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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브이씨알의 문자다중방송 수신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일반적인 브이씨알의 온스크린회로에 대한 블록도.

제 2 도는 본 발명 브이씨알의 문자다중방송 수신회로에 대한 블록도.

제 3 도는 제 2 도에서 제어신호출력부(1)의 모드제어 논리표.

제 4a, b 도는 본 발명에 의한 화면구성의 일실시 예시도.

제 5 도는 (a) 내지 (b)는 제 2 도 각부의 파형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제어신호 출력부                    1a : 리모콘

2 : 고주파변환부                        3 : 튜닝 및 검파부

4 : 스위칭부                              5 : 영상처리부

6 : 온스크린부                           7, 11, 19 : 버퍼

10 : 영상신호검출부                  12 : 컬러 및 잡음신호 제거부

13 : 클램핑 및 동기보정부          14 : 캡션디코터

15 : 뮤팅부                               16 : 클램핑부 

17 : 스크린레벨고정부               18 : 문자레벨고정부 

SW11-SW14 : 스위치                I11, I12 : 인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브이씨알에서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영상신호의 수직귀선구
간에  데이타화되어  기록되어  있는  문자신호(CAPTION)를  추출하여  이를  디스플레이시킬  수  있도록  한 
브이씨알의 문자다중방송 수신회로에 관한 것이다.

제  1  도는  일반적인  브이씨알의  온스크린회로에  대한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외부로부터 
데이타(D3)를  제공받아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튜닝데이타(D1),  문자데이타(D2), 티브이/브이씨알
선택신호(TV/VCR),  튜너/라인선택신호(TUN/LIN),  모드선택신호(VV/EE)를  출력하는 제어신호출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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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와,  안테나(ANT1)로부터  입력되는  고주파(RF)의  영상신호를  그대로  안테나(ANT2)를  통해 텔레비
젼  수상기로  송출하거나  시스템  내에서  처리된  영상신호를  다시  고주파(RF)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안
테나(ANT2)로  송출하는  고주파변환부(2)와,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입력되는 튜닝데이타(D
1)에  따라  상기  고주파변환부(2)로부터  입력되는  방송신호중에서  한  채널의  방송신호를  선국하여 이
를  복조하는  튜너  및  검파부(3)와,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입력되는 튜너/라인선택신호
(TUN/LIN)에  따라  상기  튜너  및  검파부(3)의  출력신호가  잭(J1)으로부터  입력되는  라인신호를 선택
하는  스위칭부(4)와,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입력되는  모드선택신호(VV/EE)에  따라  상기 스
위칭부(4)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통과시키거나  녹화된  신호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영상처리부
(5)와,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문자데이타(D2)가  입력될  때  이를  상기  영상처리부(5)로부터 
입력되는  배경신호에  삽입시키는  온스크린부(6)와,  상기  온스크린부(6)의  출력신호를  완층증폭하여 
이를  상기  고주파변환부(2)  및  영상라인잭(VLJ)에  출력하는  버퍼(7)로  구성된  것으로  이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주파변환부(2)는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티브이선택신호(TV)가  입력될  때  안테나(ANT1)를  통해 
입력되는  고주파신호(RF)를  안테나(ANT2)를  통해  텔레비젼  수상기측으로  송출하고, 브이씨알선택신
호(BCR)가 입력될 때 상기 고주파신호(RF)를 튜너 및 검파부(3)에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의  브이씨알모드에서  상기  튜너  및  검파부(3)는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입력되는 
튜닝데이타(D1)에  따라  상기  고주파변환부(2)로부터  입력되는  고주파신호(RF)에서  한  채널의 방송신
호를 선국한 다음 이를 복조하여 스위칭부(4)에 출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스위칭부(4)는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입력되는  튜너/라인선택신호(TUN/LIN)에 따
라  상기  튜너  및  검파부(3)로부터  입력되는  튜너(방송)신호나  잭(J1)으로부터  입력되는 라인영상신
호를 선택하여 이를 영상처리부(5)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영상처리부(5)는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입력되는  모드선택신호(VV/EE)에  따라 
상기  스위칭부(4)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자체에서  재생한  영상신호를 온
스크린부(6)로  출력하게  되며,  그  온스크린부(6)는  상기  영상처리부(5)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배경신호로  하여  이에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입력되는  문자데이타(D2)를  삽입시켜  출력하게 
된다.

또한  버퍼(7)는  상기  온스크린부(6)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완충증폭하여  이를  상기 고주파변환
부(2)를  통해  텔레비젼  수상기측으로  송출함과  아울러  영상라인잭(VLJ)으로  송출함으로써  온스크린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종래의  회로에  있어서는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회로가  구비되어  있지않아 
사용자가  문자다중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문자다중방송수신기를  구입해야되는데,  그 문자
다중방송수신기는  기존의  온스크린  시스템과  반복되는  부분을  이중으로  갖게되므로  사용자는 불필요
한 부품까지 이중으로 구입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온스크린  시스템에  약간의  회로를  추가시켜 
브이씨알에서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창안한  것으로  이를  첨부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제  2  는  본  발명  브이씨알의  문자다중방송  수신회로에  대한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외부
로부터  데이타(D3)를  제공받아  시스템  각부에  튜닝데이타(D1),  문자데이타(D2), 티브이/브이씨알선
택신호(TV/VCR),  모드선택신호(VV/EE),  튜너/라인선택신호(TUN/LIN)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신호출력부(1)와,  안테나(ANT1)로부터  입력되는  고주파(RF)의  영상신호  그대로  안테나(ANT2)를 
통해  텔레비젼  수상기에  송출하거나  시스템내에서  온스크린  처리된  영상신호를  다시 고주파(RF)신호
로  변환하여  상기  안테나(ANT2)로  출력하는  고주파변환부(2)와,  상기  튜닝데이타(D1)에  따라  상기 
고주파변환부(2)로부터  입력되는  방송신호중에서  한  채널의  방송신호를  선국하여  이를  복조하는 튜
너  및  검파부(3)와,  상기  튜너/라인선택신호(TUN/LIN)에  따라  상기  튜너  및  검파부(3)의  출력신호나 
잭(J1)으로부터  입력되는  라인신호를  선택하는  스위칭부(4)와,  상기  모드선택신호(VV/EE)에  따라 상
기  스위칭부(4)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녹화된  영상신호를  재생하여 출력
하는  영상처리부(5)와,  상기  영상처리부(5)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배경신호로  하고,  이에  상기 
문제데이타(D2)를  삽입시켜  온  스크린기능을  수행하는  온스크린부(69)와,  상기  온스크린부(6)의 출
력신호를  완충증폭하여  이를  상기  고주파변환부(2)에  출력하는  버퍼(7)로  구성된  온스크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영상처리부(5)에서  영상신호가  출력되는지를  스캔하여  영상신호가  스캔될때  고전위의 
검출신호(DH)를  출력함과  아울러  그  영상신호에서  수평동기신호(Hsyn)  및  수직동기신호(Vsyn)를 추
출하는  영상신호  검출부(10)와,  상기  영상처리부(5)의  출력신호를  완충증폭하는  버퍼(11)와,  상기 
버퍼(11)의  출력신호  중에서  컬러신호  및  잡음신호의  통과를  제지하는  컬러  및 잡음신호제거부(12)
와,  상기  컬러  및  잡음신호제거부(12)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일정직류레벨에서  클램핑하고, 디코
드된  문자의  수평방향의  열림을  억제하기  위해  동기신호를  보정하는  클램핑  및  동기보정부(13)와, 
상기  클램핑  및  동기보정부(13)의  출력영상신호에서  문자데이타를  추출하여  상기 제어신호출력부
(1)로부터  고전위의  스크린제어신호(SCS)가  입력될때는  추출된  문자데이타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설
정하기  위한  스크린신호(SS)를  출력하고,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고전위의 문자제어신호
(CCS)가  입력될때  문자신호(CS)를  출력하는  캡션디코더(14)와,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에서 변속신
호(VS)가  입력될때  상기  캡션디코더(14)의  출력신호를  모두  뮤팅시키고,  스크린제어신호(SCS), 문자
제어신호(CCS)가  고전위로  입력될때  상기  스크린신호(SS),  문자신호(CS)를  모두  뮤팅시키는 뮤팅부
(15)와,  상기  영상처리부(5)의  출력영상신호가  유동되지  않게  디씨(DC)적으로  고정시키는 클램핑부
(16)와,  상기  캡션디코더(14)에  스크린신호(SS)가  출력되지  않을때  상기  클램핑부(16)의  출력신호를 
선택하고,  출력될때  스크린레벨고정부(17)로부터  스크린  레벨설정신호를  공급받는  스위치(SW13)와, 
상기  캡션디코더(14)에  문자  신호(CS)가  출력되지  않을때  상기  스위치(SW13)에서  선택된  신호를 다
시  선택하고,  출력될때  문자레벨고정부(18)로부터  문자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레벨고정신호를 공급받
는  스위치(SW14)와,  상기  스위치(SW14)에서  선택된  신호를  완충증폭하여  이를  상기  온스크린부(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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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  버퍼(19)로  구성한  것으로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상기 문자제어신호
(CCS)와  스크린제어신호(SCS)의  모드에  따른  논리표를  보인  제  3  도,  상기  스크린신호(SS)와 문자신
호(CS)에  의한  화면구성을  보인  제  4  도,  상기  캡션디코더(14),  스크린레벨고정부(17), 문자레벨고
정부(18)의 출력신호를 보인 제 5 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어신호출력부(1)에서  브이씨알선택신호(VCR)가  출력될때  고주파변환부(2)는  안테나(ANT1)로부터 
입력되는  고주파(RF)신호를  튜너  및  검파부(3)에  출력하고,  그  튜너  및  검파부(3)는 튜닝데이타(D
1)에  따라  해당채널의  방송신호를  선국한  다음  이를  복조하여  오디오신호(AU)는  별도의 오디오신호
처리부에  출력하고  복합영상신호는  스위칭부(4)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스위칭부(4)는  상기 제어
신호출력부(1)로부터  튜너선택신호(TUN)가  입력될때  상기  튜너  및  검파부(3)에서  출력되는 복합영상
신호를  선택하고,  라인선택신호(LIN)가  입력될때는  잭(J1)으로부터  라인복합영상신호를  선택하여 이
를  영상처리부(5)로  출력하며,  그  영상처리부(5)는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부터 모드선택신호(E
E)가  입력될때  상기  스위칭부(4)의  출력신호를  그대로  출력하고,  모드선택신호(VV)가  입력될때 자체
에서  재생되는  복합영상신호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영상신호검출부(10)는  상기 영상처리부(5)에
서  복합영상신호가  출력되는지를  스캔하여  복합영상신호가  검출될때  고전위의  검출신호(DH)를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로  출력함과  아울러  그  복합영상신호에서  수평  및  수직  동기신호(Hsyn,  Vsyn)를 
검출하여 온스크린부(6)가 동기를 맞추는데 이동하도록 한다.

한편,  버퍼(11)는  상기  영상처리부(5)의  출력신호를  완충증폭하여  출력하고,  컬러  및 잡음신호제거
부(12)는  그  버퍼(11)에서  출력되는  복합영상신호에서  컬러신호(색도신호)  및  잡음신호를 제거함으
로써 에러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클램핑  및  동기보정부(13)는  상기  컬러  및  잡음신호제거부(12)의  출력신호를  공급받아 캡션
디코더(14)가  직류레벨  및  데이타를  에러없이  검출할  수  있도록  영상신호를  일정직류레벨에서 클램
핑하고, 디코드된 문자가 수평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기신호를 보정한다.

또한,  상기  캡션디코더(14)는  상기  클램핑  및  동기보정부(13)에서  출력되는  복합영상신호로부터 문
자(Caption)데이타를  추출하고  상기  제어신호  출력부(1)에서  저전위의  스크린  제어신호(SCS)가 출력
될때  즉,  인버터(I11)의  출력단자에  고전위가  출력될때  그  출력된  문자데이타를  실을  수  있는 직렬
스크린신호(SS)를  제  5b  도와  같이  출력하며,  상기  제어신호  출력부(1)에서  저전위의 문자제어신호
(CCS)가  출력될때  추출된  문자데이타를  제  5d  도와같이  출력하는데,  이때는  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캡션모드가  되고,  스크린  모드에서는  상기  제어신호  출력부(1)에서  저전위의 스크린제어신호
(SCS)를  출력하는  동시에  문자제어신호(CCS)를  고전위로  출력하며,  노멀모드에서는  상기 제어신호출
력부(1)에서 스크린제어신호(SCS) 및 문자제어신호(CCS)를 인액티브신호인 고전위로 출력한다.

한편,  클램핑부(16)는  상기  영상처리부(5)의  출력영상신호를  DC적으로  고정시켜  제  5a  도와  같은 신
호로  출력하는데,  상기  캡션디코더(14)에서  고전위의  스크린신호(SS)를  출력할때  그에  의해 스위칭
(SW13)가  고전단자(b3)에  단락되므로  그  스위치(SW13)는  스크린레벨고정부(17)에서  출력되는 소정레
벨의  직류전압을  선택하게  되어  결국,  그  스위치(SW13)는  제  5c  도와  같은  복합영상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의  설명에서와  같이  캡션모드에서는  상기  캡션디코더(14)가  제  5d  도와같이  문자신호를 
출력하고,  이  문자신호의  고전위구간마다  스위치(SW14)가  고정단자(b4)에  단락되므로  이때  그 스위
치(SW14)는  문자레벨고정부(18)로부터  상기  스크린레벨고정부(17)에서  출력되는  직류레벨보다  훨씬 
높은  직류신호를  공급받게되고,  이로인해  그  스위치(SW14)는  제  5e  도와  같은  복합영상신호를 출력
하게 된다.

결국,  상기  캡션디코더(14)에서  출력되는  스크린신호(SS)에  의해  제  4b  도와  같이  화면의  전체영역 
또는  제  4  도의'This  is  a  pen'이  쓰여질  영역(네모칸)이  검은색은  지정되고,  그  지정된  영역내에서 
제  4e  도의  구형파펄스에  의해  문자가  디스플레이되는데,  그  구형펄스의  고전위  구간이  흰색으로, 
저전위영역이  검정색으로  디스플레이되어  문자데이타가  상기의  This  is  a  pen일  경우  제  4a  도와 같
이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리모콘(1a)상에서  스크린모드를  선택하면  상기의  설명에서와  같이 캡션디코더(14)
에서  문자신호(CS)만  출력되므로  제  4a  도와  같은  화면에서  'This  is  a  pen'이라는  문자데이타는 디
스플레이  되지  않고  그  문자데이타  설정영역이  모두  검정색으로  디스플레이됨에  따라  시청자는 화면
상의  문자를  고의로  보지않고  음성신호만을  이용하여  회화학습을  할  수  있으며,  상기한  제  3  도의 
논리표는 시청자가 리모콘(1a)을 이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노멀모드에서는  상기  캡션디코더(14)에서  상기  스위치(SW13),  (SW14)에  아무런  신호도 출력하
지  않아  즉,  그들의  제어신호를  출력하지  않아  그들은  각기  고정단자(a3),  (a4)에  단락되므로  이때, 
상기  클램핑부(14)의  출력신호가  그대로  스위치(SW13),  (SW14)를  통과됨에  따라  문자다중방송 기능
이 수행되지 않는다.

한편,  상기한  스크린모드에서는  제어신호  출력부(1)가  스크린제어신호(SCS)를  저전위로  출력하여 상
기  캡션디코더(14)가  스크린신호(SS)를  출력하게  되고,  이때  문자제어신호(CCS)의  인액티브신호로 
고전위를  출력하므로  그  고전위에  의해  스위치(SW12)가  단락됨에  따라  상기  캡션디코더(14)에서 잡
음이나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문자신호(CS)가  잘못  출력되더라도  이는  상기  스위치(SW12)를  통해 뮤
팅되며,  노멀모드에서도  상기  스크린제어신호(SCS)  및  문자제어신호(CCS)의  인  액티브신호로 고전위
가  출력되고,  이에의해  스위치(SW11)(SW12)가  모두  단락되므로  이때  상기  캡션디코더(14)에서 잡음
이나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스크린신호(SS)나  문자신호(CS)가  잘못  출력되더라도  이들은  상기 스위치
(SW11), (SW12)를 각기 통해 뮤팅되어 화면에 불필요한 화상이 디스플레이되는 경우가 없게된다.

또한  변속모드(통상의  EP,  SP,  LP를  벗어난  속도  동작하는  상태)일때에도  상기  제어신호 출력부(1)
에서  고전위의  변속신호(VS)가  출력되고  이에의해  상기  스위치(SW11),  (SW12)가  단락되어  상기 스크
린신호(SS) 및 문자신호(CS)가 그들을 통해 뮤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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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스위치(SW14)에서  출력되는  복합영상신호는  버퍼(19)에서  완충증폭된  다음 
온스크린부(6)에  인가되고,  여기서  시청자의  요구가  있을때  상기의  복합  영상신호를  배경신호로 하
여  온스크린  문자를  덧붙혀  슈포임포즈된  복합영상신호를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되고,  이는  다시 버
퍼(7) 및 고주파변환부(2)를 통해 텔레비젼 수상기 측으로 제공된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브이씨알에서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텔레비젼  수상기로도  문자데이타가  기록된  테이프나  방송중인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 
특히 청각장애자나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어신호출력부(1),  고주파변환부(2),  튜너  및  검파부(3),  스위칭부(4),  영상처리부(5), 온스크린부
(6)  및  버퍼(7)로  구성된  온스크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영상처리부(5)의  출력영상신호를 완충증
폭하는  버퍼(11)와,  상기  버퍼(11)의  출력영상신호중에서  컬러신호  및  잡음신호의  통과를  제지하는 
컬러  및  잡음신호제거부(12)와,  상기  컬러  및  잡음신호제거부(12)에  출력되는  신호를 일정직류레벨
에서  클램핑하고  동기신호를  보정하는  클램핑  및  동기보정부(13)와,  상기  클램핑  및 동기보정부(1
2)의  출력영상신호에서  문자데이타를  추출하고  상기  제어신호  출력부(1)의  제어에  따라 스크린신호
(SS),  문자신호(CS)를  출력하는  캡션디코더(14)와,  필요에  따라  상기  캡션디코더(14)의  출력신호를 
뮤팅시키는  뮤팅부(15)와,  상기  영상처리부(5)의  출력영상신호가  유동되지  않게  디씨적으로 고정시
키는  클램핑부(16)와,  상기  캡션디코더(14)에서  출력되는  스크린신호(SS)의  제어를  받아  상기 클램
핑부(16)의  출력신호나  스크린레벨고정부(17)의  스크린레벨설정신호를  선택하는  스위치(SW13)와, 상
기  캡션디코더(14)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CS)의  제어를  받아  상기  스위치(SW13)의  출력신호나 문자
레벨고정부(18)의  문자레벨고정신호를  선택하여  이를  상기  온스크린부(6)측으로  출력하는 스위치

(SW14)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이씨알의 문자 다중방송 수신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변속모드시  상기  캡션디코더(14)에  출력되는  스크린신호(SS)  및  문자신호(CS)를 
뮤팅시키도록 뮤팅부(15)를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이씨알의 문자다중방송 수신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출력부(1)의  문자제어신호(CCS)가  고전위로  출력될때  그  고전위를 
이용하여  상기  캡션디코더(14)의  출력문자신호(CS)를  뮤팅시키고,  스크린제어신호(SCS)가  고전위를 
출력될  때  그  고전위를  이용하여  스크린신호(SS)를  뮤팅시키도록  뮤팅부(15)를  구성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브이씨알의 문자다중방송 수신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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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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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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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1993-0008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