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4

G11B 20/06

(45) 공고일자   1989년04월27일

(11) 공고번호   특1989-0001228

(21) 출원번호 특1982-0001064 (65) 공개번호 특1983-0009555
(22) 출원일자 1982년03월12일 (43) 공개일자 1983년12월22일

(30) 우선권주장 56-35569  1981년03월12일  일본(JP)  

56-37675  1981년03월16일  일본(JP)  

(71) 출원인 니뽕 빅터 가부시끼 가이샤    신지 이찌로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꾜하마시 가나가와꾸 모리야죠 3죠몌 12반지

(72) 발명자 히로다 아끼라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꾸 모리야쬬 3죠메 12반지 니뽕 
빅터 가부시끼가이샤

오오다 요시히꼬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꼬하마시 가나가와꾸 모리야쬬 3죠메 12반지 니뽕 
빅터 가부시끼가이샤

(74) 대리인 이병호, 김성기

심사관 :    최영복 (책자공보 제1555호)

(54) 음성 및 영상신호 기록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음성 및 영상신호 기록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예의 자기기록방식의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자기기록방식의 1실시예 도면.

제3도는 제2도의 자기테이프상의 트랙패턴.

제4도는 제2도의 소거제어신호용 헤드의 도면.

제5도는 본 발명방식의 1실시예의 제어신호발생 및 재생회로 도면.

제6a 및 6b도는 본 발명 방식의 제1실시예의 영상, 음성다중기록 재생회로 도면.

제7a 및 7b도는 제6a 및 6b도의 주파수 응답의 도면.

제8a 및 8b도는 각각 종래 방식의 한 예의 기록계 및 재생계의 블럭계통도.

제9도는 종래 예의 신호의 주파수 응답도.

제10a 및 10b도는 각각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기록계 및 재생계의 블럭계통도.

제11도는 제2실시예의 음성합성신호의 주파수 응답도.

제12도는 제10a 및 b도중의 신호 주파수 응답도.

제13a도 내지 13k도는 제6a 및 6b도의 제각기 신호를 시간측으로 제각기 도시한 도면.

제14a 내지 j도는 1헤드 나선주사방식의 제6a 및 6b도의 제각기 부분 신호 도면.

제15a 내지 제15k도는 제10a 및 10b도중의 제각기 신호를 시간측으로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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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8,20,22,39,40,48,50 : 저역필터 회로   3,10,31,32 : 주파수 변조회로

4,18 : 고역필터 회로                               7,23 : 주파수 변환회로

19,27,37,38,45,47 : 복조회로                30,41,51 : 지연회로

5,21,33,43 : 합성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기기록  및  재생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각각  전용  트랙을  가짐이 
없이  자기기록매체면  위를  공유하는  상태로  기록함으로써  정보  기록밀도의  향상,  테이프  주해경로 
설계의  자유도  증대,  기록  및  재생특성의  안정  및  향상이  가능하며  재생음성신호의  결락  또는  인접 
트랙으로부터의  크로스토크등으로  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한  자기기록방식  및  재생방식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의  자기기록  방식에  있어서는,  제1도에서  도시한  바와같이  자기기록  재생에  필요한  3종류의 신
호,  즉  음성신호,  영상신호  및  회전헤드의  기록타이밍을  나타내는  제어신호기,  영상신호용  헤드  Hv, 
음성신호용  헤드  Ha,  및  제어신호용  헤드  Hc에  의하여,  각각  개별전용  트랙  VT,  AT,  CT로 자기테이
프  G위에  기록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종래의  방식에  있어서의  자기기록재생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이  있었다.  즉,  1.  제어신호는  장치용  제어신호이기  때문에,  그만치  자기테이프의 정보기록밀도
가  낮아진다.  2.  일반적으로  음성신호용  제어신호용의  각  자기헤드는  인라인상태로  일체화되어 있지
만,  헤드에의  접촉등의  배려가  필요하게  되어  자기테이프  주행경로를  한정한다.  3.  음성신호와 제어
신호는  테이프의  양단에  각각  기록되는데,  이  부분은  테이프에  손상된  힘의  영향을  받기  쉽다.  4. 
음성신호의 특성은 테이프 주행속도에 좌우된다는 등이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결점을 제거하는 것이며, 도면과 함께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예를  2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적용한  경우의  각  헤드의  자기테이프  G와의  관련 배치모
양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2도에  있어서,  R은  헤드드럼,  G는  자기테이프,  Hv,  Hv'는  헤드드럼에 부착
시킨  영상과  음성을  다중기록하는  회전자기헤드,  He는  기록부분보다  선행하여  자기테이프  G의 전폭
에  걸쳐  이미  기록된  정보를  소거하는  동시에  제어신호를  자기테이프  G의  전체폭에  걸쳐  기록하는 
고정자기헤드이다.

제3도는  제2도  구성의  자기헤드에  의하여  자기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자기테이프  G위의 기록패
턴을  나타낸  것이다.  소거용의  고주파  전류와  제어신호가  동시에  주어진  고정자기헤드  He는  이미 기
록된 정보를 자기테이프 G의 소요 낭비에 걸쳐 완전히 소거하는 동시에 자기테이프 G위에 
종선(縱線)C,C,…와  같이  제어신호를  새롭게  기록한다.  이  제어신호  C는  신호의  주파수가  낮기 때문
에  자기테이프  G의  심부(深部)까지  기록되므로  뒤의  영상음성헤드  Hv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없이, 비
교적  기록파장이  짧은  영상음성과는  완전히  분리  기록된다.  다음에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는  뒤에 설
명하는 다중화의 방법에 의하여 영상 음성헤드 Hv,Hv'로 같은 트랙 T위에 기록된다.

이와같이하여  영상신호,  음성신호,  제어신호는  자기테이프위에  단독으로  전유(專有)하는  트랙을 가
짐이 없이 서로 같은 테이프면 위를 공유(供有)하는 자리에 기록되게 된다.

다음에  전폭(全幅)소거,  제어신호헤드  He에  의해  미리  기록된  정보의  소거  및  제어신호  C의  기록의 
구체적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고정자기헤드  He에  공급되어야할  소거용  고주파  전류는  그  주파수가  예를들면  70KHz이며,  그  전류의 
크기는  자기테이프  G에  있어서의  미리  기록된  정보신호를  양호하게  소거할  수  있는  크기의  것으로 
된다.  또한,  기록시에  고정자기헤드  He에  전술한  소거용  고주파  전류가  중첩하여  주어지게될 제어신
호는  기본  주파수가  예를들면  30Hz이며  또한  그의  예를들면  제5고주파  까지의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
고  있는  파형(波形)의  것을  사용하고  그  전류의  크기는  제어신호의  기록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G에 
생기는  잔류자화(殘留磁化)에  의해서도  회전자기헤드  Hv,  Hv'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요  정보  신호의 
기록에 실질적으로 왜곡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된다.

앞에서  말한  고정자기헤드  He로서는,  소위  싱글  갭형식의  자기헤드가  사용되거나  혹은  이중  갭 형식
의  자기헤드가  사용되거나  어느  것이든지  좋으나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고정자기헤드  He가  전폭 소
거헤드와  제어신호의  기록재생헤드에  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갭  형식의  것이  채용된  경우에 
두개의  갭과의  간격이  제어신호의  자기테이프  위에  있어서의  기록파장에  관하여  특정한  관계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고정자기헤드  He에  의하여  재생시에  제어신호를  양호하게  재생시킬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제4도에 의하여 설명하면 두개의 갭 g1 , g2 의  재생 극생(極生)이 동일한 것으로 되는 것에 있

어서는 갭간의 간격 d는 제어신호가 거듭되는 주기를 f, 자기테이프의 주행속도를 v로 하면

d=n.v/f(n=1,2…)

의 관계로 정한다. 또한 두개의 갭 g1,g2의 재생 극성이 서로 반대의 것에 대해서는,

d=(2n+1)v/2f

의 관계로 정한다.

여기서  고정자기헤드  He에  제어신호전류를  공급하여  자기테이프  G에  제어신호를  기록할  경우  또는 
제어신호의  기록레벨이  높은  경우,  회전자기헤드  Hv,  Hv'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G에  기록되는 주요정
보신호중  특히  낮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성분에  외곡을  생기게  하는  수가  있으며  전기된  왜곡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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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생면중에  색깔의  농도차나  불필요한  잡음성분이  나타나는등  방해를  주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방해신호가  거듭되는  주파수가  영상신호에  인터리브하는  관계가  되도록  고정자기헤드  He의 선속
도와  회전자기헤드  Hv,  Hv'의  선속도와의  비가  선택되면,  재생화면  위에서의  방해신호의  위상이 1수
평주사선마다  반전하기  때문에  재생화면  위에서의  방해가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것의 일예
를  들면  제어신호가  30Hz이고  또한  영상신호의  주사표준이  NTSC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전기한 
고정자기헤드  He의  선속도에  대한  회전자기헤드  Hv,Hv'의  선속도를  262.5배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다.

제5도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제어신호의  기록  재생에  관한  전기회로의  한  구성예이다.  a는 영상신
호의  입력단자,  SEP는  동기분리회로인데  동기분리회로  SEP에서는  영상신호로부터  수평동기펄스  ph와 
수직동기펄스 Pv를 분리하며, 수직동기펄스 Pv를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MM에 부가한다.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MM에서는  거듭되는  주기가  1/30초의  신호  Pc를  출력하고,  그것을 트랜지스
터 Q1,Q 2  및  저항과  콘덴서로  구성된  저역  필터회로  LPE에  공급한다(도면중의  저항,  콘덴서에  붙인 

수치는  회로정수의  한  예이며,  이  점은  다른  구성부분에  대해서도  같다.).  도면에  나타낸  예에 있어
서  저역  필터회로  LPF는  100Hz에  있어서  -3dB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것이다.  저역  여파기 LPF로부
터의  출력신호  Sc는  구형파신호  Pc가  차단주파수  100Hz의  저역  필터회로  LPF를  통과함으로써 고역성
분이  제거되고,  기록된  제어신호의  존재에  의해서도  주요한  정보  신호  기록에  왜곡을  주는  일이 없
는  신호로  되어  이  신호는  제어신호  Sc로서  사용된다.  이  제어신호  Sc는  트랜지스터 Q 3  내지 Q 6  및 

저항과  콘덴서  등에  의하여  구성된  전력  증폭기  PA에  의해  증폭되어  출력단자  b로부터  고정자기헤드 
He의 한 단부에 공급된다. 전원단자 c에는 기록시에만 동작하는 전력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고정자기헤드  He의  다른  단부에는  발진기  OSC로부터  예를들면  70KHz의  소거용  고주파  전류  Se가 공
급된다.  고정자기헤드  He의  한  단부와  점지와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콘덴서  Ce는  소거용  고주파 
전류  Se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대체로  0인데  제어신호  Sc의  주파수는  고정헤드  He의 임피던스
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것이 사용되어 있다.

고정자기헤드  He의  다른  단부에  고정접점  P가  접속되어  있는  스윗치  SW(또는  릴레이)는  그  가동접점 
V를  재생시에는  고정접점  P쪽으로  또한  기록시에는  고정접점  R쪽으로  변환된다.  단,  이  스윗치  SW는 
재생시에 고정자기헤드 He에 대하여 신호 Se,Sc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생략하여도 좋다.

기록시예  있어서  제어신호  Sc는  고정헤드  He  및  발진기  OSC의  출력  트랜스의  2차  권선  d의  일부를 
통하여  접지로  흐르고  또한  소거용  고주파  전류  Se는  고정자기헤드  He  및  콘덴서  Ce를  통하여 접지
로  흐르며  고정자기  헤드  He는  제어신호  전류와  소거용  고주파전류가  중첩하여  흐른다.  이  발진기 
OSC도 재생시에는 단자 f에 대한 동작용 전력공급이 차단된다.

재생시에  있어서는,  고정자기헤드  He에서  재생된  제어신호  Scr가  연산증폭기  OA  및  저항과 콘덴서등
으로  구성된  전치증폭기  PrA에서  증폭된뒤  트랜지스터 Q9,Q 10  및  저항  콘덴서등으로  구성된 파형정형

(波形整刑)회로  WA에  인가되고,  파형정형회로  WA로부터  구형파상  제어신호  Pcr가  출력단자  e에 송출
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제어신호의 기록재생이 실시된다.

다음에  영상신호와  음성신호의  다중기록재생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6a  및  6b도는 
2헤드 나선주사 VTR에 적용한 제1실시예의 블럭계통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제6a도에  도시된  기록계에  있어서,  영상신호가  영상신호입력단자(1)에  입래하면,  영상신호중 휘도신
호는  저역필터회로(2)에서  분리되고  주파수  변조회로(3)에서  주파수가  변조되어  고역필터회로(4)를 
통과한  후  합성회로(5)에  공급된다.  또한  영상신호중  반송색신호는  대역필터회로(6)에  의하여 분리
되어  주파수  변환회로(7)에  의하여  저역  주파수로  변환된  후  저역필터회로(8)를  통과하여 합성회로
(5)에 공급된다.

한편,  음성신호는  음성신호입력단자(9)로부터  지연회로(30)  및  주파수  변조회로(32)에  공급된다. 제
13b도는  입력음성신호를  영상신호의  필드간격마다  Ⅰ,Ⅱ,Ⅲ…과  같이  구분하여  도시하였다. 지연회
로(30)는  BBD등의  지연소자에  의하여  음성신호를  16.6msec지연한다.  이  지연시간은  전기  1필드의 시
간에  상당한다.  이와같이  1필드에  상당하는  시간이  지연된  음성신호가  제13c도에서 Ⅰ',Ⅱ',Ⅲ'…으
로  도시되었다.  지연된  음성신호는  주파수  변조회로(31)에  공급되는데  여기서  중심  주파수  1.2MHz, 
주파수  편이도  ±25KHz의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로  되고  한편,  주파수  편이도   ±25KHz의  주파수 음
성신호로  된다.  이  주파수  변조회로(31,32)로부터의  두개의  음성신호는  합성회로(33)에서  합성되어 
주파수  변조  합성음성신호가  되고  대역필터회로(11)에서  대역외의  불필요성분을  제거한  후 합성회로
(34)에  공급된다.  합성회로(34)에서는  전기  주파수  변조  합성  음성신호와  영상신호는  주파수 다중화
가  되어  기록되어(12')를  거쳐   채널  2쪽의  자기헤드(14)에  의하여  자기  테이프(15)위에  제13f도에 
도시된  신호로서  기록된다.  한편,  채널  1쪽의  자기헤드(13)에  의하여  영상신호만  제13e도에  도시된 
신호로서  자기테이프(15)위에  기록된다.  그리고  또한  자기테이프가  가이드  드럼에  180℃이상에  걸쳐 
첨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8e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서로 중첩부분을 가진다.

제7a도는  채널  2쪽의  자기헤드(14)가  기록하는  다중화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이며,  a는  저역변환 
반송색신호,  c는  주파수  변조  휘도신호,  b,  b'는  두개의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이다.  그런데  채널 1
쪽의 자기헤드(13)의 기록신호는 이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음에  제6b도에  도시한  재생계에  있어서  자기테이프(15)위에  기록되어  있는  주파수  다중화  신호는 
회전  자기헤드(13,  14)에  의하여  재생되어  프리  앰프(16,  16')에서  증폭된  뒤  절환회로(17)에 공급
된다.  절환회로(17)는  헤드절환신호에  의하여  전기  주파수  다중화  신호를  서로  번갈아  절환시켜 고
역필터회로(18),  저역필터회로(22),  대역필터회로(35,  36)로  공급된다.  고역필터회로(18)는  전기 주
파수  다중화  신호중  주파수  변조휘도신호를  분리하여  복조회로(19)에  공급된다.  분리된  주파수  변조 
휘도신호는  복조회로(19)에서  복조되어  지역필터회로(20)를  통과하여  합성회로(21)에  공급된다.  또, 
저역필터회로  (22)는  전기  주파수  다중화  신호중  저역  변환  반송  색신호를  분리하여  주파수 변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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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3)에  공급한다.  분리된  저역변환  반송색신호는  주파수  변환회로(23)에서  원래의  고역  주파수로 
변환되어  대역필터회로(24)를  통과하여  합성회로(21)에  공급된다.  합성회로(21)는  전기  복조 휘도신
호와 전기 고역 변환 반송색신호를 주파수 다중화하여 영상신호 출력단자(25)로부터 출력한다.

대역필터회로(35)는  입력된  다중화  신호중  전기  1.2MHz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는  주파수  변조 음성신
호를  분리한다.  이와같이  대역필터회로(36)는  입력된  다중화  신호중  전기  1.4MHz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는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를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된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는  각각 복조회로
(37,  38)에서  복조되어  제13g,  h도에  도시된  신호가  된다.  제13g도에서는  동도면  C의  음성신호중 
Ⅰ'  ,Ⅲ'…의  기간이  재생되고  동도면  H에  동도면  D의  음성신호중,  I1,IV의  기간이  재생되어  있다. 
복조회로(37)로부터의  동도면  G의  음성신호는  저역필터회로(39)에서  잔류  반송파가  제거되어 절환회
로  (42)에  공급된다.  한편,  복조회로(38)로부터의  동도면  H의  음성신호는  저역필터회로  (40)에서 잔
류  반송파가  제거되어  지연회로(41)에  공급된다.  지연회로(41)는  공급된  음성신호를  1필드에  상당한 
시간을  지연하여  제13i도와  같은  신호로  하고  절환회로  (42)에  공급한다.  절환회로(42)는  제13j에 
나타낸  절환펄스에  의해  저역필터회로  (39)와  지연회로(41)로부터의  음성신호를  절환시켜  제13k도에 
도시된  연속  음성신호를  절환시켜  제13k도에  도시된  연속  음성신호를  음성신호  출력단자(43)에 공급
한다.

이와같이하여,  제13e,  f도에  도시된  중첩시간을  가지게  되는  신호에  음성신호를  다중화하여 기록하
므로써  인접  트랙으로부터의  동일  주파수  대역의  방해를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위각  헤드  방식의 
부보호대역  기록  방식에  적당하며,  또한  두개의  자기헤드  (13,14)의  절환에  의한  스윗칭  잡음이 음
성신호에  혼입됨이  없이  재생할  수가  있다.  그러고  또한  이  기록재생으로써  재생음성신호는 영상신
호에  대하여  1필드분의  시간(1/60초)이  늦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의  늦어짐은  청감상(聽感上)지장이 
없다.

다음에  본  발명을  1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적용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1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서는  일반적으로  트랙의  테이프  단부에서  신호결락(信號缺洛)이  생기는  것인데  영상신호에  있어서 
의사신호(擬似信號)를  브랭킹  기간에  설정하면  화면상  보이지  않으나  이와같은  일은  음성신호에서는 
실시할 수가 없다.

제14a  내지  14j도는  1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적용한  경우의  시간축을  기준으로한  신호파형 설명도면이
다.  먼저  기록시에  있어서,  제14a도는  1필드마다의  영상신호를  나타내며  동도면  B는  음성신호가 1/2
필드마다로  구분되어  1구분이  전기영상신호의  1필드의  출발로부터  1/4피드에서  3/4피드에  걸쳐 할당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제6a도의  지연회로(30)는  상기와  같은  구분방법에  따라  음성신호를 1/2
필드씩  지연시켜  제14c도에  나타낸  신호를  얻는다.  그리고  또한  1헤드  나선주사방식에서는  테이프 
구연(溝현)을  지날때  생기는  신호의  결락이  2msec정도  이하  이기때문에,  이  결락  기간을  피하기 위
해서는 음성신호의 지연시간을 2msec이상에서 약 14msec이내로 임의 설정하면 된다.

이리하여,  자기헤드에서는  동도면  C,  D에  나타낸  음성신호가  합성되어  영상신호와  다중화되어 동도
면  E에  나타낸  바와같이  하나의  헤드에  의하여  기록된다.  다음에  재생시에  있어서  다중화  신호중 두
개의  합성신호는  제14f,  14g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된다.  또한  동도면  G의  신호는  1/2필드 지연
되어  동도면  H에  나타낸  신호로  된다.  이리하여  동도면  I에  나타낸  변환  펄스에  의하여  동도면  J에 
나타낸 연속 음성신호가 얻어진다.

제14g와  14h도의  신호를  비교하면,  신호결락  기간을  제하고  서로  동일정보가  2중으로  전송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2중  전송에  의하여  한쪽의  음성신호중  드롭아우트가  생겨도  다른쪽에 절환
되면 드롭아우트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리하여  1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있어서도  음성신호의  결락없이  음성신호를  영상신호성분과 다중화하
여  동일트랙에  기록할  수  있다.  또한,  FM음성신호의  주파수  설정은  제7a도에  도시된  대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저역 반환 반송색신호의 아랫쪽  (100KHz부근)도 좋다.

또,  재생시의  복조회로는  실시예와  같이  1.2MHz와  1.4MHz의  반송파를  직접  복조를  하지  않고  일단, 
각  반송  주파수를  주파수  변환하고,  예를들면  10.7MHz로  하여  세라믹  필터등의  협대역  필터로 선택
도를 확보한 뒤에 복조하는 것이 좋은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기록에 사용된 지연회로는 재생시에 공동으로 사용되어도 좋다.

본 실시예에서는 음성신호를 주파수 변조히고 있는데 진폭변조도 좋으나 S/N,레벨변동등을 
고려하면, 주파수 변조의 쪽이 한층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즉,  제8a도에  도시된  기록계에  있어서 입력단
자(1)에  입력된  영상신호는  저역필터회로(2)  및  대역필터회로(6)에  공급된다.  이  영상신호중 휘도신
호는  저역필터히로(2)에  의하여  고역필터회로(4)를  통과한  후  합성회로(5)에  공급된다.  또 영상신호
중  반송색  신호는  대역필터회로(6)에  의하여  분리되어  주파수  변환회로(7)에  의하여  저역주파수로 
변환된 후 저역필터회로 (8)를 통과하여 합성회로(8)에 공급된다.

한편,  입력단자(9)로부터의  음성신호는  주파수  변조회로(10)에  있어서,  약  1.2MHz의  반송파를 ±
50KMz정도의  주파수  편이로  주파수를  변조하고  대역필터회로  (11)에  의하여  불필요한  대역이 제한되
어 합성회로에 공급된다.

합성회로(5)는  전기  피주파수  변조  휘도  신호(이하  주파수  변조  휘도신호라고  부른다)와  저역  변환 
반송색신호와  피주파수  변조  음성신호(이하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라고  부른다)를  제11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파수를  다중화하여  기록회로(12)에  공급한다.  또한  제12도에  있어서,  a는  저역  변환 반
송색신호, b는 주파수 변조음성 신호, c는 주파수 변조 휘도신호를 나타낸다.

기록회로(12)에서  증폭된  이  주파수의  다중화  신호는  회전자기헤드(13,  14)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15)위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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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8b도에  나타낸  재생계에  있어서는,  자기테이프(15)위에  기록되어  있는  주파수  다중화 신
호는  회전  자기헤드(13,  14)에  의하여  재생되어  프리앰프(16,  16')에서  증폭된  후  절환회로(17)에 
공급된다.  변환회로(17)는  헤드절환신호에  의하여  전기주파수  다중화  신호를  서로  번갈아  절환시켜 
1.5MHz이상의  고역필터회로  (18),  1MHz이하의  저역필터회로(22),  1  내지  1.5MHz의 대역필터회로(2
6)에 공급된다.

고역필터회로(18)는  전기  주파수  다중화  신호중  주파수  변조  휘도신호를  분리하여  복조히로(9)에 공
급한다.  분리된  주파수  변조  휘도신호는  복조회로(19)에서  복조되어  저역필터회로(20)를  통과형 합
성회로(21)에  공급된다.  또,  저역필터회로  (22)는  전기  주파수  다중화  신호중  저역  변환 반송색신호
를  분리하여  주파수  변환회로(23)에  공급한다.  분리된  지역  변환  반송색신호는  주파수 변환회로(2
3)에서  원(元)고역  주파수로  변환되어  대역필터회로(24)를  통과하여  합성회로(21)에  공급된다. 합성
회로  (21)는  상기  복조  휘도신호와  상기고역  변한  반송색  신호와  주파수  다중화를  하여 영상출력단
자(25)로부터 출력한다.

한편,  대역필터회로(26)를  통과한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는  복조회로(27)에서  복조되어 저역필터회로
(28)를 통과, 음성 출력단자(29)로부터 출력된다.

이상은  같은  음성신호를  주파수  변조를  하여  영상신호와  주파수  다중화는  방식을  2헤드  방위각 헤드
방식에  의한  무보호  대역  자기기록재생방식에  적용할  경우  무보호  대역에  의한  인접트랙으로부터의 
크로스토크  방해가  재생음성신호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2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있
어서는  두개  헤드의  절환점에  발생하는  일시적  노이즈(스윗칭  노이즈)가  들리는  결점도  있었다. 또
한  1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상기  다중화  방식을  적용하면  자기헤드가  각  트랙의  테이프  단부를 주사할
때 신호가 결락하기 때문에 음성신호는 큰 잡음이 생긴다는 결점도 생긴다.

또한  이러한  결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술된  제1실시예에  대하여  제6a,b도,  7a,b도  및  13a 
내지 13k도의 설명에서 설명되어 있다.

다음에 제10a,10b도 내지 15a 내지 15k도와 더불어 본 발명 방식의 제2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0a도중  제15a도에  도시된  영상신호는  제15a도와  같은  영상신호계의  블럭을  통과하여  합성회로(5) 
및 (34)에 공급된다.

한편,  음성신호는  음성입력단자(9)로부터  지연회로(30)  및  합성회로(43)에  공급된다.  제15b도는 입
력음성신호를  영상신호의  필드간격마다  Ⅰ,Ⅱ,Ⅲ…같이  구분하여  나타냈다.  지연회로(30)는 음성신
호를  제15c에  도시된  바와같이  1필드에  상당하는  시간을  지연하여  주파수  변조회로(31)에  공급한다. 
지연된  음성신호는  주파수  변조회로  (31)에  의하여  중심  주파수  30KHz  주파수  편이도  ±10KHz의 주
파수  변조  음성신호로  되어  합성회로(43)에  공급된다.  합성회로(43)는  제1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음
성신호를  합성하여  주파수  변조회로(44)에  공급한다.  제11도의  d는  입력단자(9)로부터  직접 합성회
로(43)에  공급된  음성신호를  나타내며  e는  1필드에  상당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주파수가  변조된 음성
신호를  나타낸다.  이  합성음성신호는  주파수  변조회로(44)에  의하여  중심  주파수  1.25MHz  주파수 편
이  ±25KHz의  주파수  변조  합성  음성  신호로  되어  대역필터회로(11)에서  불필요  대역이  제거되어 합
성회로(34)에  공급되며  이에  의하여  제15d도에  도시된  주파수  변조  합성음성신호가  얻어진다. 합성
회로  (34)는  영상신호와  합성음성신호를  제12도와  같이  주파수  다중화를  한다.  제12도에서  a는 지역
변환색  신호,  b는  주파수  변조  합성음성신호,  c는  주파수  변조  휘도신호를  나타낸다.  이  다중화 신
호는  자기헤드(14)에  의하여  자기테이프(15)위에  제15f도와  같이  기록된다.  한편,  자기헤드(13)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위에 제15e도와 같이 영상신호만이 기록된다.

다음에  제10b도에  도시된  재생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자기헤드(13,  14)에  의하여  재생된  다중화 신
호는  프리엠프(16,  16')를  거쳐  절환회로(17)에  공급된다.  회전드럼에  동기한  드럼펄스에  의하여 절
환회로(17)가  변환되어  자기헤드(13,  14)로부터의  다중화신호가  서로  번갈아  영상신호재생계의 고역
필터회로(18), 저역필터회로(22) 및 음성신호 재생계의 대역필터회로(11)에 공급된다.

대역필터회로(11)는  입력한  다중화  신호중  주파수  변조  합성음성신호를  분리하여  복조회로(45)에 공
급되어  제15g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복조된다.  이  합성음성신호는  대역필터회로(46)  및 저역필터회
로(50)에  공급된다.  대역필터회로(46)는  공급된  합성음성신호중  제11도에  e로서  나타낸  주파수  변조 
음성신호를  분리하여  복조회로  (47)에  공급한다.  복조회로(47)는  주파수  변조  음성된  신호를 복조하
여  복조된  제15h도로  도시된  신호는  저역필터회로(48)를  거쳐  절환회로(49)에  공급된다.  한편, 저역
필터회로(50)는  공급된  합성음성신호중,  제11d도로  도시된  음성신호를  분리하여  지연회로(49)에 공
급한다.  지연회로(51)는  음성신호를  제15i도와  같이  1필드  지연하여  절환회로(49)에  공급한다. 절환
회로(49)는  제15j도에  나타낸  절환펄스에  의하여  저역필터회로(48)  및  지연회로(51)로부터의  두개의 
입력음성신호를 절환하여 제15k도와 같은 연속음성 신호로서 음성신호 출력단자(29)로부터 
출력한다.

이리하여  제2실시예에  있어서도  제1실시예와  같이  음성신호에  헤드절환에  의한  스윗칭  노이즈가 생
기는 일이 없이 연속음성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

또한, 1헤드 나선주사방식도 제1실시예와 같게 하여 제2실시예에 적용할 수가 있다. 

위의  설명과  같이  본  발명으로  되는  음성  자기기록방식은  음성신호를  소정기간  지연시키는  수단과 
이  음성신호와  지연된  음성신호를  변조하는  수단과,  피변조  음성신호와  피주파수  변조  영상신호를 
합성  다중화하여  동일  트랙에  기록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기록  재생방식에서는  상기  수단에 
더하여  재생된  합성  다중  신호로부터  전기  피변조  음성신호를  얻는  수단과  피변조  음성신호로부터 
전기  음성신호와  지연된  음성신호를  복조  시키는  수단과  음성신호를  지연시켜서  전기  지연된  음성 
신호를  연속  재생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때  복조후의  음성신호 상
태로  연속음성을  합성하기  때문에  자기헤드가  하나의  트랙으로부터  다음의  트랙으로  절환할때에 음
성신호  결락으로  인한  잡음이  생기지  않으며  또한  1헤드  나선주사방식에  적용한  경우에  음성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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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롬업이 생겨도 중첩한 음성신호를 절환시킴으로써 연속 음성신호가 얻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위의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으로  되는  자기기록재생  방식은  고정  자기헤드에  의하여 제어신
호를  피주파수  변조영상신호  및  피주파수  변조음성신호를  전용  트랙을  가짐이  없이  자기기록매체면 
위에  공유상태로  기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기테이프의  전면을  회전  자기헤드가  사용할  수  있고, 
음성과  영상신호의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기록  밀도가  향상도  음성신호가  회전헤드에 의하
여  기록되기  때문에  테이프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주파수  대역상  유리하고,  제어  신호가 
테이프  전폭에  걸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프  험등에  대하여  안정되며  자기헤드의  종류가 반감
하여  테이프  주행경로의  자유도가  대폭  증가하고,  헤드의  마모,  먼지  부착등  여러가지  단점들도 반
감되어  헤드  나선주사  자기기록방식에  본  발명  방식을  적용한  경우  종래의  방식과  같이  테이프 단부
에 음성 트랙나 콘트롤 트랙이 없기 때문에 테이프 끝의 신호 결락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
을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및  영상신호를  한쌍의  회전헤드(13,  14)에  의해  기록테이프(15)에  기록하기  위한  상기 회전헤
드는  상호  반대되는  애지머스각의  간격을  가지며  테이프의  수직방향에  대해  비스듬히  형성되는  상호 
인접트랙상에  영상신호를  번갈아서  기록하며  상기  영상신호는  일정구간마다  기록되는  음성  및  영상 
신호  기록장치에  있어서,  상기  음성신호  기록장치는,  일정한  지연시간동안  입력  음성신호를 지연시
키기  위한  지연회로(30)를  구비하며  상기  일정한  지연시간은  영상신호의  상기  일정구간과  같으며 입
력 음성신호와 상기 지연회로의 출력이 지연된 음성신호를 합성 하기 위한 합성회로(33)를 
구비하며,  상기  합성회로로부터의  합성  음성신호와  영상신호를  다중화하기  위한  또하나의 합성회로
(34)를  구비하며  상기  회전헤드쌍중  하나(13)에  의해  테이프상에  영상신호만을  기록하며  상기 회전
헤드쌍중  다른것(14)에  의해  테이프상에  상기  또  하나의  다중화된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회로
(12)를  구비하며  그에  따라서  영상신호와  합성된  음성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된  신호가  교대로 테
이프의 트랙상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및 영상신호 기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신호의  상기  일정구간  및  상기  일정한  지연시간을  각각  영상신호의  한 필
드의 지속시간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및 영상신호 기록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기록테이프의  전폭에서  상기  기록테이프(G)상의  전에  기록된  정보를  소거하며 기록
테이프  전폭에서  제어신호(C)를  동시에  기록하기  위해  상기  회전헤드  (13,  14)쌍에  선행하여  제공된 
고정 자기헤드(He)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및 영상신호 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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