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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화면의 위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부화면이 주화면의 한쪽끝에서 다른 끝으
로 이동(좌< -우, 상< -하)이 가능하게 하며, 부화면의 절대 크기가 주 화면의 범위 바깥으로 위치하게 되면 주
화면 상에 위치한 부화면의 일부분만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이때, 주화면의 좌,우측 또는 상하단으로의 부화면 스크롤이 
가능하다. 또한,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부분만을 서브샘플링하여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간단한 메모리 어드레싱만으로도 부화면의 일부분만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부화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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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주화면과 부화면의 일반적인 예를 보인 도면

도 2는 주화면과 부화면이 동시에 디스플레이되어지는 일반적인 예를 보인 도면

도 3의 (a),(b)는 부화면 입력영상이 서브 샘플링되는 일반적인 예를 보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부화면 위치 조절을 위한 TV 수신기의 구성 블록도

도 5는 도 4의 PIP 동기 발생부의 상세 블록도

도 6은 도 4의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의 상세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에서 주화면의 시작점 좌표와 부화면의 시작점 좌표의 예를 보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서 부화면의 전체가 주화면의 좌측 또는 우측 바깥에 위치하는 예를 보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서 부화면이 주화면의 좌우측으로 스크롤되는 예를 보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서 부화면의 전체가 주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 바깥에 위치하는 예를 보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서 부화면이 주화면의 상하단으로 스크롤되는 예를 보인 도면

도 12의 (a) 내지 (e)는 본 발명에서 주화면 수평 동기(MAIN_HSYNC), PIP_HSYNC, PIP_COLUMN_OFFSET, P
IP_DISP_WIDTH와의 관계에 대한 예를 보인 도면

도 13의 (a) 내지 (d)는 본 발명에서 MAIN_VSYNC, MAIN_HSYNC, PIP__VSYNC, PIP_HSYNC와의 관계에 대한 
일 예를 보인 도면

도 14의 (a) 내지 (d)는 본 발명에서 MAIN_VSYNC, MAIN_HSYNC, PIP__VSYNC, PIP_HSYNC와의 관계에 대한 
다른 예를 보인 도면

도 15는 도 5의 제 1 계산부에서 PIP_POS_Y, PIP_LINE_OFFSET, PIP_DISP_HEIGHT 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도

도 16의 (a) 내지 (e)는 도 15의 각 상태에 대응하는 부화면 디스플레이 예를 보인 도면

도 17의 (a) 내지 (e)는 본 발명에서 주화면 상에 부화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디스플레이되는 예를 보인 도면

도 18의 (a) 내지 (e)는 도 17과 같은 주화면에서의 부화면 위치에 대응한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의 매핑 예를 보인 도
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주화면 튜너102 : 주화면 동기 분리부

103 : PIP 동기 발생부104 : 리드 타이밍 발생부

105 :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6 : 주화면 튜너

107 : 주화면 동기 분리부108 :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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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서브 샘플링부110 : 멀티플렉서

201,301 : 라인 카운터203,303 : 픽셀 카운터

202,204 : 계산부302,304 : 비교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화면(Main picture)과 부화면(Sub picture)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젼(TV) 수신기에 관한 것
으로서, 특히 주화면 상에서 부화면의 위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부화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TV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화면과 부화면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TV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지고 있다. 만
일, 복호화되어진 주화면의 장면이 도 1의 좌측과 같고, 복호화되어진 부화면의 장면이 도 1의 우측과 같다면, 픽쳐 인 
픽쳐(Picture In Picture ; PIP) 기능에 의해 주화면과 부화면이 동시에 디스플레이되어지는 화면의 예는 도 2와 같다.

이때, 부화면은 주로 다른 채널의 검색 용도로서 활용되며, 부화면이 주화면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위치한 경우 부화
면을 움직여 주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데, 상기 부화면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화면을 오프시
켰다가 다시 온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부화면의 디스플레이 크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 크기도 제한되며, 만일 도 3의 (a)와 같은 부화면 입력 영상이 
가로, 세로 각각 1/N, 1/M로 서브샘플링되어져 도 3의 (b)와 같아졌다고 할 때 보통의 서브 샘플링에서는 M개의 라인 
중에서 하나의 라인을 취하고 N개의 수평 화소 중에서 하나의 화소를 취하는 동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중 일부만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입력되는 부화면의 모든 영역을 서브 샘플링하여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한 후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드레싱을 위해서 곱셈기등 복잡
한 로직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화면이 주화면 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여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화면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를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만을 서브 샘플링하여 저장함으로써, 간편한 메모리 인덱싱
으로 부화면의 크기를 줄이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는, 입력 신호로부터 주화면/부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될 데이터를 각각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각각의 주화면/부화면 데이터로부터 주화면에 동기되는 주
화면 동기 신호와 부화면에 동기되는 부화면 동기 신호를 추출하는 튜너 및 동기 신호 분리부와, 외부 입력 장치로부터
의 입력 신호와 상기 주화면 동기 신호를 이용하여 PIP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PIP 동기 발생부와, 상기 PIP 동기 발생
부에서 발생된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동기 신호로부터 리드 신호를 생성하는 리드 타이밍 발생부와, 상기 부화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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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 PIP 동기 발생부의 출력을 이용하여 라이트 신호를 생성하는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와, 상기 라이트 타이밍 발생
부에서 출력되는 라이트 신호에 따라 입력되는 부화면 데이터중 실제로 디스플레이되어질 부분만을 선택하여 서브 샘
플링을 수행하는 서브 샘플링부와, 상기 서브 샘플링부에서 서브 샘플링된 부화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리드 타이밍 
발생부의 리드 신호에 의해 저장된 부화면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와, 상기 복호화된 주화면 데이터와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서 리드되는 부화면 데이터를 다중화시켜 출력하는 다중화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PIP 동기 발생부는 외부로부터 부화면의 수직 시작점 좌표, 부화면의 길이 그리고, 주화면의 라인 정보로부터 주
화면에서 부화면이 표시되어지는 라인들의 마스크 신호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째 라인까
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신호 그리고,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 수를 생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주화면의 라인 정보로부터 주화면에서 부화면이 표시되어지는 라인들의 마스크 신호는 활성화된 주화면 수직 동
기 신호 위에서 움직이며,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PIP 동기 발생부는 외부로부터 부화면의 수평 시작점 좌표, 부화면의 넓이 그리고, 주화면의 컬럼 정보로부터 주
화면에서 부화면이 표시되어지는 칼럼들의 마스크 신호,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의 최좌측 화소로부터 몇번째 
화소까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신호 그리고,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
당 픽셀수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주화면에서 부화면이 표시되어지는 칼럼들의 마스크 신호는 활성화된 주화면의 수평 동기 신호 위에서 움직이며,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컬럼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부화면의 이동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주화면상에 위치시키며 이때, 부화면의 절대 크기가 주 화면의 범위 바
깥으로 위치하게 되면 주화면 상에 위치하는 부화면만을 디스플레이한다. 여기서, 부화면이 좌측으로 스크롤되어 완전
히 사라지면 사라진 부화면은 우측에서 나타난다. 역으로 우측으로 스크롤되어 완전히 사라지면 부화면은 좌측에서 다
시 나타난다. 또한, 상단으로 사라진 화면은 하단으로부터 디스플레이되어진다. 역으로 하단으로 스크롤되어 사라지면 
부화면은 상단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본 발명은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만을 서브 샘플링하여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하여 부화면의 
일부만을 디스플레이하더라도 메모리 인덱싱을 간편하게 한다.

    
도 4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부화면 처리 장치의 구성 블록도로서, 입력 신호로부터 주화면으로 복원될 
데이터를 분리하는 주화면 튜너(101), 상기 주화면 데이터로부터 주화면 동기 신호를 추출하는 주화면 동기 분리부(1
02), 외부 장치(예, 리모콘)로부터 신호(PIP_POS_X,PIP_POS_Y ;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좌표 값)를 입력받아 
상기 주화면 동기 신호에 동기되는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동기 신호(PIP_HSYNC,PIP_VSYNC)와 PIP 라인 옵셋(PIP
_LINE_OFFSET), PIP 컬럼 옵셋(PIP_COLUMN_OFFSET), PIP 디스플레이 높이(PIP_DISP_HEIGHT), PIP 디스
플레이 폭 (PIP_DISP_WIDTH)정보를 생성하는 PIP 동기 발생부(103),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부화면을 읽어
내기 위해 상기 PIP 동기 발생부(103)에서 발생된 PIP-HSYNC,PIP_VSYNC 신호를 이용하여 리드 신호를 발생하는 
리드 타이밍 발생부(104), 입력 신호로부터 부화면으로 복원될 데이터를 분리하는 부화면 튜너(106), 상기 부화면 데
이터로부터 부화면 동기 신호를 추출하는 부화면 동기 분리부(107), 상기 부화면 동기 분리부(107)를 통해 입력되는 
부화면 데이터중 실제로 디스플레이되어질 부분만이 서브 샘플링되도록 상기 부화면 동기 신호와 PIP 동기 발생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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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출력을 이용하여 라이트 신호를 생성하는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108), 상기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108)에서 출
력되는 라이트 신호에 따라 주화면의 크기로 입력되어지는 부화면 신호를 가로, 세로 각각 1/N, 1/M(여기서, N과 M은 
자연수)로 서브 샘플링하여 줄이는 서브 샘플링부(109), 상기 서브 샘플링부(109)에서 서브 샘플링된 부화면 데이터
를 저장하고 상기 리드 타이밍 발생부(104)에서 발생되는 리드 신호에 의해 저장된 부화면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 및 상기 주화면 동기 분리부(102)를 통해 출력되는 주화면 데이터 또는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
105)에서 출력되는 부화면 데이터를 다중화시켜 출력하는 멀티플렉서(110)로 구성된다.
    

    
도 5는 상기 PIP 동기 발생부(103)의 상세 블록도로서, 주화면 데이터와 동기되어지는 주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MA
IN_VSYNC)와 수평 동기 신호(MAIN_HSYNC)를 입력받아 유효 수직 동기 신호(MAIN_VSYNC)내의 수평 동기 신
호(MAIN_HSYNC)의 수를 카운팅하는 라인 카운터(201), PIP_POS_Y, PIP_HEIGHT 신호와 상기 라인 카운터(20
1)의 카운트 값을 이용하여 주화면 데이터와 동기되어지는 PIP_VSYNC, PIP 라인 옵셋(PIP_LINE_OFFSET), PIP 
디스플레이 높이(PIP_DISP_HEIGHT) 정보를 생성하는 제 1 계산부(202), 주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MAIN_VSYN
C)와 수평 동기 신호(MAIN_HSYNC)를 입력받아 유효 수평 동기신호(MAIN_HSYNC) 내에서 클럭(CLK) 수를 카운
팅하는 픽셀 카운터(203), 및 PIP_POS_X, PIP_WIDTH 신호와 상기 픽셀 카운터(203)의 카운트 값을 이용하여 주
화면 데이터와 동기되어지는 PIP_HSYNC, PIP 컬럼 옵셋(PIP_COLUMN_OFFSET), PIP 디스플레이 폭(PIP_DISP
_WIDTH)정보를 생성하는 제 2 계산부(204)로 구성된다.
    

    
도 6은 상기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108)의 상세 블록도로서, 부화면 데이터와 동기되어지는 부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
(SUB_VSYNC)와 수평 동기 신호(SUB_HSYNC)를 입력받아 유효 수직 동기 신호(SUB_VSYNC)내의 수평 동기 신호
(SUB_HSYNC)의 수를 카운팅하는 라인 카운터(301), 상기 라인 카운터(301)에서 카운트된 값이 PIP_LINE_OFFS
ET 정보보다 크고, PIP_DISP_HEIGHT 정보보다 작을때만 라인 인에이블 신호(LINE_ENABLE)를 활성화하는 제 1 
비교부(302), 부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SUB_VSYNC)와 수평 동기 신호(SUB_HSYNC)를 입력받아 유효 수평 동기
신호(SUB_HSYNC) 내에서 클럭(CLK) 수를 카운팅하는 픽셀 카운터(303), 및 상기 픽셀 카운터(303)에서 카운트된 
값이 PIP_COLUMN_OFFSET 정보보다 크고, PIP_DISP_WIDTH 정보보다 작을때만 픽셀 인에이블 신호(PIXEL_E
NABLE)를 활성화하는 제 2 비교부(304)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서 주화면 튜너(101)는 입력 신호로부터 주화면으로 복원될 데이터를 분리하여 주화면 동
기 분리부(102)로 출력하고, 부화면 튜너(106)는 입력 신호로부터 부화면으로 복원될 데이터를 분리하여 부화면 동기 
분리부(107)로 출력한다.

상기 주화면 동기 분리부(102)는 주화면 데이터로부터 주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MAIN_VSYNC)와 수평 동기 신호(
MAIN_HSYNC)를 추출하여 PIP 동기 발생부(103)로 출력한다. 이때, 주화면 데이터는 멀티플렉서(110)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부화면 동기 분리부(107)는 부화면 데이터로부터 부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SUB_VSYNC)와 수평 동기 
신호(SUB_HSYNC)를 추출하여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108)로 출력한다.

이때, 주화면은 MAIN_WIDTH의 넓이와 MAIN_HEIGHT의 길이를 가지고,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은 PIP_WIDT
H의 넓이와 PIP_HEIGHT의 길이를 가진다고 하자.

그리고, 도 7에서와 같이 주화면의 좌상단 화소의 좌표를 (0,0)이라 하면, 우상단은 (MAIN_WIDTH-1,0), 좌하단은 
(0, MAIN_HEIGHT-1), 우하단은 (MAIN_WIDTH-1, MAIN_HEIGHT-1)이 된다.

또한, 부화면이 삽입되어지는 시작점의 좌표를 부화면의 좌상단으로 하고 이때의 좌표를 PIP_POS_X, PIP_POS_Y라 
하면, PIP_POS_X, PIP_POS_Y는 주화면의 절대좌표 평면위에서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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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_POS_X : [-PIP_WIDTH ∼ MAIN_WIDTH]

PIP_POS_Y : [-PIP_HEIGHT ∼ MAIN_HEIGHT]

    
여기서, PIP_POS_X의 값이 -PIP_WIDTH일 때 즉, 도 8의 (a)와 같이 부화면이 완전히 주화면의 좌측 바깥으로 벗
어나 주화면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 -PIP_WIDTH의 값을 MAIN_WIDTH-1의 값으로 설정하면 도 9의 (b)와 같
이 부화면이 좌측으로 스크롤 아웃되어 우측에서 스크롤 인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기 PIP_POS_X의 값이 M
AIN_WIDTH일 때 즉, 부화면이 완전히 주화면의 우측 바깥으로 벗어나 주화면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 MAIN_WI
DTH의 값을 -PIP_WIDTH+1의 값으로 설정하면 도 9의 (a)와 같이 부화면이 우측으로 스크롤 아웃되어 좌측에서 
스크롤 인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PIP_POS_Y의 값이 -PIP_HEIGHT일때는 도 10의 (c)와 같이 부화면이 주화면의 상단 바깥으로 벗어난 
형태가 되고, 상기 PIP_POS_Y의 값이 MAIN_HEIGHT일때는 도 10의 (d)와 같이 하단 바깥으로 벗어난 형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화면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역시, PIP_POS_Y의 값이 -PIP_HEIGHT일 경우, 상기 -PIP_HEIGHT 값을 MAIN_HEIGHT-1값으로 
설정하면 도 11의 (d)와 같이 부화면이 상단으로 스크롤 아웃되어 하단으로 스크롤 인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PIP_POS_Y의 값이 MAIN_HEIGHT일 때 MAIN_HEIGHT의 값을 -PIP_HEIGHT+1값으로 설정하면, 도 11의 (c)
와 같이 부화면이 하단으로 스크롤 아웃되어 상단으로 스크롤 인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여기서, PIP_POS_X, 
PIP_POS_Y, PIP_WIDTH, PIP_HEIGHT는 리모콘과 같은 외부 입력 장치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변수이다. 즉, 사용
자는 외부 입력 장치를 통해 부화면의 수평, 수직 시작 위치와 수평 폭 그리고, 수직 길이를 선택함에 의해 부화면의 디
스플레이 위치와 크기를 변화시켜 부화면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스크롤할 수 있다. 이때, 주화면 상에는 서브 샘플링
되어진 부화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사용자는 상기 외부 입력 장치를 통해 부화면 데이터의 서브 
샘플링비를 제어하여 디스플레이되는 부화면의 전체적인 크기도 제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기 PIP 동기 발생부(103)는 외부 입력 장치로부터 상기된 PIP_POS_X, PIP_POS_Y,PIP_WIDTH, PIP
_HEIGHT 값을 입력받아 상기 주화면 동기 신호(MAIN_VSYNC,MAIN_HSYNC)에 동기되는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동
기 신호(PIP_HSYNC,PIP_VSYNC)와 PIP 라인 옵셋(PIP_LINE_OFFSET), PIP 컬럼 옵셋(PIP_COLUMN_OFFSE
T), PIP 디스플레이 높이(PIP_DISP_HEIGHT), PIP 디스플레이 폭(PIP_DISP_WIDTH)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수직 동기 신호인 PIP_VSYNC는 주화면 상에 부화면으로서 표시되어지는 라인들의 
마스크 신호이고, 상기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수평 동기 신호인 PIP_HSYNC는 주화면 상에 부화면으로 표시되어지는 
컬럼들의 마스크 신호이다. 그리고, PIP_LINE_OFFSET은 전체 부화면 영상 중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째 라
인까지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PIP_COLUMN_OFFSET은 전체 부화면 영상 
중 부화면 영상의 최좌측 화소로부터 몇번째 화소까지 상기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정보
이다. 또한, PIP_DISP_HEIGHT은 전체 부화면 영상 중 실제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라인 수이고, 
PIP_DISP_WIDTH은 전체 부화면 영상 중 실제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라인당 픽셀수이다.
    

    
즉, 상기 PIP 동기 발생부(103)의 라인 카운터(201)에서는 주화면 데이터와 동기되어지는 주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
MAIN_VSYNC)와 수평 동기 신호(MAIN_HSYNC)를 입력받아 유효 수직 동기 신호(MAIN_VSYNC)내의 수평 동기 
신호(MAIN_HSYNC)의 수를 카운팅한다. 이 값(LINE COUNT)은 주화면의 라인 정보가 된다. 그리고, 제 1 계산부
(202)는 외부 입력 장치에서 제공되는 PIP_POS_Y, PIP_HEIGHT 신호와 상기 라인 카운터(201)의 카운트 값(LIN
E COUNT)을 이용하여 주화면 데이터와 동기되어지는 PIP_VSYNC,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라인 정보(PIP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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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_OFFSET), 실제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라인 수(PIP_DISP_HEIGHT)를 생성한다.
    

또한, 픽셀 카운터(203)는 유효 수평 동기신호(MAIN_HSYNC) 내에서 클럭(CLK) 수를 카운팅하는데, 이 값(PIXE
L COUNT)은 주화면의 컬럼 정보가 된다. 그리고, 제 2 계산부(204)는 외부 입력 장치에서 제공되는 PIP_POS_X, P
IP_WIDTH 신호와 상기 픽셀 카운터(203)의 카운트 값(PIXEL COUNT)을 이용하여 주화면 데이터와 동기되어지는 
PIP_HSYNC, PIP_COLUMN_OFFSET, PIP_DISP_WIDTH를 생성한다.

    
이때, PIP_HSYNC 신호는 활성화된 HSYNC 신호 위에서 움직이며,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컬럼에서만 활성화
되어진다. 그리고, PIP_VSYNC 신호는 활성화된 VSYNC 신호 위에서 움직이며,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에
서만 활성화되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PIP_HSYNC, PIP_VSYNC 신호는 리드 타이밍 발생부(104)로 출력되어 서브 샘
플링되어진 부화면을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에서 읽어내는데 사용된다. 즉, 상기 프레임 메모리(105)에서 리드된 
부화면 데이타는 주화면 동기 분리부(102)를 통해 출력되는 주화면 데이타와 멀티플렉서(110)에서 다중화된 후 디스
플레이를 위해 출력된다.
    

    
이때, 도 17은 상기 PIP_HSYNC, PIP_VSYNC 신호에 의해 프레임 메모리(105)에서 리드된 부화면이 주화면 상에 위
치할 수 있는 경우들을 나타낸 예이다. 즉, 도 17의 (a)와 같이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모든 부분이 디스플레이되
어질 때는 PIP_LINE_OFFSET, PIP_COLUMN_OFFSET 값은 0이 되고, PIP_DISP_HEIGHT, PIP_DISP_WIDTH는 
각각 PIP_HEIGHT, PIP_WIDTH 값을 갖는다. 그리고, 도 17의 (b)와 같이 부화면이 주화면의 좌측으로 벗어나게 되
면 PIP_COLUMN_OFFSET값이 설정되고, 도 17의 (d)와 같이 상단으로 벗어난 곳에 위치한다면 PIP_LINE_OFFS
ET값이 설정된다. 또한, 도 17의 (c),(e)와 같이 부화면의 주화면의 우측으로 벗어나거나 하단으로 벗어나게 되면 디
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은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라인부터이므로 PIP_LINE_OFFSET, PIP_COLUMN_OFFSET 값
은 0을 가지게 되지만 모든 부분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되는 만큼의 각각 PIP_DISP_W
IDTH, PIP_DISP_HEIGHT 값을 갖는다.
    

그리고, 도 12는 MAIN_HSYNC, PIP_HSYNC, PIP_COLUMN_OFFSET, PIP_DISP_WIDTH 신호와의 관계를 보인 
도면으로서, 상측은 MAIN_HSYNC 신호와 PIP_HSYNC 신호와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하측은 이에 따른 주화면과 부
화면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도 12의 (d)와 같이 부화면이 주화면의 좌측으로 벗어난 경우(즉, PIP_POS_X 값이 음수인 경우)는 부화면 중 주
화면과 겹쳐지는 부분만이 디스플레이되어진다. 이때,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 부화면의 컬럼수는 PIP_COLUMN_O
FFSET 값이 되고, PIP_HSYNC 신호는 MAIN_HSYNC 신호 위에서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에서만 활성화
되어진다.

또한, 도 12의 (e)에서와 같이 부화면이 주화면의 우측으로 벗어난 경우 PIP_HSYNC 신호는 MAIN_HSYNC 신호 위
에서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에서만 활성화되어지고 이때, 부화면의 좌측에서부터 디스플레이되어지므로 P
IP_COLUMN_OFFSET 값은 0이 된다.

그리고, 도 12의 (a) 내지 (c)에는 부화면이 주화면의 어느쪽도 벗어나지 않은 경우로서, 마찬가지로 PIP_HSYNC 신
호는 MAIN_HSYNC 신호 위에서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에서만 활성화되어진다. 이때 부화면은 주화면상
에 위치하므로 PIP_COLUMN_OFFSET 값은 0이 된다.

한편, 도 13과 도 14는 PIP_VSYNC와 PIP_LINE_OFFSET의 관계를 보인 제 1, 제 2 실시예로서, 도 13, 14의 (b)
와 같이 PIP_VSYNC 신호는 주화면과 겹쳐지는 부화면의 HSYNC 신호들이 있는 부분에서만 활성화되어진다. 또한, 
도 14의 (d)와 같이 부화면이 주화면의 상단 바깥으로 위치하면(즉, PIP_POS_Y가 음수를 가지는 경우), 디스플레이
되어지지 않는 부화면의 라인수는 PIP_LINE_OFFSET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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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기 제 1 계산부(202)는 외부 입력 장치로부터 PIP_POS_Y 값을 입력받아 PIP_POS_Y, PIP_LINE_OF
FSET, PIP_DISP_HEIGHT 값을 결정하는데, 도 15는 그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다.

    
즉, 도 15를 보면, 외부 입력 장치에서 입력된 PIP_POS_Y가 0보다 작은지를 비교하여(단계 401), 0보다 작다는 것은 
부화면의 일부 또는 전체가 주화면의 상단 바깥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IP_POS_Y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다시 PIP_POS_Y의 값이 -PIP_HEIGHT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한다(단계 402). 만일 크다면 도 16a와 같이 
부화면의 일부가 주화면의 상단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PIP_LINE_OFFSET 값은 -PIP_POS_Y가 되고, 
PIP_DISP_HEIGHT 값은 PIP_HEIGHT + PIP_POS_Y가 된다(단계 403).
    

또한, 상기 단계 402에서 PIP_POS_Y의 값이 -PIP_HEIGHT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도 16b와 같이 부화면의 전체
가 주화면의 상단 바깥에 위치하여 주화면에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때는 하단으로 스크롤 인되도록 하기위
해서 PIP_POS_Y 값은 MAIN_HEIGHT-1이 되게하고, PIP_LINE_OFFSET 값은 0, PIP_DISP_HEIGHT 값은 1이 
되게 한다(단계 404).

그리고, 상기 단계 401에서 PIP_POS_Y의 값이 0보다 작지 않다면 PIP_POS_Y의 값이 MAIN_HEIGHT의 값보다 크
거나 같은지를 비교한다(단계 405).

만일 크거나 같다면 도 16c와 같이 부화면의 전체가 주화면의 하단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상단으로 스크롤 
인되도록 하기위해서 PIP_POS_Y 값은 -PIP_HEIGHT+1이 되게 하고, PIP_LINE_OFFSET 값은 PIP_HEIGHT-1, 
PIP_DISP_HEIGHT 값은 1이 되게 한다(단계 406).

상기 단계 405에서 PIP_POS_Y의 값이 MAIN_HEIGHT의 값보다 작다면 PIP_LINE_OFFSET 값을 0으로 하고(단계 
407), (MAIN_HEIGHT - PIP_POS_Y)의 값이 PIP_HEIGHT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한다(단계 408). 만일, 
크거나 같다면 도 16d와 같이 부화면의 전체가 주화면 내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PIP_DISP_HEIGHT의 값은 PIP_HE
IGHT의 값이 된다(단계 409).

또한, 상기 단계 408에서 작다면 도 16e와 같이 부화면의 일부가 주화면의 하단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PIP_DIS
P_HEIGHT 값은 MAIN_HEIGHT - PIP_POS_Y의 값이 된다(단계 410).

여기서, PIP_POS_X, PIP_COLUMN_OFFSET, PIP_DISP_WIDTH 값도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어진다.

    
한편, 상기 서브 샘플링부(109)의 서브 샘플링 및 서브 샘플링된 데이터의 저장을 제어하는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10
8)의 라인 카운터(301)는 부화면 동기 분리부(107)로부터 부화면 데이터에 동기되는 부화면 동기신호(SUB_HSYNC,
SUB_VSYNC)를 입력받아 유효 SUB_VSYNC내의 HSYNC 수를 카운팅한다. 이 값은 부화면 입력 영상의 라인 정보가 
된다. 또한, 픽셀 카운터(303)는 유효 SUB_HSYNC 내의 클럭(CLK) 수를 카운팅하는데, 이 값은 부화면 입력 영상의 
컬럼 정보가 된다.
    

여기서, 부화면 입력 영상이 상기 서브 샘플링부(109)에서 가로,세로 각각 1/N,1/M로 서브 샘플링되어진다고 하자. 
상기 N,M은 리모콘과 같은 외부 입력 장치에 의해서 그 값이 변하며, 서브 샘플링부(109)는 상기 N,M 값에 따라 서브 
샘플링율을 조절한다. 즉, 사용자가 서브 샘플링비 예컨대, 부화면 압축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라인 카운터(301)에서 카운트된 값을 모듈로(modulo) M 연산하여 나머지가 0이면 그 몫을 카운트하고 아
니면 몫에 1을 더하여 카운트하면 이 값은 PIP_HEIGHT 값에 대응되어지고, 픽셀 카운터(303)에서 카운트된 값을 모
듈로(modulo) N 연산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트하면 이 값은 PIP_WIDTH 값에 대응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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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 1 비교부(302)는 상기와 같이 라인 카운터(301)에서 카운트된 값을 상기 PIP 동기 발생부(103)에서 제공
되는 PIP_LINE_OFFSET 정보와 비교하여 크고, PIP_DISP_HEIGHT 정보와 비교하여 작을때만 라인 인에이블 신호
(LINE_ENABLE)를 활성화시켜 서브 샘플링부(109)로 출력한다. 또한, 제 2 비교부(304)는 상기와 같이 픽셀 카운
터(303)에서 카운트된 값을 상기 PIP 동기 발생부(103)에서 제공되는 PIP_COLUMN_OFFSET 정보와 비교하여 크
고, PIP_DISP_WIDTH 정보와 비교하여 작을때만 픽셀 인에이블 신호(PIXEL_ENABLE)를 활성화시켜 서브 샘플링
부(109)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서브 샘플링부(109)에서는 상기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108)에서 활성화된 정보(LINE_ENABLE,PIXE
L_ENABLE)를 이용하여 부화면 튜너(106)에서 복호화되어 입력되는 부화면 중 실제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만을 
서브 샘플링하여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에 저장한다. 이렇게 하면, 부화면의 일부분만이 디스플레이되어질때도 부
화면 프레임 메모리(105)의 제어가 간단해진다.

즉, 서브 샘플링부(109)는 입력되는 부화면 중에서 실제로 디스플레이되어질 부화면의 부분만을 서브 샘플링하여 라인 
단위로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에 저장하게 되면 항상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시작이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
의 베이스부터 저장된다. 따라서,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는 부화면의 HSYNC를 기준으로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증
가시키기 때문에 부화면의 일부만을 디스플레이하더라도 메모리 인덱싱이 간편해진다.

이와 같은 동작은 서브 샘플링되어지는 컬럼수(PIP_DISP_WIDTH)와 라인수(PIP_DISP_HEIGHT)을 알면 되는데, 
이 정보들은 PIP 동기 발생부(103)에서 구해지며,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108)는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부화면 입력 
영상으로부터 실제 디스플레이되어지는 영역 즉, 서브 샘플링해야 할 영역을 계산해낸다.

한편, 리드 타이밍 발생부(104)는 MAIN_VSYNC, MAIN_HSYNC, PIP_VSYNC, PIP_HSYNC 신호가 모두 활성화되
었을 때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로부터 디스플레이되어질 부화면을 읽어낸다.

이때, 부화면의 일부분만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경우일때도 이미 서브 샘플링부(109)에서 디스플레이되어질 부분부터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의 베이스 어드레스에 저장하였으므로 메모리의 어드레싱이 간편해진다.

도 17, 도 18은 디스플레이되어질 부화면의 부분과 이때의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의 데이터 매핑 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디스플레이되어질 부분만이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5)에 저장되고 또한, 그 부분만이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10
5)로부터 리드됨을 알 수 있다.

즉, 상기 도 18의 (a) 내지 (e)와 같이 저장된 부화면 데이터가 리드되어 멀티플렉서(110)에서 상기 주화면 튜너(10
1)에서 복호화된 주화면 데이터와 다중화되면 도 17의 (a) 내지 (e)와 같이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젼 수신기에서의 부화면 처리 장치에 의하면, 부화면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함
으로써, 부화면이 주화면의 한쪽끝에서 다른 끝으로 이동(좌< -우, 상< -하)이 가능해진다. 특히, 부화면의 절대 크
기가 주 화면의 범위 바깥으로 위치하게 되면 주화면 상에 위치한 부화면의 일부분만을 디스플레이하며, 또한 주화면의 
좌,우측 또는 상하단으로의 부화면 스크롤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부분만을 서브샘플링하여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간단한 
메모리 어드레싱만으로도 부화면의 일부분만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시
작이 항상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의 베이스부터 저장되기 때문에 부화면 시작 어드레스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메
모리 인덱싱이 간편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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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신호로부터 주화면/부화면으로 디스플레이될 데이터를 각각 복원하고 복원된 각각의 주화면/부화면 데이터로부터 
주화면에 동기되는 주화면 동기 신호와 부화면에 동기되는 부화면 동기 신호를 추출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에 있어서,

외부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부화면 위치 정보와 상기 주화면 동기 신호를 이용하여 부화면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PIP 동기 발생부와,

상기 PIP 동기 발생부에서 발생된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동기 신호로부터 리드 신호를 생성하는 리드 타이밍 발생부와,

상기 부화면 동기 신호와 PIP 동기 발생부의 출력을 이용하여 라이트 신호를 생성하는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와,

상기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에서 출력되는 라이트 신호에 따라 입력되는 부화면 데이터중 실제로 디스플레이되어질 부
분만을 선택하여 서브 샘플링을 수행하는 서브 샘플링부와,

상기 서브 샘플링부에서 서브 샘플링된 부화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리드 타이밍 발생부의 리드 신호에 의해 저장된 
부화면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와,

상기 복호화된 주화면 데이터와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서 리드되는 부화면 데이터를 다중화시켜 출력하는 다중화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IP 동기 발생부는

주화면 수직 동기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받아 유효 수직 동기 신호내의 수평 동기 신호의 수를 카운팅하여 주화
면의 라인 정보를 출력하는 라인 카운터와,

상기 외부 입력 장치로부터 부화면의 수직 시작점 좌표, 부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라인 카운터에서 
주화면의 라인 정보를 입력받아 부화면의 수직측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제 1 계산부와,

주화면의 유효 수평 동기신호 내에서 클럭 수를 카운팅하여 주화면의 칼럼 정보를 출력하는 픽셀 카운터와,

상기 외부 입력 장치로부터 부화면의 수평 시작점 좌표, 부화면의 수평측 넓이 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픽셀 카운터에서 
주화면의 컬럼 정보를 입력받아 부화면의 수평측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제 2 계산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
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계산부에서 생성되는 부화면의 수직측 관련 정보는 주화면에서 부화면이 표시되어지는 라인들의 마스크 신
호인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수직 동기 신호(PIP_VSYNC)와 전체 부화면 영상 중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째 라
인까지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신호(PIP_LINE_OFFSET) 그리고, 전체 부화면 영상 중 
실제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라인 수(PIP_DISP_HEIGH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
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수직 동기 신호(PIP_VSYNC)는

 - 10 -



등록특허 10-0313901

 
활성화된 주화면 수직 동기 신호 위에서 움직이며,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계산부는

상기 PIP_POS_Y가 음수이고 -PIP_HEIGHT의 값보다 크면 PIP_LINE_OFFSET 값은 -PIP_POS_Y가 되게 하고, 
PIP_DISP_HEIGHT 값은 PIP_HEIGHT + PIP_POS_Y가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상기 PIP_POS_Y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직측 좌표 값, PIP_HEIGHT는 부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LINE_OFFSE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째 라인까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정보, PIP_DISP_HEIGH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 수임.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계산부는

상기 PIP_POS_Y가 음수이고 -PIP_HEIGHT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PIP_POS_Y 값은 MAIN_HEIGHT-1이 되게
하고, PIP_LINE_OFFSET 값은 0, PIP_DISP_HEIGHT 값은 1이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PIP_POS_Y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직측 좌표 값, PIP_HEIGHT는 부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MA
IN_HEIGHT은 주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LINE_OFFSE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
째 라인까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정보, PIP_DISP_HEIGH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
레이되어지는 라인 수임.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계산부는

상기 PIP_POS_Y의 값이 양수이면서 MAIN_HEIGHT의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PIP_POS_Y 값은 -PIP_HEIGHT+1
이 되게 하고, PIP_LINE_OFFSET 값은 PIP_HEIGHT-1, PIP_DISP_HEIGHT 값은 1이 되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PIP_POS_Y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직측 좌표 값, PIP_HEIGHT는 부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MA
IN_HEIGHT은 주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LINE_OFFSE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
째 라인까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정보, PIP_DISP_HEIGH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
레이되어지는 라인 수임.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계산부는

상기 PIP_POS_Y의 값이 양수이면서 MAIN_HEIGHT의 값보다 작다면 PIP_LINE_OFFSET 값이 0이 되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PIP_POS_Y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직측 좌표 값, MAIN_HEIGHT은 주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LINE_OFFSE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째 라인까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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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계산부는

상기 PIP_POS_Y의 값이 양수이면서 MAIN_HEIGHT의 값보다 작고, (MAIN_HEIGHT - PIP_POS_Y)의 값이 PIP
_HEIGHT의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PIP_DISP_HEIGHT의 값은 PIP_HEIGHT의 값이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PIP_POS_Y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직측 좌표 값, MAIN_HEIGHT은 주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HEIGHT는 부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DISP_HEIGH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 수임.

청구항 10.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계산부는

상기 PIP_POS_Y의 값이 양수이면서 MAIN_HEIGHT의 값보다 작고, (MAIN_HEIGHT - PIP_POS_Y)의 값이 PIP
_HEIGHT의 값보다 작으면 PIP_DISP_HEIGHT 값은 MAIN_HEIGHT - PIP_POS_Y의 값이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PIP_POS_Y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직측 좌표 값, MAIN_HEIGHT은 주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HEIGHT는 부화면의 수직측 길이 정보, PIP_DISP_HEIGH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 수임.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계산부에서 생성되는 부화면의 수평측 관련 정보는 주화면에서 부화면이 표시되어지는 칼럼들의 마스크 신
호인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수평 동기 신호(PIP_HSYNC), 전체 부화면 영상 중 부화면 영상의 최좌측 화소로부터 몇번
째 화소까지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신호(PIP_COLUMN_OFFSET) 그리고, 전체 부화면 
영상 중 실제 주화면 상에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화면의 라인당 픽셀수(PIP_DISP_WIDTH)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화면 디스플레이용 수평 동기 신호(PIP_HSYNC)는

활성화된 주화면의 수평 동기 신호 위에서 움직이며, 부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지는 컬럼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계산부는

상기 PIP_POS_X의 값이 -PIP_WIDTH이면 -PIP_WIDTH의 값을 MAIN_WIDTH-1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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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IP_POS_X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평측 좌표 값, PIP_WIDTH는 부화면의 수평측 넓이 정보, MA
IN_WIDTH는 주화면의 수평측 넓이 정보임.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계산부는

상기 PIP_POS_X의 값이 MAIN_WIDTH이면 MAIN_WIDTH의 값을 -PIP_WIDTH+1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PIP_POS_X는 부화면이 삽입되는 시작점의 수평측 좌표 값, PIP_WIDTH는 부화면의 수평측 넓이 정보, MA
IN_WIDTH는 주화면의 수평측 넓이 정보임.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타이밍 발생부는

부화면의 수직 동기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받아 유효 수직 동기 신호내의 수평 동기 신호의 수를 카운팅하여 부
화면의 라인 정보를 출력하는 라인 카운터와,

상기 라인 카운터에서 카운트된 값이 PIP_LINE_OFFSET 정보보다 크고, PIP_DISP_HEIGHT 정보보다 작을때만 라
인 인에이블 신호를 활성화하여 상기 서브 샘플링부로 출력하는 제 1 비교부와,

부화면의 유효 수평 동기신호 내에서 클럭 수를 카운팅하여 부화면의 칼럼 정보를 출력하는 픽셀 카운터와,

상기 픽셀 카운터에서 카운트된 값이 PIP_COLUMN_OFFSET 정보보다 크고, PIP_DISP_WIDTH 정보보다 작을때만 
픽셀 인에이블 신호를 활성화하여 상기 서브 샘플링부로 출력하는 제 2 비교부로 구성되며,

상기 서브 샘플링부에서는 상기 활성화된 라인 인에이블 신호, 픽셀 인에이블 신호를 이용하여 복호화된 부화면 데이터 
중 실제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부분만을 서브 샘플링하여 부화면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
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여기서, PIP_LINE_OFFSE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 상단으로부터 몇번째 라인까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
는가를 나타내는 정보, PIP_COLUMN_OFFSE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 영상의 최좌측 화소로부터 몇번째 화소
까지 디스플레이되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정보, PIP_DISP_HEIGHT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
어지는 라인 수, PIP_DISP_WIDTH은 서브 샘플링되어진 부화면의 디스플레이되어지는 라인당 픽셀수임.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 카운터는

카운트된 값을 모듈로(modulo) M(M은 자연수) 연산하여 나머지가 0이면 그 몫을 카운트하고 아니면 몫에 1을 더하
여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카운터는

카운트된 값을 모듈로(modulo) N(N은 자연수) 연산하여 나머지가 0이면 그 몫을 카운트하고 아니면 몫에 1을 더하여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수신기의 부화면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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