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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디오신호로부터비디오복사방지신호들의영향들을디지탈적으로제거하기위한방법및장치

요약

  본 발명은 아날로그 복사 방지 신호의 영향을 이 신호가 디지탈 영역 내에 있는 동안에 제거하기 위해 디지탈 기술을 이

용한다. 복사 방지 신호의 유형은 의사 동기 펄스와 AGC 펄스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디지탈 기술은 크로마 복사 방지 처

리(도 10 내지 14)의 영향들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다. 디지탈 비디오 복사 방지 제거기는 디지탈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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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사 동기 펄스들 및/또는 AGC 펄스들을 실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지의 모든 또는 약간의 의사 동기 펄

스 및/또는 AGC 펄스들의 픽셀 위치들은 의사 동기 펄스 및/또는 AGC 펄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디지탈적으로 수

정하는데 이용된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의 교차 참조

  본 출원인 1995년 10월 17일에 출원된 미국임시출원 제60/005,681호의 이익을 청구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비디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비디오 신호로부터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

들을 제거하는(없애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리안(Ryan)의 1986년 12월 23일자로 특허 허여된 발명의 명칭이 "허용 가능한 비디오 테이프의 기록들을 보호하기 위

한 비디오 신호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A VIDEO SIGNAL

SO AS TO PROHIBIT THE MAKING OF ACCEPTABLE VIDEO TAPE RECORDING THEREOF)"인 미국 특허 제

4,631,603('603) 호는 수정된 비디오 신호의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이 일반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화상들을 발생하는 동안

텔레비전 수상기가 수정된 비디오 신호에서 여전히 정상적인 컬러 화상을 제공하도록 수정되는 비디오 신호를 기술하며,

이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되었다.

  본 발명은 통상의 비디오카세트 리코더의 자동 이득 제어 시스템들이 종래의 비디오 신호의 정상 동기 펄스들(등화

(equalizing) 또는 광역 펄스들을 포함)과 부가된 의사 동기 펄스들(pseudo-sync pulses)을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

거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 동기 펄스들은 정상 동기 팁(normal sync tip) 레벨에서 하방 연장하고 적어도 0.5 마이크로 초

의 지속기간을 가지는 펄스들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복수의 의사 펄스들은 수직 블랭킹 구간 동안 종래의 비디오에 부가되

며, 각각의 이러한 의사 동기 펄스들에는 적절한 진폭 및 지속 기간의 포지티브(positive) 펄스들이 뒤따른다. 결과적으로,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시스템은 비디오 신호의 부적절한 기록을 초래하는 비디오 레벨을 허위 측정

(fake measurement)한다. 그 결과는 재생 중에 허용할 수 없는 화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통상의 텔레

비전 수상기에서 블랙 레벨(black level)을 복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시각에 일어나는 포지티브 진행

(positive-goings) 펄스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텔레비전 세트들에서 블랙 레벨 기능저하를 일으키

지 않는다.

  리안(Ryan)의 1989년 4월 4일자로 특허 허여 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허용 가능한 비디오 테이프 기록의 발생을 금지하

는 비디오 신호에 행해진 수정을 클러스터링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CLUSTERING

MODIFICATIONS MADE TO A VIDEO SIGNAL TO INHIBIT THE MAKING OF ACCEPTABLE VIDEOTAPE

RECORDING)"인 미국 특허 제 4,819,098('098)호는 텔레비전 모니터 수상기가 여전히 수정된 신호로부터 정상 화상을

발생하는 수정을 기술하는 반면, 이 신호의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은 일반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화상을 발생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되었다.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들은 비디오 신호에서 동기 레벨을 측정하고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 시스템의 FM 변조기에 인가된 비디오 레벨을 고정된 소정의 레벨로 유지하기 위한 이득 보정을 발

생한다. 복수의 포지티브 펄스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동기 펄스의 각각의 하강 에지(trailing edge)가 바로 이어지는 비

디오 신호에 부가된다. 이들 부가된 펄스들은 리코더 내의 자동 레벨 제어 회로가 여러 번 비디오 레벨을 실제 값으로 평가

하게 하는 동안 신호에 의해 정의된 화상의 가시성(viewability)에 대해서 부가된 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필드

의 수직 블랭킹 간격에서 클러스터(cluster)된다. 동기 펄스들 자체는 또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감소된 레

벨로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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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Ryan)의 1990년 10월 2일자로 특허 허여 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비디오 신호로부터 의사 동기 및/또는 AGC 펄스

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MOVING PSEUDO-SYNC AND/OR AN AGC

PLUSES FROM A VIDEO SIGNAL)"인 미국 특허 제4,695,901('901)호는 허용 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을 가능케하는 비디

오 신호에 부가된 의사 동기 펄스 및 AGC 펄스를 제거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되었

다.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들의 자동 이득 제어는 잘못된 리코딩 레벨들을 감지하므로 부가된 신호가 사전에 비디오 신호의

허용 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을 간섭하는 반면에, 종래의 텔레비전 수상기들은 비디오 부호(sign)에 대한 이들 수정들에 의

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가된 펄스들을 제거하면 이전에 수정된 비디오 신호의 허용 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이 가능하다.

선택된 네거티브 값의 성분(즉, 의사 동기 펄스들)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동작 가능한 클리핑 회로가 사용되며, 반면

부가된 AGC 펄스들은 전기적으로 동작된 스위치로 비디오 신호로부터 효과적으로 블랭크 된다. 두 블랭킹 및 클리핑 기능

들은 비디오 신호의 정상 동기 펄스들과 부가된 의사 동기 펄스들을 감지하여 선택적으로 달성된다. 의사 동기 펄스들 단

독이나, AGC 펄스들 단독이나, 또는 이들의 조합들에 의해서 수정된 "클리닝 업(cleaning up)" 비디오 신호들에 대한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오카다(Okada) 등의 1992년 1월 21일자로 특허 허여 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코드 신호 블랭킹 장치(CODE SIGNAL

BLANKING APPARATUS)"인 미국 특허 제4,336,554 ('554)호는 텔레비전 신호의 수직 블랭킹 주기의 주어진 주기 동안

에 동작하는 스위칭 수단과 스위칭 회로가 동작하는 주어진 주기 동안 기준 레벨의 출력을 발생하는 기준 레벨 설정 수단

을 포함하는 코드 신호 블랭킹 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코드 신호는 텔레비전 신호의 비디오 신호 레벨을 텔레비전 신호의

수직 블랭킹 주기로 유지함으로써 블랭크 된다.

  콴(Quan) 등의 1993년 3월 16일자로 특허 허여 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비디오 신호들의 반-복사 방지 시스템을 디스에

이블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ISABLING ANTI-COPY PROTECTION SYSTEM IN

VIDEO SIGNALS)"인 미국 특허 제 5,194,965호('965)는 텔레비전 및 VCR 회로의 특성상 차이에 의거한 리코딩 비디오

신호들에서 형성된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을 디스에이블하는 방법 및 장치를 기술하고 있으며, 본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

다. 복사 방지 신호들은 비디오 신호의 블랭킹 구간에서 의사 동기 펄스들 및 부가된 AGC 펄스들을 포함한다. 기술된 특정

의 방법은 VCR에 의한 불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 방지 신호들을 렌더(render)하기 위해 수직 블랭킹 구간, 예를 들

어 레벨 이동(level-shifting) 중에 비디오 신호의 레벨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회로는 수직

블랭킹 구간을 검출하기 위한 동기 분할기와, 수직 블랭킹 구간 동안에 소정의 폭들의 펄스들을 발생하는 펄스 발생 회로

들과, 레벨 이동을 위해 복사 방지 신호들에다 소정 폭의 펄스들을 합산하기 위한 합산 회로를 포함한다. 대안의 방법은 복

사를 방지하는데 있어 유효하지 않은 신호들을 렌더하기 위해 VCR 회로에서 감쇄 및/또는 저역 필터링을 달성하기 위한

수직 블랭킹 구간 동안에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유효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회

로는 의사 동기 및/또는 AGC 펄스들의 고주파 성분을 효과적으로 증대하는 펄스 좁힘 및/또는 펄스 광대화 회로를 포함하

고 있다. 콴(Quan) 등의 1992년 10월 20일에 특허 허여된, 발명의 명칭이 "펄스 좁힘을 이용하여 비디오 신호들로 반-복

사 방지 시스템을 디스에이블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ISABLING ANTI-COPY

PROTECTION SYSTEM IN VIDEO SIGNALS USING PULSE NARROWING)"인 미국 특허 제5,157,510('510)호는 텔

레비전 및 VCR 회로의 특성들에서의 차들을 이용하여 비디오 신호에 부가된 복사 방지 신호들의 효과를 디스에이블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한다. 개시된 바와 같이 복사 방지 신호들은 비디오 신호의 수직 블랭킹 구간들에서 의사 동기 펄

스들 및/또는 부가된 AGC 펄스들을 포함한다. 개시된 특정 방법은 복사를 방지하는데 있어 효과가 없는 신호들을 렌더하

는 VCR 회로 내의 감쇄 및/또는 저역 필터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직 블랭킹 간들 동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유효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 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회로는 의사 동기 및/또는 ACG 펄스들의 고주파 성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펄스 좁힘 및/또는 펄스 광대화 회로를 포함한다.

  콴(Quan)의 1995년 5월 2일자로 특허 출원되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된 발명의 명칭이 "비디오 복사 방지

처리 강화 및 수직 화상 왜곡들(VIDEO COPY PROTECTION PROCESS ENHANCEMENT AND VERTICAL PICTURE

DISTORTIONS)"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8/433,283 ('283)호는 리코더 내의 동기 펄스 검출 시스템이 정상 동기 펄스들을

검출하도록 정상 동기 펄스에 의사 동기 펄스들의 상대적인 진폭들을 수정함으로써 상기 복사 방지 신호의 정상적인 리코

딩을 허용하는 '603 특허에 의해서 발생된 신호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콴(Quan)의 1995년 5월 5일자로 특허 출원되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된 참고 문헌으로 인용된, 발명의 명

칭이 "비디오 복사 방지 처리 강화 및 수직 화상 왜곡들(VIDEO COPY PROTECTION PROCESS ENHANCEMENT AND

VERTICAL PICTURE DISTORTIONS)"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8/435,575 ('575)호는 상기 복사 방지 신호의 정상적인 리

코딩을 허용하도록 '603 특허에 의해서 발생된 신호의 영향의 제거하는 여러 메커니즘들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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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된, 발명의 명칭이 "비디오 프로그램의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eventing The Copying of a Video Program)"인 미국 특허 제 4,907,093 ('093)호는 '603 특허에

서 기술된 의사 동기 펄스들과 화이트(white) 펄스들의 순서쌍들을 검출하고 비디오카세트 리코더의 리코딩 기능을 인에

이블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093 특허는 수 개의 검출 방법들을 개시하고 있다.

  존 오. 리안(John O. Ryan)의 1986년 3월 18일자로 특허 허여 되었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된 발명의 명칭

이 "비디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a Video Signal)"인 미국 특허 제

4,577,216 호는 허용 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의 생성을 금지하도록 컬러 비디오 신호를 수정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종래

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수정된 신호로부터 정상 컬러 화상을 산출한다. 그러나 연속의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으로부터 얻어

진 컬러 화상은 컬러 에러의 밴드들 또는 스트라이프들(stripes)로서 나타나는 컬러 충실도의 변동들을 보여준다. 구어적

으로 수정이란 "컬러 스트라이프 시스템" 이나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라고 불린다. 이 특허의 교시 내용의 상업적인 실시

예들은 통상 유도된 컬러 에러나 컬러 스트라이프들을 갖는 필드 당 비디오 라인들의 수를 제한한다.

  컬러 비디오 신호들(NTSC 및 PAL 시스템들 등에서의 신호들)은 컬러 버스트(color burst)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컬러 스트라이프 시스템은 컬러 버스트를 수정한다. TV 송신기에서 컬러 부반송파 신호의 억제는 컬러 부반송파 신호를

다시 삽입하고 컬러 신호를 그의 본래의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복조 동안 사용되는 3.58 MHz 발진기를 포함(NTSC에서)

하고 있다. 이 다시 삽입된 부반송파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은 컬러 재생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파수와 위상이 송

신기에서 부반송파 신호와 함께 단계적으로 되도록 컬러 TV 수상기의 국부 3.58 MHz 발진기를 동기화 하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동기화는 수평 블랭킹 펄스의 백 포치(black porch) 간격 동안 송신기의 3.58 MHz 부반송파 신호의 작은 샘플을

송신함으로써 달성된다. 수평 동기 펄스, 프론트 포치(front porch), 블랭킹 간격 지속기간은 근본적으로 흑백 TV의 것들

과 동일하다. 그러나, 컬러 TV 송신(방송 및 케이블) 동안 컬러 동기 신호로서 이용되는 3.58 MHz 부반송파의 8 내지 10

주기가 백 포치 상에서 중첩된다. 이 컬러 동기 신호를 "컬러 버스트" 또는 "버스트"라고 부른다. 컬러 버스트 피크 대 피크

진폭(도시된 바와 같이 NTSC TV에 대해 40 IRE)은 통상 수평 동기 펄스와 동일한 진폭이다.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의 한 상업적 실시예에서, 컬러 버스트 위상(스트라이프) 수정이 수직 블랭킹 구간 동안에 컬러 버

스트 신호를 갖는 비디오 라인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NTSC 신호에서는 10 내지 21 라인이고, PAL 신호에서는 대

응 라인들이다. 컬러 스트라이프 수정들은 컬러 스트라이프 수정 없이 8내지 10개의 비디오 라인들의 대역들에서 발생한

다. 밴드들의 위치는 고정(정지) 필드 대 필드이다. 이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는 특히 존 오. 리안(John O. Ryan)의 본 명세

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된 미국 특허 제 4,631,603 호의 교시 내용과 함께 결합될때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해 아주 유효

함을 발견하였다.

  NTSC TV에서, 컬러 버스트의 시작은 컬러 버스트 진폭의 50% 또는 그 이상인 부 반송파(컬러 버스트)의 제 1 반주기를

진행하는 영 교차(zero-crossing)(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슬로프)에 의해서 정의된다.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는 명목상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컬러 버스트 주기들의 위상을 이동한다.

  또한,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에 있어서 위상 시프트는 예를 들어 20° 내지 180°로 변할 수 있는데, 즉 위상 시프트가 크면

클수록, 컬러 시프트에서 볼 때 가시적인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PAL TV를 위한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에 있어서, 다소 큰

위상 시프트(예를 들어 40° 내지 180°)가 유효하게 이용된다.

  상표명 컬러스트라이프™ 처리의 다른 변형들이 다음의 예비(provisional)출원에 기술되어 있다. 즉, 윌리암 제이. 로블

레스키(William J. Wrobleski)의 발명의 명칭이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을 방지하기 위해 컬러 버스트를 수정하기 위한 개

선된 방법 및 장치(AN IMPROVED METHOD AND APPARATUS FOR MODIFYING THE COLOR BURST TO

PROHIBIT VIDEO TAPE RECORDING)"인 출원 제60/010015호와, 월리암 제이, 로블레스키(William J. Wrobleski)의

발명의 명칭이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을 방지하기 위해 컬러 버스트를 수정하기 위한 개선된 컬러 버스트 방법 및 장치

(AN ADVANCED COLOR BURST METHOD AND APPARATUS FOR MODIFYING THE COLOR BURST TO

PROHIBIT VIDEOTAPE RECORDING)"인 출원 제60/00779와, 윌리암 제이. 로블레스키(William J. Wrobleski)의 발명

의 명칭이 "개선된 스플릿 컬러 버스트를 이용한 복사 방지 방법 및 시스템(A METHOD AND SYSTEM OF COPY

PROTECTION USING AN ADVANCED AND SPLIT COLOR BURST)"인 출원 제60/014246호에 기술되어 있다.

  '216 특허와 다른 특허의 컬러 버스트 수정들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는 발명의 명칭이 "컬러 버스트로부터

위상 변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EFEATING EFFECTS OF COLOR

BURST MODIFICATIONS TO A VIDEO SIGNAL)"(참조문헌으로 포함됨)인 미국 특허 제 4,626,890 호에 기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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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컬러 스트라이프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들과 부가적인 제거 방법들 및 장치들이 로날드 콴(Ronald Quan)

과 존 오. 리안(John O. Ryan)의 1995년 5월 9일자로 출원된 출원 제08/438,155호에 기술되어 있다 출원 제0/010015

호, 제60/0010779호, 제60/014246호, 제08/438,155('155)호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되어 있다.

  존 오. 리안(John O. Ryan)의 1986년 12월 2일자로 특허 허여 되었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된 발명의 명칭

이 "컬러 버스트로부터 위상 변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moving Phase

Modulation From the Color Burst)"인 미국 특허 제 4,626,890호는 미국 특허 제 4,577,216호의 위상 변조를 제거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거는 리코딩을 위한 미국 특허 제 4,577,216호에 개시된 처리의 영향을 상당히 제거하는데

유용하다.

  콴(Quan) 등의 '155출원은 비디오 신호들의 리코딩을 방지하기 위한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를 기술하고, 액티브 비디오의

각 라인에 나타나는 컬러 버스트는 비디오 신호들의 임의 연속적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이 바람직하지 않은 컬러 에러의 대

역이나 스트라이프로서 나타나는 컬러 충실도의 변화를 보여주도록 수정된다. 이러한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는 이전 실험

에 의해 또는 온 라인 검출에 의해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를 포함하는 비디오 라인들의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우선 제거된

다. 다음에 수정된 컬러 버스트들을 포함하는 라인들의 일부나 모드가 비디오 신호를 기록 가능한 상태로 하기 위해 수정

된다. 이러한 수정은 컬러 스트라이프 버스트를 정확한 위상으로 위상 시프트하고, 컬러 스트라이프 버스트들의 일부 또는

특정 컬러 스트라이프 버스트들의 일부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도록 대체하고, 존재하는 대부분 또는 모든 위상 에러를 제

거하기 위해 정확한 위상의 컬러 스트라이프 신호들과 컬러 스트라이프 버스트를 혼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방법들로

달성된다. 수정된 컬러 버스트들은 수정된 컬러 버스트들이 VCR에 의해서 검출되지 않음으로써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

정된 컬러 버스트들 바로 앞에 있는 수평 동기 펄스 신호들을 수정함으로써 다른 버전(version)들에서 제거된다.

  참조된 제거(defeat) 특허들에 기술된 모든 제거 방법들은 아날로그 기술들을 이용한다. 디지탈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시

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의 디지탈 구현의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오늘날의 환경에서 비디오 신호들은 아날로그 영역과 디지탈 영역 둘다에 존재한다. 많은 실례들에 있어서, 아날로그 복

사 방지 신호들이 디지탈 영역에 있는 동안에 '603, '098, '216특허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날로그 복사 방지 신호들을

포함하는 비디오 신호의 유효성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디오 표절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영역

으로 변환하여 디지탈 영역에서 제거 메커니즘을 시작함으로써 상기 언급한 하나 이상의 아날로그 제거 메커니즘들의 침

해를 피하려고 한다.

  본원의 발명자들은 상술한 아날로그 제거 메커니즘들의 교시 내용에서, 특히 디지탈 기술들을 이용함으로써 개선이 가능

하고 복사 방지 신호가 디지탈 영역에 있는 동안에 아날로그 복사 방지 신호의 영향을 제거하는 개선들이 가능하다고 단정

하였다. 이러한 개선들은 '603 특허와 '098 특허에 의해서 발생된 신호(리코더의 AGC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동기

및 AGC 펄스들)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디지탈 기술들은 '216 특허에서 개시된 신호들의 영향들과 '015,

'779, '246 예비 출원에서 기술된 ColorstripeTM 프로세스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다.

  디지탈 비디오 복사 방지 제거기(eliminator)는 디지탈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의사 동기 펄스 및/또는 AGC 펄스들의

제거를 가능케 한다. 의사 동기 펄스들 및/또는 AGC 펄스들의 위치는 신호가 디지탈 영역에 있는 동안 정해진다. 모든 또

는 약간의 의사 동기 펄스들 및/또는 AGC 펄스들의 공지의 픽셀 위치들은 의사 동기 펄스들 및/또는 AGC 펄스들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디지탈 다중화 또는 입력에 (바람직하게는 고정된)수들을 디지탈 다중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디지탈

처리는 휘도/색도 분리기들을 포함하고, 휘도 및/또는 색도 디지탈 부분들은 의사 동기 펄스 및/또는 AGC 펄스 TV 라인

픽셀 위치들을 위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휘도 부분은 복사 방지 신호들이 존재하는 수직 블랭킹 영역에서

라인들을 계수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수직 동기를 포함한다. 또한, 색도 신호들은 수직 블랭킹 영역(구간)에서 복사 방지

신호들을 위치시키기 위해 각 수직 블랭킹 구간에서 시작하는 디지탈 컬러 버스트를 갖는다. 이러한 복사 방지 펄스들의

효율적인 제거는 디지탈 합성 신호나 휘도 신호(Y)로 행해질 수 있다.

  일단, 복사 방지 펄스들이 위치되면, 디지탈 영역에서 복사 방지 펄스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진정한(generic)"

방법은 "회로 ACP"를 거쳐서 행해진다. "회로 ACP"는 의사 동기 AGC 펄스 픽셀 위치 회로에 의해서 제어되며, 디지탈 처

리 바로 전 또는 디지탈 처리 블록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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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로 ACP"는 a)(모두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고 포함된)리안(Ryan)의 미국 특허 제4,695,901('901)호, 제

5,194,965('965) 호와, 콴(Quan) 등의 제 5,157,510('510)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레벨 시프트 및/또는 펄스 좁힘 및/또는

펄스 감쇄, b)정상적인 합성 동기 교체, c)(참조문헌으로써 개시되고 포함된) '965특허와 '283 특허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동기 분리기들이 동기 펄스들을 검출하지 않도록 의사 동기보다 진폭이 큰 증대된 정상 합성 동기 크기, d)기록 가능한 복

사가 가능하도록 의사 AGC 위치들의 적어도 일부를 신호(즉, 플랫 필드(flat field))로 교체함으로써 디지탈 영역에서의 복

사 방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회로 ACP"로 사용 가능한 수 개의 상이한 회로가 설명된다. 다른 "회로 ACP" 변형예들은 복사 방지 비디오의 AGC 펄스

와 의사 동기 펄스들을 감지함으로써 논리 하이로 바꾸는 회로들일 수 있다. 다음에 AGC 및 의사 동기 펄스들의 지속 기간

보다 짧은 펄스를 출력하기 위해 타이밍 발생기를 이용하고, 이어서 비디오의 AGC 펄스들과 의사 동기 펄스들을 좁히는데

이용된다. 물론, 복사 방지 펄스들은 또한 대역 좁힘, 감쇠, 레벨 시프트 및/또는 수정(즉, 교체)의 조합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및 장치)는 컴퓨터 데스크톱 비디오, 디지탈 비디오 테이프 리코딩, 디지탈 비디오 효과들 등과 같은 디지탈

처리기들에 적용 가능하다.

  디지탈 방법들은 또한 디지탈 영역에서. "컬러스트라이프"(버스트 위상 변조) 방지 처리 및/또는 개선된 비디오 복사 방

지 신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정정하는데 적용 가능하다.

  디지탈 신호는 비디오 신호이 상대적 8 비트 레벨들에 의해서 정의된다. 예를 들면, 동기 팁(tip)은 0으로 정의되고, 백 피

크 레벨은 255이다. 컬러 버스트는 레벨 36과 109 사이에 있고, 블랭킹 레벨은 73에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컬러 스트라

이프" 신호는 허용 가능한 리코딩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정정된 위상 시프트 컬러 버스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상 시프트가 180도로 설정되면, EPROM(소거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메모리)이 레벨 73(블랭킹 레벨) 부근의 미러

(mirror) 영상인 새로운 것에 대한 컬러 버스트 레벨 수들로 매핑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소스로부터의 버스트

레벨이 109레벨이면, EPROM의 출력은 36레벨이 된다.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을 디지탈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 및 장치들은 복사 방지 신호들이 존재하는 모든 라인들

보다는 작게, 그러나 허용 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이 행해지도록 충분한 라인들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603 특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의사 동기 펄스들과 AGC 펄스들을 포함하는 복사 방지 신호를 도시한 도면

  도 1b는 '098 특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복사 방지 신호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디지탈 영역에서 비디오 신호의 신호 경로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블록도.

  도 5는 조합 아날로그 및/또는 디지탈 회로도.

  도 6은 비디오 신호의 상대 8 비트 레벨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8비트 디지탈 위상 반전기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디지탈 동기 분리기 회로도.

  도 9는 디지탈 타이밍 펄스 발생기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컬러 스트라이프 라인 위치 및 버스트 게이트 발생의 블록도.

  도 11은 컬러스트라이프의 영향들을 제거하는 멀티플렉싱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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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는 디지탈 버스트 구성 발진기를 이용하여 컬러 스트라이프의 영향들을 제거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위상 검출기를 이용하지 않고 컬러스트라이프 버스트를 검출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4는 디지탈 위상 검출기를 이용하여 컬러트라이프 버스트를 검출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실시예

  이하, 신호가 디지탈 영역에 있는 동안에 아날로그 복사 방지 신호의 영향을 제거하는 복수의 실시예들을 상술한다.

  의사 동기 펄스 및 AGC 펄스 복사 방지 신호들을 감소시키거나 의사 동기 펄스 및 AGC 펄스 복사 방지 신호들을 제거하

는 것의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통상 비디오 신호에서 존재하는 복사 방지 신호들의 2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비디오 신

호의 휘도 부분에서 신호를 포함한다. 이후 망라될 두 번째 유형은 비디오 신호의 색도 부분에서 복사 방지를 포함한다.

  특히, 아날로그 제거 메커니즘들이 설명되는 휘도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유형은 리안(Ryan)의 '603 특허와 '098 특허에서

상세히 개시되고 있다. 도 1a와 1b를 참조하라. 복사 방지 신호들의 요소들은 의사 동기 또는 정규 동기 펄스들과 AGC 펄

스와의 조합이다. 이들 쌍 동기 및 AGC 펄스들은 리코더 내의 AGC 회로가 적당한 이득 설정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열등한

리코딩을 초래하도록 설계된다. 아래에 열거된 각종 실시예들의 주목적은 신호가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디지탈 영역에 있는 동안에 복사 방지 신호를 수정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종 실시예들의 목적은 비디오 신호가 디지탈 영역에 있는 동안 복사 방지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다. 도 2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4)를 이용하여 디지탈 신호(16)에 복사 방지 신호를 포함하고 디지탈 영역(16)에서

상기 신호를 처리하는 아날로그 신호(12)의 변환을 도시한다. 그후에, 처리된 디지탈 신호(20)는 처리된 디지탈 신호(20)

를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24)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22)에 의해서 다시

아날로그 영역으로 변환된다. 이하 실시예들은 복사 방지 디지탈 신호를 포함하는 디지탈 장치의 출력을 이용할 수 있다.

간략화하기 위해, 이하 상술된 각각의 실시예들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 및 디지탈-아날로그 변환을 포함하거나 포함하

지 않을 수 있다. 각각의 실시예는 비디오 신호가 디지탈 영역에 있다는 전제하에 동작할 것이다.

  도 3에는 발명의 제 1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장치(30)는 디지탈 처리기(34)와 의사 동기 AGC 펄스 위치 회로에 입력

된 복사 방지 디지탈 비디오 입력 신호(32)를 갖는다. 디지탈 수 발생기(Digital Number Generator)는 복사 방지 펄스들

의 교체로서 원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미리정해진 디지탈 수를 발생한다. 디지탈 처리기(34)와 디지탈 수 발생기(38)의 출

력들은 디지탈 멀티플렉서(40)의 제 1 및 제 2 입력에 접속된다. 의사 동기 AGC 펄스 픽셀 위치 발생기(36)의 출력은 디지

탈 멀티플렉서(40)의 제어 요소로서 디지탈 멀티플렉서(40)에 입력된다. 최종의 디지탈 비디오 신호(42)는 멀티플렉스 제

어 신호(44)가 지령하는 바와 같이 수정되거나 제거된 의사 동기 AGC 신호들을 갖는다.

  도 4에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장치(50)는 디지탈 처리기(54)와 의사 동기 AGC 펄스 위치 회로(56)

에 입력된 복사 방지 디지탈 비디오 입력 신호(52)를 갖는다. 디지탈 처리기(54)의 출력은 "회로 ACP(58)"라 불리는 일반

적인 회로의 제 1 입력에 연결된다. 의사 동기 AGC 펄스 픽셀 위치 검출기(56)의 출력은 "회로 ACP"의 제 2 입력에 입력

된다. 이후 "회로 ACP(58)"의 각종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이하에서 설명된다. 최종의 디지탈 비디오 신호(60)는 멀티플

렉스 제어 신호(62)와 "회로 ACP"(58)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수정되거나 제거된 의사 동기 AGC 신호를 갖는다.

  "회로 ACP"가 수행하는 각종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리안(Ryan)의 미국 특허 제 4,695,901('901) 호와, 콴(Quan) 등의 미국 특허 제 5,194,965('965)와 미국 특허 제

5,157,510('510) 호(모두 참조문헌으로써 인용되고 포함됨)에 기술된 바와 같은 레벨 시프트 및/또는 펄스 좁힘 및/또는

펄스 감쇄,

  b) 정상적인 합성 동기 교체,

  c) (참조문헌으로사 인용되고 포함된 '965 특허와 '283 특허에 개시된 바와 같이) 리코더들 내의 동기 분리기들이 의사

동기 펄스들을 검출하지 않도록 의사 동기 펄스 보다 진폭이 큰 증대된 정상 합성 동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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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기록 가능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의사 AGC 위치들의 적어도 일부분을 신호(즉, 플랫 필드)로 교체.

  도 5는 의사 동기 펄스들 및/또는 AGC 펄스들과 일치하는 펄스들을 발생하도록 아날로그 비디오 입력 및/또는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D를 샘플링하는 조합 아날로그 및/또는 디지탈 회로(리안(Ryan)의 '901 특허에 개시된 바와 같이 동기 분리

기들, 원 숏 타이밍(one shot timing) 회로, 논리부, 또는 카운터들과 디지탈 라인 위치를 포함)를 도시한다. 이 회로의 출

력들은 디지탈 영역에서 비디오 반복사(anticopy) 처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P, Q, R, S의 조합이다. 예를 들면, "Q"는

복사 방지 부가 펄스들과 관련된 비디오 라인들과 일치하는 펄스일 수 있다. "Q"는 기록 가능한 VCR 복사를 가능케 하거

나 복사 방지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복사 방지 부가 펄스들을 스위치 오프하고, 감쇄하고, 레벨 시프트하고, 좁히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컬러스트라이프 방지 신호들의 영향을 감소하거나 컬러스트라이프 방지 신호들을 제거하는 것의 설명

  디지탈 방법들은 또한 디지탈 영역에서 "컬러 스트라이프"(버스트 위상 변조) 보호 처리 및/또는 개선된 비디오 복사 방

지 신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정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155 출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우선 어느 TV 라인들이 컬러스트라이프 처리를 포함하고 복사 방지 신호를

기록 가능케 하기 위해 컬러 스트라이프 신호를 수정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도 6은 비디오 신호의 상대 8 비트 레벨들로 디지탈 신호를 정의한다. 예를 들면, 동기 팁은 0으로 정의되고 피크 화이트

는 레벨 255로서 정의된다. 컬러 버스트는 레벨 36과 109 사이에 있고, 블랭킹 레벨은 73에 있다. 다른 비트 레이트들도

가능하다. 8비트 신호는 예시적 버전으로서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컬러 스트라이프" 신호는 허용 가능한 리코딩을

행하도록 정정된 충분한 위상 시프트 컬러 버스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상 시프트가 180도로 설정되며,

EPROM(소거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메모리)이 레벨 73(블랭킹 레벨) 부근의 미러 영상인 새로운 것에 대한 컬러 버스트 레

벨을 매핑하는데 이용된다. 예컨대, 비디오 소스로부터의 버스트 레벨이 레벨 109이면, EPROM의 출력은 레벨 36이 된다.

  도 7은 디지탈 컬러 버스트의 위상 시프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다. 예를 들어, 위상 시프트가 180도로 설정되면,

EPROM(소거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EP PHASE(70)은 레벨 73(블랭킹 레벨) 부근의 미러 영상인 새로운 것에 대

한 컬러 버스트 레벨 수를 매핑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탈 비디오 소스(72)로부터의 버스트 레벨이 레벨 109이면, EP

PHASE의 출력은 레벨 36이 된다.

  도 8은 디지탈 동기 분할 회로를 도시한다. 디지탈 비디오 소스(즉, 8비트 버스)는 U686(80), 디지탈 8비트 항등 비교기

(8bit identity comparator)(텍사스 인스투르먼트사의 74686과 같은 회로)의 "P" 입력에 입력된다. Q 입력은 18과 같은 8

비트 워드이다. 다음에 U686의 출력(82)은 디지탈 비디오 소스가 레벨 18 이상이면 하이가 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

이, U686(80)의 출력은 파형을 나타내는 합성 동기(waveform representing composite sync)(의사 동기 펄스를 포함)이

다.

  도 9는 매우 정밀한 원 숏 멀티바이브레이터와 같은 디지탈 타이밍 펄스 발생기(DTPG)(90)를 도시한다. 들어오는 펄스

(92)는 SRFF의 Q 출력이 하이가 되도록 플립플롭 SRFF(94)의 시작 입력를 트리거하기기 위해 이용되며, 그에 따라 시스

템 클럭(즉, NTSC에서 14.318 MHz와 같은 픽셀 클럭)이 N 카운터(96)를 N까지 계수하게 한다. N 카운터가 N에 이르면,

TC 출력은 SRFF를 리셋하고, Q 출력은 로우로 진행하여 N 카운터를 리셋하도록 N 카운터에 "N"을 로드한다. SRFF(98)

의 출력은 픽셀(시스템) 클럭 지속기간의 N 배와 같은 펄스이다.

  도 10은 컬러 스트라이프 위치 TV 라인들이 EPROM(21)을 통해 어떻게 발생되고, 버스트 게이트 펄스들이

DTPG(12,13)를 통해 어떻게 발생되는 지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복사 방지 디지탈 비디오는 통상 동기 펄스를 감지하기

위해 디지탈 비교기 DCP1에 입력되는 8(내지 10) 비트 버스이다. DCP1의 출력은 수직 동기 펄스 일례로 제 1 수직 광역

펄스(NTSC에서 1필드내 라인 4와 2필드내 266의 최종 절반)를 감지하기 위해 카운터 및 비교기 CCTG1에 공급된다.

ANSI/SMPTE 표준170M-1994, 도 7을 참조하라. 픽셀 클럭(즉, 일부 NTSC 시스템들에서 14.318 MHz)은 수직 동기 광

역 펄스를 감지하는 펄스들을 카운트하기 위해 CCGT1에서 이용된다. CCTG1의 출력은 각각의 제 1 수직 동기 펄스의 하

이 펄스이다. 이는 프레임 펄스 발생기 회로 FPG1에 공급된다. FPG1은 또한 DCP1으로부터의 합성 동기 펄스와 FPG1에

공급되는 픽셀 클럭을 갖는다. FPG1은 약 6라인까지 지속하는 픽셀 클럭으로 디지탈 원 숏 멀티바이브레이터를 시작하도

록 CCGT1으로부터의 수직 펄스를 이용한다. 이후에 FPG1에서 또 다른 디지탈 원 숏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약 3마이크로

초 동안 한 번 6 라인의 끝을 트리거 한다. 이 3 마이크로초 원숏은 필드 1의 라인 10의 수평 동기 펄스 타이밍 동안 한번

하이 이고, 3마이크로초 원숏은 필드 2의 라인 272의 중간 동안에 하이 이다. FPG1은 DCP1으로부터의 합성 동기 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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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된 3 마이크로초 원 숏과의 "and" 논리 조합을 이용한다. 필드 1 동안에, FPG1에서 "and" 게이트의 출력은 로우이다

(라인 10의 동기 펄스가 논리 로우이므로). 필드 2 동안에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은 하이가 되는데, 이는 동기 펄스가

DCP1을 거쳐서 분리될 때 라인 272는 그의 라인 중간에서 논리 하이 이기 때문이다. FPG1의 출력은 우수 필드에 대해서

하이 이고 기수 필드에 대해서 로우인 펄스이다.

  합성 동기 펄스는 약 50 마이크로초로 재트리거 가능하지 않은 디지탈 원 숏 DTPG(11)에 공급된다. DTPG1의 출력은

수평 레이트 펄스이다. DTPG11은 카운터 LINECNT1을 리셋하기 위해 FPG1의 출력으로 카운터의 클럭 입력에 공급된

다. LINECNT1 출력은 PAL 또는 SECAM에서 625 이거나 NTSC에서 525로 카운트하는 멀티비트이다. LINECNT1 출력

은 EPROM(21)의 어드레스 입력에 공급된다. EPROM(21)의 출력은 컬러 스트라이프를 포함하는 식별된 라인들 사이에서

논리 하이가 온이 되도록 프로그램 된다.

  버스트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DCP1으로부터의 합성 동기 펄스는 디지탈 원 숏 또는 지연 회로 DTPG(12)에 공급된다.

DTPG(12)는 컬러 버스트의 시작과 일치하도록 그의 하강 에지(trailing edge)에 대해 타이밍 된다. DTPG(12) 출력은 컬

러 버스트와 일치하는 펄스를 발생하도록 DTPG(13)를 트리거 한다.

  도 11은 회로 위상 10을 거친 정정된 컬러 버스트 위상을 MUX(10)을 거쳐 다중화하는 방법을 도시한다(도 13을 참조).

도 17로부터의 버스트 게이트 및 컬러 스트라이프 라인 위치 펄스는 제거된 컬러 스트라이프 처리로 기록 가능한 비디오가

되는 디지탈 영역에서 정정된 컬러 버스트 위상으로 스위칭 하도록 AND 게이트(10)를 거쳐 "And"된다.

  도 12는 디지탈 버스트 연속 발진기 BCO(필립스사의 데스크톱 비디오 데이타 핸드북 2 내지 26쪽을 참조,1992년 발간)

를 이용하여 컬러 스트라이프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한다. 디지탈 비디오 버스는 BCO에 입력된다. BCO의 출력

은 MUX(11)에 입력된다. MUX(11)의 제어는 정정된 컬러 디지탈 버스트로 모드 버스트를 교체하도록 도 10으로부터의

버스트 게이트 BG가 된다. 컬러 스트라이프 라인 위치 펄스 및 버스트 게이트를 이용하여 MUX(11)는 디지탈 영역에서 정

정된 컬러 버스트로 컬러 스트라이프 컬러 버스트로 교체 가능하다. 양쪽 다 기록 가능한 복사가 행해진다.

  디지탈 위상 검출기로 사용 가능한 수 개의 방법들이 있다. 하나의 방법이 필립스 세미컨덕터사가 발간한 필립스 1992

데스크톱 비디오 데이타 핸드북의 2 내지 17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예는 도 14이다. 회로 M1(디지탈 곱셈기)에서, IN1은 IN2가 컬러 버스트 디지탈 버스트 연속 회로(즉, 디지탈 영

역에서 발진기 또는 정확한 버스트 복사 회로)의 입력인 동안에 컬러 스트라이프 버스트를 포함하는 디지탈 비디오의 입력

이다. M1의 출력은 IN1과 IN2의 곱이다. M1은 텍사스 인스투르먼트사의 74284와 다른 집적회로를 이용하는 회로와 같

은 디지탈 산술 곱셈기이다. M1의 출력은 픽셀 레이트에서 IN1과 IN2의 곱이다. 누산기 ACC(1)는 U370의 출력을 거쳐

(8까지의 부반송파 주기를 나타내는)32배까지의 M1의 출력을 합산한다. ACC1의 출력은 M1의 출력의 평균이 되도록

DIV1을 거쳐 일례로 32로 산술적으로 나누어진다. DIV1의 출력은 컬러 버스트가 존재할 때(컬러 스트라이프 또는 정상적

인 버스트) 1라인을 한번 발생하는 수이다. 컬러 스트라이프를 포함하는 라인들의 경우, DIV1의 출력은 정상적인 컬러 버

스트를 포함하는 라인들로부터 상이하게 검출된다.

  위상 검출기를 이용하지 않고 컬러 스트라이프 버스트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는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

은 가산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버스트 연속 회로(정확한 버스트 위상을 나타내는)의 출력은 각 수평 라인에서

버스트 신호에 부가된다. 정확한 컬러 버스트 위상의 라인으로, 가산기(ADD103)의 출력은 2배의 진폭 컬러 버스트가 된

다. 그러나 컬러 스트라이프 버스트를 포함하는 라인들이 존재하면, 가산기 ADD(103)의 출력은 2배의 진폭 컬러 버스트

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ADD(103)의 출력은 AND 게이트 U370를 거쳐 EPROM(103)에 게이트 된다. EPROM(103)은

블랭킹 이하의 레벨들을 클리핑하여 블랭킹 레벨(#73)을 빼도록 프로그램 된다. EPROM(103)의 출력은 수(컬러 버스트의

8주기에 대해서 약 32)를 합산하도록 누산기 ACC(103)에 공급된다. 컬러 스트라이프가 존재하면, ACC(103)으로부터의

수(수평 라인당 수1)는 정확한 컬러 버스트가 존재하면 보다 낮아질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내용은 단지 예증적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 내의 모든 설명은 NTSC 방식을 참조하였다. 그러

나 그 개념은 PAL 및 SECAM 방식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 다른 변형예들이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며, 이는 첨부된 청구범

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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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탈 비디오 신호 내에서 의사 동기(pseudo sync) 및 AGC 펄스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들을 디지탈적으로 줄이는 방

법으로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아날로그 비디오

리코딩들을 행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이 존재하는 상기 비디오 신호의 라인들을 나타내는 제어 신호를 디지탈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

와,

  선택된 디지탈 수정 신호(digital modification signal)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이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행해질 수 있도록,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이 존재하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선택된 라인에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상기 선택된 디지탈 수정

신호로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수직 블랭킹 영역에서 미리정해진 수의 라인들에 대한 디지탈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디지탈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미리정해진 수의 라인들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지탈 수정 신호로 수정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이 존재하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상

기 선택된 라인들 모두보다는 작지만, 상기 시청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이 행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상기 라인들을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디지탈 멀티플렉서의 제 2 신호 입력에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디지탈 수정 신호를 상기 디지탈 멀티플렉서의 제 2 신호 입력에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디지탈 멀티플렉서의 제어 입력에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 내에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의 상기 존재 동안 상기 제어 신호를 선택된 비디오 신호 디지탈

수정 회로에 인가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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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들을 제거하기 위해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부분들의 진폭을 디지탈적으로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적으로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의 상기 존재 동안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

의 부분들의 진폭을 줄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적으로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비디오 신호 내에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의 부재

(absence) 동안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부분들의 진폭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 내에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의 상기 존

재 동안 상기 제어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와; 디지탈 교체 신호(digital replacement signal)의 형태로 상기 선택된 디지탈

수정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라인들의 상기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상기 디지탈 교체 신호로 교

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교체 신호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블랭킹 레벨을 나타내는 디지탈 신호인, 방법.

청구항 10.

  디지탈 비디오 신호 내에서 의사 동기 및 AGC 펄스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들을 디지탈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아날로그 비디오 리코딩들을 행하

는 것은 금지하면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선택된 라인들 내에서 정상 동기 펄스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행해질 수 있도록, 상기 선택된 라

인들의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의사 동기 펄스들에 대하여 상기 정상 동기 펄스들의 진폭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디지탈 비디오 신호 내에서 부적절한 위상의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chroma copy protection signals)의 영향들을 디

지탈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

능한 아날로그 비디오 리코딩들이 행해지는 것은 금지하면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들 내에서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위치를 디지탈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를 디지탈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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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행해질 수 있도록,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적어도 일부를 적절한 위상의 크로마 신호로 디지탈적으로 교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충분한 수의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디지탈적으로 교체하는 상기 단계는 적절한 위상의 상기

크로마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디지탈적으로 위상 반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위치를 디지탈적으로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디지탈 동기 분리기로 상

기 신호들을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위치를 디지탈적으로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적절한 라인 위치들 및

버스트 게이트 신호를 디지탈적으로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충분한 수의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디지탈적으로 교체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교체하기 위해 적절한 위상의 상기 크로마 신호들을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에 디지탈적으로 멀티플렉스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위치를 디지탈적으로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파형을 나타내는 합성 동

기(waveform representing composite sync)과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디지탈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7.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선택된 라인 내에서 의사 동기 및 AGC 펄스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들을 디지탈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아날로그 비

디오 리코딩을 행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포함하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디지탈 처리기와,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에 디지탈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디지탈 복사 방지 신호 위치 검출기

로서, 상기 위치 검출기는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를 디지탈적으로 발생시키는, 상기 디지탈

복사 방지 신호 위치 검출기와,

  미리정해진 디지탈 수(digital number)를 발생시키기 위한 디지탈 수 발생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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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비디오 기록이 디지탈-아날로그 변화 후에 행해질 수 있도록 상기 복사 방지 신

호들이 상기 디지탈 영역에 있는 동안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상기 선택된 라인들의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디지탈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는 디지탈 신호 수정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신호 수정 회로는 디지탈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신호 수정 회로는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제거하기 위한 디지탈 복사 방지(digital copy

protection: ACP)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ACP 회로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에서 정상 동기 펄스들에 대하여 상기 의사 동기 펄스들을

레벨 시프트(level shift)함으로써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수정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ACP 회로는 상기 의사 동기 펄스들과 상기 AGC 펄스들을 펄스 좁힘(pulse narrowing)으로써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ACP 회로는 모든 상기 의사 동기 펄스들을 정상 동기 펄스들로 교체함으로써 상기 복사 방지 신

호들을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ACP 회로는 상기 의사 동기 펄스들에 대하여 정상 동기 펄스들의 진폭을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을 디지탈적으로 수정하는, 장치.

청구항 24.

  디지탈 비디오 신호 내에서 부적절한 위상의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영향들을 디지탈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서, 상기 복사 방지 신호들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상기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아날로그 비디오 리코딩들을 행

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상기 장치에 있어,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선택된 라인 내에서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의 위치를 디지탈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디지탈

라인 위치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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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디오 신호의 시청가능한 비디오 리코딩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후에 행해지도록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

의 적어도 일부를 적절한 위상의 크로마 신호로 수정하기 위한 상기 디지탈 라인 위치 회로에 응답하는 디지탈 신호 수정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라인 위치 회로는,

  합성 동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포함하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 디지

탈 비교기와,

  모두 상기 디지탈 비교기의 합성 동기에 응답하는, 카운터/비교기/타이밍 발생기, 2H 제거기 타이밍 발생기(eliminator

timing generator) 및 제 1 카운터 타이밍 발생기와,

  상기 카운터/비교기/타이밍 발생기와 함께 픽셀 클럭에 응답하는 프레임 펄스 발생기 및 제 1 및 제 2 카운터 타이밍 발

생기 회로로서, 상기 카운터/비교기/타이밍 발생기는 상기 프레임 펄스 발생기에 결합되는 수직 펄스를 발생시키고, 상기

픽셀 클럭, 상기 수직 펄스 및 합성 동기 신호들은 프레임 펄스를 생성하도록 상기 프레임 펄스 발생기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프레임 펄스 발생기 및 제 1 및 제 2 카운터 타이밍 발생기 회로와,

  EPROM 어드레스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프레임 펄스에 응답하는 리셋 525/625 카운터로서, 상기 2H 제거기 타이밍 발

생기가 상기 리셋 525/625 카운터에 결합되는 H 레이트 펄스들(rate pulses)을 생성하는, 상기 카운터와,

  상기 EPROM 어드레스에 응답하고, 선택된 논리 상태가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포함하는 라인들을 나타내도록

프로그램된 EPROM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카운터 타이밍 발생기들은 상기 제 2 카운터 타이밍 발생기의 출력 상에 버스트 게이트 신호를 생성하

도록 조합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신호 수정 회로는,

  상기 크로마 복사 방지 신호들을 포함하는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디지탈 멀티플렉서와,

  상기 디지탈 비디오 신호로부터, 상기 디지탈 멀티플렉서의 제 2 입력에 결합된 디지탈 위상 시프터와,

  위상 시프트된 디지탈 비디오가 상기 디지탈 멀티플렉서의 출력에 결합되는 시간 기간들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디지탈

멀티플렉서의 제 3 입력에 제어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버스트 게이트 신호 및 복사 방지 라인 위치 신호에 응답하는 AND

게이트를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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