에  의해  조정되고,  밝기는  밝기회로 
(706)에 의해 조정된다. 스위치 (704)는 온-스크린 표시(on-screen display: OSD) 그래픽을 화면상에 삽
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최종적으로, 상기 RGB구동기 및 수평수직 브랭킹회로 (708)은 화면표시기 
안에서 전자총을 제어하는 RGB신호들을 생성한다. 밝기 및 콘트라스는 제어회로 (710)에 의해 제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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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에 의해서도 제어된다.

상설한 모든 회로는 단일 ASIC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다른 구현들 예컨데 분산 요소, 소프트웨어 및 복수
의 직접회로 등과 같은 것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본 발명의 교시와 통합될 수 있는 다양한 실시예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서술되었지만 당해 기술분야
의 당업자라면 본 교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혀둔
다.

    발명의 효과

종래의 TV/VCR 겸용 장치는 양 장치의 회로를 단순조합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잉여회로를 가지게되어 제조
원가 및 실질적인 제조공정수의 상승을 초래하는데 비해, 본 발명에 따른 TV/VCR 겸용장치는 공통회로의 
멀티플렉싱 활용을 통해 VCR 기능 및 TV기능 양자를 위한 동일회로를 사용하여 휘도처리용 회로는 공동으
로 사용하지만, 색도신호들은 전용회로 및 공동회로 양자를 이용하여 처리하므로써, 종래의 TV/VCR 겸용
장치의 잉여회로를 최대한 줄여서 최소화하여 구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구성부
분을 최소화하므로써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고 또한 제조공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합 화상 텔레비젼(TV) 신호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 양자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라
인노이즈제거기(a line noise canceller);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로부터는 제1 색도신호를,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로부
터는 제2 색도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색도분리기:

상기 색도분리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1 색도신호의 제1 반송파 주파수를 상기 제1 색도신호용 제2 반송파 
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변환기; 및

상기 주파수 변환기에 결합되고, 상기 제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2 반송파 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1 색도
신호중  어느  하나를  여가시키기  위한  콜필터를  구비하고,  상기  라인노이즈제거기(a  line  noise 

canceller)와 상기 콤필터는 하나의 지연라인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
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라인은 수평라인지속기의 지속시간과 동일한 지연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신호와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재생신호용 자동이득제어신
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4 

겸용장치가 기록모드 혹은 텔레비젼모드중 어느 하나로 동작할 때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신호용 자동이
득제어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자동이득제어장치; 및 단일의 지연라인을 공유하는 라인노이즈제거기와 콤필
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
더 겸용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라인은 수평라인지속기의 지속시간과 동일한 지연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로부터는 제 1 색도신호를,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로
부터는 제 2 색도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색도분리기와;  

상기 색도분리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색도신호의 제 1 반송파주파수를 상기 제 1 색도신호용 제 2 반
송파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변환기 및;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결합되고,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 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
도신호중 어느 하나를 여과시키는 상기 콤필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T
V)신호로부터는 제 1 색도신호를,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로부터는 제 2 색도신호를 추
출하기 위한 색도분리기와;  

상기 색도분리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색도신호의 제 1 반송파 주파수를 상기 제 1 색도신호용 제 2 반
송파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변환기 및;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결합되고,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
신호중 어느 하나를 여과시키기 위한 상기 콤필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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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 양자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로부터는 제 1 색도신호를,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로
부터는 제 2 색도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색도분리기와;  

상기 색도분리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색도신호의 제 1 반송파주파수를 상기 제 1 색도신호용 제 2 반
송파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변환기 및;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결합되고,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
신호중 어느 하나를 여과시키기 위한 콤필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콤필터는 라인노이즈제거기를 더 구비하고, 상기 콤필터와 상기 라인노이즈제거
기는 단일의 지연라인을 공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라인은 수평라인지속기의 지속시간과 동일한 지연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발진기; 및 

상기 발진기에 연결되고, 상기 발진기를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신호에 위상잠금시키기 위한 위상잠금루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
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에 결합되며,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신호중 어느 하나를 복조하기 위한 직각복조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
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결합되며, 상기 제 2 색도신호 반송파주파수를 상기 제 1 반송파
주파수로 변환하는 변환주파수를 생성하기 위한  주파수생성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
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로부터는 제 1 휘도신호를, 그리고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
신호로부터는 제 2 휘도신호를 생성시키기 위한 휘도분리기; 및 

상기 제 1 휘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휘도신호중 어느 하나로부터 동기화신호들을 추출하기 위한 동기화분
리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4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 양자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로부터는 제 1 색도신호를,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로
부터는 제 2 색도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색도분리기와; 

상기 색도분리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색도신호의 제 1 반송파주파수를 상기 제 1 색도신호용 제 2 반
송파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변환기;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연결되며, 주파수를 제공하기 위한 발진기;

상기 발진기에 연결되며, 상기 발진기의 상기 주파수를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
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신호에 위상잠금시키기 위한 위상잠금루프; 및

상기 발진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2 색도신호나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신호중 어
느  하나를  복조하기  위한  직각복조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신호중 어느 하나를 필터링하기 위한 콤필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콤필터는 라인노이즈제거기를 더 구비하고, 상기 콤필터와 상기 라인노이즈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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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의 지연라인을 공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라인은 수평라인지속기의 지속시간과 동일한 지연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청구항 18 

복합 화상 텔레비젼(TV) 신호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 양자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복합 화상텔레비젼(TV)신호로부터는 제 1 색도신호를,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신호로
부터는 제 2 색도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색도분리기와; 

상기 색도분리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색도신호의 제 1 반송파주파수를 상기 제 1 색도신호용 제 2 반
송파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변환기;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일의 라인지연을 공유하며 상기 지연라인은 수평라인지속기의 지속시
간과 동일한 지연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콤필터 및 라인노이즈제거기;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연결되며, 제 1 변환주파수를 제공하기 위한 발진기;

상기 발진기에 연결되며, 상기 발진기를 상기 제 2 색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신호에 위상잠금시키기 위한 위상잠금루프; 

상기 발진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2 색도신호나 상기 제 2 반송파주파수를 갖는 상기 제 1 색도신호중 어
느 하나를 복조하기 위한 직각복조기;

상기 주파수변환기에 연결되며, 제 2 색도신호 반송파주파수를 상기 제 1 반송파주파수로 변환하는 제 2 
변환주파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제 2 변환주파수는 수평라인주파수에 위상잠금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생성기;

상기 복합 화상텔리비젼(TV)신호로부터는 제 1 휘도신호를, 그리고 상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재생
신호로부터는 제 2 휘도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휘도분리기; 및

상기 제 1 휘도신호 혹은 상기 제 2 휘도신호중 어느 하나로부터 동기화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동기화분리
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겸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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