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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요약

영상반주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는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부; 메모리에 저장된 복수의 곡중 선택된 곡의 배경화면/가사정보와 반주정보를 독출하여 반주
용 영상신호와 반주신호를 출력하며,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 텔레비젼 수신부에
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와 의사동기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1선택부; 텔레비젼 수신부에서 출력되는 
음성신호와 반주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2선택부; 제1선택부에서 선택된 신호와 반주용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영상출력하는 영상출력부; 제2선택부에서 선택된 신호를 입력하여 음성출력하는 음성출력부; 그
리고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에 따라 각 구성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는 텔레비젼 수상기와 영상반주장치를 일체화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잇점을 갖는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영상반주장치를 보이는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일실시예를 보이는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전면 외관을 개략적으로 보이는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용 원격제어장치의 키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도는 제2도에 보여지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의 구체적인 블럭도.

제6도(a)-제6도(b)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영상반주기능의 수행을 보이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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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도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

제8도는 제7도에 보여지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의 구체적인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영상반주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영상반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상출력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영상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관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젼 수상기는 외부 기기로부터의 영상신호 혹은 음성신호를 유입하기 위한 외부신호 입
력단자가 설치되어져 있다. 이를 통하여 비데오레코더, 캠코더, 영상반주장치 등에서 제공되는 영상 및 
음성신호를 CRT(Cathode Ray Tube) 및 스피커를 통하여 모니터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는 텔레비젼 수상
기에 설치된 조작버튼이나 원격조정장치를 통하여 텔레비젼신호 혹은 외부신호 입력단자를 통하여 입력되
는 영상/음성신호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영상반주장치는  텔레비젼  모니터와  연결하여  노래반주와  함께  가사를  표시해주는  장치로서  크게 
LDP(Laser Disc Player)를 이용한 LD 영상반주 시스템과 CDGP(Cassette Disc Graphic Player)를 이용한 
CD 영상반주 시스템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한 컴퓨터반주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LDP를 이용한 시스템은 영상과 음질이 가장 우수하지만 1장의 LD(Laser Disc)에 수록되는 곳이 30여곡 정
도로 제한되므로 다량의 곡을 서비스하기 위하여는 주크박스(juke-box)와 같은 디스크 교환장치를 필요로 
한다. CDGP를 사용한 시스템은 LD와 같은 정도의 우수한 음질을 제공하지만 CD(Compact Disc)의 서브코드
채널(sub-code channel)에 기록된 제한된 수의 정지화정보만을 제공하므로 LD에 비해 영상과 음악의 연결
성이 저하된다. 또한 CD에 수록되는 곡이 15곡 정도로 제한되므로 LDP를 이용한 시스템에서와 같이 디스
크 교환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컴퓨터반주 시스템에 있어서는 LDP와 CDGP를 이용한 시스템에서와 같은 우수한 음질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1,000∼1,500곡 정도의 반주정보와 가사정보를 다량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곡의 선택을 고속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제1도에 보여지는 것은 메모리를 이용한 컴퓨터 반주장치의 일예로서 스테레오 반주신호와 가사정보를 제
공하며 일반의 텔레비젼 수상기나 오디오 앰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제1도에 있어서, 11은 기기의 동작
을 제어하는 명령을 입력하는 명령입력부이고, 12는 명령입력부(11)을 통하여 입력되는 제어명령에 따라 
기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이고, 13은 반주신호를 발생하는 반주신호 발생부이고, 14는 가사신호를 
발생하는 문자신호 발생부이고, 15는 음성신호를 입력하는 음성입력부이며 그리고 16은 음성신호와 반주
신호를 합성하여 출력하는 합성부이다.

반주신호 발생부(13)은 반주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며 문자신호 발생부(14)는 가사정보를 기억
하는 메모리를 포함한다.

제1도의 구성을 갖는 영상반주장치의 동작을 간략히 설명한다. 명령입력부(11)에 의해 특정한 곡이 선택
되고 반주개시명령이 입력되면, 제어부(12)는 반주신호발생부(13)를 제어하여 지정된 곡의 반주신호를 발
생시킨다. 이와 동시에 문자신호 발생부(14)를 제어하여 지정된 곡의 가사정보를 발생시킨다. 음성입력부
(15)를 통하여 입력되는 음성신호는 합성부(16)에서 반주신호와 합성된다. 합성부(16)의 출력은 오디오 
출력단자를 통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의 음성입력단자나 오디오 앰프 등에 제공된다. 또한 문자신호 발생부
(14)의 출력은 비디오 출력단자를 통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의 영상입력단자나 외부의 모니터 등에 제공된
다.

상기의 컴퓨터 반주장치는 그에서 발생되는 반주신호 및 가사신호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하여 텔레
비젼 수상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젼 수상기와는 별도로 독립되어져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두가지의 기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취급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일 텔레비젼 수상기와 
상기의 영상반주장치가 일체화될 수 있다면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영상반주장치는 자체에 명령입력부를 장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영상반주장치의 조작과 
더불어 텔레비젼 수상기를 별도로 조작하여야 하므로 사용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만일 영상반주
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된다면 조작의 편리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
비젼 수상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는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
호를 출력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부; 메모리에 저장된 복수의 곡중 선택된 곡의 배경화면/가사정보와 반
주정보를 독출하여 반주용 영상신호와 반주신호를 출력하며,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반주신호 발생
부;  상기  텔레비젼  수신부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와  상기  의사동기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1선택부; 상기 텔레비젼 수신부에서 출력되는 음성신호와 상기 반주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2선
택부; 상기 제1선택부에서 선택된 신호와 상기 반주용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영상출력하는 영상출력부; 상
기 제2선택부에서 선택된 신호를 입력하여 음성출력하는 음성출력부; 그리고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
에 따라 상기 각 구성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는 영상반주장치의 동작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모드제어키와; 영상반
주장치의 반주속도를 결정하는 속도제어키와; 영상반주장치의 음정을 결정하는 음정제어키와; 영상반주장
치의 반주곡을 결정하는 곡선택키를 포함하는 원격제어장치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블럭도이다. 제2도에 있어서 22는 텔레비젼신호 수신부이고, 
24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이고, 26은 선택부이고, 28은 영상출력부이고, 30은 음성출력부이고, 34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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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이며 그리고 38은 명령입력부이다.

텔레비젼신호 발생부는 안테나(32)로부터 수신된 방송신호의 반송파주파수에 동조하여 선국된 방송신호를 
추출하는 튜너(22a), 튜너(22a)에서의 중간주파신호로부터 복합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복조하는 복조부
(22b),  복조부(22b)에서의 출력신호와 외부의 입력신호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텔레비젼신호 
선택부(22c) 그리고 텔레비젼신호 선택부(22c)에서의 복합영상신호를 입력하여 동기신호를 포함하는 휘도
신호와 색신호로 분리하여 출력하는 휘도/색신호 분리부(22d)를 구비한다. 여기서 텔레비젼신호 선택부
(22c)는 외부신호 입력단자를 통하여 유입되는 영상/입력신호와 텔레비젼 신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
력한다.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는 그래픽신호 및 문자신호를 발생하는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 반주음을 
발생하는 반주신호 발생부(244),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와 반주신호 발생부(244)의 동작을 제
어하며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반주 제어부(246) 그리고 외부의 음성신호 입력장치를 통하여 제공
되는 음성신호와 상기 반주신호 발생부(244)에서의 반주신호를 합성하는 음성합성부(248)를 포함한다.

상기 선택부(26)는 상기 텔레비젼신호 발생부(22)에서의 동기신호와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의사동기신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제1선택기(26a)와 상기 텔레비젼신호 발생부(22)에서의 음
성신호와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반주신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제2선택기(26b)
를 구비한다.

상기 영상출력부(28)는 상기 텔레비젼신호 발생부(22)에서의 합성영상신호와 상기 선택부(26)에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색차신호(R-Y, B-Y, B-Y)를 복조하여 출력하는 색복조부(28a), 상기 색복조부(28a)의 출
력신호와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의 그래픽신호 및 문자신호를 입력하여 이들의 조합된 신호를 발
생하는  영상신호  합성부(28b),  CRT(Cathode  Ray  Tube)  구동부(28c),  그리고  CRT(28d)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영상신호 합성부(28b)에서의 색차신호(R-Y, B-Y, G-Y)를 외부에 출력하기 위한 발생하는 색
차신호 출력단자(28e)를 더 구비한다.

음성출력부(30)는  선택부(26)에서의  출력신호를  입력하여  이에  잔향음(suround)처리  및 이퀄라이징
(equalizing)처리를 행하여 출력하는 SRU+EQ부(30a), 상기 SUR+EQ부(30a)의 출력신호를 증폭시켜 출력하
는 증폭부(30b), 상기 증폭부(30b)의 출력을 입력하여 음성출력으로서 제공하는 스피커(L,R,WOOFER) 그리
고 상기 SUR+EQ부(30a)의 출력을 헤드폰출력으로서 제공하기위한 헤드폰출력부(30d)를 구비한다.

제어부(34)는 그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
서(34a)와 원격조정장치에서의 제어명령을 인터페이스하는 전치증폭부(34b)를 구비한다.

명령입력부(38)는 제어부(34)에 명령신호를 입력하기 위해 적어도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키,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 곡선택용 숫자패드, 시작/취소키, 예약키, 음정조정키 및 속도조정키를 구비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외관구성을 보이는 도면이다. 제3도에 보여지는 텔레비젼 수
상기는 CRT부(42), 스피커부(44), 음성입출력부(46), 텔레비젼 조정부(48), 영상반주조정부(50)으로서 구
성된다. 음성입출력부(46)는 제1과 제2의 마이크(mike)  입력단자(46a)(46b)  그리고 헤드폰 출력단자(46
c)를 구비한다. 텔레비젼 조정부(48)는 전원조정단자(48a),  농도(tint)와 밝기(bright)  및 채도(color) 
조정단자(48b)(48c)(48d)를 구비한다.

영상반주 조정부(50)는 곡선택을 위한 숫자패드(52), 상기 음성입출력부(46)의 입출력량을 조정하는 입출
력 조정부(54), 영상반주 기능선택부(56), 텔레비젼 기능선택부(58), 외부출력단자(60) 그리고 외부메모
리 인터페이스단자(62)를 구비한다. 입출력 조정부(54)는 상기 제1과 제2의 마이크입력단자(46a)(46b)의 
음성입력을  조절하는  조정기(54a)(54b)와  상기  헤드폰  출력단자(46c)의  헤드폰출력을  조정하는 조정기
(5c)를 구비한다.

상기 영상반주 기능선택부(56)는 텔레비젼/영상반주모드 선택을 위한 모드선택키(56a), 상기 영상출력부
(26)의 입력신호를 선택하는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56b), 반주신호의 개시 및 정지를 지정하는 시작/취
소키(56c), 예약모드의 선택을 위한 예약설정키(56d), 반주신호의 음정을 조정하는 음정조정키(56e) 그리
고 반주신호의 속도를 조정하는 속도조정키(56f)를 구비한다.

외부출력단자(60)는 그래픽신호 및 문자신호의 출력을 위한 비디오 출력단자(60a), 스테레오-R과 스테레
오-L신호의 출력을 위한 오디오 출력단자(60b)(60c)를 구비한다.

제2도 및 제3도의 구성에 의한 동작을 간단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텔레비젼 수상기는 영상관련 계통과 
음성관련 계통으로 대별되어지며 또한 텔레비젼 수상기와 영상반주장치의 통상적인 기능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즉, 텔레비젼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이하 텔레비젼모드라 함)에 있어서는 채널선택, 비데오선
택, 볼륨을 비롯한 저정단자들의 조정 등을 모두 수행하며 그리고 영상반주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이하 영상반주모드라 함)에 있어서는 곡선택, 음정 및 속도의 조정, 예약설정 등을 모두 수행한다.

특히 영상반주모드에서 음성신호는 영상반주장치에 의해서만 제공되나, 영상신호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의
해 형성되는 선택된 채널의 방송신호와 외부에서 제공되는 신호와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 발생된 
그래픽신호 중의 하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곡의 내용에 대응하여 임장감있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영상계통의 동작에 있어서 안테나(32)를 통하여 튜너(22a)에 입력되는 방송신호(RF신호)는 중간주
파신호(IF신호)로  변환되어  복조부(22b)로  입력된다.  복조부(22b)로  입력된  IF신호는 합성영상신호
(composite  video  signal;  CVBS)와 음성신호(L/R)로 형성되어져 텔레비젼신호 선택부(22c)로 입력된다. 
텔레비젼신호 선택부(22c)에는 외부로부터의 신호들도 입력되어진다. 즉, 제1과 제2의 비데오신호원(도시
되지 않음)에서의 신호(V1,V2)과 수퍼VHS신호원(도시되지 않음)에서의 신호(S-V)가 입력된다. 텔레비젼신
호  선택부(22c)에  의해  선택되어진  비데오신호(SVBS,  V1  혹은  V2)는  휘도/색신호  분리부(22d)에 
입력된다. 휘도/색신호 분리부(22d)에서 분리된 동기신호를 포함한 휘도신호(Y+S)는 선택부(26)의 제1선
택기(26a)의 일측입력으로서 입력되고 색도신호(C)는 영상출력부(28)의 색복조부(28a)에 입력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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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선택기(26a)의  타측입력으로서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  발생되는  의사동기신호(PS)가 
입력된다. 제1선택기(26a)에 의해 선택되어진 신호(Y+S 혹은 PS)는 색복조부(28a)에 입력된다.

한편, 텔레비젼 선택부(22c)에서 수퍼VHS신호(S-V)가 선택된 경우에는 휘도/색신호 분리부(22d)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색복조부(28a)와 제1선택기(26a)로 입력된다.

제1선택기(26a)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 발생되는 그래픽 모드신호(G)의 의해 제어되며 그래픽 모
드신호(G)가 ON일 경우에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의사동기신호(PS)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OFF
일 경우에는 텔레비젼신호 수신부(22c)에서의 영상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색복조부(28a)에 입력된 색신호(C)와 휘도신호(Y+S)는 색차신호(R-Y, B-Y, G-Y, -Y)로 복조되어져 영상합
성부(28b)로 입력된다. 복합동기신호가 포함된 휘도신호(Y+S)로부터 추출된 동기신호(H/V)는 영상반주신
호  발생부(24)와  제어부(34)에  제공된다.  제어부(34)에서  색복조부(28a)에  인가되는  OSD(On  Screen 
Display)신호는 복조된 색차신호와 합성되어져 출력된다.

영상합성부(28b)의  다른  입력으로서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그래픽신호  및  문자신호가 
R,G,B,BLK의 형태로 입력되어 색복조부(28a)에서 제공되는 색차신호와 합성되어 CRT구동부(28c)로 출력된
다. 여기서 영상합성부(28b)에 제어부(34)에서의 블랭킹신호(BLK_OSD) 및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블랭킹신호(BLK)를 인가함에 의해 제어부(34)에서의 OSD신호,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그래픽신호 
및 문자신호, 텔레비젼신호 발생부(22)에서의 신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음성신호계통의 동작에 있어서, 텔레비젼신호 선택부(22c)에 의해 선택되어진 오디오신호(SVSB, 
V1, V2 혹은 S-V)는 선택부(26)의 제2선택부(26b)에 입력된다. 제어부(34)에 의해 TV MODE가 선택되면 제
2선택기(26b)에서 텔레비젼신호 선택부(22c)에서의 오디오신호가 선택되고 KARAOKE MODE가 선택되면 영상
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반주신호가 선택되어져 음성출력부(30)로 출력된다. 제2선택기(26b)에서 출력
되는 신호는 SUR+EQ부(30a)에 입력되어져 잔향음처리 및 이퀄라이징처리가 행해져 증폭부(30b)로 출력된
다. 증폭부(30b)에서 증폭된 신호는 스피커(L,R,WOOFER)에 의해 음성출력으로서 제공된다.

마이크를 통하여 유입되는 음성신호(VOICE)는 음성합성부(248)에서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반주신호와 혼합되어 하여 상기 제2선택기(26b)의 반주신호로서 제공된다.

제4도는 제2도에 보여지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의 상세한 블럭도이다. 제4도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는 그래픽신호 및 문자신호를 발생하는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 반주음을 
발생하는 반주신호 발생부(244),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와 반주신호 발생부(244)의 동작을 제
어하고,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반주 제어부(246)  그리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그래픽/문자정보 및 
음원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와 반주신호 발생기(244)에 제공하는 외부인터페
이스부(248)를 구비한다.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는 그래픽정보를 기억하는 그래픽 메모리(242a), 문자정보를 기억하는 
문자메모리(242b),  상기 그래픽메모리(242a)로부터 독출된 그래픽정보와 문자메모리(242b)로부터 독출된 
문자정보를 조합하는 그래픽/문자 처리부(242c) 그리고 상기 그래픽/문자 처리부(242c)의 출력을 디지탈/
아날로그 변환하여 출력하는 D/A변환부(242d)를 구비한다.

상기 반주신호 발생부(244)는 음원정보를 기억하는 음원메모리(244a), 상기 음원메모리(244a)로부터 독출
된 음원정보를 입력하고 반주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원정보 처리부(244b) 그리고 상기 음원정보 처
리부(244b)의 출력신호를 디지탈/아날로그 변환하여 출력하는 D/A변환기(244c)를 구비한다. 여기서 음원
메모리(244a)에 기억되는 음원정보는 MIDI정보이다.

상기 영상반주 제어부(246)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와 반주신호 
발생부(244)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246a),  원격조정장치(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원격제어명령을 
수신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246a)에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246b) 그리고 상기 텔레비젼신호의 동기신호
와 동등한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동기신호 발생부(246c)를 포함한다.

제4도의 구성에 의한 동작에 있어서, 영상반주 제어부(246)의 마이크로 프로세서(246a)는 내장된 프로그
램을 수행하여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 전체의 동작을 제어한다.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 반주신
호 발생부(244) 그리고 영상반주 제어부(246)는 데이타, 어드레스 그리고 제어신호선을 갖는 버스(BUS)에 
의해 상호 접속되어 있다. 영상반주 제어부(246)의 마이크로 프로세서(246a)는 버스를 통하여 지정된 곡
에 대응한 그래픽신호, 문자신호 그리고 반주신호가 발생되도록 제어한다. 동기신호 발생부(246b)는 의사
동기신호(PS)를 발생한다.

인터페이스부(246c)는  원격조정장치(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원격제어명령을 수신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246a)에 전송한다.

원격조정장치로부터 전송된 원격제어명령은 제2도의 제어부(34)와 제4도의 영상반주 제어부(246)에 동시
에 인가된다. 즉, 원격제어명령이 텔레비젼의 제어명령이면 제어부(34)가 동작하고, 영상반주의 제어명령
이면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가 동작한다. 의사동기신호(PS)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그래픽신
호(GRAPHIC)가 영상출력부(28)로 인가되는 경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와 영상반주신호 영상출력부
(28)의 동기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통상의 텔레비젼신호가 영상출력부(28)로 인가되는 경우에는 
색복조부(28a)에서 발생되는 동기신호(H/V)에 의해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의 동기가 유지된다.

반주신호 발생부(244)의 동작에 있어서 음원정보 메모리(244a)에는 각 곡마다의 음정, 음의 장단, 음색
(악기의 종류)등의 데이타가 MIDI규격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다. 음원정보 메모리(244a)에서 독출된 음원
정보는 음원정보 처리부(244b)로 입력되어지고 스테레오L 채널과 스테레오R 채널의 직렬데이타로서 형성
되어 D/A변환부(244c)로 전송된다. D/A변환부(244c)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의 스테레오L 채널과 스테레오
R 채널의 신호는 음성합성부(244d)에서 마이크등의 음성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되는 음성신호(VOICE)와 합
성되어 제2도의 선택부(26)로 전송된다.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의  그래픽메모리(242a)에는  그래픽정보가  기억되며,  문자메모리(242b)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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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곡에 대응하는 가사정보가 기억된다. 그래픽메모리(242a)와 문자메모리(242b)에서 독출된 그래픽정보
와 문자정보는 그래픽/문자정보 처리부(242c)에 의해 조합되어지고 D/A변환부(242d)로 출력된다. D/A변환
부(242d)에서는 RGB형태의 그래픽/문자신호가 출력된다.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의 그래픽신호(GRAPHIC)가 영상출력부(28)에 인가되도록 선택되면 그래픽메
모리(242a)의 그래픽정보가 독출되어져 그래픽/문자정보 처리부(242c)에 제공되고, 텔레비젼신호 발생부
(22)의 복합영상신호가 영상출력부(28)에 출력되도록 선택되면 그래픽메모리(242a)의 그래픽정보는 독출
되지 않는다.

외부인터페이스부(248)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의 내장곡에 새로운 곡을 추가하고자 하거나 특수용도
의 곡을 수록한 기록매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곡을 선정하여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RAM TYPE으로, 특수용도(교회의 찬송가, 학교의 동요 등)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ROM TYPE의 PACK을 제작하여 본 발명의 텔레비젼 수상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다.

제5도는 본 발명의 텔레비젼 수상기에 적합한 원격조정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이다. 제5도에 보
여지는 원격조정장치는 전원키(82), TV/VIDEO MODE 선택키(84), 채널 및 곡선정용의 숫자패드(86), 텔레
비젼 기능선택부(88)  그리고 영상반주 기능선택부(90)을  구비한다.  전원키(82),  TV/VIDEO  MODE 선택키
(84), 채널 및 곡선정용의 숫자패드(86), 텔레비젼 기능선택부(88)는 통상의 원격조정장치의 그것과 동일
하다.

영상반주 기능선택부(90)는 영상반주기능의 선택을 위한 텔레비젼/영상반주모드 선택키(90a), 상기 영상
출력부(28)의 입력신호를 결정하기 위한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90b), 반주신호의 개시 및 정지를 지정
하는 시작/취소키(90c), 예약설정을 위한 예약설정키(90d), 반주신호의 음정을 조정하는 음정조정키(90e) 
그리고 반주신호의 속도를 조정하는 속도조정키(90f)를 구비한다.

숫자패드(86)는 TV MODE와 KARAOKE MODE 모두에 공용되지만 상기 모드제어키(90a)의 상태에 대응하여 상
기 숫자패트(86) 상의 동일한 키에 대해 서로 다른 부호화된 데이타가 발생되도록 한다.

제6도(a)-제6도(b)는 본 발명의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제6도(a)에 의한 흐
름도의 수행에 있어서 먼저 KARAOKE MODE가 선택되어졌다고 가정한다. TV MODE가 선택되어졌을 경우의 동
작은 통상적인 텔레비젼 수상기의 제어동작과 동일하다.

KARAOKE MODE가 선택되어지면 초기화면이 영상출력부(28)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되어지고 선곡하기 위한 준
비단계가 된다.(110)단계

지정곡을 입력한다.(120단계)

반주시작명령이 입력될 때까지 대기한다.(130단계)

예약용  큐(que)에  잔여곡이  있는가를  검색하여  없으면  120단계로  분기하여  지정곡의  입력을 대기한
다.(135단계)

반주시작명령이 입력되면 그래픽 모드를 확인한다.(140단계)

그래픽모드가 TV/VIDEO로 설정되면 영상출력부(28)를 통하여 텔레비젼신호 발생부(22)의 출력과 그래픽/
문자신호 발생부(242)의 출력을 출력하고, 음성출력부(30)를 통하여 반주신호 발생부(244)의 반주신호를 
출력한다.(150단계)

그래픽모드가 GRAPHIC으로  설정되면 영상출력부(28)를  통하여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2)의 의사동기신호
(PS)와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의 출력을 출력하고, 음성출력부(30)를 통하여 반주신호 발생부(24
4)의 반주신호를 출력한다.(160단계)

취소여부를 검사하여 취소명령이 입력되었으면 190단계로 분기한다.(170단계)

곡의 종료여부를 검사하여 종료되지 않았으면 160단계로 분기한다.(180단계)

예약설정용 큐(que)버퍼에서 최종적으로 연주된 곡을 삭제한다.(190단계)

KARAOKE MODE의 종료여부를 검색하여 종료명령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130단계로 복귀하고 종료명령이 입력
되었으면 영상반주기능을 종료한다.(200단계)

제6도(b)에서 보여지는 흐름도는 예약설정기능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예약설정에 있어서 초기상태 즉 
예약설정 큐버퍼에 잔여곡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설정이 동작하지 않도록 제어된다.

예약설정명령이 입력되면 예약곡의 지정을 대기한다.(210단계)

예약설정 큐버퍼에 지정된 예약곡을 입력하고 예약설정을 종료한다.(220단계)

제7도는 본 발명의 텔레비젼 수상기의 다른 실시예이다. 제7도에 있어서 제2도에 보여지는 것과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제7도의 구성에 의한 동작에 있어서 영상반주신호 발생부(40)에서는 배경화면을 위한 배경영상신호를 제
공한다. 상기 배경영상신호는 제1선택부(26a)에 공급된다. 제1선택부(26a)는 그래픽모드 신호(G)의 설정
에 따라 텔레비젼 수신부(22)에서의 영상신호와 영상반주신호 발생부(40)에서의 배경영상신호를 영상출력
부(28)로 출력한다.

제8도는 제7도에 보여지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40)의 구체적인 블럭도이다. 제8도에 보여지는 영상반주
신호 발생부(40)는 반주영상신호 및 문자신호를 발생하는 반주영상/문자신호 발생부(402), 반주음을 발생
하는 반주신호 발생부(404) 그리고 상기 반주영상/문자신호 발생부(402)와 반주신호 발생부(404)의 동작
을 제어하는 영상반주 제어부(406)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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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402)는 배경영상을 발생하는 배경영상 발생부(402a), 문자정보를 기억하는 
문자메모리(402b),  상기  문자메모리(402b)로부터 독출된 문자정보를 처리하는 문자처리부(402c)  그리고 
상기 문자처리부(402c)의 출력을 디지탈/아날로그 변환하여 출력하는 D/A변환부(402d)를 구비한다.

상기 반주신호 발생부(404)는 제3도에 보여지는 반주신호 발생부(244) 및 영상반주제어부(406)과 동일하
다.

상기 영상반주 제어부(406)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402)와 반주신호 
발생부(404)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6a)와 원격조정장치(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원격제어명령을 
수신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406a)에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406b)를 구비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는 텔레비젼 수상기와 영상반주장치를 일체화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잇점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는 텔레비젼 수상기와 영상반주장치를 일체화함에 있어서, 텔레비젼
신호와 외부의 신호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비디오신호와 영상반주신호 발생부에서 제공되는 그래픽신호 중
의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상반주기능의 수행시 다양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 잇점
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텔레비젼 수상기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에서 제공하는 그래픽신호를 영상출력장치를 
통하여 출력할 경우에 의사동기신호를 제공함으로서 안정된 영상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을 갖는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원격조정장치는 텔레비젼 수상기와 영상반주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기
에 수납시킴으로서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잇점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부(22); 메모리에 저장된 
복수의 곡중 선택된 곡의 배경화면/가사정보와 반주정보를 독출하여 반주용 영상신호와 반주신호를 출력
하며,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 상기 텔레비젼 수신부(22)에서 출력되는 영상
신호와 상기 의사동기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1선택부(26a); 상기 텔레비젼 수신부(22)에서 출력되
는 음성신호와 상기 반주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2선택부(26b);  상기 제1선택부(26a)에서 선택된 
신호와 상기 반주용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영상출력하는 영상출력부(28); 상기 제2선택부(26b)에서 선택된 
신호를 입력하여 음성출력하는 음성출력부(30); 그리고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에 따라 상기 각 구성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34)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 출력되는 반주신호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
를 혼합하여 상기 제2선택부에 공급하는 음성신호 합성부(248)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
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34)에 명령신호를 입력하기 위해 적어도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키, 반
주용 영상신호 선택키, 곡선택용 숫자패드, 시작/취소키, 예약키, 음정조정키 및 속도조정을 갖는 명령입
력부(38)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선택부(26a)은 상기 명령입력부(38)의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신호에 따라 스위
칭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선택부(26b)은 상기 명령입력부(38)의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키신호에 따
라 스위칭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34)에 명령신호를 입력하기 위해 적어도 숫자패드, 채널 업/다운키, 음량 
업/다운키, 텔레비젼/영상반주모드 선택키,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 곡선택용 숫자패드, 시작/취소키, 
예약키, 음성 업/다운키 및 속도 업/다운키를 갖는 원격제어부(80)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제어장치(80)는 텔레비젼모드에서는 채널을 선택하며 영상반주모드에서는 곡프
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상기 숫자패드를 겸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
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은 그래픽신호 및 문자신호를 발생하는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과; 반주음을 발생하는 반주신호 발생부(244)과;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과 반주신
호 발생부(244)의 동작을 제어하고,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반주 제어부(246)를 구비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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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242)는 그래픽정보를 기억하는 그래픽메모리(242a)와; 문
자정보를 기억하는 문자메모리(242b)와; 상기 그래픽메모리(242a)로부터 독출된 그래픽정보와 문자메모리
(242b)로부터 독출된 문자정보를 조합하고, 텔레비젼신호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시켜여 출력하는 그래픽/
문자처리부(242c)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반주신호 발생부(244)은 음원정보를 기억하는 음원메모리(244a)와; 상기 음원메모
리(244a)로부터 독출된 음원정보를 입력하고, 반주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원정보 처리부(244b)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음원정보는 MIDI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반주 제어부(246)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
와 반주신호 발생부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246a); 원격조정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제어명령을 수신
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246b); 그리고 상기 텔레비젼신호의 동기신호와 동
등한 의사동기신호를 발생하는 동기신호 발생부(246c)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그래픽/문자정보 및 음원정보를 입
력하여 상기 그래픽/문자정보 발생부(242)와 반주신호 발생부(244)에 제공하는 외부인터페이스부(248)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인터페이스부(248)는 롬팩(ROM  PACK)  인터페이스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인터페이스부(248)는 램팩(RAM  PACK)  인터페이스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인터페이스부(248)는 메모리카드(MEMORY CARD) 인터페이스장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7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부(22); 메모리에 저장된 
복수의 곡중 선택된 곡의 가사정보와 반주정보를 독출하고 반주용 영상신호와 반주신호를 출력하는 영상
반주신호 발생부(40); 상기 텔레비젼 수신부(22)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와 상기 반주용 영상신호를 선택
적으로 출력하는 제1선택부(26a);  상기 텔레비젼 수신부(22)에서 출력되는 음성신호와 상기 반주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2선택부(26b);  상기 제1선택부(26a)에서 선택된 신호와 상기 반주용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영상출력하는 영상출력부(28); 상기 제2선택부(26b)에서 선택된 신호를 입력하여 음성출력하는 
음성출력부(30); 그리고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에 따라 상기 각 구성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
(34)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24)에서 출력되는 반주신호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신
호를 혼합하여 상기 제2선택부에 공급하는 음성신호 입력부(408)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
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34)에 명령신호를 입력하기 위해 적어도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키,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 곡선택용 숫자패드, 시작/취소키, 예약키, 음정조정키 및 속도조정를 갖는 명령
입력부(38)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선택부(26b)은 상기 명령입력부(38)의 텔레비젼/영상반주 모드선택키신호에 따
라 스위칭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34)에 명령신호를 입력하기 위해 적어도 숫자패드, 채널 업/다운키, 음량 
업/다운키, 텔레비젼/영상반주모드 선택키,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 곡선택용 숫자패드, 시작/취소키, 
예약키, 음성 업/다운키 및 속도 업/다운키를 갖는 원격제어부(80)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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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제어장치(80)는 텔레비젼모드에서는 채널을 선택하며 영상반주모드에서는 곡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상기 숫자패드를 겸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
상기.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반주신호 발생부(40)은 반주용 영상신호 및 문자신호를 발생하는 반주영상/문
자신호 발생부(402)과; 반주음을 발생하는 반주신호 발생부(404)과;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부(402)과 
반주신호 발생부(404)의 동작을 제어하는 영상반주 제어부(406)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반주영상/문자신호 발생부(402)은 반주용 영상을 발생하는 반주영상 발생부(402
a)와; 문자정보를 기억하는 문자메모리(402b)와; 상기 문자메모리(242b)로부터 독출된 문자정보를 처리하
는 문자처리부(402c)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반주신호 발생부(404)은 음원정보를 기억하는 음원메모리(494a)와; 상기 음원메모
리(404a)로부터 독출된 음원정보를 입력하고, 반주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원정보 처리부(404b)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음원정보는 MIDI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반주 제어부(406)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상기 그래픽/문자신호 발생
부와 반주신호 발생부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6a); 그리고 원격조정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제어명
령을 수신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246b)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
젼 수상기.

청구항 2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선택부(26a)은 상기 명령입력부(38)의 반주용 영상신호 선택키신호에 따라 스
위칭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반주기능을 갖는 텔레비젼 수상기.

도면

    도면1

12-8

1019930003422



    도면2

    도면3

12-9

1019930003422



    도면4

    도면5

12-10

1019930003422



    도면6a

    도면6b

12-11

1019930003422



    도면7

    도면8

12-12

1019930003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