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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다양한 방식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하나의 장치로써 NTSC, DBS 위성방송 및 HD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PC 모니터 기능도 겸할 수 있는 멀
티시스템 텔레비젼 수상기를 제공함에 있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겸하는 텔레비젼 수상기는 NTSC신호를 색차신호로 변환하고 2배속 변환한 
후, 방송 수신되는 HD신호와 DBS신호를 디코딩하며 상기 디코딩된 디지털 HD신호와 디지털 DBS신호 및 외
부 입력 HD신호중 하나를 현재의 시청모드에 따라 선택하여 미리 설정된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포맷 변환
한후, 상기 2배속 혹은 포맷 변환된 신호와 상기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입력되는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신
호중 하나를 현재의 시청모드에 따라 스위칭에 의해 선택하여 영상 출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하나의  장치로  NTSC,  DBS  위성방송  및  HD  TV방송까지  수신하고  PC모니터  기능을  겸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텔레비젼 수상기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젼 수상기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텔레비젼(이하 TV라 함.) 수상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이하 
PC라 함.)의 모니터로 겸용할 수 있는 TV에 관한 것이다.

현재 통상적인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 방송 시청용 TV 수상기를 PC의 모니터로 사용
하거나 DBS(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도 1은 종래의 텔레비젼 수상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이 TV 수상기(100)의 구성에 따르면, NTSC수신 안테
나(101)에 연결되어 고유의 기능을 하는 TV 수상기(100)에 DBS 위성방송 수신기(102)와 PC/NTSC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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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방송수신과 DBS 위성수신 및  PC 모니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즉 DBS 위성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TV 수상기(100)에 위성방송 수신기(102)를 별도로 설치
하여 위성방송신호를 NTSC RF(Radio Frequency)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 TV수상기(100)의 안테나 입력단에 
연결하여  시청하거나,  상기  위성방송  수신기  (102)에서  직접  기저대역  복합영상(base  band  composite 
video)신호를 출력시켜 TV 수상기(100)의 외부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다. 또한 PC 모니터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PC 모니터신호를 현행 TV시스템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신호 즉 NTSC 신호로 바꾸
는 기능을 하는 PC/NTSC 변환기(104)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상기 PC/NTSC 변환기(104)의 출력을 
상기 TV 수상기(100)의 외부 입력단자에 연결하면 PC 모니터신호를 상기 TV 수상기(100)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DBS 위성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위성방송 수신기(102)를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디지털 
DBS 신호가 아날로그 NTSC 신호 규격으로 변환되고 아날로그 신호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
중에 DBS 신호특성의 열화가 발생한다. 또한 PC 모니터로 사용할 경우 PC/NTSC 변환과정에서 PC 모니터 
출력의 기본 특성인 해상도 즉 '800 x 600' 이상이 NTSC시스템의 기본 해상도 즉 '640 S480' 정도로 신호
가 열화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향후 방송이 개시될 HD(High Definition) TV방송을 수
신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의 장치로써 NTSC, DBS 위성방송 및 HD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PC 모니터 
기능도 겸할 수 있는 멀티시스템 TV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
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
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
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
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
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젼 수상기의 블록 구성도로서, NTSC신호 처리부(200)와 디지털 방
송신호 처리부(202)와 스위칭부(204)와 영상 출력부(206)와 동기 프로세서(208) 및 제어부(210)로 구성한
다. 그리고 상기 구성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회로들과 IC(Integrated Circuit)들을 사용한다. 

상기 제어부(210)는 소정의 시청모드에 따라 상기 NTSC신호 처리부(200)와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부(202)
와  스위칭부(204)와  영상  출력부(206)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210)에  구비된  마이컴(MICOM: 
microcomputer)(246)은 4가지의 시청모드, 즉 NTSC 방송 수신모드와 DBS 방송 수신모드와 HD TV 방송 수
신모드 및 PC 모니터모드중 현재의 시청모드에 따라 상기 NTSC신호 처리부(200)와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
부(202)와 스위칭부(204) 및 영상 출력부(206)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멀티시스템 디스플레이장치의 전반
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한다. 

상기 NTSC신호 처리부(200)는  NTSC  튜너(tuner)(218),  IF(Intermediate  Frequency)  모듈(module)(220), 
A/V(Audio/Video) 스위치(222), 디지털 콤필터(comb filter)(224) 및 2배속 변환(double scan)부 250으로 
구성된다.  상기  2배속  변환부  250은  NTSC  크로마(chroma)  프로세서(226), A/D(Analog/Digital)변환기
(227), 2배속 변환기(228), D/A(Digital/Analog)변환기(229) 및 R.G.B 프로세서(230)로 이루어진다. 상기 
NTSC신호 처리부(200)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NTSC RF신호 또는 외부 입력단(212)을 통해 외부로부터 입
력되는 복합영상신호를 휘도신호와 색신호로 분리한후 색차신호로 변환하고 2배속하여 스위칭부(204)로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NTSC 튜너(218)는 NTSC 방송 수신신호를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선국하여 IF신호를 
출력한다. IF 모듈(220)은 NTSC 튜너(218)에 의해 선국된 IF신호를 처리하여 베이스밴드의 영상신호를 출
력한다. A/V 스위치(222)는 상기 IF 모듈(22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외부 입력단(212)을 통해 입력되는 
외부 복합영상신호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외부 복합영상신호는 NTSC신호이다. 디지털 콤필터(224)는 
상기 A/V 스위치(222)에 접속되며 상기 A/V 스위치(222)에 의해 선택되는 신호를 휘도신호와 색신호로 분
리한다. 이와 같이 분리된 휘도신호와 색신호는 NTSC 크로마 프로세서(226)로 인가된다. 이때 외부 입력
단(212)을 통해 입력되는 복합영상신호가 슈퍼 비디오신호일 경우도 있는데, 슈퍼 비디오신호는 휘도신호
와 색신호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콤필터(224)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NTSC 크로마 프로세서(226)로 
인가한다. NTSC 크로마 프로세서(226)는 A/V 스위치(222)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색차신호 즉 
Y, R-Y, B-Y로 변환한다. A/D변환기(227)은 상기 색차신호 Y, R-Y, B-Y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다. 2배속 
변환기(228)은 상기 디지털 형채의 색차신호를 2배속한다. 상기 2배속 색차신호는 D/A 변환기(229)에 의
해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됨으로써 2배속 아날로그 색차신호가 발생된다. 상기 2배속 아날로그 색차
신호는 R.G.B 프로세서(230)으로 입력되어 R, G, B 원색신호로 전환된다. 상기 R, G, B 원색신호는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와 함께 스위칭부(204)로 전송된다. 상기 2배속 변환에 의해 15.75KHz∼60KHz이던 
수평 및 수직편향 주파수가 31.5KHz∼60KHz로 변환된다.

상기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부(202)는 HD/DBS 튜너(228), HD 디코더(230), DBS 디코더(232) 및 포맷 변환
기(236)로 구성하며, DBS 위성방송과 HD TV방송 수신되는 HD/DBS신호를 디코딩하고, 외부 입력단자(214)
를 통해 입력되는 외부 HD신호와 디코딩된 디지털 HD신호 및 DBS신호중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현재
의 시청모드에 대응하는 신호를 미리 설정된 디스플레이 타입(type)으로 포맷 변환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HD/DBS 튜너(228)는 HD방송 수신신호와 DBS방송 수신신호중 현재의 시청모드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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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선국한다. HD 디코더(230)는 HD/DBS 튜너(228)에 의해 선국된 HD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지털 HD신호
를 출력하고, DBS 디코더(232)는 HD/DBS 튜너(228)에 의해 선국된 DBS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지털 DBS신호
를 출력한다. 포맷 변환기(236)는 상기 HD 디코더(230) 및 DBS 디코더(232)에서 각각 디코딩된 디지털 HD
신호 및 디지털 DBS신호와 외부 입력단(214)을 통해 입력되는 디지털 HD신호중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
해 현재의 시청모드에 대응하는 신호를 미리 설정된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포맷 변환기
(236)는 통상적으로 포맷 변환기 IC와 메모리와 타이밍 발생기와 D/A 변환기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이때 
상기 외부 HD신호는 원색신호 R, G, B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와 함께 입력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맷은 예를 들어 수평주파수 45㎑, 수직주파수 60㎐으로 설정한다. 상기 포맷 변환기(236)에 의해 변환
되어 출력되는 아날로그 원색신호 R, G, B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는 스위칭부(204)에 인가된다. 

상기 스위칭부(204)는 전술한 NTSC신호 처리부(20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나 PC 모니터 입력단(216)을 통
해  PC로부터  입력되는 PC  모니터신호와 상기  포맷  변환기(236)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중 하나를 제어부
(210)의 제어에 의해 현재의 시청모드에 대응되게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PC 모니터 입력단(216)
은 RS-23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상기 PC 모니터 입력단(216)을 통해 입력되는 PC 모니터신호는 원색
신호 R, G, B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와 함께 입력된다.

상기  영상  출력부(206)는  OSD(On  Screen  Display)  발생기(238)와  ABL(Auto  Beam  Limit)회로(240)와 
R.G.B. 프로세서(242)와 OSD 스위칭부(244)로 구성하며, 스위칭부(204)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R, G, B에 
대해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화질을 조정하여 수상관(도시하지 않았음)에 출력한다. 상기 OSD 발생기
(238)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따른 OSD신호를 수상관의 편향회로로부터 인가되는 수평,수직 블랭킹신호 
H_BLK, V_BLK에 동기하여 발생한다. R.G.B 프로세서(242)는 스위칭부(204)로부터 원색신호 R, G, B와 수
상관의 편향회로로부터 수평, 수직 블랭킹신호 H_BLK,V_BLK와 동기 프로세서(208)로부터 동기신호를 입력
하며, 입력신호 R, G, B에 대하여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화면의 명암, 밝기,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등의 화질을 조정한다. 이때 ABL 회로(240)는 수상관의 편향회로로부터 인가되는 ABL신호 ABL에 
따라 상기 R.G.B 프로세서(242)에서 처리되는 신호에 대한 ABL 제어를 한다. OSD 스위칭부(244)는 OSD 발
생기(238)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R.G.B 프로세서(24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스위칭하여 수상관으로 출력
한다. 

상기 동기 프로세서(208)는 스위칭부(204)로부터 출력되는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를 처리하여 일정한 
형태의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_SYNC,  V_SYNC로 변환하고, 클램프(clamp)신호를 R.G.B  프로세서(242)로 
출력한다. 또한 동기 프로세서(208)는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를 제어부(210)의 마이컴(246)에 제공한
다. 제어부(210)는 마이컴(246)과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248)과 제1 및 
제2D/A 변환기(250, 252)로 구성하며, 상기 마이컴(246)에 의해 NTSC신호 처리부(200)와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부(202)와 영상 출력부(206)의 신호처리와 스위칭부(204)의 스위칭과 수상관의 편향을 현재의 시청모
드에 대응되게 제어한다. EEPROM(248)은 일반 방송 수신, 위성방송 수신, HD TV수신 및 PC 모니터로 사용
하기 위한 각 시청모드에 따른 제어데이터 즉 화질 조정데이터, 편향제어데이터 및 기타 정보 등이 저장
된다. 마이컴(246)은 상기 EEPROM(248)으로부터 각 모드에 따른 제어데이터를 읽어 소정의 동작을 제어한
다. 제1 및 제2D/A 변환기(250, 252)는 마이컴(246)에 IIC 버스로 연결되는데, 제1D/A 변환기(250)는 마
이컴(246)으로부터 출력되는 화질 조정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NTSC신호 처리
부(200)와 R.G.B 프로세서(242)에 제공하고, 제2D/A 변환기(252)는 마이컴(246)으로부터 출력되는 편향제
어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의 편향제어신호로 변환하여 수상관의 편향회로에 제공한다.

상기한 구성을 갖는 TV 수상기의 동작을 4가지의 시청모드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NTSC  방송 수신모드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마이컴(246)의 제어에 의해 NTSC 튜너
(218)에서 시청하고자 하는 채널이 선국되고 그에 따른 IF신호가 IF 모듈(220)로 입력되어 베이스밴드의 
영상신호가 A/V  스위치(222)로  출력된다.  이때 외부로부터 NTSC  복합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시청할 경우 
A/V 스위치(222)에는 외부 입력단자(212)를 통해 외부 복합영상신호가 입력되며, 상기 IF 모듈(220)로부
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외부 입력단자(212)를 통해 입력되는 외부 복합영상신호가 스위칭되어 선택되고 
디지털 콤필터(224)에 의해 휘도신호와 색신호로 분리된다.A/D변환기(227)은 상기 색차신호 Y, R-Y, B-
Y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다. 2배속 변환기(228)은 상기 디지털 형채의 색차신호를 2배속한다. 상기 2배
속 색차신호는 D/A 변환기(229)에 의해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됨으로써 2배속 아날로그 색차신호가 
발생된다. 상기 2배속 아날로그 색차신호는 R.G.B 프로세서(230)으로 입력되어 R, G, B 원색신호로 전환
된다. 상기 R, G, B 원색신호는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와 함께 스위칭부(204)로 전송된다. 상기 원색
신호 R, G, B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는 스위칭부(204)의 스위칭에 의해 선택되어 상기 원색신호 R, 
G, B는 R.G.B 프로세서(242)에 입력되고,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는 동기 프로세서(208)에 입력된다.

상기 동기 프로세서(208)에서는 상기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를 일정한 형태의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_SYNC, V_SYNC로 변환하고, 클램프신호가 R.G.B 프로세서(242)로 출력된다. 이때 동기 프로세서(208)는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를 PC 모니터모드로 동작할 경우 입력되는 신호의 형태를 판별하는 기준신호로
서 마이컴(246)에 제공한다. 그리고 R.G.B 프로세서(242)에서는 제1D/A 변환기(250)로부터 인가되는 신호
에 따라 화면의 명암, 밝기, 화이트 밸런스등의 화질이 조정되어 OSD 스위칭부(244)에 인가된다. 그리고 
ABL 회로(240)에 의해 ABL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때 OSD 발생기(238)에서는 수평, 수직주파수에 각각 대
응하는 OSD신호가 발생되어 OSD 스위칭부(244)에 인가됨으로써 R.G.B 프로세서(242)의 출력신호와 스위칭
된다. 이와 같이 OSD 스위칭부(244)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OSD 정보가 포함된 원색신호 R,G,B로 최종 출력 
증폭단을 거쳐 수상관의 캐소우드(cathode)로 입력된다. 따라서 NTSC 방송이나 외부 입력에 따른 화상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두 번째, DBS 방송 수신모드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DBS 방송 수신된 DBS신호가 HD/NTSC 튜
너(228)로 입력되어 선국되고 DBS 디코더(232)에서 디코딩된후 포맷 변환기(236)에서 마이컴(246)의 제어
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미리 설정된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변환된 후, 원색신호 R, G, B와 수평 및 수
직동기신호 H, V가 스위칭부(204)에 인가된다. 이후부터는 상술한 NTSC 방송 수신모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DBS 방송에 따른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므로 종래와 달리 별도의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디지털 DBS신호를 아날로그의 NTSC 신호 규격으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아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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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리하기 때문에 DBS 신호 특성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HD TV 방송 수신모드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HD TV 방송 수신된 HD TV 방송신호가 
HD/NTSC  튜너(228)로  입력되어 선국되고 HD  디코더(230)에서  디코딩된후 포맷 변환기(236)에서 마이컴
(246)의 제어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미리 설정된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변환된 후, 원색신호 R, G, B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가 스위칭부(204)에 인가된다. 이후부터는 상술한 NTSC 방송 수신모드의 경우
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HD TV 방송에 따른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므로 향후 방송 개시될 HD TV 방송
을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PC 모니터모드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PC 모니터입력단(216)을 통해 PC로부터 스위
칭부(204)로  PC  모니터신호가 입력되어 스위칭부(204)의  스위칭에 의해  선택되어 원색신호 R,  G,  B는 
R.G.B. 프로세서(242)로 입력되고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 H, V는 동기 프로세서(208)로 입력된다. 이후부
터는 상술한 NTSC 방송 수신모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PC 모니터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로서, 마이컴(246)이 현재 TV 수상기(100)의 시청모드 즉 NTSC 방
송모드 혹은 PC 모니터모드를 체크하고 그 체크 결과에 따라 편향제어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동작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PC 모니터모드인 경우에는 PC 모니터신호의 수평 및 수직주파수에 대응되게 편향을 제어하며, NTSC 방송 
시청모드이거나 기타 다른 방송 시청모드이면 해당 방송에 적합한 편향제어데이터로써 고정된 한가지 값
에 의해 편향을 제어한다. 

도시한 바에 따르면, 마이컴(246)은 (300)단계에서 현재의 시청모드를 검사한다. 이때 만일 PC 모니터모
드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NTSC  방송  시청모드라면,  마이컴(246)은  (306)단계에서  EEPROM(248)로부터 
NTSC 방송 시청모드에 고정된 한가지의 편향제어데이터를 리드(read)하여 제2D/A 변환기(252)를 통해 출
력한다. 이와는 달리 PC 모니터모드인 경우, 마이컴(246)은 (302)단계에서 동기 프로세서(208)로부터 인
가되는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의 수평 및 수직주파수를 카운트한다. 그리고 마이컴(246)은 (304)단계에서 
그 판별된 주파수에 대응하는 편향제어데이터를 EEPROM(248)에서 리드하여 제2D/A 변환기(252)를 통해 출
력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
되어 정해져서는 않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
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하나의 장치로써 NTSC, DBS 위성방송 및 HD TV방송을 화질 열화없이 시청할 
수 있고 고해상도의 PC 모니터 기능도 겸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복합
영상신호를 색차신호화 한후 2배속 변환함으로써 주파수대역이 제한되어 해상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겸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있어서, NTSC신호를 색차신호로 변환하고 2배속 변
환한 후, 방송 수신되는 HD신호와 DBS신호를 디코딩하며 상기 디코딩된 디지털 HD신호와 디지털 DBS신호 
및 외부 입력 HD신호중 하나를 현재의 시청모드에 따라 선택하여 미리 설정된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포맷 
변환한후, 상기 2배속 혹은 포맷 변환된 신호와 상기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입력되는 개인용 컴퓨터 모니
터신호중 하나를 현재의 시청모드에 따라 스위칭에 의해 선택하여 영상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스
템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2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겸용하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있어서, NTSC 텔레비젼 방송 수신되는 NTSC신호를 
휘도신호와 색신호로 분리 및 처리하여 2배속 R, G, B 원색신호를 출력하는 NTSC신호 처리부와, 상기 DBS 
위성방송과 HD TV방송 수신되는 HD신호를 디코딩하며, 상기 디코딩된 디지털 HD신호 및 DBS신호와 외부 
입력 HD신호중 현재의 시청모드에 대응하는 신호를 미리 설정된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포맷 변환하여 아날
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부와,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입력되는 PC 모니터신호와 상기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부의 출력 신호 및 상기 NTSC신호 처리부의 출력 신호중 하나를 상기 현재의 시청모
드에 대응되게 선택하여 출력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대한 화질을 조정하
여 수상관에 출력하는 영상 출력부와, 상기 NTSC신호 처리부와 상기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부와 상기 영상 
출력부의 신호처리와 상기 스위칭부의 스위칭과 상기 수상관의 편향을 현재의 시청모드에 대응되게 제어
하는 제어부와, 상기 스위칭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중 동기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영상 출력부와 제어부에 
제공하는 동기 프로세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스템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현재의 시청모드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모드일 때 상기 동기신호의 수
평 및 수직 주파수를 판별하여 주파수에 대응되게 상기 수상관의 편향을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
스템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NTSC신호 처리부가, 상기 NTSC 방송 수신신호를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선국하
여 IF신호를 출력하는 NTSC 튜너와, 상기 NTSC 튜너로부터 출력되는 IF신호를 처리하여 베이스밴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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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출력하는 IF 모듈과, 상기 IF 모듈의 출력 신호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복합영상신호중 하나를 상
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선택하는 A/V 스위치와, 상기 A/V 스위치의 출력 신호를 상기 휘도와 색신호로 
분리하는 디지털 콤필터와, 상기 A/V 스위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2배속 R, G, B를 출력하는 
2배속 변환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스템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2배속 변환기가, 상기 A/V 스위치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색차신호를 출
력하는 NTSC 크로마 프로세서와, 상기 색차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
기 디지털 형채의 색차신호를 2배속하는 2배속 변환기와, 상기 2배속 색차신호는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하
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와, 2배속 아날로그 색차신호를 R, G, B 원색신호로 전환하여 수평 및 수직동
기신호와  함께  스위칭부로  전송는  R.G.B  프로세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스템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6 

제4항  혹은  제5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2배속  변환에  의해  수평  및  수직편향  주파수가 
31.5KHz∼60KHz로 제한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스템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신호 처리부가, 상기 HD방송 수신신호와 상기 DBS방송 수신신호중 상기 
현재의 시청모드에 대응하는 신호를 선국하는 HD/DBS 튜너와, 상기 HD/DBS 튜너에 의해 선국된 HD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지털 HD신호를 출력하는 HD 디코더와, 상기 HD/DBS 튜너에 의해 선국된 DBS신호를 디코딩하
여 디지털 DBS신호를 출력하는 DBS 디코더와, 상기 디지털 HD신호와 상기 디지털 DBS신호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HD신호중 상기 현재의 시청모드에 대응하는 신호를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포맷 변환하여 
아날로그 원색신호를 출력하는 포맷 변환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스템 텔레비젼 수상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출력부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른 온스크린디스플레이신호를 발생하는 온
스크린디스플레이발생기와, 상기 스위칭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대한 화질을 조정하는 R.G.B. 프로세서
와, 상기 R.G.B 프로세서에서 처리되는 신호에 대한 ABL 제어를 하는 ABL 회로와, 상기 온스크린디스플레
이발생기와 R.G.B 프로세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스위칭하여 수상관으로 출력하는 온스크린디스플레이
스위칭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시스템 텔레비젼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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