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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나란한 화상 디스플레이를 위한 자동 동기화 스위치

요약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제1 및 제2영상 신호를 나타내는 화상을 동시에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디스플
레이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동기화 회로(700)는 상기 제1 및 제2영상 신호증 한 신호에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을 동기화시킨다. 수평 동기화 성분은 제1영상 신호로부터 분리되어 감지회로(710)에 의해 검출된다. 
회로(708)는 감지회로에 응답하여 선택 가능한 동기화 회로를 제어한다. 상기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은 제
1영상 신호로부터 분리된 수평 동기화 성분이 감지될 경우에는 제1영상 신호에 동기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영상 신호에 동기화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나란한 화상 디스플레이를 위한 자동 동기화 스위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젼의 자동 동기화 스위치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검출 회로에 의해 처리된 복합 비디오 신호의 타이밍도.

제3도는 검출 회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대역통과 필터와 동기 분리기의 회로도.

제4도는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지며 검출 회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검출기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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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검출 회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대역통과 필터의 블록도.

제6도는 제3도 및 제5도의 대역통과 필터의 응답 특성을 도시한 도면.

제7도는 2 fH 수평주사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의 블록도.

제8도는 메인, 보조 및 출력 신호 경로를 도시한 제7도의 게이트 어레이의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700 : 자동 동기화 스위치               708 : 마이크로프로세서

710 : 신호 검출 회로                     712, 721 : 동기 성분 분리기

714, 723 : 수평 PLL 및 수직카운트다운회로 

725 : PIP프로세서                        726, 732 : 복합 동기 분리기        

724, 734 : 콤 필터                        722, 730 : 복조기                  

803 : 대역통과 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대체로 상이한 소스로부터의 동일한 크기의 나란한 화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텔레비젼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히 말하자면 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비 스크린을 갖는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다. 오
늘날 대부분의 텔레비전은 수평 폭대 수직 높이가 4:3인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가지고 있다. 와이드 디스
플레이 포맷비는 예를 들어 16:9인 영화의 디스플레이 포맷비와 거의 일치한다. 본 발명은 직시형(direct 
view) 텔레비전과 투사형(projection)텔레비전에 적용할 수 있다.

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갖는 텔레비전은 통상의 디스플레이 포맷 신호 및 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 
신호뿐 아니라 이들 디스플레이 포맷 신호의 조합 신호를 다중 화상 디스플레이로 다양하게 디스플레이하
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비 스크린을 사용하면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된
다. 그러한 문제점들로는, 복수의 신호 소스의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변경하는 문제, 비동기식이면서 동시
에 디스플레이되는 소스로부터 일관된 타이밍 신호를 형성하는 문제, 다중 화상 디스플레이를 발생시키기 
위해 복수의 소스들간을 스위칭하는 문제 및 압축된 데이타 소스들로부터 고해상도 화상을 제공하는 문제
를 들 수 있다. 1991년 12월 12일 공개되고 PCT/US91/03746에 대응하는 WO 91/19397에 개시된 와이드 스
크린 텔레비전은 단일 소스로부터 고해상도 단일 화상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유사하거나 상이한 포맷비
를 갖는 복수의 소스로부터 고해상도의 다중 화상 디스플레이를 선택가능한 디스플레이 포맷비로 제공할 
수 있다.

WO 91/19397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텔레비전 장치는 예를 들어 두개의 비디오 소스로부터 다중 화상
을 동시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러한 비디오 소스로는 텔레비전의 튜너,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튜
너, 비디오 카메라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모드는 상이한 
비디오소스, 예를 들어 두개의 서로 다른 채널로부터 대체로 동일한 크기의 나란한 화상 방식(side-by-
side pictures)이다. 16:9(폭 대 높이)의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갖는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에서, 두개의 
나란한 화상 각각의 완전한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8:9의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가질 수 있다. 4:3 화상을 
8:9 공간에 맞추기 위해서, 4:3 화상은 수평으로 크로핑(croppping)되거나 압축되어야 하고, 또는 이 양
자가 조합된 방식이 취해져야 한다.

두개의 나란한 화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는 2개의 입력 신호중 편의상 제1신호 또는 제1
화상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신호로 동기(lock)된다.

이 화상은 나란한 화상 모드에서 좌측 화상 또는 우측 화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 화상이 제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상기가 빈(blank)채널로 튜닝되거나,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
송을 중단하거나, 비디오 소스가 인터럽트될 수 있다. 만일 제1화상이 제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제2화상
에 대한 동기화도 불가능해진다. 적절한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화상에는 지터(jitter)가 발생
하게 된다.

제1화상 신호가 상실될 때 디스플레이 동기화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1화상 신호는 모니터링된다.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나란한 화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통상의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갖는 제1비디
오 신호로부터 제1복합동기신호를 분리시키기 위한 제1회로와, 이와 동일한 통상의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갖는 제2비디오 신호로부터 제2복합 동기 신호를 분리시키기 위한 제2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검출 회로는 
제1비디오 신호의 수평 동기 성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제1비디오 신호가 존재하는지를 감지한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제어 회로는 제1및 제2비디오 신호를 나타내는 화상이 대체로 이미지 종횡비의 왜곡없이 나란
한 관계로 디스플레이되는 동작 모드를 갖는다. 동기화 스위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동기화하기 위해 
제1 및 제2 복합 동기 신호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1비디오 신호의 수평 동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제2복합 동기 신호가 자동적으로 선택된다.

검출 회로는 동기 성분 분리기, 대역통과 필터 및 검출기를 포함한다. 제1비디오 신호가 존재할 경우, 수
평 동기 신호는 분리되어 모니터링된다. 검출 회로는 적당한 수평 동기 성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
내는 출력 신호를 발생한다. 본 발명은 검출 회로 및 자동 동기화 스위치에 결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추가로 구비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제1비디오 신호가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동기
화 스위치 출력이 제2복합 동기 신호가 되도록 제어한다.

본 발명은 제1비디오 신호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제1신호 처리 수단, 자동 동기화 스위치 출력에 동기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수단, 제2비디오 신호를 제1비디오신호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 수단에 수평 동기시키는 
수단, 상기 제2비디오 신호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제2신호 처리 수단 및 나란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처리된 
제1 및 제2비디오 신호를 조합하는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 있다. 제1 및 제2 신호 처리 수단은 제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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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화상이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화상을 크로핑하고 화상 크기를 감소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2화상은 제1화상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나란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2 fH수평 주사로 동작하도록 있으며 WO 91/19397에 개시된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 장치에 대한 전체 블록

도는 제7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면 부호10으로 표시되어 있다. 텔레비전(10)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신호 
입력부(20), 새시(chassis) 또는 TV 마이크로프로세서(216),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 1 fH대 2 fH 변

환기(40), 편향 회로(50), RGB 인터페이스(60), YUV  대 RGB 변환기(240), 키네스코프 구동기(242), 직시
관 또는 투사관(244) 및 전원(70)을 포함한다. YUV 대 RGB 변환기(240)는 산업형 TA7730 이 될 수 있다. 
설명의 편의상 여러 회로를 상이한 기능의 블록으로 묶어 놓았지만, 이것은 이러한 회로들의 상호간의 물
리적인 위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비디오 신호 입력부(20)는 상이한 비디오 소스로부터 복수의 복합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다. 
비디오 신호는 메인 비디오 신호 및 보조 비디오 신호로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선택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RF 스위치(204)는 2개의 안테나 입력 ANT1과 ANT2를 갖는다. 이들은 옥외 안테나 수신 및 케이블 
수신을 위한 입력을 나타낸다. RF 스위치(204)는 어느 안테나 입력이 제1튜너(206)와 제2튜너(208)에 공
급되는지를 제어한다. 제1튜너(206)의 출력은 선국, 수평 편향, 수직 편향 및 비디오 제어와 관련된 수많
은 기능을 수행하는 원-칩(202)에 입력된다. 도시된 특정 원-칩은 산업형 TA7777이다. 제1튜너(206)로 부
터 제공되는 신호에 기인하여 원-칩에서 형성된 기저대 비디오 신호 VIDEO OUT는 비디오 스위치(200)와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의 TV1 입력단에 입력된다. 비디오 스위치(200)에 제공되는 다른 기저대 비디
오 입력은 AUX1과 AUX2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은 비디오 카메라,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비디오 게임기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새시 또는 TV 마이크로프로세서(216)에 의
해 제어되는 비디오 스위치(200)의 출력은 SWITCHED VIDEO로 표시되어 있다. SWITCHED VIDEO는 와이드 스
크린 프로세서(30)에 입력된다.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의 스위치 SW1는 TV1  신호와 SWITCHED  VIDEO  신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SELECTED 
COMP  OUT  비디오 신호로서 Y/C  복호 회로(210)에 입력한다. Y/C  복호 회로(210)는 적응 라인 콤 필터
(adaptive line comb filter)서 구현될 수 있다. 2개의 추가 비디오 소스 S1과 S2도 역시 Y/C 복호 회로
(210)에 입력된다. 각각의 비디오 소스 S1과 S2는 상이한 S-VHS 소스를 나타내며, 이들 각각은 별도의 휘
도 신호 및 색도 신호로 구성된다. 일부 적응 라인 콤 필터에서와 같이 Y/S 복호 회로의 일부로서 통합되
거나 별도의 스위치로서 구현될 수 있는 스위치는  TV 마이크로프로세서(216)에 응답하여 각각 Y-M 및 C-
IN으로 표시된 출력으로서의 한 쌍의 휘도 및 색도 신호를 선택한다. 이어서, 선택된 휘도 및 색도 신호
쌍은 메인 신호로 간주되어 메인 신호경로를 따라 처리된다. -M 또는 -MN을 포함하는 신호 표시는 메인 
신호경로에 관한 것이다. 색도 신호 C-IN는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에서 원-칩으로 반송되어 색차 신호 
U-M 및 V-M을 형성한다. 여기서, U는 (R-Y)와 등가 표시이며, V 는(B-Y)와 등가 표시이다. Y-M, U-M 및 
V-M 신호는 추가의 신호처리를 위해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다.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의 일부로서 기능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제2튜너(208)는 기저대 비디오 신호 
TV2를 형성한다. 스위치 SW2는 Y/C복호회로(220)에 대한 입력으로서 TV2 신호와 SWITCHED VIDEO 신호중 
하나를 선택한다. Y/C 복호회로(220)는 적응 라인 콤 필터로서 구현될 수 있다. 스위치 SW3와 SW4는 Y/C 
복호회로(220)의 휘도 출력과 색도 출력, 또는 각각 Y-EXT 및 C-EXT로 표시된 외부 비디오 소스의 휘도 
신호와 색도 신호를 선택한다. Y/C복호회로(220)와 스위치 SW3 및 SW4는 일부 적응 라인 콤 필터에서와 
같이 조합될 수 있다. 스위치 SW3 및 SW4의 출력은 그후 보조 신호로 간주되어 보조 신호 경로를 따라 처
리된다. 선택된 휘도 출력든 Y-A로 표시된다. -A,-AX 및-AUX를 포함한 신호표시는 보조 신호 경로에 관한 
것이다. 선택된 색도 신호는 색차 신호 U-A 및 V-A로 변환된다. Y-A, U-A 및 V-A신호는 추가의 신호 처리
를 위해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다. 비디오 신호 소스를 메인 신호 경로와 보조 신호 경로로 전환함으로써 
상이한 화상  디스플레이 포맷의 상이한 부분을 위한 소스선택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유연성이 최대가 
된다.

Y-M에  대응하는  복합  동기  신호  COMP  SYNC는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에  의해  동기분리기(212)에 
제공된다. 수평 동기 성분 H와 수직 동기 성분 V은 수직 카운트 다운 회로(214)에 입력된다. 수직 카운트 
다운 회로는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로 전송되는 VERT RESET신호를 발생한다.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
서는 RGB 인터페이스(60)로 향하는 내부 수직 리세트 출력 신호 INT VERT RST OUT를 발생시킨다. RGB 인
터페이스(60)에서의 스위치는 내부 수직 리셋 출력 신호와 외부 RGB 소스의 수직 동기 성분 신호중 하난
를  선택한다.  이  스위치의  출력으로서  선택된  수직  동기  성분  SEL-VERT-SYNC은  편향  회로(50)에 
입력된다. 보조 비디오 신호의 수평 및 수직 동기 신호는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에 있는 동기 분리기
(250)에 의해 형성된다.

1 fH 대 2fH 변환기(40)는 예를 들어, 각 수평 라인을 두 번 디스플레이하거나 동일 필드의 인접 수평 라

인을 보간하여 추가의 수평 라인 세트를 발생함으로써  비월 주사 방식의 비디오 신호를 순차 주사 방식
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일부 경우, 인접 필드 또는 인접 프레임간에 검출된 움직임의 
레벨에 따라 이전의 라인이 사용될지 또는 보간된 라인이 사용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변환기 회로(40)
는 비디로 RAM(420)과 관련하여 동작한다. 비디오 RAM은 순차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의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필드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Y-2 fH, U-2 fH 및 V-2 fH 신호와 같은 변환된 비디오 데

이타가 RGB 인터페이스(60)에 공급된다.

RGB 인터페이스(60)는 비디오 신호 입력부에 의한 디스플레이용 변환 비디오 데이타 또는 외부 RGB 비디
오 데이타의 선택을 가능케 한다. 외부 RGB 신호는 2 fH주사에 적합한 와이드 디스플레이 포맷비 신호로 

간주된다. 메인 신호의 수직 동기 성분은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에 의해 INT VERT RST OUT으로서 RGB 인
텨페이스에 공급되며, 이 신호는 선택된 수직 동기 성분(fVm 또는 fVext)이 편향 회로(50)에 이용될 수 있

게 한다.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의 동작은 내부/외부 제어 신호 INT/EXT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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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RGB 신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외부 RGB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부 RGB 신호 입
력을 선택하면, 라스터의 수직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음극선관 또는 투사관에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
다. 따라서, RGB 인터페이스 회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부 RGB 입력 신호의 선택을 무효로 하기 위해 외부 
동기 신호를 검출한다. WSP 마이크로 프로세서(340)는 또한 외부 RGB 신호에 대한 컬러 및 색조를 제어한
다.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는 보조 비디오 신호의 특수한 신호 처리를 위해 화상 내 화상 프로세서(30
1)를 포함한다. 게이트 어레이(300)는 메인 비디오 신호 데이타와 보조 비디오 신호 데이타를 각종의 디
스플레이 포맷으로 조합한다.

화상 내 화상 프로세서(301)와 게이트 어레이(300)는 와이드 스크린 마이크로프로세서(WSP  μP)(340)에 
의해 제어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340)는 직력 버스를 통해 TV 마이크로프로세서(216)에 응답한다. 직렬 
버스는 4개의 신호 라인 즉,데이타, 클록 신호, 인에이블(enable) 신호 및 리셋 신호를 위한 라인을 포함
한다.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는 또한 3 레벨 샌드캐슬(sandcastle) 신호로서의 복합 수직 블랭킹/리셋 신
호를 발생시킨다. 이와 달리, 수직 블랭킹 신호 및 수직 리세트 신호는 별개의 신호로서 발생될 수도 있
다. 복합 블랭킹 신호는 비디오 신호 입력부에 의해  RGB 인터페이스에 제공된다.

편향 회로(50)는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로부터의 수직 리셋 신호, RGB 인터페이스(60)로부터 제공되는 
선택된 2 fH 수평 동기 신호 및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로부터 제공되는 추가의 제어 신호를 수신한다. 이

들 추가의 제어 신호는 수평위상 맞춤, 수직 크기 조절 및 동-서 핀 조절과 관련이 있다. 편향 회로(50)
는 2fH 플라이백(flyback) 펄스를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 1fH 대 2fH 변환기(40) 및 YUV 대 RGB 변환

기(240)에 제공한다.

전체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에 대한 동작 전압은  AC 메인 전원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전원 공급 장치
(70)에 의해 발생된다.

게이트 어레이(300)는 복합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메인 및 보조 신호 경로로부터의 
비디오 정보를 합성하는 기능을 한다. 메인 비디오 신호는 Y-M, U-M 및 V-M으로 표시된 신호와 같이 YUV 
포맷과 아날로그 형태로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에 공급된다. 이들 메인 신호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에 의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다. 게이트 어레이(300)의 메인 신호 경로(304), 보조 신호 
경로(306) 및 출력 신호 경로(312)는 제8도에 블록도로 도시되어 있다. 게이트 어레이는 또한 클록/동기 
회로(320)와 WSP μP 복호 회로(310)를 포함한다. WSP DATA로서 식별되는 WSP μP 복호 회로(310)의 데이
타 및 어드레스 출력 라인은 화상 내 화상 프로세서(301) 및 해상도 처리 회로(370)뿐 아니라 각 메인 회
로와 전술한 경로에도 제공된다.

게이트 어레이는 필요할 경우 상이한 화상 디스플레이 포맷을 구현하도록 메인 비디오 채널의 비디오 데
이타를 확장, 압축 및 크로핑하는 기능을 한다. 휘도성분 Y-MN은 휘도 성분의 보간 성질에 좌우되는 시간 
길이 동안 선입선출(FIFO)라인 메모리에 저장된다. 합성된 색도 성분 U/V-MN 은 FIFO(358)에 저장된다.

보조 신호 휘도 및 색도 성분 Y-PIP, U-PIP, V-PIP은 디멀티플렉서(355)에 의해 형성된다. 휘도 성분은 
필요한 경우 회로(357)에서 해상도 처리되고, 필요한 경우 출력으로서 신호 Y-AUX를 발생하는 보간 회로
(359)에 의해 확장된다.

어떤 경우에는 보조 디스플레이가 메인 신호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PIP 프로세
서 및 비디오 RAM(350)과 관련된 메모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디스플레이 영역을 채우기에
는 데이타 포인트 또는 화소의 수가 불충분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해상도 처리 회로(357)는 데이
타 압축, 즉 데이타 감소 동안 손실된 픽셀을 원래대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보조 비디오 신호에 대한 픽셀
을 복원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에서와 같이, 회로(357)는 비디오 신호가 디더링되었을 경우 디디더링 
회로가 될 수 있다.

보조 비디오 입력 데이타는 640 fH 의 샘플율로 샘플링되어 비디오 RAM(350)에 저장된다. 비디오 RAM(35

0)으로부터 판독된 보조 데이타는 VRAM-OUT으로 표시된다. PIP 회로(301)는 보조 화상을 수평 및 수직으
로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동일한 정수 인자만큼 감소시킬수 있다. 보조채널 데이타는 4 비트 래치
(352), 보조 FIFO(354)및 클록/동기 회로(320)에 의해 메인 채널 디지털  비디오로 버퍼링되고 동기된다. 
VRAM-OUT데이타는 디멀티플렉서(355)에 의해 Y(휘도), U,V(컬러 성분) 및 FSW-DAT(고속 스위치 데이타)로 
분류된다. FSW-DAT는 어느 필드 타입이 비디오 RAM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나타낸다. PIP-FSW 신호는 PIP 회
로로부터 직접 수신되어 비디오 RAM으로부터 판독된 필드중 어느 필드가 소형 화상 모드 동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출력 MUX 제어회로(321)에 인가된다.

보조채널은 640  fH의 샘플율로 샘플링되는 반면 메인 채널은 1024 fH의 샘플율로 샘플링된다. 보조 채널 

FIFO(354)는 보조 채널 샘플율에서 메인 채널 클록율로 데이타를 변환시킨다. 이 과정에서, 비디오 신호
는 8/5 (1024/640)로 압축된다. 이것은 보조 채널 신호를 정확히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한 4/3 압축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따라서, 보조 채널은 4×3 소형 화상을 정확히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보간 회로에 의해 
확장되어야 한다. 보간 회로(359)는 WSP 마이크로프로세서(340)에 응답하는 보간 제어 회로(371)에 의해 
제어된다. 요구되는 보간 회로의 확장량은 5/6이다. 확장 인자 X는 다음 식과 같이 결정된다.

X=(640/1024)*(4/3)=5/6

색도 성분 U-PIP 및 V-PIP은 휘도 성분의 보간 성질에 좌우되는 시간 길이 동안 라인 지연 회로(367)에 
의해 지연되며, 이 지연 회로는 출력으로서 신호 U-AUX 및 V-AUX를 발생시킨다. 메인 및 보조 신호의 각 
Y,U 및 V 성분은 FIFO(354,356,358)의 판독 인에이블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출력 신호 경로(312)에서의 각 
멀티플렉서(315,317,319)에서  합성된다.  멀티플렉서(315,317,319)는  출력  멀티플렉서  제어  회로(321)에 
응답한다. 출력 멀티플렉서 제어 회로(321)는 클록 신호 CLK, 라인 개시 신호 SOL, H-COUNT 신호, 수직 
블랭킹  리셋  신호  및  PIP  프로세서와  WSP  마이크로프로세서(340)로부터의  고속  스위치의  출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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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다.  멀티플렉싱된  휘도  및  색도  성분  Y-MX,  U-MX  및  V-MX는  각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360,362,364)에 각각 공급된다.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다음에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저역 
통과 필터(361,363,365)가 후속된다. PIP 프로세서, 게이트 어레이 및 데이타 감소 회로의 여러 기능들은 
WSP  마이크로프로세서(340)에 의해 제어된다. WSP  마이크로프로세서(340)는 직렬 버스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TV 마이크로프로세서(216)에 응답한다. 직렬 버스로는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 클록 신호, 인에이
블 신호 및 리셋 신호를 위한 라인을 갖는 4개의 와이어 버스가 가능하다. WSP 마이크로프로세서(340)은 
WSP 마이크로프로세서 복호 회로(310)를 통해 게이트 어레이의 상이한 회로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경우에서, 디스플레이된 화상의 종횡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4×3 NTSC 비디오 신호를 4/3 인자
만큼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경우에서, 비디오 신호는 보통 수직 줌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수평 줌 동작을 실행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33%까지의 수평 줌 동작은 압축을 4/3이하가 되도록 감소시
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S-VHS에 대해서는 최대 5.5 MHZ인 휘도 비디오 대역폭이 1024 fH클록에 대해 8 

MHZ인 나이퀴스트 폴드 오버(Nyquist fold over) 주파수의 상당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 보

간 회로는 새로운 화소 위치에 대한 유임 비디오를 재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휘도 데이타 Y-MN는 비디오 신호의 압축 또는 확장에 근거한 샘플 값을 검사
하는  메인  신호  경로(304)에서의  보간  회로(337)를  통해  경로  설정된다.  스위치,  즉  전송로 선택기
(323,331)의 기능은 FIFO(356) 및 보간 회로(337)의 상대적 위치에 대해 메인 신호 경로(304)의 토폴로지
(topology)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스위치는 보간 회로(337)가 압축을 위해 요구된 바와 같이 
FIFO(356)보다 선행할지 아니면 FIFO(356)가 확장을 위해 요구된 바와 같이 보간 회로(337)보다 선행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스위치(323,331)는 전송로 제어 회로(335)에 응답하며, 전송로 제어 회로(335)는 
또한 WSP 마이크로프로세서(340)에 응답한다. 소형 화상 모드 동안 보조 비디오 신호가 비디오 RAM(350)
에의 저장을 위해 압축되며 실질적으로는 확장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하였다. 따라서, 보조 신
호 경로에서는 메인 경로에서와 같은 스위칭은 필요치 않다.

제1도는 WO 91/19397에 기재된 바와 같은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 장치에서 구현될 수 있는 자동 동기화 
스위치를 갖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제1화상 비디오 신호 또는 메인 비디오 신호
는 콤 필터(734)에 의해 휘도 Y 및 컬러 C 성분으로 분리된다. 제1복합 동기 신호 분리기(732)는 제1비디
오 신호의 Y 성분으로부터 제1복합 동기 신호를 도출한다. 이 제1복합 동기 신호는 산업형 TA7348이 될 
수 있는 자동 동기화 스위치(700)의 제1입력단(704)에 전송된다.

제2화상 비디오 신호 또는 보조 비디오 신호는 콤 필터(724)에 의해 Y 및 C 성분으로 분리된다. 제2복합 
동기 신호 분리기(726)는 제2비디오 신호의 Y 성분으로부터 제2복합 동기 신호를 도출한다. 동기 성분 분
리기(721)는 제2비디오 신호로부터 수평 및 수직 동기 신호를 생성한다. 수평 및 수직 동기 신호는 수평 
위상 고정 루프 (PLL) 및 수직 카운트다운 회로(723)에 전송된 다음 화상 내 화상(PIP) 프로세서(725)에 
전송된다.  PIP 프로세서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720) 및 필드 저장 비디오 RAM(718)과 함께 동작한
다. PIP 프로세서로부터 출력된 복합 동기 신호는 동기화 스위치(700)의 제2입력단(702)에 공급된다.

자동 동기화 스위치 출력(706)은 동기 성분 분리기(712)와 수평 PLL 및 수직 카운트다운 회로(714)에 접
속된다. 회로(714)는 편향 및 디스플레이 수단을 동기화하기 위한 수평 및 수직 구동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디지털  Y 및 C 성분은 제1 및 제2비디오 신호에 대해 발생된다. 복조기(730)에 접속된 메인 아날
로그/디지탈 변환기(728)는 디지털화된 제1비디오 신호를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에 공급한다. 제2아
날로그/디지탈 변환기(720) 및 필드 저장 수단(718)은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서(30)에 디지털화된 제2비디
오 신호를 공급한다. 복조기(722)는 제2색도 신호(R-Y) 및(B-Y)를 변환기(720)에 공급한다. 와이드 스크
린 프로세서(30)는 제1 및 제2화상을 예를 들어 나란한 화상으로서 어셈블링한다. 이 어셈블된 화상은 디
지털 /아날로그(D/A) 변환기(731)에 의해 다시 Y, U 및 V 아날로그 신호로 역변환된다.

자동 동기화 스위치 출력(706)은 비디오 신호/동기 신호 검출 회로(710) 및 마이크로프로세서(708)에 의
해 제어된다. 검출 회로(710)는 제1비디오 신호의 수평 동기 성분을 분리 및 모니터링함으로써 제1비디오 
신호의 존재를 감지한다. 만일 검출 회로(710)가 제1비디오 신호의 존재를 검출할 경우, 자동 동기화 출
력(706)은 제1복합 동기 신호가 될 것이다. 만일 비디오/동기 검출 회로(710)가 제1비디오 신호 또는 제1
복합 동기 신호의 존재를 검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 동기화 스위치 출력(706)은 제2복합 동기 신호가 된
다.  그  결과,  제2비디오  화상은  제1비디오  화상이  상실될  경우에도  지터  왜곡없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동기 신호의 소스는 제1비디오 신호가 상실되거나 제1
비디오 신호의 동기 성분이 부적합하게 될 경우, 제2비디오 신호로 자동적으로 시프트된다. 제1비디오 신
호의 수평 동기 성분의 검출 및 타당함에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 조건으로 인한 동기화 스위치의 불필요한 
스위칭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칭시에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제공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708)는 텔레캐트(Telekat)로서 알려저 있는 모트롤라 MC 68HC05T2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제1비디오 신호의 존재 또는 부재를 나타내는 비디오/동기 검출 회로(710)로부터의 출력에 응답한다. 만
일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메인 화상 모드에서만 동작할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708)는 예를 들어 메인화
상 신호가 검출되지 않을때 블루 디스플레이 필드와 문자 NO SIGNAL을 생성할 수 있다. 만일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PIP 또는 POP 또는 나란한 화상 모드로 동작할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708)는 자동 동기화 스
위치(700)가 출력(706)으로서 제2동기 신호를 생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보조 제2신호는 메인 또는 제1비
디오 신호가 검출되지 않을때 디스플레이 동기화를 제어함으로써 제2화상에서의 지터가 방지된다.

제3도 및 제4도는 검출 회로를 상세히 도시하고 있다. 제3도는 검출 회로(710)의 클리핑 및 대역통과 필
터(803)를 갖는 동기 성분 분리기(801)를 도시하고 있다. 제1비디오 신호는 0.1μf 커패시터(802)에서 수
신된다. 저항(804,806)에 의해 트랜지스터(Q1)에 바이어스가 제공된다. 트랜지스터(Q1)는 제2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VBE 이상의 모든 활성 비디오를 차단한다. 따라서 동기 신호는 출력단(805)에서 생성된다. 동기 

성분 분리기(801)의 출력단(805)은 저항(808)에 의해 대역통과 필터(803)의 입력단에 접속된다. 제3도 및 
제5도에 도시된 트윈-T 대역통과 필터(803)는 능동 필터이다. 제3도의 트랜지스터(Q2)와 제5도의 연산 증

폭기(819)는 능동 필터(803)에 반전 이득을 제공한다. 대역통과 필터(803)는 47 K 저항(808), 2개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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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커패시터(810,814),200 pf 커패시터(812) 및 2개의 100 K  저항(816,818)으로 구성된다. 제6도에 도
시된 것처럼 중심 주파수인 15.7 KHZ 근처의 수평 동기 성분만이 대역통과 필터(803)에 의해 통과된다. 대

역통과 필터(803)로부터의 반전된 수평 동기 성분은 검출기(807)에 접속된다. 1 μf 커패시터(824)에 의
해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제공된다. 적당한 동기 신호 성분이 존재할 경우, 트랜지스터(Q3)는 온되어 2.2
μf 커패시터(834)를 충전시킨다.

이는 트랜지스터(Q4)를 온시키게 되고 검출 라인(840)이 하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1 M  저
항(836)으로부터의 히스테리시스는 트랜지스터(Q3)를 온상태로 유지시키고 트랜지스터(Q4)가 스위칭 오프
되지 않게 한다. 따라서, 검출라인(840)은 제1비디오 신호가 검출될 경우에는 하이 레벨 상태에 있고 제1
비디오 신호가 검출되지않을 경우에는 로우 레벨 상태에 있게 된다. 검출 회로(710)로부터의 출력 신호는 
마이크로프로세서(708)에 접속되어 자동 동기화 스위치(700)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1비디오 신호가 상실
될 경우 디스플레이 편향을 제어하기 위해 제2비디오 동기 신호를 사용하면, 제2화상은 왜곡없이 디스플
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동 동기화 스위치는 나란한 화상 포맷뿐만 아니라 화상 내 화상(PIP) 포맷과 
화상 외 화상(POP) 포맷에도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디스플레이 수단(244)을 포함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있어서, 제1비디오 신호로부터 제1
동기 신호를 분리하는 제1수단(732)과, 제2비디오 신호로부터 제2동기 신호를 분리하는 제2수단(726)과, 
제1동작모드에서, 상기 제1비디오 신호를 상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함으로써 단일 화상을 구현
하고, 제2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의 각 일부분을 상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
급함으로써 다중 화상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도록 동작하는 디스플레이 구현 수단(700)과, 상기 디스플레이 
구현 수단의 동작을 상기 제1 및 제2동작 모드중 적어도 하나의 동작 모드로 지시하는 지시 수단(708)과, 
상기 제1 및 제2동기 신호를 입력으로서 수신하도록 결합되어 제1 및 제2 동기 신호중 하나를 상기 비디
오 디스플레이 수단에 선택적으로 결합시키는 스위치 수단(700)과, 상기 제1비디오 신호의 동기성분을 검
출하는 검출 수단(710)과, 상기 지시 수단 및 검출 수단에 응답하여, 상기 제1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제1
비디오 신호의 동기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신호의 상실을 나타내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상기 비디
오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고 상기 제2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제1비디오 신호의 동기 성분이 검출되면 
상기 스위치 수단이 상기 제1동기 신호를 상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게 하고 상기 제1비디오 
신호의 동기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스위치 수단이 상기 제2동기 신호를 상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수단에 공급하게 하는 제어수단(70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동기 신호는 각각 복합 동기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플
레이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710)은 능동 필터(80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플레
이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수단(710)은 대역통과 필터(80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
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710)은 능동 대역통과 필터(80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710)은, 상기 제1비디오 신호로부터 수평 동기 성분을 포함하는 중간 신
호를 발생시키는 수단(801)과, 상기 중간 신호로부터 상기 수평 동기 성분을 추출하는 필터(803)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는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가지며, 상기 비디오디스플레이 수단(244)은 
상기 비디오 신호의 디스플레이 포맷비보다 큰 디스플레이 포맷비를 갖고, 상기 화상들은 나란하게 디스
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들은 비슷한 크기의 화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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