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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비디오신호의 스캔콘버터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원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구성도.

제2도-제4도는 그 설명을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입력단자                            3 : 프레임메모리

4 : 동기분리회로                      5,6 : 전환스위치

9,16,31 : PLL회로                  13,15,20,21,35 : 분주기

14 : 기입제어회로                    22,23 : 비교기

24,25 : 앤드회로                     26 : 업다운 카운터

27,28 : ROM                          29 : 표시기

36 : 래치회로                          37,39,40 : D/A변환기

38 : 판독제어회로                    43 : 출력단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입력비디오신호와는  다른  수평주파수의  출력비디오  신호를  얻는  비디오신호의 스캔콘버
터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은  수평주파수가 fH1 의  입력비디오신호를  수평주파수가  실질적으로 fH2 의  출력비디오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에  있어서,  수평주파수비 fH1/fH2 를  n/m(m,n은  각기  정수(整數))에  가깝도록  하여 입력

비디오신호의  수평동기신호의  m/n배의  수평주파수신호를  얻고,  이  수평주파수신호에  동기하여 메모
리판독을  제어하여  출력비디오신호를  얻도록  하므로써,  수평주파수 fH2 가 fH1 의  정수배는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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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주파수가 fH2의 출력비디오신호를 양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래,  입력비디오신호와는  상이한  수평주파수의  출력비디오신호를  얻는  스캔콘버터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이  종래의  스캔콘버터장치는  인터레이스의  비디오신호를  배속(倍速)  논인터레이스의 비디오신
호로  변환하는  등  입력비디오  신호를  수평주파수가  2배(정수배)인  비디오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런데  각종  컴퓨터의  출현에  의해,  비디오신호의  수평주파수는  예를들면  15kHz-64kHz  부근까지 가
지각색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수평주파수가  상이한  비디오신호를  1개의  모니터수상기로  재생하는데는  수평주파수가 임
의인  입력비디오신호를  수평주파수가  있는  고정치의  출력비디오신호로  변환하는  스캔콘버터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출력비디오신호의  수평주파수 fH2 가  입력비디오신호의  수평주파수 fH1 의  정수배가  아닐때는 신

호의 보간(補間)이 곤란하게 되어 신호변환이 되지않는 문제가 있다.

본원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수평주파수 fH2 가 fH1 의  정수배가  아니더라도  수평주파수가 

fH2의 출력 비디오신호를 양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은  입력비디오신호 SV1 을  그  수평동기신호 HD1 에  동기시켜서  메모리(3)에  기입하고, 입력비

디오신호 SV1 과  출력비디오신호 SV2 의  수평주파수비 fH1/fH2 를  n/m(m,n은  각기  정수)에  가깝게  하고, 

입력  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동기신호 HD1 를  PLL회로(16)에  입력하여  m/n배의  수평주파수신호 HD2 를 

얻으며,  이  수평주파수신호 HD2 에  동기하여  메모리(3)의  판독을  하여  출력비디오신호 SV2 를  얻도록 

한 것이다.

상술한  구성에  있어서,  수평주파수신호 HD2 의  주파수는 fH1× ≒f H2  (목표수평주파수)로  된다. 

따라서  수평주파수신호 HD2 에  동기하여  메모리(3)의  판독을  하므로,  수평주파수가  실질적으로 fH2 의 

출력비디오신호 SV2를 얻을 수 있다.

이하, 제1도를 참조하여 본원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메모리에의 기입에 대한 설명

제1도에  있어서,  (1)은  입력단자이고,  이  입력단자(1)에는  수평주파수가 fH1 의  비디오신호 SV1 이 공

급된다. 이 비디오신호 SV1은 A/D변환기(2)를 통해서 프레임메모리(3)에 공급된다.

또한  비디오신호 SV1 은  동기분리회로(4)에  공급된다.  이  동기분리뢰로(4)로부터의  수평동기신호 HD1

과  수직동기신호  VD는  각기  전환스위치(5),(6)의  A측  단자에  공급된다.  또  (7),(8)은  동기신호가 공
급되는  입력단자이고,  이들  입력단자(7),(8)에는  수평동기신호 HD1 과  수직동기신호  VD가  공급된다. 

이들  수평동기신호 HD1 과  수직동기신호  VD는  각기  전환스위치(5),(6)의  B측  단자에  공급된다. 전환

스위치(5),(6)은  동기신호 HD1 ,  VD가  동기분리회로(4)에서  얻어지는  경우에는  A측에  접속되며,  한편 

동기신호 HD1, VD가 입력단자(7),(8)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B측에 접속된다.

전환스위치(5)에서 얻어지는 수평동기신호 HD1은 PLL회로(9)를 구성하는 위상비교기(10)에 

공급된다.  이  위상비교기(10)으로부터의  비교오차신호는  로패스리필터(low  pass  filter)(11)을 통하
여  전압제어형  가변주파수발진기(이하  "VCO"라  함)(12)에  제어신호로서  공급된다.  그리고  VCO(12)의 
출력신호 S1 은  분주비  1/A의  분주기(分周器)(13)을  통해서  위상비교기(10)에  공급된다.  따라서 수평

동기신호 HD1 의  주파수가 fH1 일때,  출력신호 S1 의  주파수는 A×fH1 로  된다.  A의  값은  예를들면 640으로 

된다.

 VCO(12)의  출력신호 S1 은  A/D변환기(2)에  클록으로서  공급되는  동시에,  기입제어회로(14)에 공급된

다.  또한  이  제어회로(14)에는  전환스위치(6)에서  수직동기신호  VD가  공급된다.  이  제어회로(14)에 
의해서 메모리(3)의 기입어드레스가 제어되며, 비디오신호 SV1은 메모리(3)에 차례로 기입된다.

(2) 출력비디오신호 SV2의 수평동기신호 HD2에 대한 설명

전환스위치(5)에서  얻어지는  수평동기신호 HD1 은  분주비  1/m의  분주기(15)를  통해서  PLL회로(16)을 

구성하는  위상비교기(17)에  공급된다.  이  위상비교기(17)로부터의  비교오차신호는  로패스필터(18)을 
통해서 VCO(19)에 제어신호로서 공급된다.

그리고  VCO(19)의  출력신호는 S2 는  분주비  1/A의  분주기(20)과  분주비  1/m의  분주기(21)의 직렬회로

를 통해서 위상비교기(17)에 공급된다. 따라서 출력신호 S2의 주파수는 A×fH1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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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m의  값은  분주기(20)의  출력신호의  주파수 ×fH1 이  출력비디오신호 SV2 의  목표 수
평주파수 fH2와 대략 같아지도록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본  예에  있어서,  출력비디오  신호 SV2 의  목표  수평주파수는  63.35kHz로  되고,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주파수 fH1이 15.53kHz-64.55kHz일때, 분주기(20)의 출력신호의 주파수 ×fH1dl의 

62.15kHz-64.55kHz,  따라서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2.15×AkHz-64.55×AkHz로  되도록 

n, m의 값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즉  로패스필터(18)이  출력신호 SC 는  비교기(22)와  (23)에  공급된다.  비교기(22)와  (23)에는  각기 기

준전압 V 1  및 V2 가  공급된다.  기준전압 V1 의  값은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4.55×AkHz일때

의  로패스필터(18)의  출력신호 SC 의  값과  같아지며,  한편  기준전압 V2 의  값은  VCO(19)의  출력신호의 

주파수가  62.15×AkHz일때의  로패스필터(18)의  출력신호 SC 의  값과  같아진다.  비교기(22)로부터는 

기준전압 V 1  보다  출력신호 SC 가  클때에는  고레벨  "1",  기타인때는  저레벨  "0"이  되는  신호 SP1 이 출

력되며,  한편  비교기(23)으로부터는  기준전압 V 2  보다  출력신호 SC 가  작을때는  고레벨  "1", 기타인때

는  저레벨  "0"이  되는  신호 SP2 가  출력된다.  이들  비교기(22)와  (23)에서  출력되는  신호 SP1 과 SP2 는 

각기  앤드회로(24)와  (25)에  공급된다.  또한  앤드회로(24)와  (25)에는  전환스위치(6)에서  얻어지는 
수직동기신호 VD가 공급된다.

또한  (26)은  업다운카운터이고,  이  카운터(26)의  업제어단자  UP에는  앤드회로(24)의  출력신호가 공
급되는  동시에,  다운제어단자  DOWN에는  앤드회로(25)의  출력신호가  공급된다.  제어단자  UP와  DOWN에 
고레벨  "1"의  신호가  공급될때  카운터(26)은  각기  "1"만큼  카운트업  및  카운트다운된다.  그리고  이 
카운터(26)에는 파워온 할때 리셋신호 SR이 공급되며, 카운트치는 예를들면 "0"에 리셋된다.

이 카운터(26)의 카운트출력은 영역번호 No로 하여 변환테이블을 구성하는 ROM(27),(28)에 
공급된다. ROM(27),(28)의 출력신호는 각기 분주기(15),(21)에 제어신호로서 공급된다. 즉 
ROM(27),(28)에서는  각기  영역번호  No에  대하여  분주기(15),(21)의  n,  m의  값을  표(I)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제어하는 출력신호가 발생된다.

[표(I)]

그리고  영역번호  No는  0-61이고,  ROM(27)로부터는  카운터(26)의  카운트출력이  0-61일때는 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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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1",  그  이외일때는  저레벨  "0"으로되는  오버플로신호 SOF 가  출력된다.  이  신호 SFOF 는 앤드회로

(24),(25)에 공급된다.

그리고  이  신호 SOF 는  표시기(29)에  공급되며,  표시기(29)에서는  신호 SOF 가  저레벨  "0"으로  될때 예

를들면 에러표시가 되도록 구성된다.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4.55×AkHz  보다  높을때는 로패스필터

(18)의  출력신호 SC 의  값은  기준전압 V 1  보다  커지고,  비교기(22)의  출력신호 SP1 은  고레벨  "1"로 된

다.  그  때문에  수직동기신호  VD에  동기하여  카운터(26)의  업제어단자  UP에는  고레벨"1"의  신호가 공
급되고,  카운터(26)은  "1"만큼  카운트업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카운트업된  카운트출력(영역번호 
No)에  대응하여  분주기(15),(21)의  n,  m의  값이  제어되어서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낮아

진다. 이 VCO(19)의 출력신호 S2의 주파수가 64.55×AkHz 보다 높은 동안은 상술한 동작이 

반복된다.  한편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4.55×AkHz  보다  낮아질때는  로패스필터(18)의 

출력신호 SC 의  값은  기준전압 V 1  보다  작아지고,  비교기(22)의  출력신호 SP1 는  저레벨  "0"으로  되며, 

카운터(26)의  업제어단자  UP에는  고레벨  "1"의  신호가  공급되지  않으며,  카운터(26)는  카운트업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주기(15),(21)의  n,  m의  값은  그때의  카운트출력인  영역번호  No의  것으로 고정된
다.

또한,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2.15×AkHz  보다  낮을때는  로패스필터(18)의  출력신호 SC

의 값은 기준전압 V2 보다 작아지고, 비교기(23)의 출력신호 SP2는 고레벨 "1"로 된다.

그  때문에  수직동기신호  VD에  동기하여  카운터(26)의  다운제어단자  DOWN에는  고레벨  "1"의  신호가 
공급되고,  카운터(26)는  "1"만큼  카운트다운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카운트다운된 카운트출력(영역
번호  No)에  대응하여  분주기(15),(21)의  n,m의  값이  제어되어서,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높아진다.

이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2.15×AkHz  보다  낮은  동안에는  상술한  동작이  반복된다. 한

편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2.15×AkHz  보다  높아질때는  로패스필터(18)의  출력신호 SC 의 

값은  기준전압 V 2  보다  커지고,  비교기(23)의  출력신호 SP2 는  저레벨  "0"으로  되며,  카운터(26)의 다

운제어단자  DOWN는  고레벨  "1"의  신호가  공급되지  않고,  카운터(26)는  카운트다운되지  않는다. 따라
서 분주기(15),(21)의 n, m의 값은 그때의 카운트출력인 영역번호 No의 것에 고정된다.

또한  카운터(26)의  카운트출력이  0-61  이외로  될때는  ROM(27)로부터의  오버플로신호 SOF 는  저레벨 

"0"으로  되므로  앤드회로(24),(25)에서  카운터(26)의  제어단자  UP,  DOWN에는  고레벨  "1"의  신호는 
공급되지  않으며,  카운터(26)는  카운트다운도  카운트업도  되지  않고,  분주기(15),(21)의  n,  m의 값
은  그때의  카운트출력인  영역번호  No의  것에  고정된다.  이때  표시기(29)에는  에러표시가  된다. 여기
서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주파수 fH1 이  15.53kHz-64.55kHz일때는  표(I)에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카운터(26)의  카운트출력인  영역번호  No는  0-61이고,  그  이외로는  될  수  없다.  즉  이와  같이 에러표
시되는 것은 입력 비디오신호 SV1의 수평주파수 fH1이 15.53kHz-64.55kHz 이외인때이다.

결국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주파수 fH1 이  15.53kHz-64.55kHz일때는  분주기(15),(21)의  n,  m의 값

이 자동적으로 설정되며, VCO(19)의 출력신호 S2의 주파수가 62.15×AkHz-64.55×AkHz로 된다.

또한 제2도는 상술한 영역번호 No를 결정하는 하드구성부분을 소프트 구성으로 고려한 것이다.

먼저  파워은  되면  스텝  ①에서  영역번호  No는  "0"으로  다음에  스탭  ②에서  PLL회로(16)가 록하기까
지의  시간  보다  큰  일정시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제1도에  있어서  수직동기신호  VD를 
앤드회로(24),(25)에  공급하는  것은  이  스텝  ②에  대응하고  있다.  일정시간  경과하면  스텝  ③에서 
분주기(20)의 출력신호의 주파수 f2가 62.15kHz-64.55kHz내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주파수 f2 가  62.15kHz-64.55kHz  내가  아닐때는  스텝  ④에서  주파수 f2 가  62.15kHz  보다  높은지 여부

가  판단된다.  낮을때는  스텝  ⑤에서  영역번호  No가  "0"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영역번호  No가 "0"
인때는  스텝  ⑥에서  오버플로표시(제1도  예에서는  에러표시)되는  동시에,  영역번호  No가  "0"이 아닐
때는  스텝  ⑦에서  영역번호  No는  "1"만큼  작게  되어  스텝  ②에  되돌아간다.  또한  스텝  ④에서 주파
수 f2 가  62.15kHz  보다  높을때는  스텝  ⑧에서  영역번호  No가  "61"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영역번호 

No가  "61"일때는  스텝  ⑨에서  오버플로  표시되는  동시에,  영역번호  No가  "61"이  아닌때는  스텝 ⑩에
서 영역번호 No는 "1"만큼 커져서 스텝 ②에 되돌아간다.

스텝  ③에서  주파수 f2 가  62.15kHz-64.55kHz  내가  아닌때는  이상의  동작이  반복된다.  그리고  주파수 

f2가 62.15kHz-64.55kHz 내로 될때는 종료되고, 영역번호 No가 결정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VCO(19)의  출력신호 S2 의  주파수가  62.15×AkHz-64.55×AkHz로  되므로 분주

기(20)의  출력신호의  주파수 ×fH1 은  62.15kHz-64.55kHz로  된다.  이  출력신호는 출력비디오신
호 SV2의 수평동기신호 HD2로서 출력단자(30)에 도출된다.

(3) 메모리부터의 판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환스위치(5)에서  얻어지는  수평동기신호 HD1 은  PLL회로(31)를  구성하는  위상비교기(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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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다.  이  위상비교기(32)로부터의  비교오차신호는  로패스필터(33)를  통해서  VCO(34)에 제어신호
로서  공급된다.  그리고  VCO(34)의  출력신호 S3 은  카운터에서  이루어지는  분주비  1/512의 분주기(3

5)를 통해서 위상비교기(32)에 공급된다. 따라서 출력신호 S3의 주파수는 512×fH1로 된다.

또한  분주기(35)로부터의  9비트의  2진  카운트  출력중  하위  8비트는  래치회로(36)에  공급된다.  이 래
치회로(36)에는  분주기(20)의  출력신호인  수평동기  신호 HD2 가  래치펄스로서  공급되어서  카운트 출

력이  래치된다.  이  래치회로(36)의  출력신호는  D/A변환기(37)에  공급된다.  그리고  이 D/A변환기(3

7)에서 출력신호 EA/D와 역상(逆相)전압 이 판독되어서 제어회로(38)에 공급된다.

또한  이  제어회로(38)에는  VCO(19)의  출력신호 S2 가  공급되는  동시에,  전환스위치(6)에서 수직동기

신호 VD가 공급된다.

이  제어회로(38)에  의하여  메모리(3)의  판독어드레스가  제어되며,  이  메모리(3)로부터는  현  필드의 
주사선신호  ln과  이것에  인접하는  1필드  앞의  주사선신호  lp가  수평동기신호 HD2 에  동기하여 병행판

독된다.  이  경우  예를들면  단자(3a)에는  화면상에서  윗쪽의  주사선신호가  출력되며,  단자(3b)에는 
화면상에서  아래쪽의  주사선신호가  출력된다.  그리고  단자(3a)와  (3b)에  출력되는  주사선신호는  D/A 
변환기(37)의  출력신호 EA/D 가  전보다  작아지는  시점에서  전환된다.  예를들면  최초  단자(3a)에서  현 

필드의  주사선신호  ln이  출력되고,  단자(3b)에서  1필드  앞의  주사선신호  lp가  출력되며, D/A변환기
(37)의  출력신호 EA/D 가  전보다  작아  질때까지  같은  주사선신호가  수평동기신호 HD2 에  동기하여 반복

해서  출력된다.  그리고  D/A변환기(37)의  출력신호 EA/D 가  전보다  작아지며  지금까지  단자(3b)에서 출

력되고  있던  1필드  앞의  주사선신호  lp가  단자(3a)에서  출력되고,  단자(3b)에서  이  주사선신호  lp의 
아래쪽에  인접하는  현  필드의  주사선신호  1n이  출력되며,  D/A변환기(37)의  출력신호 EA/D 가  전보다 

작아질때까지  같은  주사선신호가  수평동기신호 HD2 에  등기하여  반복해서  출력된다.  그리고 D/A변환

기(37)의  출력신호 EA/D 가  전보다  작아지면,  지금까지  단자(3b)에서  출력되고  있던  현  필드의 주사선

신호  ln이  단자(3a)에서  출력되고,  단자(3b)에서  이  주사선신호  ln의  아래쪽에  인접하는  1필드  앞의 
주사선신호  lp가  출력되며,  D/A변환기(37)의  출력신호 EA/D 가  전보다  작아질때까지  같은 주사선신호

가 수평동기신호 HD2에 동기하여 반복해서 출력된다.

이하 상술한 판독동작이 반복된다.

따라서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동기신호 HD1 의  주파수 fH1 에  대하여  수평동기신호 HD2 이  주파수 

fH1 이므로  메모리(3)의  단자(3a),(3b)에는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n개의  주사선신호에  대응하여 
m개의 주파선신호가 출력된다.

또한  메모리(3)의  단자(3a),(3b)에  얻어지는  주파선신호는  각기  D/A변환기(39),(40)에  공급되어 아
날로그신호로 된다.

이들  D/A변환기(39),(40)에는  VCO(19)의  출력신호 S2 가  클록으로서  공급된다.  이  경우 D/A변환기

(39),(40)에서는  수직방향의  시간축에  관련하여  화면상에서  위쪽의  주사선신호와  아래쪽의 주사선신
호와의  진폭제한이  이루어진다.  즉  제어회로(38)에서  D/A변환기(40)로는  D/A변환기(37)의  출력신호 
EA/D 가  기준전압으로서  공급되는  동시에,  제어회로(38)에서  D/A변환기(39)로는 D/A변환기(37)로부터

의 역상전압 이 기준전압으로서 공급된다.

이들  D/A변환기(39),(40)에서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된  위쪽  및  아래쪽의  주사선신호는  가산기(41)에 
공급되어서  가산된다.  그리고  이  가산신호는  로패스필터(42)를  통해서  출력단자(43)에 출력비디오신
호 SV2로서 출력된다.

제3a도,  제3b도는 일때의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동기신호 HD1 과  출력비디오신호 SV2
의  수평동기신호 HD2 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3개의  주사선신호에 

대응하여  출력비디오  신호 SV2 의  8개의  주파선신호가  형성된다.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주사선  구조가 

제4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을때 (l1-l4 는  1필드  앞의  주사선, l5-l9 는  현  필드의  주사선), 출력비디오신

호 SV2 이  주사선  구조는  이  도면  제4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되며,  예를들면 l5-l7 의  주사선신호에 

대응하여 k1-k8의 주파선신호가 형성된다.

이때 k1-k8 의  주사선신호는  다음에  표시한  바와  같이,  현  필드의  주사선신호와  1필드  앞의 주사선신

호가 수직방향의 시간축에 관련된 비율로 가산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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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예에  있어서는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n개의  주사선신호에  대하여  m개의  주사선신호를 

갖는 출력비디오신호 SV2 를  얻을 수 있다.  이  비디오신호 SV2 의  수평주파수는 fH1 로  되고,  목표 

수평주파수 fH2 와  대략  같은  것으로  된다.  즉  본  예에  있어서는 입력비디오신호 SV1 이  수평주파수 fH1

이  15.53kHz-64.55kHz일때는  목표  수평주파수 fH2 와  대략  같은  수평주파수의  출력비디오신호 SV2 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예에  의하면,  출력비디오신호 SV2 의  목표  수평주파수 fH2 가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주파

수 fH1 의  정수배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평주파수가 fH2 의  출력비디오신호 SV2 를  양호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주파수 fH1 이  15.53kHz-64.55kHz일때, 목

표  수평  주파수 fH2 가  63.35kHz의  출력비디오신호 SV2 를  얻는  예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  의하면,  출력비디오신호 SV2 의  목표 수평

주파수 fH2 가  입력비디오신호 SV1 의  수평주파수 fH1 의  정수배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평주파수가 

fH2의 출력 비디오신호 SV2를 양호하게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평주파수가 fH1 의  입력비디오신호를  수평주파수가  실질적으로 fH2 의  출력비디오신호로  변환하는 장

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비디오신호를  그  수평동기신호에  동기시켜  메모리에  기입하고,  상기 입력비
디오신호  및  출력비디오신호의  수평주파수비 fH1/fH2 를  n/m(m,  n은  각기  정수)에  가깝도록  하고,  상기 

입력비디오신호의  수평동기신호를  PLL회로에  입력하여  m/n배의  수평주파수신호를  얻고,  이 수평주파
수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메모리를  판독하여  상기  출력비디오신호를  얻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신호의 스캔콘버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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