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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텔레비젼수상기의 와이드영상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와이드기능 내장형 텔레
비젼수상기에 있어서는 소정의 화면비를 갖는 영상 신호를 와이드화면 전체에 디스플레이하고자 하는 경
우 반드시 사용자의 수동입력을 받아 와이드화면을 디스플레이하게 되고, 입력되는 영상의 화면비가 다시 
변화되는 경우 그 영상에 맞도록 수동으로 와이드키이를 조작하게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자동으로 와이드화면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력영상신호의 휘도신
호를 이용하여 영상신호의 유무를 판단하고, 수직동기신호에 동기하여 입력영상의 화면비 데이타를 검출
하고, 입력영상에 따라 와이드화면을 자동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편향을 제어하는 메인 마이크로컴
퓨터와 입력영상의 화면비를 검출하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간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
을 수행하며, 상기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와의 통신결과를 근거로 편향집적소자를 제어하여 와이드화
면을 디스플레이하도록 하였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인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용 텔레비젼 수상기의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장치에 대한 일실시 예시 블록도.

제3도는 제2도에서 와이드영상 검출부의 상세 블록도.

제4도는 제3도의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에 입력되는 신호의 파형도로서, a는 수직동기신호의 파형도.

b는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의 파형도.

제5도는 본 발명에 의해 메인마이크로컴퓨터와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간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 테
이블.

제6도는 편향집적소자의 종류에 따른 수직-수평간 차이를 보인 파형도로서, a는 일반 4 : 3, 스펙타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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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모드시 수직동기신호의 파형도.

b, d는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의 파형도.

c도는 줌모드시 수직동기신호의 파형도.

제7도는 영상신호를 각각의 정의된 모드로 구분하는 예를 보인 것으로, a는 수직동기신호의 파형도.

b는 가장 작은 폭의 영상 파형도.

제8도는 본 발명에 의한 각 마이크로컴퓨터의 통신라인의 입출력포트 정의 표.

제9도는 본 발명에 의해 메인 마이크로컴퓨터에서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에 데이타를 전달하는 경우 
각 파형도를 보인 것으로, a는 클럭신호의 파형도.

b는 인지신호의 파형도.

c도는 데이타의 파형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의해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에서 메인 마이크로컴퓨터에 데이타를 전달하는 경우 
각 파형도를 보인 것으로, a는 클럭신호의 파형도.

b는 인지신호의 파형도.

c는 데이타의 파형도.

제11도는 a 내지 g는 본 발명에 의해 정의된 프로토콜의 송수신예를 보인 표.

제12도는 본 발명에 의한 검출데이타 송수신 신호 흐름도.

제13도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에 입력되는 신호의 파형도로서, a는 수직동기신호의 파형도.

b는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신호의 파형도.

제14도는 화면비 검출을 위한 신호의 데이타 상,하한치 표.

제15도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의 전체 신호 흐름도.

제16도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의 데이타 체크루틴 신호 흐름도.

제17도는 4 : 3, 비스타, 시네마, 리스트모드 체클틴 신호 흐름도.

제18도는 영상신호의 시작 및 폭 계산과 영상모드 판별 신호 흐름도.

제19도는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신호를 이용한 와이드검출 신호 흐름도.

제20도는 자막판단 루틴의 신호 흐름도.

제21도는 수직동기 인터럽트의 신호 흐름도.

제22도는 타이머를 이용한 수평동기 검출 신호 흐름도.

제23도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의 자동 와이드모드시 절환 신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 : 튜너                                      22 : 리모콘

23 : 메인 마이크로컴퓨터              24 : 와이드영상 검출부

24A : 동기분리부                         24B : 페데스탈클램프용 펄스발생부

24C : 휘도신호클램프 및 비교부    24D : 래치부

24E :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  25 : 오디오/비디오스위칭부

26 : 편향집적소자                         27 : 사운드처리용 집적소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텔레비젼수상기의 와이드영상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입력영상의 화면비를 자체
적으로 검출하여 자동으로 와이드화면을 디스플레이하고, 보다 다양하게 화면비를 검출하여 씨피티의 편
향을 제어하도록한 텔레비젼 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제1도는 일반적인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용 텔레비젼수상기의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방송국
에서 송출되는 4 : 3 화면비를 갖는 고주파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수신하여 중간주파수의 영상신호
(VI) 및 음성신호(AU)를 출력하기 위한 안테나(ANTR) 및 튜너(11)와; 상기 튜너(11)의 튜닝동작을 제어하

고, 리모콘(12)에서 출력되는 입력영상 선택신호에 따라 스위칭제어신호(SC)를 출력하는 메인 마이크로컴
퓨터(13)와; 상기 스위칭제어신호(SC)에 따라 상기 튜너(1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VI)  및 음성신호(A
U)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외부 입력신호(EXT1-EXT3)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오
디오/비디오 스위칭부(14)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14)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VOUT)로 부터 베이

스밴드의 색신호(R),(G),(B)를 검출하여 씨피티(CPT)에 출력하는 편향집적소자(15)와; 상기 오디오/비디
오 스위칭부(14)에서 출력되는 음성신호(AOUT)로 부터 좌,우측 스테레오 음성신호를 검출하여 좌,우스피커

(SPL ), (SPR )에  공급하는  사운드처리용  집적소자(16)로  구성된  것으로,  이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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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송신안테나(ANTt)를 통해 송출되는 4 : 3 화면비(Aspect)를 갖는 고주파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

가 텔레비젼수상기의 수신용 안테나(ANTt)를 통해 수신되어 튜너(11)에 공급되고, 그 튜너(11)는 입력되는 

고주파수신호로 부터 중간주파의 영상신호(VI)와 음성신호(AU)를 검출하여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14)의 
일측 입력으로 공급한다.

또 다른 입력신호원 예로써, 레이져디스크 플레이어나 브이씨알과 같은 영상 및 음성 플레이어에서 재생
출력되는 외부입력신호(EXT1-EXT3)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14)의 다른 입력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리모콘(12)이나 다른 키이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입력선택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메인 마
이크로컴퓨터(13)는 그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14)의 스위칭을 제어하여 그로 하
여금 상기 튜너(1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VI)및 음성신호(AU)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상기 외부입력신
호(EXT1-EXT3)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이렇게 선택출력되는 영상신호(VOUT)는 편향집적소자(15)를 통해 베이스밴드의 색신호(R), (G), (B)로 변

환되어 씨피티(CPT)에 디스플레이되고, 음성신호(AOUT )는 사운드처리용 집적소자(16)를 통해 좌,우스피커

(SPL), (SPR)에 공급된다.

사용자가 와이드화면을 감상하기 위해 상기 리모콘(12)을 통해 와이드모드 선택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메
인 마이크로컴퓨터(13)가 이를 인지하여 상기 편향 집적소자의 편향을 제어하여 씨피티(CPT)상에 와이드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종래의 와이드기능 내장형 텔레비젼수상기에 있어서는 소정의 화면비를 갖는 영상신호
를 와이드화면 전체에 디스플레이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와이드키이를 절환하게 되고 있고, 
입력되는 영상의 화면비가 다시 변화되는 경우 그 영상에 맞도록 수동으로 와이드키이를 조작하게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또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와이드 모드가 4:3모드, 스펙타클모드, 
와이드모드, 줌1모드, 줌2모드와 같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화면비에 따라 영상을 보다 다양하게 디스플레
이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입력영상의 화면비를 자체적으로 검출하여 자동으로 와이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고, 보다 다양하게 화면비를 검출하여 씨피티의 편향을 제어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
스플레이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은 입력영상신
호의 휘도신호를 이용하여 영상신호의 유무를 판단하고, 수직동기신호에 동기하여 입력영상의 화면비 테
이타를 검출하는 제1과정과; 편향을 제어하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와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간에 화
면비를 제어하기 위해 정의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제2과정과; 상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와이
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와의 통신결과를 근거로 편향집적소자의 편향을 제어하여 자동으로 와이드화면이 
디스플레이되게 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 진다.

제2도는 본 발명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일실시 예시 블록도로서 이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4 : 3 화면비를 갖는 고주파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수신
하여 중간주파수의 영상신호(VI) 및 음성신호(AU)를 출력하기 위한 안테나(ANTR) 및 튜너(21)와; 상기 튜

너(21)의 튜닝동작을 제어하고, 리모콘(22)에서 출력되는 입력영상 선택신호에 따라 스위칭제어신호(SC)
를 출력하고, 와이드영상 검출부(24)에서 출력되는 화면정보를 근거로 해당 화면비에 맞는 화면을 디스플
레이하기 위해 편향집적소자(26)에 편향제어신호(DCS)를 출력하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와; 상기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의 제어하에 구동되어 입력영상에서 화면비 데이타를 검출하여 그 메인 마이크로컴퓨
터(23)에 주기적으로 출력하는 와이드영상 검출부(24)와; 상기 스위칭제어신호(SC)에 따라 상기 튜너(2
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VI) 및 음성신호(AU)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외부입력신호(EXT1-EXT3)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25)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2
5)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VOUT)로부터 베이스밴드의 색신호(R), (G), (B)를 검출하여 씨피티(CPT)에 출력

하는 음성신호(AOUT )로 부터 좌,우측 스테레오 음성신호를 검출하여 좌,우스피커(SPL ), (SPR )에 공급하는 

사운드처리용 집적소자(27)로 구성한 것으로, 이와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첨부한 제3도 
내지 제23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국의 송신안테나(ANTt)를 통해 송출되는 4 : 3 화면비(Aspect)를 갖는 고주파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

가 텔레비젼수상기의 수신용 안테나(ANTr)를 통해 수신되어 튜너(21)에 공급되고, 그 튜너(21)는 입력되는 

고주파신호로 부터 중간 주파의 영상신호(VI)와 음성신호(AU)를 검출하여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25)의 
일측 입력으로 공급한다.

또 다른 입력신호원 예로써, 레이져디스크 플레이어나 브이씨알과 같은 영상 및 음성 플레이어에서 재생
출력되는 외부입력신호(EXT1-EXT3)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25)의 다른 입력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리모콘(22)이나 다른 키이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입력선택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메인 마이크로컴
퓨터(23)는 그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칭부(14)의 스위칭을 제어항 그로 하여금 상기 
튜너(2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VI) 및 음성신호(AU)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상기 외부입력신호(EXT1-
EXT3)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이렇게 선택출력되는 영상신호(VOUT)는 편향집적소자(26)를 통해 베이스밴드의 색신호(R), (G), (B)로 변

환되어 씨피티(CPT)에 디스플레이되고, 음성신호(AOUT )는 사운드처리용 집적소자(27)를 통해 좌,우스피커

(SPL), (SPR)에 공급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상기 리모콘(22)을 이용하여 자동 와이드모드 선택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마이크로컴퓨
터(23)가 이를 인지하여 와이드영상 검출부(24)를 구동시키고, 이에 의해 그 와이드영상 검출부(24)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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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영상에서 화면비데이타를 검출하여 그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 주기적으로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상기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그 화면비 데이타를 근거로 상기 편향집적소자를 제어하여 화면 전체
에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즉, 와이드화면을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제3도를 참조하여 상기 와이드영상 검출부(24)의  작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다수의 입력영상 중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영상신호가 와이드영상 검출부(24)에 공급되고, 동
기분리부(24A)는 그 입력 영상신호에서 분리검출된 휘도신호(Y)에서 동기신호를 분리하여 출력하게 되며, 
이때, 페데스탈 클램프용 펄스발생부(24B)는 페데스탈클램프용 펄스를 발생한다.

또한, 휘도신호 클램프 및 비교부(24C)는 상기 페데스탈클램프용 펄스를 이용하여 휘도신호를 클램프한 
후 이를 기준신호와 비교하여 기준신호보다 크면 즉, 영상신호가 존재하면 하이를 출력하고 작으면 즉, 
영상신호가  존래존재하지  않으면  로우를  출력하게  되며,  이렇게  출력되는  신호가  래치부(24D)에 

래치된다.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인터럽단자를 통해 공급되는 상기 래치된 신호와 수동동기신호(Vsyn
c)를 이용하여 영상에 대한 화면비 데이타(DATA)를 검출하게 된다. 사용자에 의해 자동 와이드모드가 세
트되면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가  상기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  주기적으로  화면비 데이타
(DATA)를 송출해 줄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그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상기 검출된 화면비 
데이타(DATA)를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마이크로컴퓨터(23)측으로 전달하게 된다.

제4도는 상기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와
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기본적으로 수직동기신호(Vsync)에 동기하여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
신호(VDS)의 화면비의 데이타를 검출하게 된다. 즉,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어떠한 화면비를 입력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직동기신호(Vsync)에 동기를 맞추어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의 처음 상승에지
에서의 시간(Start2)과 자막의 끝 시간(End2)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서 판별하여야 한다.

상기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VDS)는 입력원의 휘도신호(Y)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4도의 타이밍도와 
같이 아주 깨끗한 상태와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 입력될 수도 있고, 어두운 화면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타이밍도 사이 사이에 하이, 로우로 천이하는 형태로 입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와이드
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어두운 신호가 입력될지라도 확실하게 화면비를 판별하여야 그 판별된 정보
를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때, 그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상기 편향집적소자
(26)를 통해 편향데이타를 조정하여 씨피티(CPT)로 하여금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화면 전체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한다.

제5도는 상기 마이크로컴퓨터(23)와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간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보여주
고 있다. 그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기본적으로 4bit의 정보를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 전
달하고, 그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입력영상의 화면비에 대한 데이타를 메인 마이크로컴퓨터
(23)에 전달하게 되는데, 각 데이타의 전송경로 및 용도를 전이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서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로 전달되는 데이타는 하기와 같다.

1번 데이타 : 사용자에 의해 자동 와이드모드가 설정된 상태에서 채널을 절환하거나, 티브이/비디오키이
를 이용하여 입력을 절환할때,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로 하여금 화면비를 디시 판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데이타 비트이다.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채널이 절환되거나 입력 절환되는 경우 반
드시 이 비트를 1로하여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 전송한 후 다시 채널이 절환되거나 입력이 절
한될때까지 0으로 전송하여 한다. 입력이 절환된 경우에는 1번에서 4번 데이타 비트만을 전송한다.

2번 데이타 : 디스플레이되는 신호의 유무 정보를 알려주는 데이타이다. 즉, 이 데이타는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신호가 없다고 판단되면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로 하여금 화면비를 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타이다. 자동 와이드모드를 수행시킨 상태에서,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단지 메인 마이
크로컴퓨터(23)가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측으로 1번에서 4번 비트의 정보만을 송출하게 되고 이
후,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의 테이타(Start1,End1,End2, 또는 픽쳐모드 데이타)는 넘겨받지 않
는다.

3번 데이타 :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가 와이드모드를 검출할때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
(VDS)의 중앙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정보 데이타 비트이다. 예로써, 제6도는 편향집적소자(26)의 종류에 
따른 수직 수평간(V-H)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줌모드인 경우 제6도의 (c), (d)에서와 같이 수직동기신
호(Vsync)를 기준으로 할때 영상신호 유무검출신호의 첫 스타트부분이 1수직동기 주기만큼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4번 데이타 :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로 부터 영상신호의 시작과 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인
지, 아니면 영상정보의 폭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의한 픽쳐모드 정보를 요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
다. 일단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이 두가지 모드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의 화면비를 화면
에 맞도록 세트하는 알고리즘을 가져가야 한다.

또한,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서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로 전달 되는 데이타는 하기와 같다.

5번 데이타 : 현지 디스플레이되는 신호가 4 : 3의 화면비로 수신되는 신호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타이다. 
만약, 방송신호 또는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EXT1-EXT3)가 4 : 3의 화면비를 갖는 경우에는 5번 데이
타를 1로 하여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측으로 전송하게 되며, 이때, 더 이상의 데이타전송 전송은 발생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4 : 3모드이기 때문에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와이드모드를 스펙타클모드로 
절환하면  되고,  이후,  자막정보  데이타,  영상신호의  시작,  폭등의  데이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6번 데이타 : 현재 씨피티(CPT)에 디스플레이되는 신호에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데
이타이다. 시네마(Cinema)  또는 비스타(Vista)  모드일 경우, 자막이 영상신호와 겹쳐서 디스플레이될때 
일정한 비율로 수직 진폭 편향데이타를 세트하면 되지만, 영상신호와 별도로 아래 부분에 자막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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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수직진폭 편향데이타 뿐만 아니라 수직위치 이동 편향데이타도 세트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타이다.

7번 데이타 :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서 4번 데이타를 0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수직동기신호(Vsync)
로 부터 시작하여 영상신호의 처음 시작부분까지의 수평동기신호(Hsync)의 갯수를 나타내고, 4번 데이타
가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폭으로 수신되는 신호로 나타낸다. 제7도에 영상신호를 각각 정의된 모드로 
구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신호의 폭이 120개 이하의 수평동기신호(Hsync) 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픽쳐모드를 0으로 정의하고, 
최소 208개의 수평동기신호(Hsync) 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4 : 3 신호원으로 간주한다. 120개의 수
평동기신호(Hsync)부터 시작하여 4개의 수평동기신호(Hsync)분 만큼 차이가 날때마다 픽쳐모드를 정의하
여 해당 모드 데이타를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 전달하게 된다. 결국, 상기 픽쳐 모드가 0일때 (208-
120)/4 즉, 22개의 영상모드로 구분되어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 전달된다.

8번 데이타 :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서 4번 데이타를 0으로 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영상신호 유무검출
용 입력신호(VDS)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몇개의 수평동기신호(Hsync)로 구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데
이타이다. 자막이 있는 경우에는 자막 끝까지의 수평동기신호(Hsync)이 수를 나타낸다. 메인 마이크로컴
퓨터(23)에서 4번 데이타를 1로 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데이타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

상기와 같이 정의된 프로토콜 데이타는 제8도에 나타낸 각 마이크로컴퓨터간의 정의된 단자들의 입출력 
방향에 맞추어 3개의 라인을 통해 통신하게 된다.

제9도는 상기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서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 데이타를 송출하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의 타이밍을 나타낸 것이고, 제10도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에서 메인 마이크로
컴퓨터(23)측으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 프로코콜을 나타낸 것이다.

즉,  제9도의  ①에서와  같이,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클럭신호(CLK)를  로우로  세트한  후 인지신호
(ACK)가 로우로 세트되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때, 첫번째 클럭신호(CLK)를 로우로 세트한 후 인지신
호(ACK)를 기다리는 시간은 약 21MS(83μS×250)로 정의되고, 이후부터 통신이 종료될때까지 약 4.5MS(83
μS×250)의 타임아웃을 둔다. 또한, 제9도의 ②에서와 같이 인지신호(ACK)가 로우로 세트되면 메인 마이
크로컴퓨터(23)는 전송할 데이타를 데이타라인에 세트한다. 또한, 제9도의 ③에서와 같이 데이타를 송출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클럭신호(CLK)를 하이로 세트한다. 또한, 제9도의 ④에서와 같이 인지신호(AC
K)가 하이로 세트되기를 기다리는데, 이때,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클럭신호(CLK)가 하이로 
세트될때 데이타라인의 데이타를 읽은 후 인지신호(ACK)를 하이로 세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9도의 ⑤
에서와 같이, 인지신호(ACK)가 하이로 세트되면 클럭신호(CLK)를 로우로 세트하여 상기 ①과정 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제10도의 ①에서와 같이,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클럭신호(CLK)를 로우로 세트하여 데이타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다. 또한, 제10도의 ②에서와 같이, 인지신호(ACK)가 로우로 세트되면 데이타
를 송출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클럭신호(CLK)를 다시 하이로 세트한다. 또한, 제10도의 ③에서와 같이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클럭신호(CLK)가 하이로 세트될때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타를 데이타라
인에 세트한다. 이후, 제10도의 ④에서와 같이, 인지신호(ACK)를 하이로 세트하여 메인 마이크로컴퓨터
(23)로 하여금 데이타를 읽어가도록 한다. 마지막 제10도의 ⑤에서와 같이,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데이타를 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클럭신호(CLK)를 로우로 세트하게 되며, 이후, 상기 ①과정부터 
반복수행하게 된다.

한편, 제11도는 본 발명에 의해 정의된 프로토콜의 송수신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영상신호가 없는 경우, 제11a도에서와 같은 4bit만을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측으로 전송하
게 된다. 이때, 그 마이크로컴퓨터(24E)는 와이드 검출동작을 중지한다.

입력신호의 변화가 있는 경우, 제11b도에서와 같은 4bit만을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측으로 전송
하게 된다. 이때, 그 마이크로컴퓨터(24E)는 와이드검출을 위한 데이타를 초기화 시킨 후 와이드검출을 
시작하게 된다.

영상신호 시작/폭에 의한 데이타를 요구하는 경우, 제11c도와 같은 데이타를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
(24E)측으로 전송하게 된다.

영상신호 시작/폭에 의한 데이타를 요구할때 검출된 와이드모드가 4 : 3인 경우, 제11d도와 같은 데이타
를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측으로 전송하게 된다.

픽쳐모드로 데이타를 요구하는 경우, 제11e와 같은 데이타를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측으로 전송
하게 된다.

픽쳐모드로 데이타를 요구할때 검출 와이드모드가 4 : 3인 경우, 제11f도와 같은 데이타를 와이드전용 마
이크로컴퓨터(24E)측으로 전송하게 된다.

와이드모드가 줌모드이고, 수직동기신호(Vsync)  및 수평동기신호(Hsync)의 위치가 변화되는 경우, 상기 
프로토콜의 종류와 다른 점은 수직동기신호(Vsync), 수평동기신호(Hsync)의 이동이 1이라는 것밖에 없다.

제12도는 상기와 같이 정의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컴퓨터(23), (24E)간의 데이타 송수신을 위한 
신호 흐름도를 보인 것이다.

즉, 화면비 검출데이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통신포트를 초기화시키고 레지스터(XReg)값을 20으로 세트
한 후 통신요구가 발생되면 상기 레지스터(XReg)의 값이 0으로 될때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서 송출하
는 4bit 데이타를 읽어들인다. 이때, 데이타가 정상적으로 읽혀지고 동기신호가 존재하며, 입력신호의 변
화가 없으면 4 : 3정보를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측으로 송출한다. 이후, 4 : 3영상인지를 확인하여 4 : 
3영상이 아니면 자막정보를 송출하고 영상정보의 종류가 모드이면 정의된 영상폭에 대한 데이타를 송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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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종류가 시간이면 영상신호 시작점의 수평동기신호(Hsync)의 수를 송출한 다음 자막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자막이 존재하면 자막의 끝부분까지 폭데이타를 송출하고 자막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상의 폭데
이타를 송출한다.

본  발명에  의한  자동  와이드검출  방법은  기본적으로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가 수직동기신호
(Vsync)와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를 이용하여 현재 방영되고 있는 영상신호가 어떤 화면비를 갖는 
영상신호인지를 검출하는 것이다.

제13도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로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제13a도
와 같은 수직동기신호(Vsync)의 하강에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3b도와 같은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
의 화면비를 검출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는 수직동기신호(Vsync)에 동
기를 맞추어 몇번째 수평동기신호(Hsync)부터  영상신호가 시작되고,  그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
(VDS)의 시작점(Start1)에서부터 영상의 폭(End1 또는 End2)을 검출하게 된다.

제14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4 : 3 영상신호부터 가장 작은 영상신호라고 볼수 있는 최소 영상신호에 대
한 각각의 데이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입력되는 영상의 화면비 데이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한 각 영상
의 화면비 모드별 영상의 시작점과 영상의 폭에 대한 하한치와 상한치를 정의한 테이블이다.

제15도는 수직동기신호(Vsync)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터럽트를 통해 이전수직동기(Vsync) 구간에서 얻어
진 영상신호의 시작 지점과 영상신호의 폭 데이타를 이용하여 영상신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
는 것을 신호 흐름도로서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수직동기오케이플래그(F--Vsync F-lag)가 세트되면 이는 하나의 새로운 수직동기신호(Vsync)가 시작됨을 
의미하며, 이때, 다음을 위해 그 수직동기오케이플래그(F-- Vsync F-lag)를 클리어한다. 그리고나서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서 영상 정보를 요구해 오는지를 체크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데이타 송수신 루틴으로 
진행하여 이제까지 검출한 영상정보를 그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측으로 전송한다.

그러나, 영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면 검출모드 플래그(F--Detect Mode F-lag)를 통해 이전의 수직동기구
간(Vsync)에서 유효한 영상신호를 검출하였는지를 체크하고, 그 결과 검출되었으면 그 플래그(F--Detect 
Mode F-lag)를 클리어시키고 데이타 합계 플래그(DataSum F-lag)를 세트시킨다. 이후, 검출데이타 체크루
틴으로 진행하여 4 : 3, 비스타, 시네마, 리스트(Least)영상 중에서 어떤 화면비에 속하는지를 체크하고, 
영상의 시작을 알리는 수평동기신호(Hsync)와 영상을 폭을 이제까지 구한 값에 더하여 평균값을 얻는다.

이후, 최종 영상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정의된 10개의 수직동기(Vsync) 구간 동안 얻은 영상정보를 종합하
기 위해 화면비 검출 카운터를 체크하게 된다. 영상정보를 얻을 횟수가 10번 미만일 경우 다시 수직동시
신호(Vsync)를 기다리게 되고, 10번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럽트발생 플래그(F--IntOccured F-lag)를 통해 
이전 수직동기(Vsync)에서 영상신호가 입력되었음을 체크하게 된다.

상기의 체크결과 영상신호가 입력되었으면 10개의 수직동기(Vsync) 구간동안 4 : 3, 비스타, 시네마, 리
스트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좀더 상세한 영상정보를 구하기 위해 
영상신호의 시작 및 끝지점에 대한 정보와 이전에 정의한 영상폭에 의한 픽쳐모드를 구하게 된다. 이후, 
다음 10번의 수직동기(Vsync) 구간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변수를 모두 초기화 하고, 다시 
이후 수직동기신호(Vsync)를 기다린다.

제16도는 이전 수직동기(Vsync)에서 얻어진 영상신호의 시작점과 영상의 폭에 대한데이타가 상기 제14도
에서 정의한 각 영상의 화면비 모드별 상,하한치 가운데 어느 모드에 속하는지를 검출하여 해당하는 화면
비 모드에 대한 카운트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검출데이타 체크 루틴을 보인 것이다.

즉, 수직동기신호(Vsync)에서 얻어진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4 : 3, 비스타, 시네마, 리스트로 구분된 신호 
가운데 어떤 영상에 포함되는 가를 체크하여 해당하는 영상에 대한 카운트값을 증가시키고, 영상의 시작 
수평동기(Hsync) 폭에 대한 정보를 이전 정보와 평균을 취한 후 업데이트하게 된다. 각 영상의 모드에 대
한 영상의 시작 수평동기(Hsync)와 영상의 폭에 대한 데이타는 제14도에서 검출을 위한 신호의 데이타 
상,하한치에 예시한 바와 같다.

제17도는 상기 증가한 카운트값을 이용하여 10개의 유효한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VDS)가 입력되
었을때 최종적으로 입력되는 영상이 정의된 화면비 모드 즉, 4 : 3, 비스타, 시네마, 리스트영상 모드 중
에서 어느 화면비 모드에 속하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루틴을 보인 것으로,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
와 같다.

10개의 수직동기(Vsync) 구간동안의 유효한 영상정보를 토대로 현재 어떤 모드의 영상이 디스플레이되는
지를 검출하는 루틴이다. 즉, 10개의 수직동기(Vsync) 구간에 체크하여 검출한 영상의 종류가 이전 영상
의 종류와 같으면 플래그에러카운터(r- F-lagErrCnt)의 값이 0인지 체크하여 0이면 그냥 빠져나오고 0이 
아니면 그 플래그에러카운터 (r-F-lagErrCnt)의 값을 1감소시켜 다시 0인지를 체크한다. 이때, 0이면 현
재 검출된 영상모드를 실제 모드로 판단하게 되고, 영상정보에 대한 모드플래그(Mode F-lag)를 세트하게 
된다. 그러나, 0이 아니면 그냥 빠져 나오게 된다.

만약, 10번의 수직동기(Vsync) 구간동안 체크하여 검출한 영상모드가 이전모드와 다른 경우에는 검출한 
모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플래그에 백업한 다음 상기 플래그에러카운터 (r-F-lagErrCnt) 값을 초기화 시킨
다. 현재 검출된 영상모드가 이전의 영상모드보다 더 큰 화면비를 갖는 경우에는 10개의 수직동기(Vsync) 
구간동안 검출하는 것을 단 2회 반복하도록 하고, 더 작은 화면비를 갖는 경우에는 15번에 걸쳐서 판단하
도록 한다.

제18도는 영상신호의 시작점과 폭에 대한 데이타를 10개의 수직동기(Vsync)에서 평균하여 메인 마이크로
컴퓨터(23)에 송신하게 될 데이타와 입력영상의 폭에 대한 데이타로 구분하여 정의한 픽쳐모드를 구하는 
것을 보인 영상신호 시작 및 폭 계산과 영상모드 판별 루틴의 신호 흐름도로서,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
면 하기와 같다.

이전 10번의 수직동기(Vsync) 구간동안 얻어진 영상신호의 시작 및 폭에 대한 정보가 현재 검출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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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균처리되고, 120개의 수평동기(Hsync)  구간동안 영상신호가 있는 경우를 최소모드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현재 영상의 폭을 이용하여 영상의 모드를 구하게 된다. 영상의 모드는 폭이 120개의 수평동기
(Hsync) 이하인 경우에는 모드0으로 두고, 120개에서 4개 간격으로 영상의 모드를 구하게 된다.

얻어진 영상의 모드를 이전 10개의 수직동기(Vsync) 구간동안 얻어진 영상모드와 비교하여 같으면 상기 
플래그에러카운터(r-F-lagErrCnt)의 값이 0인지를 체크하여 0이면 그냥 빠져나오고 0이 아니면 1를 감소
시킨 후 다시 0인지를 체크한다. 그 결과 0이면 현재 얻어진 영상모드가 실제 영상에 대한 모드로 실제픽
쳐모드플래그(r-RealpicMod)에  저장하고,  이때의  영상의  시작  및  폭에  대한  정보를 시작플래그(r-
TransRealStart) 및 끝플래그(r-TransRealEnd)에 저장하고, 자막 판단을 다시 하도록 자막판단플래그(F--
StringExist)를 클리어한다.

그러나, 상기에서 1을 뺀 결과가 0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냥 루틴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현재 
검출한 영상모드가 다른경우에는 현재 검출한 모드를 픽쳐모드백업플래그(r-PictureModeBak)에 백업하고, 
영상의 폭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10번의 수직동기(Vsync) 구간에서의 판
단을  4회에  걸쳐  판단하도록  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15번에  걸쳐  판단하도록 모드체크카운터(r-
ModeChkCnt)를 각각 초기화 시키게 된다. 그러나, 현재 검출된 모드가 실제 모드(r-RealpicMod)와 같으면 
상기 모드체크카운터(r-ModeChkCnt)를 0으로 리세트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과도적으로 변
화하는 영상에 대한 검출에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19도는 수직동기신호(Vsync)에 동기를 맞추고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VDS)를 이용하여 영상의 
시작점과 영상의 폭에 대한 데이타를 검출하는 것을 보인 영상의 화면비 데이타검출 루틴의 신호 흐름도
로서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직동기신호(Vsync)가 입력되기 시작하면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의 상승에지에서 인터럽트가 걸
리도록하고, 처음 상승에지일 경우, 15개의 수평동기신호(Hsync)보다 작을때에는 실제 영상신호라고 인식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온다. 그러나, 15개보다 크면 펄스모드카운터(r-PulseMode)의 카운트값을 1증가시
키고, 이 값이 3이상일 경우에는 자막검출루틴으로 복귀하게 되나, 3이하일 경우에는 상승에지검출플래그
(F--F-irstHigh F-lag)를 체크하여 첫번째 상승에지 검출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클리어되어 있으면 영
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VDS)의 첫 상승분으로 판단하여 이때의 수평동기카운터(r-HSyncCnt)F-MF- 0
으로 초기화시키고 상기 상승에지검출플래그(F--F-irstHigh F-lag)를 세트한다.

그리고, 하강에지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인터럽트플래그를 세트한다. 이후에는 하강에지에서 인터럽트
가 걸리게 되고, 상기 상승에지검출플래그(F--F-irstHigh F-lag)가 세트되어 있으므로 읽은 수평동기카운
터(r-HSyncCnt)는 영상의 폭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며, 이 영상의 폭이 최소 영상폭보다 크면 이를 일
단 엔드타임버퍼(r-EndTime)에 저장하고, 이 값과 스타트타임버퍼(r-StartTime)에 저장된 값을 이용하여 
영상 위치의 센터값을 구하게 된다. 이때 구한 센터값이 정의된 범위에 위치하게 되면 폭오케이 플래그
(F--WidthOK F-lag)를 세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럽트루틴을 빠져나가게 된다. 펄스모드(r-PulseMode) 
카운트값이 3이상이면 자막판단 루틴으로 진행하여 자막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제20도는 상기 제19도에 있어서,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VDS) 펄스를 분석하고 자막이 있는 경우
에는 자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입력 영상의 폭을 근거로 데이타를 검출하도록 하는 것을 보인 자막 판단루
틴의 신호 흐름도로서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우선, 상기 폭오케이 플래그(F- WidthOK F-lag)를 체크하여 클리어되어 있으면 센터를 다시 체크하게 되
고,  세트되고 있으면 자막의 상승에지 부분이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스타트플래그(F-  StrStart F-
lag)가 클리어되어 있으면 영상의 끝지점과 자막 시작점과의 간격이 정의된 범위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의된  범위내에  있으면  그  스타플래그(F-  StrStart  F-lag)를  세트하고  이때의 수평동기카운터(r-
HSyncCnt)의 카운트값을 스타트타임버퍼(r-StartTime)에 저장한 후 하강에지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세
트하고 빠져나오게 된다.

그런데, 상기 스타트플래그(F- StrStart F-lag)가 세트되어 있으면 현재의 수평동기카운턴(r-HSyncCnt)의 
카운트값은 자막의 하강에지에서의 값이므로 이때의 수평동기카운턴(r-HSyncCnt)의 카운트값과 스타트타
임버퍼(r-StarTime)의 값을 이용하여 자막의 폭을 계산할 수 있다. 이 폭이 정의된 영역내에 위치하면 자
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스타트카운터(r-StrCnt)의 카운트값을 1 증가시키고 이때의 수평동기카운턴
(r-HSyncCnt)의 카운트값을 엔드타임버퍼(r-StrEndTime)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스타트카운터(r-StrCnt)의 값이 영상 판단의 기준인 10번의 수직동기(Vsync) 구간에서 하나
의 차이인 9번만 있어도 자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막판단플래그(F- StringExist)를 세트한다. 그리
고, 현재 검출된 엔드타임버퍼(r-StrEndTime)의 값과 이전에 검출된 수평동기끝값을 비교하여 현재 검출
된  엔드타임버퍼(r-StrEndTime)  값이  더  크면  현재  검출된  끝시간(r-StrEndTime)을 수평동기버퍼(r-
StrHsyncEnd)에 저장한다.

제21도는 매 수직동기(Vsync)마다 이전 수직동기(Vsync) 구간에서 유효한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
(VDS)가 검출되면 그 검출된 데이타를 종합하도록 저장하고, 다음 수직동기(Vsync) 구간에서 영상신호 유
무검출용 입력신호(VDS)를 검출하기 위해 정의된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 하는 것을 보인 수직동기 인터럽
트처리루틴의 신호 흐름도로서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수직동기인터럽트는 수직동기신호(Vsync)의 하강에지에서 걸리게 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수직동기오케
이플래그(F- Vsync F-lag)를 세트하여 수직동기신호(Vsync)가 발생되었음을 메인루틴에 알리고, 영상신호
를 판단하기 위해 수평동기카운터(r-HSyncCnt)의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킨다.  만약,  폭오케이 플래그(F- 
WidthOK F-lag)가 클리어되어 있으면 스타트타임버퍼(r-StarTime)의 값을 체크하여 4 : 3 영상신호의 초
기 시작지점에 위치하는지를 체크하고, 조건이 성립되면 카운터(r-43Cnt)의 카운트값을 1 증가시키고, 수
직동기카운터(r-VSyncCnt)의 카운트값도 1 증가시킨다.

그리고, 폭오케이 플래그(F- WidthOK F-lag)가 세트된 경우 즉, 이전 수직동기(Vsync) 구간에서 유효한 
영상이  입력되었으면  검출모드  플래그(F-  DectectMode  Flag)를  세트하고,  상기 수직동기카운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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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yncCnt)의  카운트값을  1  증가시킨다.  또한,  얻어진  영상신호에  대한  정보  즉, 스타트타임(r-
StartTime), (r-StrStarTime), 엔드타임(r-EndTime), (r-StrEndTime) 값을 백업하고 0으로 초기화 한다. 
그리고,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VDS)를 판별하기 위해 인터럽트를 상승에지에서 걸리도록 세트한
다.

제22도는 타이머를 이용한 수평동기신호(Hsync)의 검출예를 보인 시호 흐름도로서, 수평동기(Hsync)  두 
구간에 해당하는 128μS마다 수평동기카운터(r-HSyncCnt)의 카운트값이 2씩 증가하도록 타이머값을 업데
이트하게 된다. 즉, 영상의 화면비에 대한 정보를 수평동기신호(Hsync)의 갯수로 표현하기 위해 매 128μ
S마다 카운트값이 2씩 증가되도록 한다.

끝으로, 제23도는 사용자가 자동 와이드모드로 셋팅한 경우 메인마이크로컴퓨터(23)는 매 250MS마다 와이
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로 부터 영상 화면비에 관한 데이타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된 영상의 편향데
이타를 제어하는 신호 흐름도를 보인 것으로,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는 매 250MS마다 자동 와이드모드인지를 체크하여 자동 와이드모드로 판명되면 
영상의 화면비 데이타를 수신한다. 정상적으로 수신이 완료되면 이를 이전에 수신된 데이타와 같은지 확
인하고, 그 결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현재 수신한 영상 화면비데이타가 4번 즉, 1초간 같으면 실제 입
력되는 영상으로 간주하고 편향을 제어한다. 그러나, 상기의 확인 결과 이전에 수신한 데이타와 같은 것
으로 판명되면 자동 와이드카운터(r-AutoWideCnt)의 카운트값을 체크하여 0이면 이전 250MS 체크시 이미 
자동 와이드모드로 편향을 제어한 것으로 인식하여 그냥 루틴을 빠져나온다. 그러나, 0이 아니면 1을 감
소시킨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 0이 아니면 그냥 빠져나오게 되나, 0이면 수신한 영상 화면비 데이타를 이
용하여, 입력 영상 화면비 데이타에 맞는 편향데이타를 구하여 이를 편향집적소자(26)에 라이트(Write)하
게 되고, 이로 인하여 씨피티(CPT) 전체에 영상이 디스플레이된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화면비모드를 절환하지 않고 텔리비젼
수상기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의 화면비를 검출하여 절환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상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
는 효과가 있고, 기존의 제한된 화면비모드보다 다양하게 입력신호의 화면비를 검출하여 편향을 제어하도
록 함으로써 각기 다른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영상신호의 휘도신호를 이용하여 영상신호의 유무를 판단하고, 수직동기 신호에 동기하여 입력영상의 
화면비 데이타를 검출하는 제1과정과; 입력영상에 따라 와이드화면을 자동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편향을 제어하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와 입력영상의 화면비를 검출하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간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제2과정과; 상기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와의 통신결과
를 근거로 편향집적소자를 제어하여 와이드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통신프로토콜은 메인 마이크로컴퓨터가 자동 와이드동작과 관련하여 와이드전용 마이크
로컴퓨터에 송신하는 4bit의 데이타와;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가 검출한 영상의 화면비에 대한 정보
를 송신하도록 정의한 2bit의 4 : 3정보와; 자막 유무정보, 영상이 시작되는 첫 지점과 영상이 차지하는 
폭을 수평동기신호의 폭으로 나타낸 데이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
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통신프로토콜의 송수신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통신포트를 초기화시키고 레지
스터(XReg)값을 소정치로 세트한 후 그 세트한 값이 0으로 될때 메인 마이크로컴퓨터에서 송출하는 4bit 
데이타가 정상적으로 읽혀지고 동기신호가 존재하며, 입력신호의 변화가 없으면 4 : 3정보를 메인 마이크
로컴퓨터측으로 송출하는 제1단계와; 입력영상이 4 : 3영상이 아니면 자막정보를 송출하고, 영상정보의 
종류가 모드이면 정의된 영상폭에 대한 데이타를 송출하며, 그  종류가 시간이면 영상신호 시작점의 수평
동기신호(Hsync)의 수를 송출한 다음 자막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자막이 존재하면 자막의 끝부분까지 폭
데이타를 송출하고, 자막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상의 폭데이타를 송출하는 제2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1과정은 입력되는 영상의 화면비 데이타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한 각 영상의 화면비 모
드별 영상의 시작점과 영상의 폭 대한 상,하한치를 정의한 테이블을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과정은 수직동기신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전의 수직 동기 구간에서 얻어진 영상신
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의 시작시점과 영상의 폭 데이타를 이용하여 영상신호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나
타내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
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이전 수직동기 구간에서 얻어진 영상신호의 시작점과 영상의 폭에 대한 데이타가 각 영
상의 화면비 모드별 영상의 시작점과 영상의 폭에 대한 상,하한치 중에서 어느 모드에 속하는지를 검출하
여 해당 화면비 모드에 대한 카운터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검출데이타 체크 루틴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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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증가된 카운터값을 이용하여 소정 갯수의 유효한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가 입력
되었을때 최종적으로 입력되는 영상이 정의된 화면모드 중에서 어느 모드에 속하는지를 체크하는 4 : 3, 
비스타, 시네마, 리스트영상모드 체크루틴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제1과정은 영상신호의 시작점과 폭에 대한 데이타를 소정 갯수의 수직동기구간에서 평균
처리하여 메인 마이크로컴퓨터에 송신하게 될 데이타와 입력영상의 폭에 대한 데이타로 구분하여 정의한 
픽쳐모드를 구하는 영상신호 시작 및 폭 계산과 영상모드를 판별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제1과정은 수직동기신호에 동기하여 현재 입력되는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를 이
용하여 영상의 시작점과 영상의 폭에 대한 데이타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호를 분석하여 자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막이 끝나는 
지면에서 입력 영상의 폭을 근거로 데이타를 검출하는 루틴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제1과정은 매 수직동기마다 이전 수직동기 구간에서 유효한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력신
호가 검출되면 이 데이타를 종합할 수 있도록 저장한 후 다음 수직동기 구간에서 영상신호 유무검출용 입
력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정의된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 하는 수직동기 인버터럽트루틴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영상의 화면비에 대한 정보를 수평동기의 갯수로 표현하기 위해 소정시간 주기 수평동기 
카운터의 카운트값을 일정치만큼 증가시키는 타이머를 이용한 수평동기 검출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제3과정은 사용자가 자동 와이드모드를 설정할때 소정 주기로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
터에 검출한 데이타를 요구하고, 수신된 영상신호의 화면비 데이타가 소정시간동안 반복 입력되면 입력영
상이 와이드화면 전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편향데이타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4 

방송신호나 다수의 외부입력신호 중 임의의 입력신호를 선택하여 와이드화면을 디스프레이하는 와이드기
능 내장형 텔레비젼수상기에 있어서, 와이드영상 검출부(24)와 소정의 통신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면
서 그 와이드영상 검출부(24)에서 출력된는 화면정보를 근거로 해당 화면비에 맞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
기 위해 편향집적소자(26)의 편향테이타를 제어하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와; 상기 메인 마이크로컴퓨
터(23)의 제어하에 구동되어 입력영상신호의 휘도신호를 이용하여 영상신호의 유무를 판단하고, 수직동기
신호에 동기하여 입력영상의 화면비 데이타를 검출하여 그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에 주기적으로 출력하
는 와이드 영상 검출부(24)를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
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와이드영상 검출부(24)는 입력영상신호의 휘도신호(Y)에서 동기신호를 분리하여 출력하
는 동기분리부(24A)와; 상기 동기분리부(24A)의 출력영상을 공급받아 페데스탈클램프용 펄스를 발생하는 
페데스탈 클램프용 펄스발생부(24B)와, 상기 페데스탈크램프용 펄스를 이용하여 휘도신호를 클램프한 후 
이를 기준신호와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근거로 영상신호의 유무판단신호를 출력하는 휘도신호 클램프 
및 비교부(24C)와; 상기 영상신호의 유무판단신호를 래치하는 래치부(24D)와; 상기 래치된 신호와 수직동
기신호(Vsync)를 이용하여 영상에 대한 화면비 데이타(DATA)를 검출하고, 그 검출된 화면비 데이타(DAT
A)를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3)측으로 전달하는 와이드전용 마이크로컴퓨터(24E)
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자동 와이드화면 디스플레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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