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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주파수 중첩정보 삽입 및 분리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중첩정보 삽입회로의 블럭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중첩정보 분리회로의 블럭도.

제 3 도는 주파수 중첩정보가 실린 비디오신호 파형도.

제 4 도는 본 발명의 주파수 중첩정보 삽입회로가 적용된 영상기록 시스템의 블럭도.

제 5 도는 본 발명의 주파수 중첩정보 분리회로가 적용된 영상재생 시스템의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동기분리기                           20 : 기준클럭발생기

30 : E/O 필드검출기                       40 : 주파수 중첩정보 발생기

50 : 위치설정부                           60 : 가산기

70 : 레코더                               80, 100 : 자기헤드

110 : 휘도재생기                          120 : 위치검출기

130 : 주파수 중첩정보 분리기              420 : 휘도신호 재생기

450 : 주파수펼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중첩반송파에  의해  고역성분의  영상신호를  저역성분의  영상신호에  중첩하여  기록  및 재생
시  정보량을  증가시키는  영상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중첩반송파의  주파수중첩에  대한  정보를 삽입
하고 분리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기록재생장치는  영상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재생한다.  그러나 영상기록재생장
치에서 기록 또는 재생되는 영상신호는 기록매체의 질에 따라 영상신호의 대역폭이 제한된다.

영상기록재생장치는  수평해상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한된  대역폭내에  많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

7-1

특1993-0002795



다.  제한된  대역폭내에  많은  영상정보가  포함되도록하여  수평해상도를  향상시킨  기술이  한국의 삼성
전자(주)에  의해  1990년  8월  17일자로  미국출원된  출원번호  07/569,029호(명칭  :  비디오신호 기록시
스템)에 기술되어있다.

상기  미국출원에  의하면  영상신호중  기록매체에  의해  제한된  주파수대역(이하 베이스밴드라함)이상
의  주파수대역에  분포된  영상신호성분을  검출하여  레벨을  감쇠시킨  다음,  감쇠된  고역영상 신호성분
을  베이스밴드에  위치되도록  중첩반송파와  혼합하고,  상기  혼합된  고역영상  신호성분을 베이스밴드
에 위치한 영상신호 성분에 포함되도록 혼합한다.

중첩반송파의  주파수는  시간,  수직  및  수평방향에서의  중첩반송파와  베이스밴드중의  휘도신호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선택된다.  이렇게  선택된  중첩반송파는  최대  수직주파수의  1/2,  시간  및 수
직차원내에서  최대시간  주파수(즉,  푸키누키홀(Fukinaki  hole)의  1/2,  그리고  수평방향에서의  약 

5Mhz 부근에 적절하게 놓여진다.

결과적으로  중첩반송파의  주파수는  필드간  일정수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드별 중첩반
송파의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영상신호와  함께  기록하여야만  재생시  베이스밴드의 저역영상신호성분
에 중첩된 고역영상 신호성분을 원래의 주파수대역으로 펼쳐서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수평해상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베이스밴드보다  높은  주파수대역의 영상정
보를  베이스밴드의  영상신호성분에  중첩시켜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에  있어서, 중첩반송
파의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영상신호에 삽입할 수 있는 주파수중첩 정보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영상재생장치에  있어서  베이스밴드보다  높은  주파수대역  영상신호성분이 베
이스밴드의  영상신호성분에  중첩되어  있는  영상신호를  기록매체로부터  독취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독취된  영상신호로  부터  주파수중첩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주파수중첩정보  분리회로를  제공함에 있
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주파수중첩정보  삽입회로는  고주파  영상신호를  제한된 대역폭
의  저주파  영상신호에  중첩시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중첩  휘도신호로  부터 
수평,  수직동기신호를  각각  분리하는  동기분리기  ;  상기  동기분리기에서  분리된  수평동기신호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기준클럭펄스열을  발생하기  위한  기준클럭발생부  ;  상기  기준클럭발생부로 부
터의  기준클럭펄스열에  의하여  상기  수평동기신호의  주사기간을  카운트하여  입력되는 중첩휘도신호
가  우수  또는  기수필드인가를  검출하기  위한  우수/기수필드  검출기  ;  상기  우수/기수필드 검출기로
부터의  검출신호의  반전에  따라  주파수중첩정보를  발생하는  중첩주파수정보발생기  ;  상기 동기분리
기로  부터의  수직동기신호에  따라  주파수중첩정보를  삽입할  주사라인의  위치를  선택하기  위하여 수
평동기신호의  수를  카운트하고,  소정의  주사라인에  도달하였을때  기준클럭펄스열을  카운트하여 주파
수중첩정보를  삽입할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위치설정부  ;  입력되는  중첩휘도신호와  상기 위치설정부
로 부터의 주파수 중첩정보를 가산하는 가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주파수중첩정보  분리회로는  제한된  대역의 저주파영상신
호에  고주파영상신호가  중첩된  영상신호를  재생하기  위하여  휘도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휘도재생기와 
중첩된  고주파  휘도신호를  원래의  주파수대역으로  펼쳐  전대역의  휘도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주파수
펼침부를  포함하는  영상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휘도재생기에  의하여  재생된  휘도신호(FL+DF)에 포
함되어  있는  동기신호를  분리하여  분리된  수직동기신호의  주사기간동안  수평동기신호의  수를 체크하
여  주파수중첩정보의  삽입위치를  검출하는  위치검출기  ;  및  상기  위치검출기로  부터의 위치검출신호
에  의해  상기  휘도재생기로  부터의  휘도  신호중에  삽입된  주파수  중첩정보를  분리하여  상기 주파수
펼침부에 공급하는 주파수 중첩정보 분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주파수중첩정보  삽입회로의  블럭도이다.  제  1  도에서 입력단자
(5)는  동기신호가  포함된  중첩된  휘도신호를  유입하기  위하여  주파수중첩부(도시되지  않음)에 접속
된다.

가산기(60)의  제  1  입력단자  및  동기분리기(10)의  입력단자는  상기  입력단자(5)와  결합되어  있다. 
기준클럭발생기(20)의  출력단자는  E/O필드검출기(30)의  제  3  입력단자  및  위치설정부(50)의  제  3 입
력단자와  결합되어  있다.  동기분리기(10)의  제1,2출력단자는  E/O필드검출기(30)의  제1,2입력단자  및 
위치설정부(50)의  제1,2입력단자와  접속되어  있다.  E/O필드검출기(30)의  출력단자는 주파수중첩정보
발생기(40)의  입력단자와  결합되어  있다.  주파수중첩정보발생기(40)의  출력단자는  위치설정부(50)의 
제  4  입력단자와  결합되어  있다.  위치설정부(50)의  출력단자는  가산기(60)의  제  2  입력단자와 결합
되어  있다.  가산기(60)의  출력단자는  휘도레코더(70)의  입력단자와  결합되어  있다. 휘도레코더(70)
의 출력단자는 자기헤드와 결합되어 있다.

회로작동에  있어서  동기분리기(10)는  동기신호에  포함된  중첩된  휘도신호로부터  수평  및 수직동기신
호(HV,  VS)를  분리하여  E/O필드검출기(30)  및  위치설정부(50)에  공급한다.  기준클럭발생기(20)는 수
평동기신호(HV)의  주파수보다  매우  높은  주파수를  갖는  기준클럭펄스열(RC)을  발생한다.  예를들면, 
기준클럭펄스주파수는 320fH나 640fH를 갖는다. 여기서 fH는 수평동기신호의 주파수이다.

우수/기수(E/O  ;  Even/odd)필드검출기(30)는  수평동기신호(HS)의  주사기간을  기준클럭펄스열(RC)에 
의해  가산카운트를  하고,  카운트중에  수직동기신호(VS)의  귀선기간이  시작될때  카운트된  값이 수평
동기신호(HS)의  반주기에  해당하는  값보다  큰가를  검사한다.  검사한  결과,  카운트된  값이 수평동기
신호의  반주기값보다  큰  경우에는  입력단자(5)상에  유입되고  있는  중첩된  휘도신호가  우수필드의 것
임을  나타내는  소정  논리상태의  E/O필드검출기(FCS)를  발생하고,  반대로  카운트된  값이 수평동기신
호(HS)의  반주기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입력단자(5)상에  유입되고  있는  중첩된  휘도신호가 기수
필드의  것임을  나타내는  우수필드의  경우와  상반된  논리상태를  갖는  E/O필드검출신호(FCS)를 발생한
다.

7-2

특1993-0002795



주파수중첩정보발생기(40)는  E/O필드검출신호(FCS)의  논리상태가  반전될때마다  "1"씩  증가되는 주파
수중첩정보(DF)를  발생한다.  상기  주파수중첩정보는  소정수(실제로  "3")에  도달되면  그  다음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위치설정부(50)는  수직동기신호(VS)로부터  주파수중첩정보를  삽입할  주사라인의 
위치를  선택하기위해  수평동기신호의  수를  카운트하고,  원하는  주사라인에  도달하였을때 기준클럭펄
스열을  카운트하여  주파수중첩정보를  삽입할  위치를  설정한다.  위치설정이  될때마다, 위치설정부
(50)는  주파수중첩발생기(40)에서  발생된  주파수중첩정보(DF)를  가산기(60)의  제  2  입력단자에 공급
한다.  이때  가산기(60)의  제  2  입력단자에  공급되는  제  3  도는  201~2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
중첩정보(DF)는  필드별로  삽입위치가  약간씩  변경된  펄스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삽입위치
가 일정하게 고정된 코드워드가 될 수 있다.

가산기(60)는  입력단자(5)를  통해  유입되는  중첩된  휘도신호(FL)에  상기  위치설정부(50)로  부터 유
입되는  주파수중첩정보(DF)를  가산하여  휘도레코더(70)에  공급한다.  휘도레코더(70)는 주파수중첩정
보가  포함된  중첩된  휘도신호를  주파수변조하여  자기헤드(80)에  공급된다.  자기헤드(80)는 휘도레코
더(70)의 출력을 자기테이프상에 기록하게 된다.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주파수중첩정보  분리회로의  블럭도이다.  제  2  도에 자기헤드
(100)는  휘도재생기(110)의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휘도재생기(110)의  출력단자는 출력단자
(105),  위치검출기(120)의  입력단자  및  주파수중첩정보검출기(130)의  제  1  입력단자와  결합되어 있
다.  위치검출기(120)의  출력단자는  주파수중첩정보분리기(130)의  출력단자는  출력단자(115)와 결합
되어  있다.  출력단자(115)는  주파수펼침회로(도시되지  않음)의  제어단자에  접속된다. 출력단자(10
5)는  A-D변환기(도시되지  않음)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회로작동에  있어서  자기헤드(100)는 자기테
이프상에 기록된 정보를 독취하여 휘도재생기(110)에 공급한다.

휘도재생기(110)는  자기헤드(100)에  의해  독취된  정보를  주파수복조하여  휘도신호를  발생한다.  이때 
복조된  휘도신호는  고역의  휘도신호성분이  저역의  휘도신호성분에  중첩되어  있는  신호이고,  또한 주
파수중첩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위치검출기(120)는  휘도재생기(110)에서  재생된  휘도신호(FL+DF)로부터  수직  및  수평동기신호를 분
리하고,  상기  분리된  수직동기신호의  주사기간동안  상기  분리된  수평동기신호의  수를  검사하여 주파
수중첩정보가  삽입되어  있는  수평주사라인이  될때  소정시간동안  특정논리상태를  갖는  펄스형태의 위
치검출신호를 발생한다.

주파수중첩정보검출기(130)는  특정논리상태의  펄스를  갖는  위치검출신호에  의해 휘도신호(FL+DF)중
에 포함된 주파수중첩정보(DF)를 샘플링하여 디코딩한 다음 출력단자(115)에 공급한다.

제  4  도는  본  발명의  주파수중첩정보가  적용된  영상기록시스템의  블럭도이며,  제  4  도에서 주파수중
첩정보삽입회로(340)는 D-A변환기(311)와 휘도신호기록기(350)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제  4  도에  도시된  회로의  작동을  설명한다.  A-D변환기(310)는  정도의  샘플링클럭에  의해 복합영상신
호를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신호를  부호화하여  디지탈복합영상신호를  발생한다. 동신호분리부(322)
는 디지탈 복합영상신호로 부터 화면중 화소들의 움직임량을 나타내는 동신호를 분리한다.

휘도신호분리부(320)는  상기  디지탈복합영상신호로  부터  공간적으로  도출되는  휘도신호  및 시간적으
로 도출되는 휘도신호를 분리하고, 상기 두 휘도신호를 발생한다.

색도신호분리부(521)는  상기  디지탈복합영상신호로  부터  색도신호를  분리한다.  주파수중첩부(530)는 
상기  휘도신호의  고주파성분(2.5MHz  이상의  휘도신호)를  감쇠시킨  후,  서브나이퀴스트(sub  Nyquest) 
샘플링하여  고주파휘도신호를  중첩된  휘도신호를  2.5MHz의  고역차단특성을  갖도록  저역필터링하여 
중첩된  휘도신호를  발생하여  D-A변환기(311)는  상기  주파수중첩부(330)로부터  유입되는  디지탈 형태
의  중첩된  휘도신호를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한다.  주파수중첩정보삽입회로(340)는  상기 D-A변환기
(311)로  부터  유입되는  아날로그  형태의  중첩된  휘도신호중  n번째  수평주사기간중에  필드별 주파수
중첩정보를  삽입한다.  휘도신호기록부(350)는  상기  주파수중첩정보삽입회로(340)으로  부터  유입되는 
아날로그  형태의  중첩된  휘도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파수변조한다. 색도/동신호혼합
기(360)는  동신호와  색도신호를  혼합하여  색도신호레코더(370)에  공급한다.  D-A변환기(12)는  상기 
색도/동신호혼합기(360)로  부터  유입되는  디지탈형태의  동신호가  혼합된  색도신호를  아날로그 형태
로  변환한다.  색도신호기록기(370)는  D-A변환기(12)로부터  유입되는  색도신호를  629MHz  정도의 반송
파에  의하여  진폭변조한다.  색도/휘도신호혼합기(380)의  주파수변조된  휘도신호와  진폭변조된 색도
신호를  혼합하여  자기기록헤드(390)에  공급한다.  자기기록헤드(390)는  상기 색도/휘도신호혼합기

(380)의 출력을 자기테이프카세트상에 기록한다.

제  5  도는  본  발명의  주파수중첩정보분리회로가  적용된  영상재생시스템의  블럭도이며,  제  5  도에서 
주파수중첩정보분리회로(490)는  휘도신호재생기(420),  A-D변환기(430)  및  주파수펼침부(45)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제 5 도에 도시된 회로의 작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자기재생헤드(400)는  비디오테이프카세트상에  기록된  정보를  독취하여  색도/휘도신호분리기(410)에 
공급한다.  색도/휘도신호분리기(410)는  상기  자기재생헤드(100)로  부터  공급되는  정보로  부터 주파
수  변조된  휘도신호와  진폭변조된  색신호로  분리한다.  휘도신호재생기(420)는  상기 색도/휘도신호분
리기(410)에서  분리되는  주파수변조된  휘도신호를  주파수복조하여  휘도신호를  발생한다. A-D변환기
(43)는 복조된 휘도신호를 복수비트의 디지탈영상신호로 변환한다.

저역여파기(440)는  디지탈휘도신호를  필터링하여  제한된  대역폭에(2.5MHz  이내)  분포된  휘도신호를 
검출한다.  주파수중첩정보분리회로(490)는  휘도신호재생기(420)로부터  유입되는  휘도신호로부터 주
파수중첩정보를  분리하여  주파수펼침부(450)에  공급한다.  주파수펼침부(450)는  상기 주파수중첩정보
분리회로(490)로부터  유입되는  주파수중첩정보에  의해  저역여파기(440)로  부터  유입되는  필터링된 
제한된  대역폭을  갖는  휘도신호중  중첩된  고주파휘도성분을  원래의  주파수대역으로  펼친  후 색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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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분리기(411)로  부터  인가되는  동신호의  크기에  따라  저주파휘도신호와  고주파휘도신호를  적절히 
조합하여  전대역폭의  휘도신호를  발생한다.  주파수펼침부(450)으로  부터  유입되는  디지탈  형태의 펼
쳐진 휘도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변환한다.

색도신호재생기(470)는  진폭변조된  색도신호를  진폭복조하여  색도신호를  발생한다.  색도신호는  본 
발명의  VCR에  의해  영상신호가  기록된  비디오테이프카세트가  재생될  경우에  동신호를  포함하게 
된다.  A-D변환기(431)는  복조된  색신호를  디지탈색도신호로  변환한다.  색도/동신호분리기(411)는 디
지탈색도신호를  동신호와  색도신호로  분리하여  동신호는  주파수펼침부(150)에  공급하고,  색도신호는 
D-A변환기(461)에  공급한다.  D-A변환기(461)는  색도/동신호분리기(411)로  부터  유입되는  디지탈 형
태의 색도신호를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한다.

복합영상신호발생부(480)는  표준복합영상신호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D-A변환기(461)로부터 출력되
는 휘도신호와 상기 D-A변환기(461)로 부터 출력되는 색도신호를 혼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필드간  변화하는  중첩반송파의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휘도신호에 삽입
하여  기록하고,  휘도신호중에  삽입된  주파수중첩정보를  분리할  수  있으며,  주파수중첩정보를 휘도신
호와  함께  기록함에  의지하여  재생시  저역의  휘도신호성분에  포함된  고역의  휘도신호성분을  원래의 
대역으로 정확하게 펼쳐지게 할 수 있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주파  영상신호를  제한된  대역폭의  저주파  영상신호에  중첩시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중첩  휘도신호로  부터  수평,  수직동기신호를  각각  분리하는  동기분리기(10)  ;  상기 동기분
리기(10)에서  분리된  수평동기신호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기준클럭펄스열을  발생하기  위한 기준
클럭발생부(20)  ;  상기  기준클럭발생부(20)로  부터의  기준클럭펄스열에  의하여  상기  수평동기신호의 
주사기간을  카운트하여  입력되는  중첩휘도신호가  우수  또는  기수필드인가를  검출하기  위한 우수/기
수필드  검출기(30)  ;  상기  우수/기수필드  검출기(30)로  부터의  검출신호의  반전에  따라 주파수중첩
정보를  발생하는  중첩주파수정보  발생기(40)  ;  상기  동기분리기(10)로  부터의  수직동기신호에  따라 
주파수중첩정보를  삽입할  주사라인의  위치를  선택하기  위하여  수평동기신호의  수를  카운트하고, 소
정의  주사라인에  도달하였을때  기준클럭펄스열을  카운트하여  주파수중첩정보를  삽입할  위치를 설정
하기  위한  위치설정부(50);  입력되는  중첩휘도신호와  상기  위치설정부(50)로  부터의 주파수중첩정보
를 가산하는 가산기(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중첩정보 삽입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중첩정보가  상기  임의의  수평주사기간중  영상정보가  실려있지  않는 
주사 시작 부분이나 종료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중첩정보 삽입회로.

청구항 3 

제한된  대역의  저주파영상신호에  고주파영상신호가  중첩된  영상신호를  재생하기  위하여  휘도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휘도재생기(110)와  중첩된  고주파  휘도신호를  원래의  주파수대역으로  펼쳐  전대역의 
휘도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주파수(450)펼침부를  포함하는  영상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휘도재생기
(100)에  의하여  재생된  휘도신호(FL+DF)에  포함되어  있는  동기신호를  분리하여  분리된 수직동기신호
의  주사기간동안  수평동기신호의  수를  체크하여  주파수  중첩정보의  삽입위치를  검출하는 위치검출기
(120)  ;  및  상기  위치검출기(120)로  부터의  위치검출신호에  의해  상기  휘도재생기(110)로  부터의 휘
도신호중에  삽입된  주파수  중첩정보를  분리하여  상기  주파수펼침부(450)에  공급하는  주파수 중첩정
보분리기(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중첩정보 분리회로.

청구항 4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검출기(120)는  상기  휘도재생기(110)로  부터  재생되는  휘도신호로  부터 
동기신호를 분리하는 동기분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중첩정보 분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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