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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평및수직화상변형을도입한비디오복사방지처리장치

명세서

발명의 배경<1>

발명분야<2>

본 발명은 보호녹화물의 복사본이 재생되는 경우 화질에 부가적인 저하를 일으켜, 보호녹화물에 <3>
대한 무허가 녹화의 시청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비디오 복사방지 처리향상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4>

비디오 복사방지처리는 잘 알려져 있다. 일 예로는 미국특허 제4,631,603호(라이언, 1986년 12월 <5>
23일 등록)가 있으며, 그 요약서는 다음과 같다:

텔레비젼 수신기는 변조된 비디오신호로부터 정상적인 칼라화상을 여전히 제공하게 되는 반면, <6>
변조된 비디오신호의 비디오테이프녹화물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화상을 생성하도록 비디오 신
호가 변조된다. 본 발명은, 통상적인 비디오카세트레코더 자동이득제어시스템이 종래 비디오신호의 정상
동기펄스(등화 또는 브로드(broad)펄스)와 부가된 의사(pseudo)동기펄스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
존한다. 의사동기펄스는, 여기서 정상동기 팁(tip) 레벨 아래로 연장되어 적어도 0.5 ㎲의 기간을 갖는 
다른 펄스로 정의된다. 이러한 복수의 의사동기펄스는 수직 귀선소거기간동안 종래의 비디오신호에 부가
되며, 상기 각 의사동기펄스에는 적당한 진폭 및 기간을 갖는 양의 펄스가 따르게 된다. 그 결과,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자동이득제어시스템은 비디오신호의 부적당한 녹화를 발생시키는 비디오레벨의 잘못된 
측정을 행하게 된다. 그 결과 재생시 화질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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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세서의 Column 2의 다섯 번째 라인에서는, 부가된 펄스 쌍(각 쌍은 양-진행 "AGC"펄스가 <7>
뒤따르는 음-진행 의사동기펄스이다)은,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의 자동레벨(이득) 제어회로가 비디오신호레
벨을 잘못 감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디오테이프 녹화를 야기하는 이득보정을 발생시키는 것이 기재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는, 복사가 시도되는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8>
진폭의 비디오신호가 녹화되게 한다. 불법복사물이 재생될 때 관찰되는 몇가지 효과들은 화상의 수평 티
어링(horizontal tearing)(위치변위) 및 수직변위(vertical displacement)이다. 이러한 효과의 발생여부
는 화상내용, 즉 화상내의 흑(어두운) 및 백(밝은) 영역의 존재에 종종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기술방법은 일반적으로 탁월한 복사방지를 제공하는 반면, 비디오테이프 레코더(VCR과 같은) 및 텔레
비젼 세트의 몇 가지 조합을 구비하면 저질의 화상을 기꺼이 참아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화상을 제공
한다.

또한, 어떤 VCR 및 TV세트를 구비하면 공지된 다양한 종래의 복사방지처리는 화상저하를 거의 제<9>
공하지 않는다. 미리 녹화된 비디오물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는 복사방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저작
권침해, 즉 비디오테이프 불법복사가 행해지며, 이러한 시청자들은 분명히 종래의 복사방지처리로 인한 
불법복사의 저질 화상에 비교적 둔감하다. 따라서 화질을 종래의 처리 보다 더욱 저하하는 복사방지 처리
향상법이 요구된다.

발명의 요약<10>

본 발명에 따라, 앞에서 기술한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의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화<11>
상내용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비디오 신호를 더욱 변조함으로써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가 향상된다.

다른 변조방법은, (1) 수평 또는 (2) 수직 동기화(동기)신호가 나타나기 직전에 화상의 오우버스<12>
캔(overscan)영역에서 활성비디오의 일 부분을 소거하고, 그 소거된 부분에 TV 수신기 또는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에 의해 동기신호로 인식되어 VCR 또는 TV 수신기의 부정확한 동기화를 발생시키는 (감소된 진폭을 
갖는 비디오신호용) 파형을 삽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조를 어떤 특정 비디오라인 또는 필드상에
만 사용함으로써 불법복사물의 실질적인 화질저하가 야기된다. 다른 변조방법은 수평동기펄스를 좁혀서 
TV세트에서 가짜 수직동기신호가 감지되게 하여 역시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수평변조에서, 화상의 우측단부는 블랙 및 그레이 직사각형들의 "바둑판무늬(checker)" 패턴발생<13>
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바둑판무늬패턴(checker pattern)의 폭은 표준 텔레비젼 수신기상에 표시될 때의 
화상의 오우버스캔(보이지 않는)부분 이내로 선택된다. 화상내용이 밝을 때에는(중간 그레이와 같이), 비
정상적으로 낮은 신호진폭으로 인하여 몇몇 비디오라인들의 블랙 직사각형의 좌측단부가 음-진행(소거레
벨  쪽으로)전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초기에  수평  리트레이스(horizontal  retrace)를  트리거할 
것이다. 화상내용이 어두울 때, 몇몇 비디오 라인들의 그레이 직사각형의 우측단부(어두운 화상영역에 인
접한)도 역시 음-진행전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각 라인상에서 초기에 리트레이스를 트리거할 것이다. 
(여기서  비디오파형을  기술하는  것은  화이트는  양의  진폭을  갖고  블랙은  음의  진폭을  갖는  규칙을 
따른다).

일 실시예의 수평변조 바둑판무늬패턴은 비디오필드 재현율(video field repetition rate)에 약<14>
간 비동기적인(asynchronous)  비율로 생성되어, 바둑판무늬패턴이 천천히 화상의 위 아래로 이동하도록 
나타나게 하여, 어느 주어진 점에 대해 약 1초의 비율로 화상의 하부에서 상부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
게 한다. 원본(합법적인)카세트가 재생될 때는 비정상적인 신호상태가 TV세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둑
판무늬패턴은 화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카세트의 불법(무허가 또는 해적판)복사물이 비디오테이프레코더를 사용하여 재생되는 <15>
경우, 상술된 종래의 복사방지처리로부터 야기된 신호감쇠는, 바둑판무늬패턴과 결합하고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및 TV세트의 특성과 화상내용에 의존하여, 블랙 또는 그레이의 직사각형이 나타나는 각 비디오라
인상에 텔레비젼세트 수평 리트레이스를 초기에 발생시킨다. 블랙 바둑판무늬 및 그레이 바둑판무늬 각각
은 그 이전의 활성비디오 화상내용에 의존하여 충분한 진폭의 전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화상내용이 밝은
(백색) 경우, 블랙 바둑판무늬의 좌측단부는 블랙으로의 음-진행전이를 발생시키며; 화상내용이 어두운 
경우,  그레이 바둑판무늬의 우측단부는 그레이로부터 후속하는 다음의 어두운 영역(일반적으로 소거레
벨)으로의 음-진행전이를 발생시킨다. 번갈아 블랙 또는 그레이로 끝나는 라인들 사이의 차이가 화상을 
위·아래로 천천히 이동시키는 화상정보에 대한 수평변위(horizontal displacement), 즉 위글(wiggle)을 
발생시킨다.

비디오라인 내의 진정한 수평 라인 동기 신호의 위치 이전에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의 전이<16>
(블랙 바둑판무늬의 좌측단부 또는 그레이 바둑판무늬의 우측단부)를 제공하여 텔레비젼 세트가 리트레이
스(초기에 수평 플라이백(horizontal flyback) 실행)하는 것이 이용된다. 이렇게 트리거된 초기 리트레이
스에 의해 다음 라인상의 화상정보가 앞서 나타나게 된다. 즉 음 전이와 진정한 수평 동기신호의 선단 단
부(leading edge)의 위치사이의 거리와 동일한 양만큼 우측으로 수평 변위되게 한다. 이 변위는 화상정보
의 "어긋남"(tearing)(수평 재위치(horizontal reposition))을 야기하게 된다.

수직화상 감지에서의 다소 유사한 변조에 의하면, 수직 소거기간 바로 이전에 화상의 하측 오우<17>
버스캔부 내에서 선택된 비디오필드의 마지막 몇 개의 라인 내의 활성 비디오대신에 어두운 밴드와 화이
트 밴드가 교대로 삽입되고/삽입되거나, 수직소거기간의 처음의 몇 라인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수직률 변조는 몇가지 방법으로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서 수직동기신호 바로 이전의 몇 <18>
개의 활성 비디오라인(5개 정도)이 초당 1내지 5사이클의 비율로 소거레벨 및 그레이레벨(통상 피크 화이
트의 약 30%) 사이에서 번갈아 나타나도록 만들어진다. 이것은 복사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에서 드럼 서보 
언록(drum servo unlock)을 야기하거나, TV세트에서 잘못된 수직리트레이스를 야기하여, 비허가의 복사에 
의한 화상이 그 특정의 비율로 수직 비안정성(점프 업 다운)을 나타내게 하여, 실질적으로 화질을 저하시
키게 한다. 다른 형태에서는, 교대의 변조된 화이트-블랙-화이트의 2 내지 5라인이 각각 또는 하나씩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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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비디오필드의 종단부에 삽입되어, 복사방지신호에 대한 AGC의 응답을 통하여 비디오신호진폭이 감소되
는 경우 상기 삽입된 패턴을 수직동기펄스라고 해석함으로 인하여 복사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또는 시청되
는 TV세트의 수직 록(vertical lock) 손실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다른 형태에서는 이러한 수직변조가 연속하는 수직귀선소거기간의 최초 몇 라인내로 연장된다.<19>

정상적인 수평 또는 비디오 동기화펄스 이후의 비디오신호부에 펄스를 부가하는 것은, 그 지점에<20>
서 비정상적인 비디오리트레이스를 발생시켜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통
상 이러한 부가된 후기-수직동기화펄스(post-vertical synchronization pulse)는 예를 들어 NTSC텔레비젼
신호의 라인 22 내지 라인 24에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처리들은 무허가 복사물의 재생화질(1) 및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의 녹화 <21>
및 재생기능(2)의 저하를 최대로 발생시키기 위한 화상내용에 관한 최적의 상태를 가능하게 한다.

수평 및 수직변조에 응답하는 텔레비젼세트는 비정상인 지점에서 수평 또는 수직리트레이스를 잘<22>
못 실행한다. TV세트가 신호를 오역하게 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복사가 행해질 때의 녹화 비디오테이
프 레코더 또는 재생될 때의 재생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모두가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향받는 
것은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의 색상회로이며, 결과적인 화상저하가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에 의해 발생된 
것에 부가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술된 것에 부가적인 효과이다. 이것은 비디오테이프 레코더가 특정방
법으로 색상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화상왜곡은 부정확한 색상해석 및 간헐적 또는 영구적인 색상손실
을 포함한다. 이에 의해 변조의 대상은 불법복사의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값을 더욱 파괴하며, 상
술된 기본적인 종래의 복사방지처리에 의해 발생된 화질저하를 더욱 크게 일으킨다.

비디오신호에 대한 제 3변조는 내로잉 수평동기펄스(narrowing horizontal sync pulse)를 포함한<23>
다. 재-녹화(복사)될 때 감소된 신호진폭을 갖는 복사방지비디오신호와 결합하여, 이러한 내로잉은 비디
오테이프 레코더 또는 TV세트로 하여금 가짜 수직동기신호를 감지하게 하고, 따라서 수직리트레이스가 필
드의 시작부 이외에서 발생하게 하여 화질을 더욱 저하시킨다. 이러한 변조는 비디오필드의 특정라인(라
인 250 내지 라인 262 등과 같은)상의 수평동기펄스의 폭(기간)을 좁힌다. 이렇게 좁아진 
수평동기펄스는, 감소된 진폭의 비디오신호와 결합될 때, 많은 TV세트 및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에서 가짜 
수직리트레이스를 트리거하여, 디스플레이될 화상을 더욱 저하시킨다. 바둑판무늬패턴이 존재(라인 10 내
지 라인 250)하는 수평동기펄스의 내로잉은 또한, 불법복사가 행해질 때, 바둑판무늬패턴 왜곡을 향상시
킨다.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가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의 녹화 또는 재생에 있어서 비교적 적은 <24>
기능저하 또는 비교적 적은 화질저하를 제공하는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화질저하가 특히 유용하다. 따라
서 종래기술의 처리 및 본 발명의 처리의 결합은 기본적인 종래의 처리 자체로만 행하는 것보다 비디오테
이프 레코더 및 TV 수신기의 더욱 많은 결합으로 인한 불법복사의 엔터테인먼트값을 더욱 감소시킨다.

텔레비젼화상의 오우버스캔부에만 수평 바둑판무늬패턴 또는 수직변조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원<25>
래의 녹화물 또는 신호를 시청할 때 바둑판무늬패턴 또는 수직변조가 가시화되지 않고, 원래의 녹화물
(original recording)의 시청자들에게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게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처리사용자는 효과를 위해 화상영역을 트레이드오프(trade off) 할 수 있다. <26>
(사용자는 처리복사방지효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녹화물이 재생될 때 처리의 가시성을 트레이
드오프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변조가 방송TV표준에 어긋나게 비디오필드의 가시부로 연장시
키지만, 많은 다른 응용분야에서는 여전히 수용가능하다. 더욱이,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처리는 허용된 
신호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을 트레이드오프하여 복사방지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올바른 진폭의 신호가 제공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조된 신호가 어떠한 TV 수신기 또는 모니<27>
터상에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불법복사상에서와 같이 변조된 신호진폭이 감소될 때, 비디오테이프 
레코더가  왜곡된  화상을  재생하거나  TV  수신기가  왜곡된  화상을  디스플레이  하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된다. 이것은, (불법으로) 복사된 리코딩이 앞에서 참조된 미국특허 제 4,631,603호의 기본적인 복사방지
처리를 구비하는 경우 두 비디오테이프 레코더를 사용하는 백-투-백(back-to-back)비디오테이프 레코더복
사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신호변조는, TV수신기에 수평 또는 수직안정성의 부족을 발생시키면서도, <28>
또한 녹화 및 재생중에 전기된 일반적인 비디오카세트(비디오테이프)레코더에서의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부가적으로 갖는다. VCR은 수평동기펄스의 상승단부를 사용하여 버스트게이트(burst gate)를 정확하게 위
치시킨다. 만일 버스트게이트가 부정확하게 위치되면, 색상버스트는 적당하게 샘플링되지 않으며 색상손
실 또는 왜곡된 색상이 나타난다. 수평변조는 수평동기의 상승단부의 위치를 잘못 해석한다. 이것은 (복
사방지된) 복사물의 녹화 및 재생 모두와 관련하여 VCR에 발생할 것이며, 색상 손실/왜곡을 야기한다. 이
러한 영향은 또한 TV세트에도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TV세트는 이러한 처리의 결과
로서 수직 록을 잃게 될 것이며, VCR도 같이 될 것이다. 그 결과, VCR에 드럼서보록의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나타낸 변조들은, 화상을 최대로 방해하는데 요구되는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는 <29>
(특정화상이 디스플레이되는) 기회에 의거하기 보다, 항상 존재하게 한다. 따라서 수평 및/또는 수직변조 
및/또는 수평동기펄스내로잉을 포함하는 앞의 처리들은 상술된 기본적인 종래의 복사방지처리를 향상시키
는데 상당한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무허가복사가 시도될 때 기록되는 비디오신호의 진폭을 감소시키
는 복사방지처리를 더욱 향상시킨다. 비디오테이프의 불법복사에서 수평지터(vertical jitter)를 증대시
키는 다른 실시예는 대략 -20 IRE 진폭(-40 IRE이 정상적인 동기진폭임) 및 색상버스트 이후 약 1-2㎲의 
범위에서 위치가 변화하는 약 1-2㎲ 폭의 후기수평의사동기펄스(post horizontal pseudo sync pulse)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낸 실시예들은 NTSC 텔레비젼규격에서 나타내었지만, 해당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이러<30>
한 변조는 SECAM 또는 PAL텔레비젼규격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상술된 비디오신호변조를 제거 또는 "파기(defeat)"하여 복사 및 시청을 방해하지 않게하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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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방법 및 장치도 본 발명에 따라 설명된다. 일 형태의 파기방법 및 장치는 수직 및 수평변조펄스를 
고정레벨 그레이신호(fixed level gray signal)로 대체하거나 레벨시프트(level shift)하고, 동기와이드
닝(sync widening) 또는 대체(replacement)에 의해 동기펄스 내로잉변조를 제거한다.

다른 형태에서, 파기방법은 부가된 예비-수평동기펄스(pre-horizontal sync pulse), 후기-수평동<32>
기펄스(post-horizontal sync pulse) 또는 평균감쇠(attenuation averaging)를 사용한다. 종래의 기본적
인 비디오복사방지처리를 파기하는 새로운 방법도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정상적인 화상 및 수평변조 바둑판무늬패턴과 수직변조의 위치를 갖는 변조된 <33>
화상을 각각 도시한 도면,

도 2a 및 도 2b는 정상 진폭의 비디오신호로부터 산출되며, 각각 바둑판무늬패턴을 구비 그리고 <34>
구비하지 않은 화상을 도시한 도면,

도 3a, 도 3b 및 도 3c는 감소된 진폭의 비디오신호를 구비하는 텔레비젼세트상에 각각 디스플레<35>
이되며, 바둑판무늬패턴 및 수직변조를 구비 또는 구비하지 않은 동일한 화상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바둑판무늬패턴을 구비한 비디오신호의 일 부분을 도시한 도면,<36>

도 5a 및 도 5b는 수평 및 수직귀선소거기간내로 연장하지 않는 수직변조 및 수직귀선소거기간내<37>
로 연장하는 수직변조를 구비한 비디오신호의 일 부분을 각각 도시한 도면,

도 5c는 수평귀선소거기간내로 연장하는 부가적인 수직변조를 도시한 도면,<38>

도 6a, 도 6b 및 도6c는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신호변조를 제공하는 회로도,<39>

도 7a 및 도 7b는 도 6a, 도 6b 및 도 6c의 회로의 작동을 도시하는 파형도,<40>

도 8은 도 6b의 플리커발생기(flicker generator)의 세부도,<41>

도 9는 비디오신호변조를 제공하는 회로의 다른 실시도,<42>

도 10는 종래의 동기분리장치회로도,<43>

도 11a 내지 도 11o는 수평동기펄스내로잉을 도시한 비디오파형도,<44>

도 12a는 수평동기펄스내로잉용 회로의 블록도,<45>

도 12b는 도 12a의 회로의 작동을 도시한 파형도,<46>

도 13a 및 도 13b는 수평동기펄스내로잉용 회로를 상세히 도시한 도면,<47>

도 14a 및 도 14b는 동기펄스내로잉과 수평 및 수직변조를 결합하는 장치의 블록도,<48>

도 15는 다양한 비디오신호변조를 제거하는 장치를 형성하는 블록도,<49>

도 16, 도 17 및 도 18는 레벨시프팅 및 수평동기대체를 경유하여 복사방지처리향상신호를 제거<50>
하는 회로도,

도 19는 새로운 동기 및 버스트위치대체(sync and burst position replacement)를 경유하여 복사<51>
방지처리향상신호를 제거하는 제 2회로도,

도 20는 곱셈을 거쳐 복사방지처리향상신호를 제거하는 제 3회로도,<52>

도 21, 도 22 및 도 23은 스위칭수단을 경유하여 복사방지처리향상신호를 제거하는 3개의 부가적<53>
인 회로도,

도 24a, 도 24b 및 도 24c는 동기와이드닝을 사용한 향상신호를 무효화하는 회로도,<54>

도 25a 내지 도 25h는 도 24a 및 도 24b의 회로의 파형도,<55>

도 26은 DC평균 및 감쇠(DC averaging and attenuation)를 거쳐 향상신호를 파기하는 다른 회로<56>
도,

도 27은 클리핑(clipping)을 거쳐 향상신호를 파기하는 부가적인 회로도,<57>

도 28은 향상신호를 파기하는 또 다른 회로도,<58>

도 29a 및 도 29b는 동기진폭을 증가시켜 향상신호의 파기를 도시하는 파형도,<59>

도 30은 동기진폭을 증가시켜 향상신호를 파기하는 회로도,<60>

도 31은 트래킹 및 홀딩회로(tracking and holding circuit)를 거쳐 향상신호를 파기하는 다른 <61>
회로도,

도 32a 및 도 32b는 AC신호를 부가하여 향상신호를 파기하는 파형도,<62>

도 33은 향상신호를 파기하는 회로를 연결하는 회로도,<63>

도 34a, 도 34b 및 도 34c는 동기절단(sync slicing)을 도시하는 파형도,<64>

도 35a 및 도 35b는 와이드닝된 동기(widened sync)의 효과를 도시하는 파형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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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a 및 도 36b는 다른 동기절단점을 도시한 도면,<66>

도 37은 후기동기펄스(post-sync pulse)를 사용하여 바둑판무늬패턴을 향상시키는 회로도,<67>

도 38a 내지 도 38e는 도 37의 회로의 작동을 도시하는 파형도,<68>

도 39a는 후기동기펄스향상(post-sync pulse enhancement)을 파기하는 회로도,<69>

도 39b 내지 도 39d는 도 39a의 회로의 작동을 도시한 파형도,<70>

도 40a, 도 49d및 도 40g는 후기의사동기펄스를 파기하는 회로도,<71>

도 40b, 도 40c, 도 40e, 도 40f 및 도 40h는 도 40a, 도 49d 및 도 40g의 회로의 작동을 도시한 <72>
파형도,

도 41a는 펄스내로잉(pulse narrowing)에 의해 후기의사동기펄스를 파기하는 회로도,<73>

도 41b는 도 41a의 회로의 작동을 설명하는 대응파형을 도시하는 도면,<74>

도 42a 및 도 42b는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를 파기하는 회로도,<75>

도 43a 내지 도 43g는 도 42a 및 도 42b의 회로의 작동을 도시한 파형도이다.<76>

발명의 상세한 설명<77>

수평률(바둑판무늬) 신호변조(Horizontal Rate (Checker) Signal Modifications)<78>

도 1a는 좌 · 우 오우버스캔부분(14, 16) 및 상 · 하 오우버스캔부(7, 9)를 포함하는 정상적인<79>
(다른 활성비디오정보를 도시하지 않는) 텔레비젼화상(10)이다. 점선(13)내의 화면부는 가시비디오(11)이
다.

텔레비젼화상의 오우버스캔부는, 공지된 바와 같이, 표준텔레비젼세트상에서 볼 수 없는 텔레비<80>
젼화면부분이다. 설계상의 제한 및 심미적 고려성 때문에, 표준 TV세트는 전송된 화상영역의 100%보다 다
소 적게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조업자에 의해 조정된다. 텔레비젼 이미지 중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
들은 오우버스캔(overscan) 영역이라 명명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언더스캔(underscan)성능을 갖는 전문가
형 비디오모니터 상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표준 텔레비젼 수신기들은 오우버스캔 모드에서 
작동하며, 따라서 각 필드의 단부에 부가된 바둑판무늬패턴 및 변조된 라인들은 미국 및 다른 곳에서 판
매되는 표준 텔레비젼 수신기상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도 1b는 본 발명의 소정의 변조방법에 따르며, 또한 오우버스캔부(14, 16)을 포함하는 변조된 텔<81>
레비젼화상(12)을 도시한다. 우측 오우버스캔부(16)에, 그레이사각형(24) 및 블랙사각형(26)이 교대로 나
타나는 바둑판무늬패턴(20)이 제공된다. 이러한 바둑판무늬패턴정보(24, 26)는 이하에 기술되는 복사방지
향상을 제공한다. 표준 TV세트상에 화상(12)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바둑판무늬패턴(20)은 오우버스캔영역
(16)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다. 수직신호변조는 하부 오우버스캔영역(9)에 삽입되며 따라서 이것도 또한 
볼 수 없다.

도 2a는, 좌 · 우 오우버스캔부(32, 34)를 포함하며, 활성비디오(36)에 수직 및 수평화상요소<82>
(38)(예를 들어 십자가와 같은)를 포함하는 비디오필드(30)를 도시한다. 이러한 필드(30)는 종래기술에 
따른 것이며, 바둑판무늬패턴 및 수직변조신호는 분명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신호진폭의 감소
도 없으므로 종래의 복사방지처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도 2b는 경계부(13) 외측의 오우버스캔영역(34)에 바둑판무늬패턴(42)이 부가 되며 하부 오우버<83>
스캔부(9)에 수직변조패턴(87)이 부가된 필드(30)를 도시한다. 정상적인 신호진폭이 제공되므로, 바둑판
무늬패턴(42) 및/또는 수직패턴(87)은 정상적으로 도시되는 십자가(38)의 외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 
2b는 전체 영역을 도시하는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것이며 정상적인 텔레비젼 수신기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VCR상에 이러한 신호의 영향의 그래픽 표현을 도시하기는 불가능하다. TV세트는 비정상적으로 낮<84>
은 신호진폭으로 인한 인위물(artifact)을 표시할 것이며; 복사물을 녹화 및 재생하도록 사용되는 VCR도 
영향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VCR의 서보시스템(servo system)은 교란될 것이며, 위치적으로 불안정
한 화상을 발생시킨다.

도 3a는 감소된 신호진폭으로부터 야기된 화상(50), 즉 종래의 복사방지처리에 따라, 비교적 둔<85>
감한 VCR상에서 실행되지만, 바둑판무늬패턴은 부가되지 않은 화상을 도시한다. 이 도면은 표준 텔레비젼 
수신기상에  화상의  가시적인  활성부분(도  2a,  도  2b의  경계부(13)  내측)만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경우 화상내용의 수평변위가 없으므로 십자가(38)는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이것은, 화상
이 그대로 보여지므로, 종래의 복사방지처리가 불충분한 복사방지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도 3b는 감소된 신호진폭이 존재할 때, 즉 종래의 복사방지처리가 바둑판무늬패턴과 함께 사용될 <86>
때, 도 2b의 바둑판무늬패턴(42)의 존재영향을 도시한 것이다. 도 3b에는 역시 오우버스캔부가 도시되지 
않는다. 이때, 십자가(38)는 도 2b의 바둑판무늬패턴(42)의 그레이 바둑판무늬(46)로부터 블랙 바둑판무
늬(44)로(또는 그반대로)의 전이위치에 발생하는 다수의 수평 "분해"(horizontal "tear")(43)를 받는 것
을 볼 수 있다. 도 3c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십자가(38)의 수직부의 부분(43)은 바둑판무늬패턴
의 블랙부(44)의 좌측단부 및 각 라인(미도시된)내의 진정한 수평동기신호의 위치 사이의 거리에 의거한 
총합만큼 수평으로 변위된다. 명백히, 도 3b의 화상(50)은 실질적으로 저하된다. 수직방향으로 천천히 바
둑판무늬패턴(42)을 상 · 하이동하여 수평변위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도록, 즉 "구불구불하게 파동하는 
것" ("wiggle")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는 더욱 향상된다(도시되지 않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화상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복사방지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도 2b의 바둑판무늬패턴(42)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중간 그레이 사각형(46)과 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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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 있는 다섯 개의 블랙 사각형(44)을 포함한다. (도 2b에는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더 적은 수의 사각
형이 도시된다.) 화상높이(picture height) 당 대략 다섯 개의 그레이-블랙 전이 및 다섯 개의 블랙-그레
이 전이일 때 최대의 화상저하가 발견되었다.

블랙사각형(44)의 신호레벨은 NTSC에서는 소거레벨 및 블랙레벨의 사이(블랙레벨 및 소거레벨은 <88>
PAL 또는 SECAM 신호에서와 동일하다.)가 되도록 설정되고, PAL 또는 SECAM에서는 블랙레벨로 설정되며, 
중간 그레이사각형(46)의 진폭은 피크 화이트레벨의 대략 30%이다. 바둑판무늬패턴(42)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그재그형 패턴을 야기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도 2b의 필드(30) 당 단 하나의 블랙사각형
(44) 또는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블랙사각형(44)일 수도 있다. 또한 블랙사각형(44)의 
크기(높이 및 폭)는 균일한 필요는 없다.

본 처리는 낮은 비디오신호진폭환경에서 음-진행전이, 즉 화상의 적어도 어떤 라인상에서는 블랙<89>
사각형(44)의 시작점에서의 순간적인 화상레벨로부터 수평동기신호 이전의 블랙레벨까지의 전이를 제공하
여 초기 수평 리트레이스를 발생시킨다. 도 2b에 도시된 바둑판무늬패턴(42)은 의도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패턴 중의 하나이다.

바둑판무늬패턴(42)의 통상적인 기간(폭)은, 보통은 바둑판무늬패턴이 표준텔레비젼화상의 디스<90>
플레이될 부분에 도입되지 않아야 하는 필요에 의해 설정된 바와 같이, 대략 1.0 내지 2.5 ㎲ 이며, 즉, 
오우버스캔부분에 제한되며, 따라서 정상적인 수평소거기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수평동기펄스가 좁아지고, 바둑판무늬패턴이 더욱 넓어지게 한다. 이것은, <91>
감소된 진폭의 비디오신호가 표시될 때 더욱 큰 수평변위를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 몇몇 비방송용으로만 
허용가능한 비표준 오리지날 비디오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중간그레이(46) 및/또는 블랙사각형(44)의 
특정 진폭들은 정확하게 전술된 바와 같을 필요는 없다. 색상 버스트(color burst)와 수평동기펄스의 시
작단부(leading edge)의 변화된 상대적인 위치로부터 생긴 효과들은 색상버스트의 대응 재배치 및/또는 
연장에 의해 보정가능하다.

도 4는 바둑판무늬패턴의 일 부분이 존재하는 하나의 비디오라인을 위한 수평 귀선소거기간(60)<92>
을 도시한다. 수평동기펄스(62)는 종래에는 수평 귀선소거기간(60)의 개시 후 1,5㎲에서 시작한다. 활성
비디오(66, 68)는 수평 귀선소거기간(60) 전후에 모두 발생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라, 수평 귀선소거
기간(60) 직전의 활성비디오(66)의 일 부분(70)은 중간그레이 레벨신호(74) 또는 블랙레벨신호(76)에 의
해 대체된다. (그레이레벨(74)  및 블랙레벨(76)은 도 4에서 설명용으로만 도시된다.) 활성비디오(66)의 
부분(70)의 손실은, 전술된 바와 같이 표준 텔레비젼수신기에서 활성비디오의 이 부분은 화상의 오우버스
캔부에 있으므로 전혀 가시화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는다.

활성비디오레벨(66)로부터 블랙레벨(76)로의 하향전이(80)는 텔레비젼수신기에서는 수평동기신호<93>
처럼 보인다. 전술된 바와 같은 이러한 효과는, 디스플레이될 비디오신호가 복사방지처리로 인하여 감소
된 진폭을 가질 때에만 발생한다.

그레이레벨(74)(바둑판무늬의 그레이부분)의 존재는 부가적으로, 전체 화상이 오른쪽으로 시프트<94>
되지 않게 해준다.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 화상의 우측 아래로 실선의 블랙줄무늬(solid black stripe)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것이다. 그레이 및 블랙레벨의 교차는 도 3b에 도시된 지그재그효과를 제공하므로, 
사실상 어떤 시청자도 시청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도 4에는 수평 귀선소거기간(60)의 
후방포치(back porch)(84) 상에 걸린 종래의 색상버스트(82)가 도시된다.

도 4로부터, 비디오신호의 유일한 변조는 활성비디오(70)의 작은 부분의 제거 및 이에 대한 그레<95>
이레벨(74) 또는 블랙레벨(76)로의 대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술된 위글향상으로 인해 바둑판무늬패턴이 화상의 하부에서 상부로 또는 그 반대로 서서히 이<96>
동하게 된다. 만일 주어진 전이가 화상의 하부에서 상부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데 대략 1초 가량 걸
린다면, 화상의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값을 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동위글효과는, NTSC 텔레비젼에서의 필드율의 제 5고조파로부터 약간 오프셋되는, 즉 295Hz와 305Hz 사
이의 바둑판무늬패턴을 생성하는 방형파의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제공된다. PAL 또는 SECAM 시스템에서 
대응되는 주파수는 245  내지 255Hz  이다. 이러한 비동기성(asynchronicity)은 바둑판무늬패턴에 의도된 
저속이동을 제공한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비동시성이 제공되지 않고 바둑판무늬패턴이 정
적(static)이더라도, 본 처리로부터 여전히 상당한 이익이 얻어진다. 바둑판무늬패턴을 생성하는 신호의 
주파수는, 낮은 진폭의 신호가 재생되고 표시되는 경우에 화질저하를 최대화하도록 조정가능하다. NTSC에
서는 180 내지 360Hz 그리고 PAL에서는 150 내지 300Hz 사이의 주파수들(필드율의 3 내지 5배)이 일반적
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생한다.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되게 하면 다양한 재생 및 시청장치에 대한 효
과를 최적화 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바둑판무늬패턴은 수평 귀선소거기간의 전방 포치(front porch)상에 위치되며, <97>
즉 활성비디오의 다른 부분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평변위의 양을 다소 감소시킨다; 그러나, 여전
히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의도된 효과는 이루어지는 반면, 모든 NTSC규격들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모든 화상
정보를 보유하는 신호가 생성된다.

바둑판무늬패턴은 모든 필드에 제공될 필요는 없다.<98>

수직률 신호변조(Vertical Rate Signal Modification)<99>

앞에 기재된 내용은 수평화상정보에 관한 것이다; 상기 비디오신호변조 및 이러한 변조의 결과적<100>
인 효과는 수평화상방향에 있다. 요약부분에 기술된 수직률 변조에 관하여 다음에 더 설명된다.

수직변조는 여러 형태를 취한다. 일 실시예에서, 비디오필드의 하부 오우버스캔부의 1 내지 4 라<101>
인의 그룹은 화이트 또는 블랙 중 선택적으로 대체되는 활성비디오(active video)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
에서, 수직동기 펄스직전의 마지막 몇개의 비디오 라인이 소거되고, 후속하는 수직귀선소거기간의 처음 
몇 라인도 마찬가지로 소거되며, 오리지날 화상비디오 및 그 수직동기펄스는 앞에서 기술되고 도 1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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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의 참조부호 87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하이 레벨(피크화이트의 약 30%인 중간 그레이 또는 피크화이트
와 같은) 또는 로우 레벨(블랙에서 소거레벨까지의 영역)로 대체된다.

변조된 활성비디오라인은 도 1b의 화상의 하부 오우버스캔영역(9)에 생긴 라인들에 한정되므로, <102>
이러한 수직변조는 보통 시청자에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또한, VCR로부터의 비디오가 고려되는 경우에 
변조된 라인들은 헤드스위치점(head switch point)에 유사한 위치에 있을 것이며, 이러한 라인상의 비디
오는 헤드스위치점 및 이 헤드스위치점 후에 발생하는 장애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불가능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표준 NTSC 비디오신호(또는 다른 규격)에서, 수직 귀선소거기간의 최초의 <103>
세  라인은  각각  두  개의  등화펄스(equalization  pulse)를  포함하며,  후속하는  세  라인은  두  개의 
"브로드" 수직동기펄스("broad"  vertical  sync  pulse)를 각각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수직 리트레이스는 
이러한 수직동기펄스의 시작 이후에 신속히 시작한다.

수직변조의 제 1실시예가 도 5a에 도시된다. (여기서 라인번호는 NTSC 비디오 프레임의 제 2필드<104>
를 참조한다.) 라인(517, 518, 519)는 피크화이트(명목상으로 1.0볼트)신호로 대체된 활성비디오부를 가
지며; 라인(523,  524,  525)도 동일하다. 라인(520,  521,  522)에서 활성비디오는 블랙(명목상으로 0 볼
트)신호로 대체된다. 세 라인으로 구성된 그룹대신, 0 내지 5 또는 그 이상의 라인으로 구성된 그룹도 가
능하며, 화이트 및 블랙신호는 진폭에 있어서 변조되거나 절환(switch)될 수 있다. 이에 의해 각 필드의 
마지막 몇 라인에서 화이트 및 블랙신호의 패턴은 필드와 필드사이에서 동적으로 변화한다.

수직변조의 제 2실시예(도 5b)는 비디오필드의 마지막 두 활성비디오라인(예를 들어 라인(524, <105>
525)) 및 바로 이어지는 VBI(수직귀선소거기간, vertical blanking interval)의 최초의 세 라인(예를 들
어 라인(1, 2, 3))을 소거한다. 이러한 두 활성라인들은 TV화면 하부의 오우버스캔부(9)(도 1b)에 있다. 
그리고 중간그레이(피크화이트의 30%)비디오신호(87)가 생성되어 주기적으로 다섯 개의 소거라인에 삽입
된다. 중간그레이신호가 온(on)이 아닌 경우(라인(524, · · ·, 3)에서 수직화살표로 지시된 경우), 이
러한 소거된 라인들은 대부분의 TV수신기의 수직동기회로를 "기망(fool)"하여 정상적인 수직동기펄스의 
시작부 이후의 다섯 라인이 아닌 상기 다섯 라인들의 최초 시작부에서 수직리트레이스를 행하게 한다. 따
라서 수직리트레이스는 다섯 라인만큼 앞선다. 상기 다섯 라인들이 중간그레이부에 있는 경우, 수직리트
레이스는 정상적인 수직동기에 의해 올바른 위치에서 개시된다. 이러한 소거라인의 수 및 삽입된 파형의 
진폭은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4 내지 6)(1 내지 4만 도시된다)은 표준신호에서와 같으며, 라<106>
인(517 내지 523)도 마찬가지이다. 변조는 라인(524, 525, 1, 2, 3)에만 발생하며; 라인(524, 525)의 활
성비디오부 및 라인(1 내지 3)의 대응부는 (블랙으로)소거되거나, 또는 약 0.3볼트의 중간그레이신호가 
삽입된다. (이러한 진폭은 명목상이며, 연관된 종래의 복사방지처리의 진폭감소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5b는 중간그레이레벨을 갖는 필드의 일부를 도시한다. 전기된 바와 같이, 그레이신
호는 일반적으로 1 내지 10Hz 사이의 비율로 온 · 오프 절환("발진(oscillate)")된다. 1Hz에서 발진하는 
경우에는, 소거레벨의 활성비디오를 갖는 다섯 라인을 구비하는 30개의 연속적인 비디오필드가 있으며, 
도 5b의 30% 그레이의 다섯 라인을 갖는 30개의 연속적인 비디오필드가 후속된다.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524 내지 3)의 색상버스트는 소거될(또는 되지 않을)것이다.

이러한 발진은 1초당 1회(진동율)로 다섯 라인만큼 화상을 위아래로 "점프"시켜서, 도 3b에 "x"<107>
로 표시된 바와 같이 시청자를 매우 속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 5b의 수직변조가 제공되는 필
드상에서는 수직리트레이스가 다섯 라인만큼 일찍 발생하며, 수직리트레이스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필드
가 후속된다. 전체적인 비디오진폭이 예를 들어 종래의 복사방지신호의 존재로 인해 NTSC 표준 1.0볼트로
부터 최대(피크화이트에서 동기팁) 0.4볼트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초기 수직리트레이스가 발
생한다. TV수신기의 수직동기분리장치는 상기 최초의 다섯 소거라인을 최초 수직동기(브로드)펄스로 감지
하게 되므로 그 후 즉시 수직으로 리트레이스한다.

수직변조의 다른 형태(미도시된)에서는 도 5b와 같이 일 필드의 마지막 두 라인 및 다음 필드의 <108>
처음 세 라인들을 변조하는 대신에, 일 필드의 활성비디오의 마지막 다섯 라인(라인(521, 522, 523, 524, 
525))에서 모두 변조가 이루어지며; 이것은 "불법적인"(비표준)비디오신호생성을 방지한다. 이러한 수직
변조의 일 변형은 라인(524, 525) 및 도 5b에서와 같은 약 셋 이상의 라인을 수직동기영역 이후의 라인
(즉, 라인 22 내지 24)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어떤 TV세트에서는, 상기 TV 세트가 하나를 올바른 시간 
즉 라인(4)에서, 그리고 하나를 약 라인(23)에서 두개의 수직동기펄스를 "감지"하므로 추가적인 점핑을 
발생시킨다.

수직변조는 수평라인의 전체 활성비디오부까지 연장할 필요는 없는 것을 알수 있다. 라인의 활성<109>
비디오기간의 약 1/2 이상에 걸친 변조를 제공하면 이른 수직리트레이스를 생성하기에 충분하다.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은 수직변조(도 5a와 대부분이 유사한)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화이트<110>
펄스가 부가되는 라인(517, 518, 519, 523, 524, 525)에서 수평 귀선소거기간이 제거(소거)된다. 따라서 
(도 5b와 같이) 이것도 또한 "불법적인"(비표준)비디오신호지만, 많은 비-방송용에서 수용가능하다. 이러
한 라인상의 수평소거의 제거에 의해 AGC이득감소(VCR AGC회로)가 향상된다. 라인(517, 518, 519 및 523, 
524, 525)상의 화이트펄스는, 각 필드에 제공되거나 진폭이 변조 또는 절환될 것이다. 더욱이, 화이트펄
스를 갖는 이러한 라인들은 필드에서 필드로 또는 다수의 필드율에 의해 몇 라인만큼 위치변경이 가능하
여, 불법복사가 이루어지고  TV세트상에 도시될 때 수직흐림(vertical blurring)효과를 야기한다. 화이트
펄스 그룹들은 제로 내지 네 라인으로 연장가능하다.

비디오신호의 수직변조는 오리지날(허가)신호의 일부로서 TV모니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111>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복사방지처리에 의해 비디오신호진폭이 충분히 감소되면, TV모니터는 수직동기
정보를 부정확하게 검출하게 될 것이며, 전술된 바와 같이 수직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다.

더욱이, 수직으로 변조된 신호가 리코딩 VCR내에 감소된 진폭비디오신호를 발생하는 복사방지처<112>
리와 결합하여 VCR에 적용되면, 리코딩이 행해질 때 VCR의 드럼 서보가 교란되기 쉽다. 그 이유는, 올바
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VCR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수직동기신호를 필요로 하며, 지터(순간적인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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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조)하는 수직동기신호의 존재로 인해 VCR이 록(lock)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녹화물이 재생될 때의 
가시효과는 화상의 수직불안정성과 드럼서보가 록을 잃을 때 나타나는 간헐적인 노이즈밴드이다. (이것은 
다양한 트래킹에러(tracking error)와 유사하다.)

즉, 수평장애보다 수직장애가 더 유도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직률 파형변조는 상술된 수평률 <113>
파형변조와 유사하다. 두 기술의 조합은 하나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화질저하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수직파형의 펄스율을 스위핑(sweeping)하는 것, 즉 주파수가 약 20초의 주기동안 예를 들어 
2Hz 및 10Hz사이에서 변화된다면 더 많은 TV세트에 대한 효과를 증가시킨다. 바둑판무늬 주파수를 스위핑
하는 것도 수평티어링을 상하로 발생시켜, 불법복사가 행해질 때 더욱 애를 태우는 화상을 생성한다.

수직 및 수평변조장치(Apparatus For Vertical And Horizontal Modifications)<114>

상술된 수평 및 수직변조를 삽입하는 회로가 도 6a에 블록형태로 도시된다.<115>

주 비디오신호 경로는 입력클램프증폭기(A1); 동기펄스 내로우(narrow)회로(96); 수평 바둑판무<116>
늬 및 수직변조(지터유도)파형의 파형성분이 부가되는 혼합점(98); 및 출력라인 구동증폭기(A2)를 포함한
다. 이 경우 또한 도 6a의 회로내의 비디오입력신호는 기준레벨로 소거된 각 필드의 마지막 아홉 개의 라
인을 가질 것이다. 미국 특허 제 4,695,901호는 소거(blanking)용 스위칭회로를 보여준다.

처리제어 및 신호발생 경로는 동기분리장치(100); 주 비디오신호에 부가될 필요한 신호전압을 생<117>
성하는 회로(도 6b 참조)를 포함하는 제어회로(102);및 제어회로(102)의 제어하에 필요한 신호전압을 인
가하는 스위치 선택시스템(104)(도 6a)을 포함한다. (도면에서 어떤 부분명칭들은, 예를 들어 U1,  R1, 
SO1, A1들은 때에 따라서 어떤 구성부분들에 반복된다. 명백히 지시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동일한 구성
부분을 나타내려는 것은 아니다.)

입력비디오는 입력비디오 클램프증폭기(A1)에 의해 DC복원(DC restoration)된다. (증폭기(A1)는, <118>
예를 들어 엘란텍 이엘2090(Elantec EL2090)과 같은 상용부품이다.) 증폭기(A1)는, (소거상태의) 비디오
신호에 다른 부가적인 파형성분을 가하기 전에 비디오신호가 소정의 공지된 DC레벨이 되게 한다.

결과적인 클램프된 비디오신호는, 일반적으로 1000 오옴 보다 큰 소스임피던스(Ro)를 갖는 혼합<119>
점(98)에 인가된다. 주입되어야 할 부가되는 펄스신호들은 50 오옴 보다 작은 소스임피던스를 갖는 혼합
점(98)에 인가된다. 입력비디오신호를 예를 들어 바둑판무늬성분을 가진 신호로 변조해야 하는 경우, 적
절한 신호가 선택되어 낮은 소스임피던스에서 혼합점에 인가되며, 증폭기(A1)로부터의 입력비디오신호를 
무효로 하여(override)  입력비디오신호가 필요한 신호로 효과적으로 대체된다. 입력신호가 불변해야 할 
경우, 스위치소자(104)들은 모두 개방상태가 되며, 그 결과 비디오신호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출력라인 
구동증폭기(A2)로  통과된다.  혼합점(98)에서 산출된 비디오신호는 표준출력신호레벨 및  출력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라인 구동증폭기(A2)에 인가된다. 비디오클램프증폭기(A1)의 출력은 동기분리장치(100)(이것은 
예를 들어 National Semiconductor LM 1881과 같은 상용부품이다)에 인가된다. 동기분리장치(100)는 제어
회로(102)가 요구하는 복합동기펄스 및 프레임식별신호를 제공한다.

처리제어회로(102)는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다양한 신호들이 입력비디오신호를 대체하여야 하는 <120>
정확한 시간(및 필요한 기간동안)에 신호선택스위치(104)를 작동시킨다.

오리지날(입력)비디오를 대체하게 되는 모든 다양한 신호들은 하이 또는 로우정상상태 DC신호레<121>
벨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하이" 바둑판무늬신호는 중간 그레이레벨, 일반적으로 피크화이트의 약 
30%이며; "로우" 바둑판무늬신호는 블랙레벨 또는 소거레벨이다. 이러한 다양한 신호레벨은 적절한 전압
공급라인에 접속된 조절가능한 신호레벨을 제공하는 포텐셔미터(VR1, VR2, VR3, VR4)(또는 대신에 고정설정

된 신호레벨용 전압분할 저항)로부터 생성된다(도 6b 참조). 이러한 신호는 필요한 낮은 출력임피던스가 
혼합점(98)에 가해지게 하기 위해 단위이득(unity gain)연산증폭기(A5)를 경유하여 적당한 선택스위치소
자(104-1, 104-2, 104-3, 104-4)에 각각 인가된다.

제어회로(102)는 바둑판무늬패턴 및 수직변조신호를 위한 적당한 스위치선택 제어펄스를 생성한<122>
다(도 6a 참조). 바둑판무늬펄스는 선택된 라인에만 인가되는데; 일 예로, 화상정보를 포함하는(즉, 수직
소거의 단부 이후) 열번째 라인에서 바둑판무늬패턴을 시작하여, 화상정보를 포함하는 마지막 라인 이전
의 10개의 라인(즉, 연속하는 수직소거기간의 개시 이전의 10개의 라인)에서 종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수직지터변조신호는 선택된 라인, 예를 들어 수직 귀선소거기간 이전의 마지막 9개의 라인에만 인가된다. 
그러므로, 바둑판무늬패턴 및 수직변조신호는 수평 및 수직률 성분을 갖는 제어신호를 필요로 한다.

비디오입력신호 "비디오인"(도 6a를 상세히 도시한 도 6c 참조)은 증폭기(A3)에 의해 버퍼되어 <123>
저항(R1) 및 축전기(C2)를 포함하는 저역통과필터 및 결합축전기(C1)를 경유하여 동기분리장치에 결합된
다. 동기분리장치(100)는 복합동기펄스 및 프레임식별 방형파 신호를 제공한다. 복합동기펄스는 위상동기
루프(PLL)(110)에 인가된다. 포텐셔미터(VR6)을 사용하는 PLL(110)의 위상제어("위상adj.")가 조절되어 수

평률출력펄스가,  요구되는  바둑판무늬의  시작점,  일반적으로  수평소거시작  전의  2㎲(도  7a)에서 
시작한다. PLL(110)의 출력신호는 바둑판무늬 및 수직변조신호 모두의 수평률성분(fH)를 도출하도록 사용

된다. 동기분리장치(100)의 버스트게이트(burst gate) 출력신호는 클램프 증폭기(A1)(부품번호 EL2090)에 
클램프 펄스를 제공하는 인버터(U5)에 의해 반전된다.

동기분리장치(100)의 프레임식별 방형파출력("프레임펄스")은 원샷(one-shot)회로(OS1)에 인가되<124>
어 대략 1㎲ 기간의 프레임식별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샷출력신호 (fV)는 바둑판무늬 및 수직변조신호 

모두의 수직률 성분을 도출하는데 사용된다. PLL(110)로부터의 수평률 위상동기루프 성분(fH)은 메모리번

지카운터(114)의 클럭입력단자에 인가된다. 프레임(수직)비율 원샷출력신호 (fV)는 카운터(114)의 리셋입

력단자(RS)에 인가된다. 메모리번지카운터(114) 출력신호는 메모리(116), 즉, 통상적으로 데이터라인 출
력단자중의 하나가 바둑판무늬신호가 존재하게 되는 화상주기의 일 부분동안에 하이인 바둑판무늬 펄스 
인에이블(CPE)신호를 제공하도록 프로그램된 EPROM에 인가된다. EPROM의 제2 데이터라인 출력단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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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변조신호를 포함해야 하는 각 필드의 단부에 있는 라인에서 하이인 필드단부식별(EFI)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수평률 위상동기루프 성분(fH)은, 일반적으로 2㎲(도 7a 참조)인 바둑판무늬펄스의 필요기<125>
간의 라인단부펄스(ELP)를 생성하는 원샷회로(OS2)에 인가된다.

수평률 위상동기루프 성분(fH)은 다른 원샷회로(OS3)에도 인가되는데, 대략 13㎲기간의 출력펄스<126>
를 제공한다. 원샷(OS3)의 출력은 대략 52㎲기간의 출력펄스(VJP)를 갖는 다른 원샷(OS4)을 트리거한다. 
수직지터위치(VJP) 펄스의 타이밍 및 기간은 라인시간내에 신호를 유도하는 수직변조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즉 펄스(VJP)는 활성 수평라인주기의 필요부분동안 필수적으로 온(on)상태를 유지한다.

네 신호 ELP, VJP, CPE 및 EFI는 신호선택스위치(104-1, ···, 104-4)(도 6b 참조)를 위해 필<127>
요한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라인단부펄스(ELP)는 분할회로(122)에 인가되어 바둑판무늬주파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를 도출한다.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화상높이 당 바둑판무늬 암-명-암 전이의 수는 증
가한다. 이 주파수는 넓은 범위내에서 선택가능하며; n=52의 분할율이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 분할기
(122)출력신호는 3-입력 AND게이트(U4)의 일 입력단자에 직접 인가된다. 분할기(122)의 반전된 출력신호
는 두 번째 3-입력 AND게이트(U5)의 대응 입력단자에 인가된다. 분할기(122)의 출력부는 한 쌍의 NE566 
IC로 이루어진 스위프 발진회로일 수 있다. 하나의 NE566는 명목상 30Hz로 설정되고 다른 하나는 1Hz로 
설정된다. 1Hz NE566의 출력은 300Hz NE566의 주파수 제어 입력으로 공급된다. 두 개의 3-입력 AND게이트
(U4, U5)는 바둑판무늬펄스 인에이블(CPE)신호 및 두 개의 다른 입력단자에 인가되는 라인단부펄스(ELP)
신호를 갖는다. 그 결과, 3-입력 AND게이트(U4)의 출력단자에는 하이 바둑판무늬제어(HVJ)신호가, 3-입력 
AND게이트(U5)의 출력부에는 로우 바둑판무늬제어(LVJ)신호가 발생한다.

유사한 장치가 수직변조 제어신호에 필요한 신호를 생성한다. 발진기(126)(상용부품번호 NE555 <128>
또는 NE556)는 통상적으로 DC 및 10Hz 사이의 낮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다. 발진기(126)는 하이 
논리레벨 출력으로 설정가능하다. 마찬가지로 DC 내지 10Hz 신호출력은 불법복사물의 재생 도중에 가능한 
많은 TV세트를 엉망으로 만드는 주파수범위에 걸쳐 스위프가능하다. 이것은 전술된 바와 같이 한 쌍의 
NE566 IC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발진기(126)의 출력신호는 3-입력 AND게이트(U2)의 일 입력부에 인가된다. 
발진기(126)의 반전된 출력신호는 3-입력 AND게이트(U3)의 제2 대응 입력단자에 인가된다. 또한, 각 TV세
트는 "공진", 즉 특정 주파수에서 더 많이 지터(jitter)하므로, 발진기(126)의 주파수를 스위핑하는 것은 
서로 다른 TV세트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 수직지터위치(VJP) 및 필드 단부식별(EFI)신호(EFI 
신호가 플리커발생기(130)에 의해 변조(변조의 구체적 방법은 도 8 참조)되어 EFI'로 명명됨)는 3-입력 
AND게이트(U2, U3)의 나머지 두 입력단자에 인가된다. 그 결과, 3-입력 AND게이트(U2)의 출력단자에는 하
이 수직지터제어(EFC  H)신호가, 3-입력 AND게이트(U3)의 출력단자에는 로우 수직지터제어(EFC  L)신호가 
발생한다.

적절한 변조를 함으로써, 상기한 장치는 정상적인 수평 또는 수직동기신호 이후 부가된 수평 또<129>
는 수직변조를 발생시켜, 예를 들면 NTSC 텔레비전 신호의 라인(22-24)에 수직변조가 부가되어, 비디오리
트레이스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플리커발생회로(130)와 연관된 EFI' 를 경유하는 도 6b의 회로는 다수의 수직변조신호패턴을 산<130>
출한다.

제 6b도는 수평 및 수직변조를 변조하는 본 발명의 어떤 실시예들에 사용된 필드 또는 프레임 "<131>
플리커 특징" 발생기(130)를 도시한다.

이러한 플리커 특징에 의해 이하가 달성된다.<132>

1) "극성"을 변화시킴, 즉, 어떤 특정한 다수의 필드율에서 바둑판무늬패턴의 그레이 대 블랙사<133>
각형을 전환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무허가 복사물로부터의 감쇠된 비디오가 바둑판무늬변위를 인터리이
브(interleave)하게 하여, 복사물의 시각성을 더욱 저하시킨다.

2) 각 필드는 시기가 다르게 정해진 의사 임계동기펄스위치를 가지므로, 필드(수직변조)펄스의 <134>
단부위치의 필드당 변화는 허가된 복사물이 상/하 명멸되어 불선명한 상을 TV 세트에 재생되게 한다. 이
것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이루어진다:

EFI 펄스는 라인(255-257)에서 하이이고,<135>

EFI1 펄스는 라인(258-260)에서 하이이고,<136>

EFI2 펄스는 라인(261-262 및 1)에서 하이이며,<137>

EFI3 펄스는 라인(21-23)에서 하이이다.<138>

도 8은 도 6b의  플리커발생기(130)의  회로를 도시하며,  이러한 네 펄스가 EPROM  U8(부품번호 <139>
27C16 또는 2716)에 의해 필드비율로 멀티플렉서(U10)(즉, CD4052)를 경유하여 다중화된다. 그 결과, 의
사-수직동기펄스는 필드에 따라 다른 위치에 발생한다. 간단한 예에서, EFI, EFI1, EFI2, EFI3는 필드 당 
한번씩 스텝된다. 그 결과, 무허가 복사물의 재생시, 연속적인 필드 또는 프레임에서 라인(256 또는 259 
또는 262 또는 22)에서 의사-수직동기가 발생한다. 그 결과, TV 또는 VCR에서의 필드율 수직동기 재배치
로 인하여 화상이 명멸한다. EPROM U8은, 다양한 필드단부펄스들이 시간의 함수로 위치되어야 하는 지점
에 대한 유연성성을 제공한다.

또한 도 8은, 바둑판무늬패턴의 블랙 대 그레이 사각형들이 어떤 특정한 다수의 필드율에서 어떻<140>
게  반전되는가를  보여준다.  수직동기펄스는  8비트  카운터(U7)(나누기  256,  부품번호  74HC393)를 

계수한다. 카운트(U7)의 출력은 EPROM U8의 어드레스 라인을 구동한다. EPROM U8로부터의 데이터출력신호 
DO가 높아져 스위치(SW1K,SW2K)를 경유하여 바둑판무늬패턴을 반전시킨다. EPROM  U8로부터의 신호 DO의 
유연성은, 바둑판무늬패턴상의 반전명령이 의사난수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하며, 또한 플리커
비율이 다르게 한다(즉, 2필드마다 또는 5필드마다, 등). EPROM U8 데이터라인 D1 및 D2는 또한 멀티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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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위치(U10)(부품번호 CD4052)를 구동하며, 마찬가지로 출력신호 EFI' 를 발생시키는 유연성을 향상시
킨다.

수직  및  수평변조를  생성하는  다른  회로(Another  Circuit  For  Generating  The  Vertical  And <141>
Horizontal Modifications)

도 6b에서 필드단부 및 라인단부펄스는 비디오구동저항(Ro)을 무효로 하기 위해 스위치들을 거친<142>
다. 만일 이러한 스위치들이 충분히 낮은 "온"(on) 저항을 갖지 않는다면, 입력 프로그램 소스로부터의 
비디오는 필드단부 또는 라인단부펄스 위에 항상 겹쳐질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아날로그 스위치 
온-저항은 약 100 오옴이다. 저항 Ro은 일반적으로 약 1000 오옴이다. 이러한 값이면, 비디오신호 진폭의 

10%가 라인단부 및 필드단부펄스에 겹쳐진다. 만일 비디오신호가 피크화이트가 되면, 필드단부 및 라인단
부펄스는 피크화이트(100 IRE) 최소 약 10%, 즉 10 IRE를 가지며, 이에 의해 이러한 부가된 펄스들이 무
용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실시예에서는 부가될 펄스가 부가되고 나서, 비디오 소스<143>
를 동시에 스위치아웃하는 다극스위치(multi-pole switch)를 경유하여 스위치인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단부의 하이 및 로우상태는 발진기(U22)(0.1Hz 내지 10Hz 발진<144>
기)로부터의 입력 및 도 6c로부터의 입력신호(VJP, EFI)를 받는 AND 게이트(U23)에 의해 생성된다. 스위
치(SW103)는 가변저항 RB 및 RA 에 의해 각각 제어되는 하이 및 로우상태 사이에서 스위치된다. 증폭기

(A10A, A10B)는 단위이득버퍼증폭기이다. 바둑판무늬펄스와 EOF의 로우상태의 누화(crosstalk)로부터 지
키기 위하여, 스위치(SW103A)는 스위치(SW103) 및 증폭기(A100) 사이에 접속되며, 스위치(SW102A)는 스위
치(SW102) 및 증폭기(A101) 사이에 접속된다. "and" 게이트(U23A)는 EOF 라인위치 이외의 모든 라인상에
서 스위치(SW103A)가 접지하게 제어한다. 또한, 게이트(U21A)는 바둑판무늬펄스가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스위치(SW102A)가 접지하게 제어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SW103A 및 SW102A)는 각각 스위
치(SW103, SW102)의 EOF 및 바둑판무늬펄스를 받아들이게 된다. 스위치(SW103)의 출력은 단위이득 버퍼증
폭기(A100)에 의해 버퍼되며 가산증폭기(A102)내로 가산된다. 마찬가지로, 스위치(SW102)는,  신호 ELP, 
카운터(U20)(n에 의해 나누어지는 카운터), 및 신호 CPE를 경유하여 발생된 하이, 로우상태의 라인단부를 
수신한다.

가변저항(RC 및 RD)은 각각 라인단부펄스의 하이 및 로우를 조절한다. 증폭기(A101)는 저항(R2)<145>
를 경유하여 가산증폭기(A102)내로 스위치(SW102)를 버퍼한다. 증폭기(A102)는 가산증폭기(A103)에 신호
를 공급한다. 후기 의사동기펄스(PPS)는 또한 가산증폭기(A103)내로 가산된다. 가산증폭기(A103)의 출력
은 그때부터: 라인단부펄스, 필드단부펄스 및 후기 의사동기펄스(PPS)가 된다. 스위치(SW101)는 OR게이트
(U10) 및 인버터(U11)를 경유하여 이러한 모든 펄스를 그들과 동시간 동안에 스위치인하며, 다른 모든 시
간에는 비디오를 스위치인 한다. 증폭기(A104)는 스위치(SW101)의 출력을 버퍼하고 펄스가 부가된 비디오
를 포함하는 비디오출력 "Video Out"을 제공한다. 스위치(SW104A)는 비디오에 대해, 각 TV 필드의 마지막 
아홉개의 활성라인을 위해 "AND" 게이트(U104B)를 경유하여, 동기내 로잉(narrowing)회로로부터 전압레벨
(VBLNK)(즉, 0 IRE)까지로 사전소거한다. 게이트(U104B)는 그 두 입력부에 EPROM 데이터출력 EFO(TV필드
의 마지막 9라인동안 하이가 되는) 및 VJP(활성수평라인펄스)를 갖는다.

PPS용 위치변조는 전압소스(Vgen)에 의해 제어된다. 전압소스(Vgen)는 반전된 버스트 게이트 펄<146>
스로 저항(R20)을 거쳐 저항(R10) 및 축전기(C2)에 전류를 공급하여 원샷(one shot)(U20)내에 가변지연을 
형성한다. 원샷(U20)은 입력비디오의 버스트 후에 대략 1.5㎲의 가변위치를 가지며, 신호(CPE) 및 NAND게
이트(U21B)에 의해 수직귀선소거기간동안 게이트 아웃된다. 저항(R6)은 PPS의 진폭을 결정하고, 일반적으
로 -10 IRE 내지 -20 IRE로 설정된다. "NAND" 게이트(U21B)의 다른 하나의 입력(U22A)은 통상적으로 모든 
PPS에 대해 높아서 일정한 진폭펄스위치동기가 된다. 만일 U22A가 펄스를 발생한다면(즉, 300Hz), PPS신
호는 온 및 오프하게 된다(300Hz에서). 이에 의해, PPS는 위치변조된 펄스 및 버스트를 후속하는 펄스진
폭변조된 동기펄스일 수도 있다.

수평동기펄스 내로잉변조(Horizontal Sync Pulse Narrowing Modifications)<147>

비디오신호의 복사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동기펄스 내로잉회로 및 방법은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148>
또는 상술된 다른 신호변조기술과 종속하여(제 6a도의 블록(9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되며, 이하에 
상세히 기술된다. 비디오신호동기(동기화)펄스(주로 수평동기펄스)를 좁히는 이유는, 불법복사가 행해질 
때, 감소된 동기 펄스폭(기간)을 갖는 감쇠된 비디오가 TV세트상에 도시되는 경우 작동상의 문제를 일으
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TV세트 동기분리장치는 동기팁DC복원(sync tip DC restoration)을 
통합(incorporate)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TV 세트 동기분리장치는 일반적으로 중간 저항에 의해 구동되므
로, 동기펄스는 부분적으로 클리핑(clipping off)된다. 동기펄스를 좁힘으로써, 동기펄스는 더욱 클리핑
된다. 무허가 복사가 비디오신호, 특히 상술된 바둑판무늬 및/또는 필드단부 변조신호를 가진 경우, 복사
물은 감소된 동기펄스폭을 가진 감소된 진폭비디오를 갖는다. 그 결과, 좁아진 동기폭 및 비디오의 감쇠 
그 자체로부터의 클리핑으로 인해 TV동기분리장치는 심한 동기손실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TV세트의 
동기분리장치는 동기를 적절하게 "추출(extract)"하지 않으며, TV화상을 더욱 볼 수 없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수평 및/또는 수직 변조의 영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도 10은 많은 TV세트에서 사용되는 종래의 일반적인 동기분리장치를 도시한다. 이러한 회로는, <149>
반전된 비디오가 결합축전기(C)를 경유하여 트랜지스터(Q1)의 베이스에 공급되는 경우에 작동한다. 비디
오신호의 동기팁(sync tip)은 축전기(C)를 충분히 충전시켜, 동기펄스의 팁만이 트랜지스터를 온으로 만
들게 한다. 저항(Rb)은 트랜지스터를 바이어스하여 동기팁이 "잘라지게(slice)" 한다. C를 가로지르는 전

압 Vc는 비디오의 구동저항인 저항 Ro와 관련된다. 저항 Ro이 클수록, Vb 에 나타나는 동기클리핑의 양은 

더욱 많아진다. 만일 저항 Ro이 너무 크면, 반전된 비디오의 동기팁레벨 바로 아래에서 트랜지스터를 컷오

프(cut off)시키는 평균레벨까지 Vc의 값이 충전되지 않으므로, 트랜지스터(Q1)는 비디오(소거레벨)영역내

로 동기절단(sync slicing)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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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기(C)를 불충분하게 충전하면, 소거레벨이 입력되어도 트랜지스터(Q1)가 온이 된다. 트랜지<150>
스터(Q1)가 온인 경우, 트랜지스터(Q1)의 베이스이미터 임피던스는 낮다. (이것은 양진행 동기펄스의 감
쇠를 야기한다.)  충전축전기(C)가 동기펄스폭의 함수이므로, 동기펄스를 좁게하는 것은 동기분리장치가 
정상적인 동기폭보다 좁아진 동기의 일부를 클리핑하게 한다. 이것은 비디오신호(즉, 비디오 소거레벨)에 
더욱 근접한 위치에서의 동기절단과 등가이다. 정상적인 비디오 레벨하에서 좁아진 동기펄스는 VCR 또는 
TV상에 작동상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좁아진 동기펄스가 복사방지되는 카세트의 불법복사물
에 기록되는 경우, 비디오신호는 감쇠된다. 좁아진 동기에 따른 이러한 감쇠는, TV(가시화되도록 재생되
는 동안)가 동기펄스를 신뢰성있게 추출하지 않게 하며 그 대신 비디오신호의 몇몇 부분들 즉 소거레벨을 
동기화시키지 못하게 된다.

어떤 수평동기펄스를 선택적으로 좁혀서 펄스폭을 제로에 가깝게(600ns 기간보다 작게)하여, TV <151>
또는 VCR 동기분리장치내의 필터가 응답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동기분리장치 결합축전기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충전하게 되는 것은 그 영역에 동기펄스가 없는 것과 동일하다. 필드단부 근처의 이러한 선택된 
수평동기의 좁아진 펄스는, 동기분리장치가 재생시에 새로운(가짜의) 수직펄스와 같은 소거된 비디오라인
을 절단하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TV에 감쇠된 비디오를 공급하는 불법복사물로부터의 비디오
신호와 함께, 이러한 상황은 VCR 또는 TV가 일 필드에 두 개의 수직펄스를 나타내게 하여, 수직지터를 발
생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비디오필드라인의 단부(좁아진 수평동기펄스를 갖는 진폭 0 IRE 내지 적어도 10 <152>
IRE를 갖는 필드라인의 단부)의 펄스화(변조) 주파수는 약 1Hz부터 15Hz까지 스위프된다. 이것은 매우 다
양한 TV세트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도 11a는 비디오신호파형(Vin)을 도시한다; 이것은 도 10의 TV동기분리장치회로에서 반전된 것이<153>
며, 도 10의 저항(Ro)(Ro≒0)에 결합된다. 도 11b는 결합축전기 및 저항(Rb)의 영향을 도시한다. Vb에서 

비디오신호는 신호팁레벨 쪽으로 상향 경사지는 것(ramping up)을 알 수 있다. ( 이것은 Rb>>Ro이므로 저
항(Rb) 및 축전기(C)의 RC시정수의 결과이다.)

도 11c는 좁아진 수평동기펄스를 도시한다. 저항(Ro)(여기서 Ro는 중간저항 즉, 200 내지 1500 <154>
ohm), 축전기(C), 저항(Rb) 및 트랜지스터(Q1)의 작용은 좁아진 동기팁의 클리핑 작용을 발생시킨다. 동기

폭이 더 좁아졌으므로, 축전기(C)는 충분히 충전되지 않으며 동기클리핑을 더욱 일으킨다. 축전기(C)의 
충전은  동기펄스의  진폭  및  그  펄스폭  모두에  관련되며,  즉  Vc는  동기펄스폭과  동기진폭의  곱에 
비례한다. 전압 Vc가 낮을수록 동기클리핑작용은 더욱 커진다. 도 11d는 도 10의 Vb점에서의 이러한 결과
를 도시한다.

도 11e는 좁아진 동기펄스를 갖는 불법복사물로부터의 감쇠된 비디오소스신호를 도시하며, 여기<155>
서 "A"는 바둑판무늬펄스의 존재를 나타낸다. 동기분리장치는 동기펄스를 완전히 클리핑함에 의해 응답하
며, 그 결과, 라인단부 쪽의 비디오부분들이 새로운 동기펄스로 해석된다. 도 11f는 이것을 도시한다. 동
기분리장치(인버터)트랜지스터(Q1)는 비디오의 클리핑된 부분에서 온상태가 된다.

도 11g는 비디오의 일부분들을 절단하여 동기의 상승구간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도시한다. 동<156>
기분리장치의 이러한 상승구간 불안정성은 TV에 불안정한(즉, 측부에서 측부로 흔들리는) 상을 디스플레
이시킨다. 화살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산출된 불안정한 수평동기펄스는 동기내로잉 또는 바둑판무늬펄스
에 의해 생성된다.

도 11h는, 도 11d에서 TV동기분리장치의 출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좁아진 동<157>
기를 갖는 전체레벨의 TV신호이다. 이에 의해 도 11d의 신호는 TV 세트에 작동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다. 불법복사는 감쇠된 신호를 초래하므로, 도 11d의 신호가 복사방지신호에 부가되고 불법복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만 TV세트상에 작동상의 문제가 뚜렷히 나타난다.

도 11i는 전체의 감소되지 않은 TV신호를 도시하는데, 만일 비디오필드단부근처 또는 수직동기펄<158>
스 후의 선택된 라인(즉, NTSC 라인(256-259), 라인(10-12))이 변화하는 진폭(즉, 약 소거레벨로부터 약 
10-100 IRE까지 절환하는)을 가지면서 좁아지면, 동기분리장치 트랜지스터(Q1)가 화상영역, 즉 도 11j의 
"ZZ"에서 절단값까지 경사지게 증가하기(ramping up) 시작한다. 이것은 "ZZ"영역내에 더 넓은 펄스를 발
생시키지만, 수직동기펄스를 생성할 만큼 넓지는 않다.

도 11k는 도 11j의 파형의 동기분리장치출력을 도시한다. 만일 이러한 파형이 복사방지신호에 수<159>
반되면, 불법복사는 도 11l과 같이 TV동기분리장치에 감쇠된 신호를 제공할 것이다. 도 11l은 필드라인의 
단부가 수반되는 좁아진 동기신호를 가진 불법복사로 인한 감쇠된 TV신호이다.

도 11m은 저항(Rb) 및 축전기(C)를 경유하는 점 Vb에서의 경사작용을 도시한다. 동기분리장치의 <160>
대응 출력은 "y"에 새로운(가짜의) 넓은(수직동기)펄스를 나타낸다. 이러한 새로운 의사-수직동기펄스는, 
좁아진 수평동기펄스가 소거레벨에 있는 필드라인의 단부와 함께 있을 때 산출된다. 좁아진 수평동기펄스
가 10 내지 100 IRE을 가지고 수반되는 경우, TV동기분리장치는 좁은 수평률 동기펄스만을 출력하며, 새
로운 넓은 펄스는 출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0 내지 100 IRE레벨은 동기분리장치에 의해 완전히 무시
되기 때문이다. 소거 신호와 10 IRE 단위보다 큰 신호를 스위치인하고 스위치아웃함으로써, 동기분리장치
는 때때로 전 또는 후의 가짜 수직동기펄스가 후속하는 정상적인 수직동기를 발견하게 된다(도 11n 참
조).  이러한  전  및/또는  후의  가짜  수직펄스는,  불법복사물이  재생될  때  TV가  상하  지터를  일으키게 
한다.

몇가지 경우에 전기된 바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161>

선택된 동기펄스를 약 제로로 좁게한다. 즉, TV동기분리장치가 가짜의 수직동기펄스를 만들도록 <162>
수평동기펄스를 제거한다.

63.5㎲ 주기보다 큰 펄스로 몇몇 동기펄스를 대체하여 동기분리장치가 오동작하게 하고 새로운 <163>
가짜 수직동기펄스를 만들게 한다. 이것은 어떤 동기분리장치들의 경사작용을 발생시켜 가짜수직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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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케한다.

도 11o는 소거레벨 이상, 즉 좁은펄스영역에서 약 10 IRE단위보다 큰 비디오신호로 인한 가짜 수<164>
직동기펄스가 없는 비디오신호를 도시한다. 따라서 만일 비디오신호의 레벨이 소거레벨에 비해 충분히 높
으면, 좁은 수평동기펄스의 존재는 가짜 수직동기펄스를 생성할 수 없다.

도 12a의 동기펄스내로잉회로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 기본적인 복사방지펄스를 이행하는 것<165>
이 가능한) 비디오입력신호는 단자(160)에 입력되며, 여기서 동기분리장치(162) 및 비디오가산기(164)에
도 공급된다. 동기분리장치(162)는 예를들어 각 비디오필드의 라인(10 내지 250)을 선택하는 라인선택장
치게이트(166)에  분리된 수평동기(H  동기)  및  수직동기신호를 출력한다.  분리된 H동기펄스는 원샷회로
(OS10)에도 제공되며,  상기 원샷회로(OS10)는  약 2㎲ 기간의 신호를 AND게이트(U12)에  출력하고,  상기 
AND게이트(U12)의 나머지 입력은 게이트(166)로부터 선택된 라인(10 내지 250)을 지시하는 라인선택신호
가 입력된다. 이에 응답하여, AND게이트(U12)는 증폭기(174)에 의해 스케일이 설정되는 H동기부를 나타내
는 신호를 상기  각  라인(10  내지  250)상에  출력한다.  스케일링 증폭기(174)의  출력은 비디오아웃단자
(180)에 출력을 공급하는 가산기(164)에서 오리지날 비디오신호내로 다시 가산된다.

도 12b는 도 12a의 점 Q에서의 파형(색상 버스트를 갖는 종래의 H동기신호), 및 스케일링 증폭기<166>
(174)의 출력부 R에서의 신호를 도시한다. Q 및 R의 가산결과(도 12b 하부의 "비디오 아웃")는 비디오아
웃단자(180)에 나타나며, 이는 색상 버스트를 갖는 단축된 H동기펄스이다.

연장된 색상 버스트 엔벌로프(color burst envelope)를 갖는 동기내로잉을 수행하는 다른 회로<167>
(만약 좁아진 H동기들이 색상 록(lock) 문제를 발생시키면 TV세트를 위한 색상 록(color lock)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하여 연장된 버스트가 필요함)가 다음에 기술된다. 도 13a, 13b는 활성비디오필드 전체에 걸쳐 
좁아진 수평동기펄스를 도입하는 회로를 도시한다. 이러한 활성비디오내에서, EPROM(U9)의 데이터출력은 
어떤 라인들이 더욱 좁아지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EPROM출력 중 EPD1은 라인(20-250)이 3.7㎲ 
동기대체된  펄스폭을  갖게하는  반면,  라인(251-262)이  2.0㎲  동기대체된  펄스폭을  갖게  할  수  있다. 
EPROM(U9)의 EPD1을 프로그램하는 것에 의거하여 다른 조합도 가능하다. 또한, EPROM(U9)으로부터의 다른 
출력은,  EOF(필드단부)펄스가  위치되기  전에  라인(즉,  라인(255  및/또는  257))등에  동기억제(sync 
suppression)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것은 EPROM(U9)로부터의 EPD2와 AND게이트를 경유하여 행해진다). 수
평동기의  좁아진  동기를  재위치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HBI(수평귀선소거기간,  horizontal  blanking 
interval)에서의 동기억제가 행해진 이후에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 필드단부펄스 및 바둑판무늬 처리의 조합을 수행하는 입력비디오 또는 <168>
정상적인 RS170형 비디오는 비디오증폭기(A1)에 의하여 (소거레벨과 동일한) 0 V로 복원된 DC동기이다. 
증폭기(A1)는 복합동기와 1㎲ 및 20㎲ 사이의 수직펄스를 교대로 출력하는 동기분리장치회로(U2)로 출력
한다. 입력비디오의 버스트를 회로(2015)에 록(lock)하는 버스트게이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동기
펄스가 존재할 때(즉, 만일 입력비디오가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를 갖는다면) 버스트게이트펄스를 생성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원샷(U3)은 복합( 및 의사)동기를 받으며 수직귀선소거기간내의 등화 
및 수직 2H 펄스와 존재할수도 있는(대개 TV 라인(10-20)의 최초 32㎲에 존재하는) 의사동기펄스를 무시
할수 있을 정도로 긴 약 45㎲의 재-트리거불가능한 펄스를 출력한다. 원샷(U10)은 입력비디오동기의 상승
구간을 5㎲만큼 지연시키고 입력비디오의 색상버스트와 일치하는 2㎲의 원샷(U11)을 트리거한다.

증폭기(A1)는  크로마(chroma)  대역통과필터증폭기(A91)를  구동하여  버스트  위상동기루프(Phase <169>
lock Loop)회로(2105)에 입력한다. PLL회로(2105)의 출력은 이제 입력비디오의 색상버스트와 위상동기된 
연속적인 부반송파이다. PLL회로(2105)는 재생된 부반송파의 위상을 증폭기(A5)의 출력부에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동기분리장치(U2)로부터의 프레임동기펄스는 EPROM(U9)을 위해 번지카운터(U8)를 리셋한다. 카
운터(U8)는 증폭기(A3)로부터의 수평률펄스에 의해 증분된다. EPROM (U9)은 활성필드에 하이 또는 로우인 
특정 TV라인을 포함하는 각각의 데이터라인을 출력한다.

도 13a 및 도 13b의 회로의 이점중의 하나는, 재생된 좁아진 동기가 수평귀선소거기간(HBI)내의 <170>
어디에나 위치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일 새로운 좁아진 동기가 입력비디오의 수평동기보다 1㎲ 미
리(이전에)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새로운 좁아진 수평동기 및 PPS펄스에서의 1㎲ 전진으
로,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를 구비한 불법복사에 따른 수평 불안정성은 수평지터에 1㎲ 이상 발생된다. 
좁아진 H 동기펄스를 전진시킴으로써, 좁아진 H동기 펄스 및 PPS 사이의 시간기간이 더욱 커지며, 불법복
사가 재생될 때 비례적으로 더욱 큰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

전진된 좁아진 H동기를 생성하기 위하여, 원샷(U2)의 출력은 입력동기의 상승 단부와 일치하는 <171>
45㎲펄스이고, 32㎲의 원샷(U4)을 경유하여 "방형파"가 된다. 소자(R1, L1 및 C1)을 포함하는 필터는 원
샷(U4)의 출력을 15.734㎑의 사인파로 대역통과필터한다.

인덕터(L1)를 조절함으로써, 입력비디오의 H동기 앞(또는 뒤)에 사인파가 생성된다. 비교기(A3)<172>
는 이러한 사인파를 비디오입력의 상승동기단부에 진상(leading)하거나 지상(lagging)하는 단부를 갖는 
펄스로  변환한다.  입력비디오와  동기인  파형을  생성하는  필터(R1,  L1,  C1)(4의  Q를  갖는)의 "트래킹
(tracking)" 성능은 일반적으로, 비디오입력이 VCR로부터일때 대부분의 수평 PLL 보다 우수하다. 증폭기
(A3)의 출력은 14㎲ 원샷(U5)으로 입력되고, HBI게이트신호를 발생하여 구(입력)동기 및 버스트를 새로운 
좁아진 동기 및 연장된 버스트로 대체한다.

원샷(U6)은 입력비디오 HBI(원샷(U5)의 상승단부의)의 시작으로부터 0.5㎲의 명목상의 좁아진 동<173>
기지연을 세트하며 원샷(U7)은 새로운 좁아진 동기펄스를 출력한다. 소자(R2, R3 및 Q1)들은 스위치를 형
성하여  트랜지스터(Q1)(에미터를  콜렉터로)를  단락시키고  EPD1의  명령(즉,  라인(251-262)에서  각  필드 
EPD1은  로우이며,  나머지 부분은 하이)을 거쳐 펄스를 더욱 좁힌다.  원샷(U7)의  출력은 라인(20  내지 
250)에서는 3.7㎲의 펄스이며 라인(251 내지 262)에서는 2㎲의 펄스이다. 원샷(U7)의 하강단부(trailing 
edge)을 트리거오프하는 것은 원샷(U12)이며, 그 출력은 연장된 버스트게이트(약 5.5㎲펄스폭)이다.

원샷(U12)의 출력은 회로(2011)로부터 스위치(SW22)를 경유하여 색상 버스트를 제어하며, 대역통<174>
과필터(3.58MHz)증폭기(A4)는 연장버스트 진폭조절저항(R10)를 경유하여 스위치(SW22) 출력으로부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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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버스트  엔벌로프를  만들며,  가산증폭기(A5)와  결합한다.  원샷(U7)로부터의  좁아진  H동기는 게이트
(U13)를 거쳐, 필드단부펄스를 향상시키는 좁아진 동기가 억제되는 몇 라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
이인 신호 EPD2와 함께 "논리곱"된다. 게이트(U13)의 출력은 좁아진 동기진폭 제어저항(R8)을 거쳐 증폭
기(A5)내로  가산된다.  증폭기(A5)의  출력은  좁아진  동기와  연장된  색상버스트의  논리합이다. 스위치
(SW25)는 AND게이트(U14)를 거쳐 OR게이트(U20)를 통하여 증폭기(A5)의 출력을 스위치하며, HBI동안 원샷
(U5)출력 및 EPD3를 경유하여 증폭기(A5)의 출력을 스위치한다(활성 필드위치펄스 즉, 라인(20-262)).

버퍼증폭기(A2)는 새로운 좁아진 H동기 및 연장된 색상버스트와 함께 입력으로부터의 비디오를 <175>
출력한다. 필드위치의 단부에 재위치된 동기펄스(EOFRSP)를 게이트인(gate in)하기 위하여, 원샷(U16)은 
기간이 입력비디오의 상승동기단부로부터 10㎲ 내지 40㎲이다. 게이트(U16)는 입력비디오의 상승동기단부
로부터 약 10㎲ 내지 40㎲ 지연된 2㎲ 내지 4㎲의 넓은 펄스를 게이트(U17)에 결합한다. 게이트(U16)의 
출력은 EFROM(U9)로부터 EPD4와 AND 게이트(U18)를 인에이블한다. 신호(EPD4)는, 동기억제가 EPD2를 거쳐 
활성화된 후 필드의 단부에 있는 몇몇 라인들에서 하이이다. 게이트(U16)는 EOFRSP 진폭조절저항(R85)를 
거쳐 가산증폭기(A5)를 구동한다. 게이트(U16)는 또한 OR 게이트(U20)를 통하여 EOFRSP를 활성화하는 동
안 스위치(SW25)를 켜서 재위치된 동기펄스(EOFRSP)를 삽입한다. 따라서 증폭기(A2)의 출력은 
입력비디오, 좁아진동기 및 억제된 동기(무 동기)의 1 또는 2 라인 또는/ 및 재위치된 좁은 H동기의 몇 
라인을 갖는다.

동기펄스내로잉은, 비디오신호의 모든 수평동기펄스가 좁아지게 되지는 않는 경우에도 효과적이<176>
다. 비교적 적은 수의 좁아진 수평동기펄스가 가짜 수직리트레이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판정되었다. 예
를 들면, 좁아진 수평동기펄스를 갖는 세개 내지 여섯개의 연속하는 비디오라인은 이러한 목적에 충분하
다. 연속하는(또는 적어도 비교적 서로 가까이 있는)라인들의 좁아진 수평동기펄스를 서로 묶어 가짜 수
직리트레이스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사방지신호의 제거에 관련하여, 동기펄스내로잉을 위한 다른 회로가 미국특허 제 5,157,510호, <177>
론 쿠안 외, 및 미국특허 제 5,194,965호, 론 쿠안 외에 기재되어 있다.

도 14a 및 도 14b는 앞에 기술된 종래의 복사방지처리와 수평 및 수직신호 변조를 구비한 상술된 <178>
동기펄스내로잉과 수평 및 수직신호변조를 조합하는 두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14a는 이러한 장치의 제 1예를 도시하며, 프로그램비디오는 회로블럭(204)에 공급되어, 부가<179>
된 AGC 및 의사동기펄스를 포함하는 종래의 복사방지신호를 부가한다. 다음 블록(206)(도 6a에 상세히 도
시된)은 바둑판무늬패턴(1)  및  수직률신호변조(2)를  각각의 선택된 필드의 단부에 가한다.  그러면 (도 
12a, 도 13a 및 도 13b에 다양하게 상세히 도시된) 동기펄스 내로잉회로블럭(208)은 단자(209)에 출력되
는 비디오신호를 더욱 변조하며, 이러한 비디오 신호는 단자(209)에서 예를 들면 비디오카세트 복사성능
의 주된 복사기 VCR에의 출력이다.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는 단지 동기내로잉처리와 협력하도록 
부가하는 것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안적으로, 도 14b에서는, 입력프로그램 비디오신호는 동기펄스 내로잉회로블럭(208)에 먼저 가<180>
해지고, 복사방지 및 바둑판무늬패턴 및 수직률 신호변조회로 블럭(204, 206)(하나의 블록으로 합쳐져서 
도시된)에 가해지며, 출력단자(210)에 공급된다.

다른 장치들도 이러한 비디오신호변조, 즉 바둑판무늬패턴, 필드단부 수직패턴, 동기내로잉, 및 <181>
이와 등가인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디오 복사방지신호변조를 제거하는 방법 및 회로(Method and Circuit for Removal of Video <182>
Copy Protection Signal Modifications)

상술된 바와 같은 AGC 및 의사-동기펄스 및/또는 동기내로잉, 및/또는 라인단부 "바둑판무늬"펄<183>
스, 및/또는 필드단부 의사-수직동기펄스를 적어도 포함하는 복사방지처리신호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파
기하는 방법 및 회로가 이하에 설명된다.

AGC 및 의사-동기펄스에 대하여, 참조로 통합된 라이언, 미국특허 제 4,695,901호 및,쿠안, 미국<184>
특허 제 5,157,510호는 부가된 이러한 펄스를 파기(제거 또는 감쇠)하는 방법 및 장치를 나타낸다. 라이
언, 미국특허 제 4,695,901호는 의사동기 및 AGC펄스의 제거 또는 감쇠만을 나타내며, 동기펄스내로잉, 
필드단부 의사수직동기펄스 또는 라인단부(바둑판무늬)펄스의 제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종래에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처리증폭기는 재생된 동기와 함께 동기펄스내로잉을 제거가능하지만, 처리증폭기는 라인단
부 바둑판무늬펄스 또는 필드단부 의사수직동기펄스를 파기하지는 않는다.

종래기술에는 이러한 복사방지 수직 및 바둑판무늬신호를 파기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185>
것들을 단지 소거하더라도 불법복사가 행해질 때 잔여 복사방지신호향상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 이
유는 의사-동기 및 AGC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단지 이러한 신호들을 소거레벨로 소거하는 것은 불법복사
가 행해질 때 감쇠된 비디오신호가 TV세트내로 입력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쇠된 신호는, 예를 들
어, 소거레벨의 필드라인단부를 가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수직동기펄스를 발생시킨다. 좁아진 수평동
기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한편, 만일 좁아진 동기펄스만이 정상적인 동기폭으로 복원되면, 나머지 두 복사방지향상신호(바<186>
둑판무늬 및 수직)는 여전히 효과적이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들이 상술된 복사방지처리향상을 파기한다.<187>

1) 라인단부(바둑판무늬변조) 복사방지신호는 피크화이트신호의 적어도 약 20%의 신호로 대체되<188>
거나, 피트화이트의 적어도 20%의 레벨시프팅신호가 라인단부신호에 부가된다. 신호대체 또는 부가는 상
기 처리를 파기하도록 바둑판무늬신호의 일 부분에 행해질 수도 있다. "부분"은 "중성화될(neutralized)" 
라인단부펄스의 부분이나 라인단부펄스를 갖는 모든 비디오 라인들의 부분을 뜻한다.

2) 필드단부(수직) 복사방지펄스는 라인당 적어도 약 32㎲의 주기동안 피크화이트의 적어도 약 <189>
20%인 신호로 대체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피크화이트의 적어도 약 20%의 레벨시프팅신호가 충분한 (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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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중 7개, 7개 중 5개, 3 개 중 2개의)라인상에 적어도 약 32㎲동안의 수직펄스에 부가되어 복사방지처
리를 파기한다.

수직 및 바둑판무늬펄스에 관하여 여기서 언급된 피크화이트레벨의 20%는 일반적으로 비디오신호<190>
향상을 파기하고자 하는 의도된 효과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최소값이 되도록 실험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더 
높은 레벨의 신호(30% 이상과 같은)가 상기 목적을 더욱 철저히 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대부분(50%이상)의 좁아진 수평동기펄스는 동기내로잉처리를 파기하도록 넓어지는데, 즉 만일 <191>
동기가 3.0㎲로 좁아지면, 4.0㎲로 넓어진 동기펄스는 동기내 로잉처리를 파기하기에 충분하며, 좁아진 
동기를 RS170  표준수평동기펄스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 (4.7㎲는 RS170표준을 위한 수평동기펄스폭으로 
지정되어 있다.)

4) 라인단부(바둑판무늬)펄스내로 침입하는 넓어진 동기펄스폭은 바둑판무늬 및 동기내로잉처리 <192>
모두를 파기하는데 사용가능하다. 바둑판무늬펄스의 부분을 포함하는 넓어진 동기펄스는 TV세트의 플라이
백(flyback)펄스가 너무 일찍 트리거하게 하므로, TV세트의 플라이백 펄스가 여전히 색상버스트를 트리거
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5) 바둑판무늬펄스내로 재위치된 충분한 동기 및 버스트폭을 갖는 수평동기 및 색상버스트는, TV<193>
세트의 플라이백신호가 TV세트의 색상버스트신호를 부정확하게 트리거하는 일이 없이 동기내로잉 및 바둑
판무늬처리 모두를 파기할 수 있다.

만일 감소된 비디오진폭이 존재하면, 수직펄스는 TV세트상에 수직동기신호의 효과를 갖게 될 것<194>
이다. 대부분의 TV세트 또는 VCR은 수직동기펄스를 트리거하여 수직펄스를 출력하는데 약 30㎲가 필요하
다. 따라서, 잔여 의사-수직펄스가 비록 예를 들어 20㎲ 보다 적은 기간이라면 그러한 수직펄스를 변조함
으로써, 의사-수직동기펄스는 수직동기필터로부터 출력되지 않는다.

만일 바둑판무늬펄스의 "로우" 상태가 단축되어 좁아진 수평동기펄스가 TV세트 또는 VCR동기분리<195>
장치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다면 바둑판무늬펄스는 충분히 파기된다. 이것은, 불법복사물에서 재생되는 경
우 바둑판무늬패턴의 영향을 제거한다.

도 15는 상술된 모든 복사방지신호를 제거하는 2단계 회로 및 방법을 도시한다. AGC, 의사-동기, <196>
바둑판무늬,  수직펄스  및  좁아진  수평동기펄스를  포함하는  비디오신호는,  먼저  라이언,  미국특허  제 
4,695,901호 또는 쿠안, 미국특허 제 5,157,510호에 나타난 회로(230)의 단자(228)로 입력되어 AGC펄스 
및 의사-동기펄스의 효과를 파기한다. 두 번째로, 회로(230)로부터의 출력신호는 바둑판무늬 및 수직펄스
를 파기하고, 또한 동기내로잉 및 다른 잔여 AGC펄스 또는 수평귀선소거기간내의 의사-동기펄스를 파기하
는 향상 제거기(234)내로 입력된다. 따라서 단자(236)에서의 비디오 및 신호에는 복사방지신호의 모든 영
향이 제거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피크화이트의 약 20%의 진폭을 갖는 펄스들로 대체하거나 피크화이트의 약 <197>
20%의 진폭을 갖는 레벨시프팅신호를 부가함으로써 바둑판무늬 및 수직펄스는 (이상적으로) 파기된다. 넓
은 수평동기신호내로 치환되고, 이에 의해 바둑판무늬펄스를 대체함으로써 바둑판무늬펄스 또한 파기가능
하다. 이것은 바둑판무늬펄스를 제거하고 수평동기펄스를 넓게하여 동기내로잉처리를 파기한다. 마지막으
로, 만일 HBI(수평 귀선소거기간)이 새로운 수평동기 및 색상버스트로 대체되면, 활성필드내에서의 AGC펄
스 및/또는 의사-동기펄스동기내로잉과 동기내로잉이 파기된다.

또한 이러한 실시예에서, 바둑판무늬 및 수직펄스의 블랙레벨기간을 좁히는 것은 복사물을 볼 수 <198>
있게 해준다. 또한, 정상적인 수평동기펄스를 뒤따르는 다른 AGC펄스는 상승되는 색상버스트(AGC펄스)를 
카운터하도록 음 레벨 시프팅펄스를 부가하거나 동기 및 버스트 대체에 의해 파기가능하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는 회로가 다음에 설명된다. 도 16에는, 도 15의 블록(234)의 세부를 도시하며, 향상된 복사방
지신호가 이득 K(K는 2)를 갖는 증폭기(A10)에 입력된다. 증폭기(A10)의 출력은, DC 동기복원회로를 구성
하는 측전기(C1), 다이오드(D1), 및 저항(R1)에 결합된다. 저항(R2), 축전기(C2), 및 축전기(C1)는 색상 
부반송파 주파수 노치필터를 형성하여, 비교기(A11)가 동기를 적당히 분리하게 한다. 기준전압 Vb1은 절
단점(slice point)을 세트하여 비교기(A11)가 동기분리장치로 기능하게 한다. 비교기(A11)의 출력은 소자 
저항(R3), 인덕터(L1) 및 축전기(C3)을 포함하는 저역통과필터에 공급되어 수직률펄스를 회복한다. 기준
입력레벨 Vb2를 갖는 비교기(A12)는 수직동기분리장치이다.

이러한 비디오신호는 VCR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동기분리장치, 즉 LM 1881은 VCR출력<199>
과 함께 부정확한 프레임펄스를 생성한다. 프레임펄스를 발생하기 위하여, 원샷(U1)은 제 1수직동기펄스
의 시작부로부터 여섯 라인이 약간 부족하여 끝나는 펄스를 출력한다. 원샷(U2)은 약 25㎲의 폭을 갖는 
펄스를 출력한다.

그리고나서 AND 게이트(U7)는 인버터(U6)의 출력과 원샷(U2)의 출력을 논리적으로 "논리곱"하여 <200>
두 필드마다 또는 각 프레임마다 나타나는 펄스를 생성한다. 일 필드에서만 U2 및 U6로부터 높게 출력된
다. 게이트(U7)의 출력은 1 1/2 필드의 펄스기간을 갖는 원샷(U8)을 트리거하는(도 17 참조) 신호인 FID 
게이트이다. D플립플롭(U9) 및 D 플립플롭(U9)의 D입력부에 접속된 원샷(U8)의 출력과 D 플립플롭(U9)를 
위한 클럭입력으로서의 수직동기에 의해, 들어오는 비디오신호의 제 1수직동기(브로드)펄스와 일치하는 
상승 및 하강단부를 갖는 프레임비율 방형파가 생성된다. 카운터회로(U11) 및 도 16의 수평 PLL(U4)로부
터의 수평률펄스를 갖는 원샷(U10)은 525개의 상태를 카운트하는 10비트 어드레스 버스(B10)상에 신호를 
발생한다. EPROM(U12)는 10비트 버스(B10)에 의해 번지가 정해지며, EPROM(U12)가 어떻게 프로그램되는가
에 따라 EPROM(U12)의 출력라인은 다음 신호를 실어보낸다:

1) 활성필드위치(AF)(라인 22 내지 라인 262까지 하이상태).<201>

2) 필드단부위치(EOFL)(라인 254 내지 라인 262까지 하이상태).<202>

도 16에서, PLL 회로(U4) 및 원샷(U5)은, PLL 회로(U4)의 출력이 비디오수평동기의 상승구간 전<203>
보다 약 3㎲만큼 전진시키는 수평률 PLL 회로이다. 이것은 약 3㎲만큼 PLL (U4)의 출력을 지연하는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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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5)에 의해 행해진다. 원샷(U5)의 출력은 PLL(U4)의 위상검출기 입력부로 피드백된다. PLL(U4)의 양 검
출기 입력부의 단부가 일치해야 하므로, PLL(U4)의 출력은 상승동기단부 증폭기(비교기)(A11) 보다 전진
해야 한다. PLL(U4)는 수평률 이외의 다른 펄스는 무시한다. 이에 의해 수직펄스 및 다른 것들은 PLL(U
4)에 의해 무시된다.

더욱이, 원샷(U3)은 비교기(A11)로부터의 동기의 하강단부를 타이밍오프하여 들어오는 비디오의 <204>
버스트게이트펄스(BG)를 발생한다.

도 18은 바둑판무늬 및 수직펄스를 제거하는 레벨시프팅회로를 도시한다. 증폭기(A20, A21)는 가<205>
산증폭기를 형성한다. 이 가산증폭기에 공급된 신호는 저항(R100)을 경유한 비디오, 저항(R101)을 경유한 
라인단부펄스(EOLD) 및 저항(R102)를 경유한 필드단부펄스(EOFD)이다. 각각의 바둑판무늬펄스와 같은 시
간에 시작하는 전진수평율펄스(AHP)를 사용함으로써, 약 1.5㎲ 기간의 펄스가 도 17의 EPROM(U12)로부터
의 활성비디오펄스(AF)를 사용하여 상기 AHP를 타이밍오프한다. AND게이트(U13)는 활성필드동안의 각 라
인의 단부에 논리적 하이펄스인 EOLD를 생성한다. 게이트(U13)으로부터의 이러한 펄스는 비디오에 부가되
며, 이것은 바둑판무늬펄스가 소거레벨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대신, 바둑판무늬펄스는 이제 피크화이
트레벨의 최소 20%를 갖는다. 감쇠된 비디오신호의 상황하에서, 바둑판무늬펄스는 동기분리장치가 "우연
히" 트리거하는데 충분한 비디오레벨로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라인단부 바둑판무늬펄스를 제거한다.

비슷한 결과가 수직펄스에 대해서도 얻어지며, HBI에서 종단하는 펄스를 위하여 원샷(U15)에 입<206>
력된 AHP를 경유하여 원샷(U16)은 49㎲기간(최소 35㎲)의 활성수평라인펄스를 발생시킨다. 원샷(U16)은 
그리고나서 원샷(U15)(14㎲펄스기간)을 트리거오프하여 활성라인펄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활성수평라인펄
스는  도  17의  EPROM(U12)를  경유한  필드단부  위치(EOFL)펄스와  게이트(U150)에  의하여  논리곱된다. 
EPROM(U12) EOFL펄스는 수평활성라인동안 게이트(U150)을 경유하여 필드의 단부에 하이 논리신호인 ELFD
를 보낸다. 이러한 게이트(U150)출력으로부터의 하이 논리레벨은 저항(R102)에 의해 비디오신호에 부가되
어, 수직펄스가 피크화이트의 20%의 최소레벨에 있게 한다. 피크화이트의 적어도 20%의 레벨을 갖는 수직
펄스로, 비디오가 감쇠된 상태에서, 이러한 필드단부라인들은 의사-수직동기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증
폭기(A21)의 출력부는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 모두의 파기메카니즘을 포함한다. 동기내로잉처리를 
파기하기 위하여, 증폭기(A21)의 출력은 DC 동기팁 증폭기를 형성하는 축전기(C12), 축전기(C13), 다이오
드(D10), 다이오드(D11), 저항(R12)에 결합된다. 전압 Vb2는 소거레벨의 0볼트 DC를 갖도록 세트되고 증
폭기(A22)에 입력된다.

AHP를 다시 사용하여, 원샷(U17)  및 원샷(U18)은 새로운 넓어진 동기펄스를 발생시킨다. 소자<207>
(R17, C18, L3, C19, R18 및 R19)는 한정된 상승시간동기를 위한 저역통과필터이다. 전압 Vb3는 새로운 
넓어진 동기의 "하이" 상태를 위한 소거레벨을 만들도록 세트된다. AND게이트(U21)와 함께 원샷(U19 및 
U20)는 활성필드동안 새로운 넓어진 수평동기펄스를 재삽입하는 제어논리이다. 소자(R17, C18, L3 등)를 
포함하는 저역통과필터에서의 지연에 순응하기 위해서 원샷(U19 및 U20)의 출력은 U17 및 U18보다 약간 
지연된다. 이에 의해 전기스위치(SW1)는 넓어진 동기에서 스위치인하고 증폭기(A23)에 의해 비디오아웃을 
출력한다. 점선안의 도 18의 우측부분은 동기대체 및 출력회로(S50)이다.

도 19는 바둑판무늬펄스를 새로운 넓어진 수평동기펄스 및 상기 새로운 넓어진 수평동기펄스를 <208>
뒤따르는 새로운 색상버스트로 대체하는 도 16의 회로와 함께 사용되는 일 회로를 도시한다. 또한 수직변
조펄스는 소스신호 EOFD(도 18로부터)를 경유하여 저항(R412 및 R411)내로 레벨시프팅함으로써 제거된다.

입력비디오는 소자(R299, C400, L400 및 C401)를 포함하는 크로마 대역통과필터에 공급되어 연속<209>
적인 반송파(3.58MHz) 재생기에 대해 버스트인 버스트 재생기(U40)(부품번호 CA1398)내로 공급된다;크리
스탈 Y40은 3.58MHz 크리스탈이다. 버스트 재생기(U40)의 출력은 대역통과필터(3.58MHz통과, 소자(R300, 
L401, C402) 포함)를 경유하여 필터되며, 증폭기(A40)에 의해 버퍼된다. 전기스위치(SW40)는 원샷(U43)을 
경유하는 새로운 색상버스트를 게이트인한다. 원샷(U43)은 원샷(U41)의 재생된 넓어진 동기의 하강단부에 
의해  트리거된다.  원샷(U40)은  0.5㎲  지연하여  수평동기  전방포치  "통로(breezeway)"를  만든다. 원샷
(U41)출력으로부터 재생된 동기는 소자(R307, L403, C404, R305, R306) 및 전압(V400)을 경유하여 필터되
며 레벨 시프팅된다. 증폭기(A42)는 이러한 레벨시프트되고 넓어진 재생된 동기를 버퍼하여 저항(R304) 
및 증폭기(A43)를 경유하는 색상 버스트에 가산된다. 전기스위치(SW41)는 (AND게이트(U44)  및 EPROM(U1
2)으로부터의 AF소스신호를 경유하는) 활성필드 동안에 HBI 동안의 새로운 넓어진 동기 및 새로운 버스트
를 게이트인한다. (새로운 넓어진 동기 및 새로운 버스트는 또한 HBI에 활성필드 AGC펄스를 갖는, 즉 상
승되는 백포치펄스를 갖는 어떠한 복사방지비디오신호도 제거한다.) 증폭기(A44)는 좁아진 동기, 바둑판
무늬펄스, 수직펄스를 포함하는 제거될 복사방지신호를 갖는 새로운 비디오를 버퍼하고 출력한다.

도 20은 영이 아닌 전압을 높은 전압에 곱함으로써 "레벨시프팅"하는 회로를 도시한다. 라인단부<210>
제거신호 EOLD(도 18 참조) 및 필드단부제거신호 EOFD(도 18 참조)는 도 16에서 레벨시프팅을 위해 사용
되어, 복사방지신호에서 바둑판무늬펄스 및 수직변조펄스가 존재하는 동안 전압제어된 증폭기(VCA)(U50)
(부품번호 MC1494)의 이득을 상승시키는 제어전압을 생성한다. 비디오는 DC 복원되어 동기팁이 OV가 되게
하는데, 이것은 바둑판무늬 및 수직변조펄스의 로우상태가 0 V 이상(일반적으로 0.3 V 내지 0.5 V)인 것
을 의미한다. 소자(C201, R201, D10, D20, C200, R200 및 A49)는 이러한 DC 복원 비디오신호를 형성한다. 
따라서 VCA(U50)의 출력은 동일한 레벨로 시프트되거나 증폭된 복사방지신호를 가지는데, 상기 신호는 소
거레벨보다 상당히 커서 복사방지향상을 제거할수 있다. 증폭기(A50)는 VCA(U49)로부터의 출력신호를 도 
16의 좁아진 동기펄스 제거회로내로 버퍼한다.

도 21, 도 22 및 도 23은 스위칭회로에 의해 바둑판무늬 및 수직복사방지신호를 파기하는 또다른 <211>
방법들을 도시한다.

제 21도는 바둑판무늬 및 수직펄스 동안 (도 16의 DC 복원비디오에 대하여), 상기 펄스들과 일치<212>
하는 제어전압이 (도 18의 EOLD 및 EOFD신호의 제어하에) 피크 화이트신호 V10의 20%를 스위치인하면서, 

각각 전기스위치(SW199 및 SW198)에 의해 복사방지펄스를 무효화하는 것을 도시한다. 비디오신호의 제한
된 구동임피던스(약 2000오옴의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저항(R200))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디오신호는 
그리고나서 단자(506)에 출력되기 전에, 증폭기(A501)에 의해 증폭되며 도 18의 동기 대체 및 출력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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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0)에 의해 처리된다.

도 22 및 도 23은 바둑판무늬 및 수직펄스를 파기하기 위해 도 21의 회로에 대체가능한 스위칭회<213>
로를 도시한다. (동기 대체 및 출력회로(S50)는 도 22 및 도 23에는 도시되지 않지만 도 21에서와 같이 
제공된다.) 도 22에서, DC 복원된 비디오 입력신호는 다시 저항(R201)을 거쳐 증폭기(A54)에 공급되는데, 
전압 V1, V2에 스위치인하는 각각의 EOLD 및 EOFD 펄스의 제어하에 무효(override)스위치(SW198, SW199)
를 구비하며, 각각은 피크화이트의 20% 또는 그 이상인 DC 또는 DC 오프셋 AC 신호이다. 도 23의 회로는, 
스위치(SW198, SW199)가 비디오 신호경로에 직렬로 위치되고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를 극복하는 종
래의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22와 유사하다. 어떤 경우에 바둑판무늬 및 EOF펄스를 
단지 소거하는 것(소거레벨 V1=V2=V10)만으로도 충분히 바둑판무늬 또는 EOF펄스의 효과를 파기하여 시청가

능한 복사물이 될 수 있다.

동기와이드닝에 의한 수평 및 수직향상을 파기하는 장치(Apparatus  To  Defeat  Horizontal  And <214>
Vertical Enhancements By Sync Widening)

도 24a는 동기펄스와이드닝에 의해 바둑판무늬 및 수직향상을 파기하기 위한 회로를 도시하며, <215>
수직(EOF)  및 바둑판무늬(EOL)향상을 갖는 복사방지비디오가 입력버퍼 증폭기(A60)에 제공된다. 증폭기
(A60)의 출력부는 동기분리장치(U61)에 결합된다. 동기분리장치(U61)의 복합동기출력은 원샷(U64)에 공급
되어 복합동기내의 2H펄스를 제거한다. 원샷(U64)의 출력은 PLL 발진기(U65)로 공급된다. N=910를 위한 
PLL(U95)의 주파수는 14.31818MHz이며, 수평라인주파수의 N배(NfH)와 동일하다. 카운터(U68)을 클럭하도록 

NfH를 사용하고 그것을 리셋하도록 fH를 사용하여, EPROM(U69)은 카운터(U68)로부터 11비트의 어드레스 버

스를 수신한다. EPROM(U69)는 수평픽셀(fixel)위치(EPROM(U69)에 프로그램된 바와 같은)를 출력할 수 있
다. EPROM(U69)의 출력은 : 예비-의사동기위치, 동기와이드닝위치, 새로운 버스트게이트위치, EOF펄스용 
의사동기위치에 대한 수평타이밍을 포함한다.

동기분리장치(U61)의  출력은  또한  525상태카운터(U63)를  리셋하는  필드  ID(프레임)펄스를 <216>
갖는다. 상태카운터(U63)는 PLL(U65)에 의한 수평주파수펄스에 의해 클럭되며 N카운터(U67)에 의해 나누
어진다. EPROM(U66)은 활성 TV필드내에 수평라인위치를 갖는다. 예를 들면: EPROM(U66)에서, Do는 라인

(22-253) 및 D1은 라인(254-262) 즉 수직변조펄스의 위치이다.

도 24b를 참조하여, 논리게이트(U610 내지 U614)는 아래와 같이 EPROM(U69 및 U66)의 데이터출력<217>
을 이용한다:

1) 예비-의사동기 및 동기와이드닝위치는 신호 DO를 통하여 게이트되어 예비-의사동기 및 와이드<218>
닝신호(H)가 라인(22-253)상에 있게 된다. 게이트(U613)의 출력은 이것을 행한다.

2) 라인(254 내지 262)상에만 동기와이드닝 더하기 라인(254 내지 262)상에만 부가된 의사동기펄<219>
스; U612출력은 이것을 달성한다. OR게이트(U614)는 게이트(U612 및 U613)의 출력을 결합하며 이것들을 
새로운 버스트게이트신호인 D3H와 논리합한다. 게이트(U614)의 출력은 스위치(SW600)을 제어하여: 예비-
의사동기(라인 22 내지 253), H동기 와이드닝(라인 22 내지 262에 새로운 버스트게이트)를 삽입한다.

3) D3H로부터의 새로운 버스트게이트신호는 또한 D3 활성필드펄스와 함께 증폭기(A65)를 경유한 <220>
fsc cw 신호와 AND게이트(U615)를 게이트한다. 게이트(U615)의 출력은 신호 D3H 및 D3이 높을 때만 온
(on)되는  색상  부반송파이다.  가변저항(R607)은  새로운  버스트레벨을  설정하고,  축전기(C607), 인덕터
(L607) 및 저항(R604)는 새로운 버스트엔벌로프(envelope)를 필터한다. U616는 예비-의사동기, 의사동기, 
와이드된 동기펄스만을 결합하여 진폭제어저항(R602  및 R603)을 경유하여 반전 가산증폭기에 가산한다. 
가산증폭기(A67)는:  예비-의사동기,  와이드된  H동기,  새로운  버스트,  및  의사동기를  가지며, 스위치
(SW205)는 일치하는 시간동안 증폭기(A67)의 출력을 스위치한다.

도 25a 내지 도 25h는 도 24a 및 도 24b의 회로의 다양한 점에서 라벨(label)된 바와 같은 파형<221>
을 도시한다.

도 24c는 세트-리셋 위상검출기(U70)와, 저항(R700) 및 축전기(C700)을 포함하는 저역통과필터<222>
(1kHz 보다 작은)와, 증폭기(A70) 및 연관된 소자(R702, C703, R703, R704 및 기준전압 Vbb)를 포함하는 

D.C.증폭기(250)와 함께 구비하는 버렉터 튜닝(varactor tuning) 다이오드 LC발진기(252)를 갖는 도 24a
의 발진기(U65)를 위한 일반적인 PLL 회로를 도시한다.

바둑판무늬  및  수직향상을  파기하는  다른  방법(Another  Method  of  Defeating  Checker  And <223>
Vertical Enhancements)

바둑판무늬 및 수직펄스를 파기하는 또다른 회로가 도 26에 도시되며, 여기서 는 스위치(SW103)<224>
의 저항이 낮으므로, 반드시 바둑판무늬 및 수직변조펄스는 감쇠되고/감쇠되거나 레벨시프트되거나 라인
단부(바둑판무늬)펄스 및 필드단부(수직변조)펄스의 하이-로우 상태의 평균전압(스위치 평균회로(260)로 
인한)인 전압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면, 만일 바둑판무늬 및 수직변조펄스가 30 IRE의 하이상태 및 0 IRE
의 로우상태를 가지면, 축전기(C1)는 대략 15 IRE ((30 IRE-0 IRE) OVER 2 = 15 IRE) 인 전압으로 충전될 
것이다. 스위치(SW103)는 게이트(U304)로 인하여 필드단부펄스 동안에 온(on)이고 라인단부에서 바둑판무
늬주기동안 온이므로,  이러한 기간동안 축전기(C1)전압은 대략 15  IRE레벨로 입력비디오신호를 무효화
(override)하여, 향상된 복사방지신호를 제거하는데 충분하다.

도 26에서, 향상된 복사방지 비디오신호는 입력증폭기(A1)에 공급되고, 입력증폭기(A1)는 회로<225>
(261)의 메모리 어드레스 번지카운터를 리셋하는 단기간 프레임 펄스(즉 10㎲)를 출력하는 동기분리장치
회로(258)로 출력한다. 동시에,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로부터의 의사동기펄스를 포함하는) 복합
동기는 수평 위상동기 루프회로(PLL)(U303)에 공급된다. PLL(U303)의 출력은 입력비디오의 전방포치 이전 
약 2㎲에서 시작하는 수평주파수 펄스이다. 회로(261)의 EPROM은 TV필드의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 
라인위치에 상관되는 출력을 갖는다. 원샷(U100)은 수평라인내에서 바둑판무늬 위치와 일치하는 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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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 한편, 원샷(U200 및 U300)은 U300의 출력이 수평라인내에서 필드단부펄스와 일치하는 펄스를 갖
는 펄스를 형성한다.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의 위치는 게이트(U202, U203)를 통하여 게이트되어 게
이트(U304)를 경유하여 "논리합"되어 입력비디오의 바둑판무늬(EOL) 및 필드단부펄스와 때를 맞춰 일치하
는 펄스를 출력한다. 스위치(SW103)는 이러한 일치시간동안 온하여 향상된 복사방지신호를 저항(Rs)을 거
쳐 감쇠시키고 (축전기(C1)를 거쳐) 평균하여, 증폭기(A2)로부터 더욱 시청가능한 신호를 출력한다.

또다른 파기방법은,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둑판무늬(EOL) 및 수직변조(EOF)펄스의 존재시<226>
에 음의 피크 또는 양의 피크 클리퍼회로 중의 하나 또는 모두를 스위치인하는 것이다. 입력복사방지된 
비디오는 버퍼증폭기(A6)에 의해 클램핑된다. EOF 및 EOL의 위치는 도 26의 회로에 의해 식별되고 OR게이
트(U305)로 입력된다. 다이오드(D1)는 바둑판무늬(하이)그레이패턴 및 수직변조 하이 그레이펄스를 양으
로 절단하여 더욱 복사가능한 리코딩이 되게 한다. 다이오드(D2)는 EOL 및 EOF펄스의 블랙(로우)레벨을 
음으로 절단하여 그레이 레벨이 되게 하여, 스위치(SW101, SW102)를 경유하여 더욱 복사가능한 리코딩이 
되게 한다. 증폭기(A7)는 스위치(SW101, SW102)의 작용을 버퍼하여 복사가능한 비디오신호를 출력한다.

제 3파기방법은, 바둑판무늬펄스 및 수직변조펄스를 감지하여 인버스펄스를 부가하는 것이다. 바<227>
둑판무늬패턴은 상 또는/및 하로 작용하며, 수직변조펄스는 상하로 작용하므로, 도 28의 회로는 EOF 및 
EOL펄스를 감지하여 무효로 한다.

바둑판무늬 또는 필드단부펄스를 거의 소거레벨(0 IRE)로 감소시키므로 무효로 하는 것이 비록 <228>
덜 효과적이라도, 무효로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욱 가시적인 화상을 일으킨다. (바둑판무늬 및 필드
단부펄스는 전체 제거를 위하여 약 20 IRE 이상인 것이 이상적이다는 것을 상기하라.) 따라서 무효화하는 
것은,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의 Hi 및 Lo 상태가 로우상태(0 IRE)로 되게 한다. 도 28은 무효화회로
를  도시한다.  도  26의  증폭기(A1)  출력으로부터의  비디오는  DC  복원되어  소자(C15,  D15,  Vb15,  R15, 
A246)을 거쳐 약 0V의 소거레벨을 가지며,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를 OR게이트(U247)를 거쳐 통과시
키는 스위치(SW124)내로 공급된다. 게이트(U247)는 도 26으로부터 게이트(U202, U203)을 거쳐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위치를 "식별되게" 한다. 인버터(A82)는 스위치(SW124)로부터의 신호를 반전시키고 (저항(R
1)을 경유하여 들어오고 저항(R2)를 경유한 이 반전된 바둑판무늬/필드단부펄스에 가산하여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를 무효화한다. (저항(R1 및 R2)의 값은 동일하다). 증폭기(A2)는 무효화된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로 이 비디오신호를 버퍼한다. (저항(Rb)은 DC 바이어스를 접지하도록 유지하여 증폭기
(A82)를 인버터한다.)

(EOL  및  EOF펄스에  반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파기방법은  100%로부터  80%까지(약 <229>
20%만큼) 피크활성비디오를 감쇠하고, 도 29a 및 도 29b의 파형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기진폭을 (약 50%
만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40 IRE로부터 약 60 IRE까지 복합동기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은 또한 
의사동기펄스가 40 IRE인 미국특허 제 4,631,603호에 기재된 종류의 의사-동기펄스도 파기가능하다. 연장
된 복합동기펄스로, 동기분리회로는 큰 동기펄스만을 분리하고 작은 동기펄스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의해 펄스쌍(의사-동기와 AGC펄스)은 감지되지 않을 것이다. 도 29a는 일 비디오라인에 대한 오리지
날 입력파형을 도시하다. 도 29b는 바둑판무늬 및 수직변조펄스에 대해 변조된 비디오라인파형을 도시한
다.

도 29b는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를 갖는 표준비디오의 약 50% 이상 변조된 동기진폭을 갖는 <230>
결과적인 파형을 도시한다. 복합동기신호가 크므로, 불법복사에 의한 감쇠는 불법복사를 시청하게될 때 
바둑판무늬 및 필드단부펄스가 어떤 영향을 일으키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수평 및 수직동
기는 더욱 커지도록 변조되므로, TV 또는 VCR동기분리장치는 트리거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도 30은 제 29b도의 파형을 제공하는 회로를 도시한다. 향상된 복사방지신호는 0.8의 이득을 갖<231>
는 증폭기(A84)에 입력된다. 이러한 입력신호는 또한 클램프되어 0V와 동일한 소거레벨을 갖는다. 동기분
리회로(302)는 복합동기(CS)를 아날로그스위치(SW210) 및 감쇠회로(300)에 출력한다. 감쇠회로(300)는 오
프셋전압(-V)을 경유하여 복합동기의 일반적인 논리레벨(즉 5V  peak-to-peak)을 감쇠한다. 감쇠회로(30
0)는 60 IRE(0V와 동일한 0 IRE를 갖는) 내지 -60 IRE레벨의 재생된 복합동기를 출력한다. 스위치(SW21
0)는 이러한 새 재생된 동기에서 스위치인하여 증폭기(A505)를 거쳐 도 29b와 같은 파형을 출력한다.

도  31의  회로에  도시된  다른  파기방법은  활성비디오라인을  추적하여  붙들어  두어(track  and <232>
hold) EOL펄스의 시작 이전에 바둑판무늬펄스를 활성비디오의 마지막값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도 31의 회로로 도 26의 회로에서 A1출력 및 U202출력을 사용함으로써, 추적하여 붙들어 둠으로<233>
써 바둑판무늬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바둑판무늬펄스의 시간동안 공지된 전압을 재삽
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물은 0 IRE이상이므로(특히 블랙레벨이 7.5 IRE인 NTSC에서), 
비디오를 추적하여 붙들어 둠으로써 일반적으로 7.5 IRE 보다 큰 레벨을 산출하며, 이러한 레벨이 바둑판
무늬위치에 재삽입되는 경우 이것은 바둑판무늬를 파기하기에 충분하다.

증폭기(A90)는 도 26의 증폭기(A1)으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한다. 증폭기(A90)는 100ns 내지 200ns<234>
의 지연(지연라인 또는 저역통과필터를 경유하여)을 가져, 게이트(U202)로부터의 펄스가 바둑판무늬펄스 
바로 직전에 100ns 내지 200ns의 동안의 비디오를 추적하여 붙들어 둔다. 스위치(SW310)는 항상 온되며 
바둑판무늬펄스의 시간동안에는 오프된다. 이에 의해, 증폭기(A92)출력은, 스위치(SW310)가 오프되고 축
전기(C107)가 2㎲동안 바둑판무늬시간동안 마지막 프로그램픽셀(대략 7.75 IRE 보다 큰)을 채울 때까지 
투명한(transparant) 비디오이다.

도 32a 및 도 32b의 파형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른 파기방법은 고주파수 신호를 EOF 및 EOL펄스<235>
에 더하여 고주파수 신호의 평균 DC레벨에 의해 효과적으로 레벨시프트하게 하는 것이다. 도 32a는 상부
파형에 EOF펄스를 포함하는 비디오신호를 도시하며, 하부파형에 0.1 내지 5MHz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수 
레벨 시프팅신호를 도시한다. 도 32a의 하부파형은 (예를 들어 3MHz의 주파수에서) 바둑판무늬펄스에도 
인가될 수 있다. 산출된 VCR 기록신호는 제 32b도에 도시되며, 파형부분은 주파수 3MHz를 갖는다. 부가된 
고주파수 신호는 VCR 이 평균 DC레벨에만 응답하게 하고, 따라서 EOF 및/또는 EOL펄스의 하이 및 로우상
태를 레벨시프팅하는 것이 비효과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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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이러한 향상법은 TV세트회로에도 마찬가지로 의존하므로, 제 3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236>
이러한 "향상방지"  (파기)회로(322)는,  만일  필요하다면 RF변조기(326)을  사용하여,  재생  VCR(320)  및 
TV(324) 사이에 접속가능하여, 불법테이프복사의 더욱 가시적인 상을 가능하게 한다.

수평  및  수직변조를  파기하는  예비-동기펄스(Pre-sync  Pulses  Defeating  Horizontal  And <237>
Vertical Modifications)

다음은 정상동기펄스보다 넓어진 대체물(즉 4.7㎲의 정상동기 대 6㎲ 내지 10㎲로 넓어진 동기)<238>
이 수직변조(필드단부) 및 바둑판무늬(라인단부)펄스를 각각 무효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10의 종래기술에 도시된 바와 같은 TV세트에 사용된 동기분리장치에서, 복합동기펄스는 입력<239>
동기분리장치 결합축전기(C)를 충전한다. 절단 임계값은 TV 라인당의 평균충전시간의 함수이다. 충전시간
이 클수록, "절단"점은 소거레벨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또한, 절단점은 저항(Rb) 및 축전기(C)로 인하여 

소거레벨 쪽으로 경사지므로, 라인단부펄스에 선행하는 동기펄스는 라인단부펄스 또는 필드단부펄스동안
의 절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아래로 기우는 경사를 발생시킨다.

도 34a는 미국특허번호 제 4,631,603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와 단지 바둑판무늬 복사방지향상<240>
을 포함하는 TV신호(반전된 비디오표시)에 대한 TV동기분리장치의 응답을 도시한다. TV동기분리장치 절단
점(328)은 "A" 영역(바둑판무늬영역)으로 명백히 떨어지며, 이에 의해 TV세트 화면상에 바둑판무늬패턴이 
생기는 온/오프 예비-동기펄스를 일으킨다.

도 34b의 파형은 정상적인 동기펄스보다 넓어진 결과를 도시한다, 결과적인 TV 동기분리장치 절<241>
단점(330)은 명백히 "A"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이에 의해 TV는 바둑판무늬패턴을 경험하지 않는다. 
색상버스트파형은 수평동기영역을 걸쳐서 "CBX" 영역에서 가산되어 TV 또는 VCR의 색상 록(lock)을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 35a, 35b는 각각 정상적인 비디오수평동기펄스 및 넓어진 동기펄스의 후반부에 부가된 재생된 <242>
색상버스트(CB)와 이러한 넓어진 수평동기펄스의 하강단부 이 후에 부가된 색상버스트를 갖는 넓어진 수
평동기펄스를 도시한다. 부가재생된 색상버스트는, TV가 동기의 상승 또는 하강단부를 벗어나는 색상버스
트를 트리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TV세트가 여전히 록(lock)할 색상버스트를 갖게 한다.

재생된 색상버스트는 수직변조펄스동기의 위치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도시되지 않는 <243>
TV필드의 저부에 나타난다.

다음은 동기펄스와 예비-동기펄스를 합하는 것이 필드단부 및 라인단부펄스의 영향을 무효화(파<244>
기)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동기 및 예비-동기펄스를 더하여, TV의 동기분리장치 결합축전기(C)는 더욱 충전한다. 이에 의해 <245>
동기분리장치회로의 절단점은 소거레벨로부터 멀리 이동하며, 라인단부펄스 및 필드단부펄스를 방지한다.

도 34c의 파형은 부가된 예비-동기펄스를 갖는 비디오를 도시하며; TV 또는 VCR 분리장치 절단점<246>
(331)은 라인단부위치로 향하지 않는다. 유사한 결과가 도 36c에서 의사동기펄스를 게이트인하는 수직변
조펄스에 대하여 도시된다. 도 36a는 정상적인 H동기폭 및 TV 동기분리장치 절단점(336)을 갖는 수직변조
펄스 "B"를 도시한다. TV동기분리장치의 절단점(336)은 수직변조펄스(B)내로 절단된다. 도 36b는 넓어진 
H 동기폭에 대응하는 파형을 도시하며, "B" 영역(수직변조펄스)내로 절단되지 않는 TV 동기분리장치 절단
점(338)을 갖는다.

후기-동기펄스를 부가하는 수평변조(Post-sync Pulses Additional Horizontal Modifications)<247>

도 37은, 불법복사가 미국특허 제 4,631,603호의 상술된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로 이루어질 때 <248>
복사방지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즉, 가시성을 더욱 저하하기 위해) 후기-의사 동기펄스를 부가하는 회
로를 도시한다.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와 함께 상술된 다른 향상법을 구비한 비디오는 저항(R9)에 입력된다. 증<249>
폭기(A1)는  입력비디오를 버퍼하여 축전기(C1)를  경유하여 동기분리장치(U6)로  접속한다. 동기분리장치
(U6)의  수직동기출력은  12비트  카운터(U1)를  리셋한다.  카운터(U1)는  수평동기에  의해  복합동기로 록
(lock)되는  PLL(U2)로  클럭된다.  EPROM(U3)은  후기-의사동기(PPS)가  나타나는  라인을  선택한다. 

EPROM(U3)에 의해 선택될 때, 후기-의사동기의 의사-랜덤 분포가 사용될 수 있다. 신호(DO)(EPROM(U3)의 
출력)는  적절히 원샷(OS3)을  저지한다.  동기분리장치(U6)로부터의 버스트게이트신호는 반전되어 축전기
(C2)  및 저항(R2)에 의해 저역통과필터된다. 전압(Vgen)은 축전기(C2)내로 신호(즉, 300Hz  삼각파형)에 
합산한다. 이것은 원샷(OS3)내에 시간변화에 따른 임계값 차분을 발생시켜 이에 의해 위치변화를 일으킨
다.  원샷(OS3)의  출력은  예를  들어  ±1㎲의  펄스위치변조를  갖는  고정펄스(즉,  1.5㎲기간)이다. 원샷
(OS3)의 출력은 스위치(SW1)를 경유하여 소거레벨로 비디오를 소거하고 가변저항(R7)에 의해 펄스를 가산
하여 후기-의사동기를 생성한다. 가산증폭기(A3)는 원샷(OS3)의 출력펄스를 반전시켜 부가된 후기-의사동
기펄스의 올바른 형상을 유지한다. 도 38a 내지 도 38e는 도 37의 회로의 라벨된 것과 같이 여러 점에서
의 파형을 도시한다. 후기-의사동기의 진폭은 VGen2 및 곱셈증폭기인 전압제어증폭기(A41)를 경유하여 변
조된 진폭일 수 있다. 증폭기(A41)의 출력은 VGen2에 따라 다양한 진폭을 가지며, 후기-의사동기펄스가 
오프일 때 OV가 된다.

후기-동기향상에  대한  파기방법  및  장치(Defeat  Method  And  Apparatus  For  Post  Sync <250>
Enhancement)

도 39a는 축전기(C1)에 의해 동기분리장치(U1)에 결합되는 상술된 후기-의사동기펄스(PPS)를 포<251>
함하는 "비디오인"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파기회로를 도시한다. 즉, 도 39a의 회로는 PPS펄스의 효과를 감
소시키거나 제거하여, 비디오신호가 리코딩가능하게 한다. 동기분리장치(U1)는 복합동기를 수평위상동기
루프(U2)에 공급한다. H PLL(U2)은 후기-의사동기펄스의 영역(버스트 이후)에서 시작하도록 위상이 조절
된다. 원샷(U3)은 H PLL(U2)을 트리거오프하여 후기-의사동기펄스를 포함하는 펄스를 생성한다. 원샷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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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장치(U1)로부터의 수직동기는 라인(4)로부터 라인(21)까지 연장된 TV로부터 펄스를 생성하기 위한 동
기분리장치(U4)를 트리거하며, 원샷(U4)은 라인(22)부터 라인(262)까지 활성필드펄스를 생성하기 위해 원
샷(U5)을  트리거한다.  원샷(U5)의  출력(수직귀선소거기간의  보수이다)은  AND게이트(U10)를  게이트하여, 
게이트(U10)의 출력이 활성 TV필드동안에만 온되게 한다.

이에 의해 게이트(U10)의 출력은 활성필드동안 후기-의사동기펄스의 위치를 지시한다. 도 39b, <252>
39c, 39d는 도 39a의 회로의 세 점에서 라벨된 파형이다.

도 40a는 PPS신호와 동시에 생기는 펄스(PPSD)를 생성하고 아날로그 배율기(U6)(부품번호 1494)<253>
를 경유하여 레벨시프팅하여 후기-의사동기펄스를 파기하도록 사용된 도 39a의 게이트(U10)의 출력신호를 
도시한다. 배율기(U6)는 후기-의사동기 파기펄스인 U10의 출력이 존재하는 동안 이득을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킨다. 신호(VID1)가 배율기(U6)에 제공될 때, 동기팁은 VID1에서 OV 이다. 정확한 시간에 이득을 증
가시킴으로써,  도  40b의  파형 Z가  얻어진다.  VID1  대신 배율기(U6)내에 신호 VID2를  사용하고 게이트
(U10)를 사용하여, 배율기(U6)는 U10의 출력의 양진행펄스를 감쇠하도록 재구성되며, 이득은 정확한 시간
에 감소되어 도 40c의 파형 Y를 생성하여, 상기 처리를 파기한다.

도 40d의 회로의 아날로그 스위치(SW220)내에 신호 VID2를 사용함으로써, 게이트(U10)의 출력은 <254>
기준전압을 삽입하기 위하여 스위치(SW220)을 제어한다. 만일 VR이 OV이면, 도 40e의 파형 X는 소거된 후
기-의사동기가 된다. 만일 VR이 동기팁전압(즉, -40IRE)에 있으면, 고정된 진폭 및 위치의 부가적인 H 동
기펄스를 산출하는 도 40f의 파형 U가 생성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TV세트에 정적인 수평화상오프셋이 생
기지만 후기-의사동기가 존재할 경우 생기는 "흔들림(waviness)"은 생기지않게 한다.

도 40g의 회로내의 증폭기(A6)에 게이트(U10)의 출력을 합산함으로써, 레벨시프팅이 후기-의사동<255>
기펄스를 파기하도록 발생하며, 이에 대한 파형은 도 40b에 도시된다. 도 40h는 PPS의 위치 및 레벨시프
팅을 식별한다.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파기하기 위하여 후기-의사동기펄스를 좁히는 것은 동기를 절단하여 행해<256>
진다. 도 4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증폭기(A7)는 노치필터(R100 인덕터(L100) 및 축전기(C100))로 인하여 
노치아웃된 색상 부반송파를 갖는 비디오 VID2를 수신한다. 증폭기(A7)출력은 Vbb2를 대략 -10 IRE로 설정

하여 정상동기 및 후기-의사동기 모두를 절단한다. AND게이트(U7) 및 게이트(U10)(도 39a)로부터의 PPS를 
사용하며, 게이트(U7)는 반전되지만 논리레벨에서 오리지날 후기의사동기펄스와 동일한 펄스를 출력한다. 
원샷(U8)은 후기-의사동기펄스의 펄스주기의 90%보다 크게 시간이 정해지고 스위치(SW224)를 제어하여 후
기-의사동기펄스의 상승구간을 90% 이상 절단한다. 그 결과 도 4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우 좁은 후기-
의사동기 펄스를 도시하는 "비디오 아웃 DO"을 발생하여, 어떠한 비디오장치(즉, VCR 또는 TV세트)에서도 
반응하지 않게 한다. 또한 게이트(U7)(도 41a)의 출력을 도 40g의 증폭기(A6)에 저항(R6)을 경유하여 합
산함으로써, 이것은 도 40h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벨 시프트된 과거의 의사동기가 생성된다. 이러한 방법
은 후기-의사동기펄스진폭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무효화하여, 감쇠된 후기-의사동기를 생
성할 수 있다.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신호의 효과를 감소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ducing <257>
Effects Of Basic Anticopy Process Signals)

다음은 의사동기 및 AGC(즉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부가펄스(상술된 바와 같은)를 포함하는 기본<258>
적인 복사방지처리신호가 효과적으로 감소되면서, 이러한 부가된 펄스를 변경하지 않는 방법 및 장치를 
설명한다. 부가된 펄스의 효과를 오프셋하기 위하여 펄스내로잉하거나 레벨시프팅하거나 또는 진폭감쇠를 
경유하여 부가된 펄스를 변경하는 상술된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본 방법은 AGC 및 의사동기펄스로 인한 
이득감소에 반작용하는 다른 펄스를 더욱 부가하여 부가된 펄스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미국특허 제 4,631,603호는 VCR의 AGC회로가 동기 및 백포치샘플을 사용하여 들어온 비디오신호<259>
진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아주 높은 레벨의 백포치를 갖는 추가 동기펄스를 부가하여, 이
득감소가 발생한다. VCR의 AGC회로는 동기진폭을 연속해서 샘플링하므로(동기샘플 및 백포치샘플을 경유
하여), 본 방법은 소거레벨로부터 소거레벨 아래로(즉 NTSC 비디오에 대해 약 -20 IRE 단위로) 모든 백포
치레벨을 이동시킴으로써 다소의 복사방지신호를 무효화한다. 본 발명으로 AGC 및 의사동기펄스를 포함하
는 복사방지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TV필드의 저부에 있는 영역에 추가 의사동기펄스를 부가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러한 "추가(extra)" 의사동기펄스는 소거레벨 아래의 펄스에 의해 후속된다.

도 42a를 참조하여, 기본적인 복사방지비디오("비디오인")는 동기분리장치(U2)(부품번호 LM 1881 <260>
또는 이와 동등물)에 결합된다. 동기분리장치(U2)로부터의 복합동기는 동기의 하강단부를 3㎲ 원샷(U3)으
로 트리거한다.

동기분리장치(U2)로부터의 수직동기는 원샷(U4 및 U5)를 트리거하여, 활성필드펄스 및 원샷(U3)<261>
의 출력을 "논리합(and)"하는 AND게이트(U1)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활성필드펄스를 형성한다. 그러면 게이
트(U1)의 출력은 활성 TV필드동안 3㎲백포치펄스가 된다.(대안적으로, 원샷(U4 및 U5)는 불필요하며 원샷
(U3)출력이 저항(R6)로 직접 향하게 하여 U1, U4 및 U5를 제거한다). 저항(R6)은 비디오입력의 백포치로
부터 레벨을 감하는 음가산저항이다. 입력증폭기(AO)는 비디오입력을 버퍼하고 동기팁 DC복원회로를 형성
하는 전압(Vb), 축전기(C3), 다이오드(D1), 및 저항(R3)에 연결된다. 피드백 증폭기(A3)의 출력은 저항
(R7)에 공급되며; 이러한 출력은 낮아진 백포치(후방포치, back porch)를 갖는다. (도 42a에 라벨된 바와 
같은 다양한 위치에 신호를 나타내는 도 43a 내지 도 43g 참조.)

도 42b의 회로는 도 42a의 회로의 저항(R7)로부터 비디오아웃 1신호를 수신하고 각 TV필드의 회<262>
로의 마지막 10 또는 11라인을 소거레벨 아래, 즉 -10 IRE 내지 -30 IRE의 연속적인 AGC펄스로 쌍을 이룬 
의사동기펄스를 포함하는 TV라인으로 대체한다. 도 42a의 다이오드(D1)의 애노드로부터의 비디오는 0 IRE 
소거레벨에 대해 0 볼트로 DC 복원된 비디오를 포함한다. 도 42b의 증폭기(A2)는 이러한 비디오를 증폭하
여 수평동기 록 발진기(U11)에(발진기 CA 31541의 핀 1을 사용하여, 여기서 증폭기(A2)로부터의 동기팁은 
7V에  있다)  연결한다.  발진기(U11)의  출력은  32H  위상동기루프이며  약  503  kHz  주파수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러한 503 kHz 출력신호는 증폭기(A3)에 의해 논리레벨로 증폭되고 이진분배기(U10)에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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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증폭기(A4)는 -20 IRE 내지 -40 IRE 진폭의 대략 2㎲ 온 및 2㎲ 오프의 방형파신호를 출력한<263>
다. 전압 Vbb2 및 저항(R9)는 적당한 DC오프셋 전압을 세트하는 반면, 저항(R10 및 R11)은 적당한 진폭을 
세트한다. 도 42a에서,  원샷(U6)은 활성수평라인의 시작부로부터 32㎲기간의 활성라인펄스를 생성한다; 
원샷(U7, U8)은 수직동기펄스에 의해 트리거되어 활성 TV필드의 마지막 11라인동안 하이로 된다. 도 42b
의 AND게이트(U9)는 이에 의해 TV필드의 마지막 11 수평활성라인(여기에는 의사동기 및 AGC펄스가 일반적
으로 위치되지 않는다.)동안 -20 IRE 내지 -40 IRE의 레벨의 4㎲ 주기방형파를 게이트인한다. 증폭기(A5) 
및 저항(R12)은 낮아진 백포치펄스 및 새로운 의사동기 및 낮아진 음 AGC펄스로 변조된 복사방지신호를 
출력한다.

도 42a 및 도 42b의 회로에 의해 제공되는 변조된 비디오신호는, VCR의 AGC증폭기가 부정확하게 <264>
측정하게 한다. 감소된 레벨의 AGC펄스로 쌍을 이룬 의사동기펄스(및 낮아진 백포치를 갖는)의 이러한 측
정에 의거한 결과로, VCR에 저레벨의 비디오신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에 의해 VCR은 AGC증폭기
의 이득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를 경유하여 AGC VCR증폭기의 이득감소를 오프셋한
다. EOF위치에 부가된 각각의 의사동기펄스는 일 실시예에서 EOF(수직)변조를 제거하도록 각각의 부가된 
의사동기펄스의 하강단부에 후속하는 적어도 약 2㎲의 소거레벨(0 IRE)을 갖는다. 이것은 앞에서 다양하
게 설명된 바와 같은 스위치 또는 파형대체회로에 의해 달성된다. 만일 EOF변조의 하이상태가 10 내지 20 
IRE 보다 큰 진폭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유용하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소거레벨의 부재시, EOF변조효과는 
감소되지만 종래의 기본적인 복사방지처리효과는 증가되어, EOL변조를 증가시키고 전체적인 복사방지처리
의 제거를 방지한다.

본 발명의 상술된 내용은 예시하는 것이며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변형은 <265>
이러한 기술내용에서 해당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분명해질 것이며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사 방지 신호에 의해 진폭이 감소된 비디오 신호가 복사본에 기록될 때, 화상을 더 저하시키기 
위해, 상기 복사방지된 비디오신호를 변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일부를 동기신호 이전에 상기 비디오신호의 오우버스캔부의 위치에서 소거시
키는 단계와;

상기 동기신호의 발생이전에 비디오 리트레이스를 나타내는 파형을 상기 소거된 위치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부가단계는, 상기 소거단계이전에 활성 비디오를 포함한 상기 비디오 신호의 일부에만 
상기 파형을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부가단계는, 활성비디오기간동안에, 그리고 상기 비디오신호중 선택된 라인의 수평소거
기간의 적어도 일부동안에 상기 파형을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
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은 상기 비디오신호의 오우버스캔부에 위치된 음 진행 전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부는 적어도 상기 비디오신호의 블랙 레벨로 하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부는 상기 비디오 신호의 복수의 연속 라인상에 발생하여, 표시되는 비디오 신호에 블
랙 사각형을 형성하고 그 뒤에는 이러한 전이부 없는 복수의 연속 라인이 뒤따르게 되어 그러한 복수의 
사각형들이 하나의 비디오 필드내에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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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이부의 위치를 연속 라인상에서 시프트시켜, 텔레비젼 모니터상에 보여질 때 바둑판무늬 
패턴이 수직으로 시프트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부의 위치는 상기 비디오 신호의 필드율의 약 3배 내지 5배의 범위의 주파수에서 시프
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한 전이부가 없는 적어도 몇 개의 라인은 각각 활성 비디오 레벨로부터 그레이레벨로의 전이
부를 가지며, 상기 전이부는 그 라인내에서 수평 동기 신호 이전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은 상기 비디오신호의 오우버스캔부에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
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연속된 필드에서, 활성 비디오레벨로부터 그레이레벨로의 전이 대신에 상기 
복수의 블랙사각형을 반전(invert)시키는 단계와, 이전의 필드에서 활성 비디오레벨로부터 그레이레벨로
의 상기 전이부를 가지는 라인은 블랙 사각형을 형성하도록 반전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반전은 
상기 비디오신호의 필드율의 배수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는 수직동기신호이고, 상기 파형은 수직 리트레이스를 나타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은 상기 필드의 하측부에서 상기 복사방지된 비디오신호의 필드에서 활성비디오중 적어
도 마지막 두 개의 라인에 부가되고, 상기 파형은 텔레비젼 세트가 상기 필드에서 수직동기신호의 재발생 
이전에 수직으로 리트레이스되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의 위치를 연속 비디오 필드에서 변경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은 각 연속 필드에서 소정 갯수의 라인으로 스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파형으로 상기 수직소거기간중 적어도 처음 두개의 라인을 대체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은 상기 비디오신호의 필드의 종단부에 위치된 적어도 두개의 라인에 삽입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거단계는 활성 비디오만을 소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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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법.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 아래에서 연장되는 진폭을 가지는 복수의 펄스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발생된 펄스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비디오신호 중의 선택된 활성비디오라인에 부가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부가된 펄스는 수평동기펄스 다음에 오며 또한 상기 선택된 활성 비디오
라인 중 하나의 활성 비디오부분의 개시보다는 선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활성 비디오라인은 의사-임의적(pseudo-randomly)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21 

복사 방지 신호에 의해 진폭이 감소된 비디오 신호가 복사본에 기록될 때, 상기 복사 방지된 비
디오의 복사가 재생되면 화상을 더 저하시키도록, 상기 복사방지된 비디오신호를 변조시키는 방법에 있어
서,

비디오 리트레이스를 나타내는 형태의 파형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파형을, 상기 비디오신호중 적어도 하나의 수평 라인내의 동기 신호 이전의 위치에서 그 위
치에 존재하는 활성 비디오신호 대신에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
법.

청구항 22 

복사 방지 신호에 의해 진폭이 감소된 비디오 신호가 복사본에 기록될 때 화상을 보다 저하시키
도록, 상기 복사방지된 비디오신호를 변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리트레이스를 나타내는 형태의 파형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비디오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수평라인 내의 상기 비디오신호의 동기신호 뒤에 이어지는 위
치에서 상기 파형으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는 상기 비디오신호의 오부버스캔부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 제공 단계는,

교대의 블랙 및 그레이 영역의 패턴을 상기 비디오신호의 필드의 활성비디오부의 오우버스캔부로 
삽입하는 단계와;

연속 필드에서 사각형의 위치를 시프트시켜, 표시된 비디오신호에서 이동변위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복사방지방법.

청구항 24 

복사 방지 신호에 의해 진폭이 감소된 비디오 신호가 복사본에 기록되게 할때, 상기 복사 방지된 
비디오의 복사가 재생되면 화상을 더욱 저하시키도록, 상기 복사방지된 비디오신호를 변조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내의 동기신호 이전의 위치에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활성 비디오의 일부를 결정하
는 제어회로와;

소정의 파형을 발생하는 펄스발생기와;

상기 비디오신호의 상기 결정된 일부에 상기 발생된 소정의 파형을 부가하는 혼합회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장치.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는 선택된 비디오 필드의 활성 비디오의 마지막 몇개의 라인 각각의 적어도 일부를 
소거하고, 상기 파형은 비디오 그레이 레벨 파형이고, 상기 혼합회로는 상기 발생된 파형이 부가되지 않
는 연속의 비디오필드가 뒤따르는, 연속의 비디오 필드에서 부가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디오신호 변조장치.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는 또한 상기 선택된 비디오필드에 바로 뒤따르는 상기 수직 소거기간에 활성 비디
오중 제 1의 몇개의 라인 각각의 적어도 일부를 소거하고, 상기 발생된 파형은 상기 각각의 적어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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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신호 변조장치.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비디오신호중  소정의  라인의  상기  수평소거기간의  적어도  일부를 
소거하고, 상기 발생된 파형은 상기 수평소거기간의 적어도 일부에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신호 변조장치.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수평동기 신호 이전의 위치에서 상기 복사방지된 비디오신호의 적어도 하
나의 수평 라인의 일부를 그 라인에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오우버스캔부에서 소거하고;

상기 펄스 발생기는 상기 비디오신호중 적어도 블랙레벨로 하강하는 음 진행전이부인 파형을 발
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장치.

청구항 29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회로는 상기 발생된 파형을 상기 비디오신호의 복수의 연속 라인에 부가하여, 블랙 사
각형을 형성하고, 뒤이어 그레이레벨이 삽입된 복수의 연속라인에 상기 발생된 파형을 부가하고, 복수의 
블랙 및 그레이 사각형은 비디오필드에서 바둑판무늬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
조장치.

청구항 30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회로는 상기 발생된 소정의 파형을 상기 결정된 활성비디오의 상기 결정된 일부내로 스
위칭하는 스위칭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 변조장치.

청구항 31 

비디오 신호에 부가되며 비디오 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에 위치되어 있고 비디오 동기신호가 출현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비디오 리트레이스를 발생시키는 유형의 복사방지펄스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
서,

소정의 레벨의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복사 방지펄스를 상기 발생된 신호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
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레벨은 상기 비디오신호의 피크 화이트의 적어도 약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
방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는 수평 동기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는 수직 동기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35 

비디오 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에 존재하며, 적어도 몇개의 비디오 필드의 종단부와 활성비디오부
에서 적어도 몇 개의 비디오 라인의 종단부에 위치된 복사방지펄스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수평동기펄스 선단를 소정의 레벨로 회복시키는 동기레벨회복회로와;

상기 비디오신호의 적어도 몇개의 라인의 종단부에서 제 1의 소정기간의 제어신호와, 상기 비디
오신호의 적어도 몇개의 필드의 종단부에서 제 2의 소정기간의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회로와;

상기 제어펄스에 의해 제어되어 특정의 신호레벨을 상기 회복된 비디오신호로 스위칭하여, 허용
되는 레코딩이 행해지게 하는 스위치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의 신호레벨은 상기 회복된 비디오신호의 피크 화이트레벨의 적어도 20%인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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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37 

동기펄스에 앞서, 비디오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에 부가된 복사방지 펄스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
서,

상기 활성 비디오부인 동안에 소정 기간의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논리회로와;

상기 제어펄스에 의해 작동되어 소정의 신호를 상기 활성 비디오부에 결합시켜, 허용가능한 레코
딩이 상기 비디오신호로 행해지게 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는 상기 비디오신호의 수평 및 수직 소거기간 출현 바로 이전의 시간에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신호는 상기 비디오신호의 피크 화이트의 적어도 약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
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를 소정의 수평동기펄스 선단레벨로 회복시키는 회복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회복된 비디오신호는 상기 제어펄스에 의해 작동되는 회로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1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펄스에 의해 작동되는 회로는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2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펄스에 의해 작동되는 회로는 레벨시프팅 펄스신호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복사방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43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펄스에 의해 작동되는 회로는 상기 소정 기간동안의 활성 비디오부를 상기 소정의 신호
로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4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펄스에 의해 작동되는 회로는 수평의 소거기간펄스를 발생하고 상기 활성 비디오부중 
적어도 하나에 뒤따르는 수평 소거기간을 발생된 수평 소거기간펄스로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
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5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회로는 상기 소정의 신호를 결합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다극 스위
치를 포함하고,

상기 다극 스위치는, 제 1 위치에서는 소스비디오 신호를 변경없이 통과시키나, 제 2 위치에서는 
상기 소정의 신호를 스위치-인하고 상기 소스 비디오신호를 스위치-아웃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
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6 

비디오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에 존재하며, 활성비디오부에서 적어도 몇개의 비디오라인의 종단부
에 위치되어 있는 복사방지펄스를 레벨시프트에 의해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몇몇의 비디오라인의 종단부에서 또한 상기 복사방지펄스의 개시부에서 제어신호를 발생
시키는 타이밍회로와;

상기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각 비디오라인 각각에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 위의 특정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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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펄스를 발생하는 펄스발생기와;

상기 발생된 펄스를 상기 비디오신호에 부가하여, 각 비디오라인의 종단부의 레벨을 증가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각 비디오신호의 종단부에서 제 2의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 2의 타이밍회로와,

상기 제 2의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 위의 특정 레벨을 가지는 제 2의 
펄스를 발생하는 제 2의 펄스발생기와;

상기 발생된 제 2의 펄스를 상기 비디오신호에 부가하여, 각 비디오필드의 종단부의 레벨을 증가
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8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에 존재할 수평동기펄스보다 더 긴 기간을 가지는 수평동기펄스를 발생하는 발생
기와;

상기 비디오신호에 존재하는 상기 수평동기펄스를 상기 발생된 수평동기펄스로 대체시키는 스위
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49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발생기는 상기 비디오신호의 신호레벨를 특정의 값으로 배가시키는 전압 제어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장치.

청구항 50 

비디오 신호에 부가되고, 상기 비디오 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에 위치되어 있으며, 비디오 동기 신
호의 출현 이외의 시간에서 비디오 리트레이스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 복사방지펄스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동기신호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비디오 동기신호의 진폭을 가지는 펄스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비디오동기신호의 출현 바로 이전에 상기 발생된 펄스를 상기 비디오신호에 부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동기신호는 수평동기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제거방법.

청구항 52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동기신호는 수직동기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53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동기신호와 결합하는 상기 부가된 펄스는 톱니 파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
스 제거방법.

청구항 54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된 기간 비디오 동기신호에 색상버스트를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펄스 제거방법.

청구항 55 

비디오 동기펄스의 출현이외의 시간에서 비디오 리트레이스되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비디오
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에 위치되어 있고, 또한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 아래에 연장되어 수평동기펄스
와 각 비디오 라인의 활성 비디오 개시사이에서 비디오신호중 선택된 수평 비디오라인에 위치된 부가 펄
스를 포함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부가된 펄스의 위치에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부가된 펄스를 감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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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56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단계는 상기 부가된 펄스를 소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
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57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단계는 상기 부가된 펄스의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
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58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단계는 상기 부가된 펄스의 레벨을 상기 소거레벨에 비례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59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단계는 상기 부가된 펄스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60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단계는 상기 부가된 펄스 각각의 위치를 각 수평 비디오 라인의 수평 동기펄스에 상대
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61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단계는:

상기 고주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발생된 고주파수신호를 상기 비디오신호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62 

비디오 동기펄스의 출현이외의 시간에서 비디오 리트레이스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비디오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에 위치되어 있고, 또한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 아래에 연장되어 수평동
기펄스와 각 비디오 라인의 활성 비디오개시사이에서 비디오신호 중 선택된 수평 비디오라인에 위치된 부
가 펄스를 포함하는 형태의 비디오복사방지처리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가된 펄스의 위치에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논리회로와;

상기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부가된 펄스를 감쇠하는 감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63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기는 상기 부가된 펄스를 소거하는 소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
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64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기는 상기 부가된 펄스의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65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기는 상기 부가된 펄스의 레벨을 상기 소거레벨에 따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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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기는 상기 부가된 펄스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67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기는 상기 부가된 펄스 각각의 위치를 각 라인의 수평 동기펄스에 상대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68 

비디오 신호 펄스를 부가하는 복사방지처리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의 활성 비디오부의 적어도 일부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단계와;

상기 비디오 신호의 동기 펄스의 진폭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
지처리 제거 방법.

청구항 69 

펄스를 비디오 신호의 소거 기간에 부가한 비디오 복사방지처리의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
서,

소거레벨에서의 진폭을 가지는 비디오신호의 백포치부를 상기 소거레벨 아래의 진폭을 가지는 신
호로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복사방지처리효과 제거방법.

청구항 70 

제 69항에 있어서,

상기 소거레벨 아래의 진폭은 약 -20 IRE 유닛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효과 제
거방법.

청구항 71 

제 69항에 있어서,

복수의 음 진행 펄스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음 진행 펄스를 상기 비디오신호중 적어도 몇몇 필드의 마지막 열 개의 활성 라인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복사방지처리효과 제거방법.

청구항 72 

제 69항에 있어서,

각 부가된 음 진행 펄스에 뒤따르는 비디오신호부를 소정의 기간동안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
벨에 있게 변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복사방지처리효과 제거방법.

청구항 73 

제 69항에 있어서,

상기 대체단계는 음 레벨시프트펄스를 상기 비디오신호의 백포치부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복사방지처리효과 제거방법.

청구항 74 

음 진행 펄스 및 양 진행 펄스를 비디오신호의 소거기간에 부가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를 제거
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를 시청가능한 복사본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적어도 몇개의 비디오라인의 특정부(이 특정부에 상기 부가된 펄스가 존재)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 아래로 상기 특정부의 레벨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75 

제 74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부는 상기 비디오라인 각각의 백포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
리 제거방법.

청구항 76 

제 74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은 약 -20 IRE 유닛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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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7 

제 74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된 펄스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비디오신호의 각 필드의 일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복수의 음 진행 펄스를 발생하는 단계와;

약 -10 내지 -30 IRE의 레벨을 가지는 복수의 양 진행 펄스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발생된 음 및 양 진행 펄스를 각 필드중 상기 결정된 부분에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방법.

청구항 78 

쌍을 이루는 음 진행 펄스 및 양 진행 펄스를 비디오신호의 소거기간에 부가하는 복사방지처리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의 진폭을 가지는, 비디오신호의 백포치를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백포치부를 상기 소거레벨아래의 진폭을 가지는 신호로 대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79 

제 78항에 있어서,

복수의 음 진행 펄스를 발생하는 발생기와;

상기 복수의 음진행 펄스를 상기 비디오신호중 적어도 몇개의 필드의 마지막 열개의 라인에 부가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청구항 80 

비디오신호의 소거기간에 펄스를 부가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신호의 소거레벨 아래의 신호를 발생하는 발생기와;

상기 부가된 펄스가 존재하는, 비디오신호의 적어도 몇개의 라인의 특정부의 기간을 결정하는 타
이밍회로와;

상기 발생된 신호를 상기 결정된 기간에 상기 비디오 신호에 부가하는 부가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복사방지처리 제거장치.

요약

본 발명은 비정상적인 낮은 진폭의 비디오신호가 불법복사물 상에 기록되게 하는 비디오 복사방
지처리향상법에 관한 것이다. 일 형태의 향상법은 텔레비젼화상의 오우버스캔부에 도입되어, 수평 또는 
수직동기신호 직전에, 텔레비젼수신기 또는 비디오테이프레코더에 나타나는 음진행파형이 동기신호가 되
게 하여, 이에 의해 초기에 수평 또는 수직리트레이스를 발생시킨다. 일 형태는, 불법복사가 재생되는 TV
세트가 정상적으로 선택된 라인 보다 이전에 이러한 라인상에 화상정보를 연속적으로 수평시프트하여 수
평으로 리트레이스하게 하는 그레이 및 블랙영역이 교차하는 바둑판무늬패턴을 (화상의 우측 오우버스캔
부에) 제공한다. 이것은 화상의 가시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킨다. 다른 형태에서, 화상정보의 하부 오우
버스캔부의  그레이패턴은  수직화상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다른  형태에서,  선택된  수평동기신호는 

좁아지며, 불규칙한 수직리트레이스를 일으킨다. 또한 비디오신호로부터 이러한 향상법을 제거하거나 감
쇠하는 장치가 제공되어 복사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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