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N 5/45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5월16일

10-0580245

2006년05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3-0042115 (65) 공개번호 10-2005-0001057

(22) 출원일자 2003년06월26일 (43) 공개일자 2005년01월0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김정대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3동한신2차아파트107동603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심사관 : 권순근

(54)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주

(Main) 화면을 디스플레이 기기의 오른쪽 또는 왼쪽 공간으로 치우쳐서 4:3 비율로 디스플레이하고, 보조(Sub) 화면을 나

머지 공간의 일부에 4:3 비율로 디스플레이 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시화면을 디

스플레이 하는 방법은 (a) 와이드형 디스플레이 기기 외부에서 입력되는 다양한 비디오 신호 중 동시화면 디스플레이를 위

해 일반화면 비율을 가지는 소정의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주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보조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단계, (c) 상기

스케일링된 제1 비디오 신호를 화면의 일정 영역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스케일링된 제2 비디오 신호를 화면의 나머지 영

역에 동시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동시화면 디스플레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도 3은 도 2에서 디스플레이된 동시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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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주

(Main) 화면을 디스플레이 기기의 오른쪽 또는 왼쪽 공간으로 치우쳐서 4:3 비율로 디스플레이하고, 보조(Sub) 화면을 나

머지 공간의 일부에 4:3 비율로 디스플레이 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가정용 텔레비전은 단순히 영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사용자가 영상의 시청감을 만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신망에 접속되어 정보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또한 와이드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4:3의 화면 비율을 가지는 노멀(Normal) 텔레비전과는 달리 16:9의 화면 비율을 가지는 화면에 영상을 표시하여 보다 뛰

어난 시청감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텔레비전은 다양한 비디오 신호 입력을 연결할 수 있는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다. 현재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고 있는 비디오 신호 이외에 다른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보고자 할

때, 사용자는 다른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텔레비전의 키보드나 리모콘 등으로 OSD(On screen display)를 조작

하여 비디오 신호의 입/출력 경로를 변환시킨다.

현재 텔레비전 내에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에는 PIP(Picture in picture) 또는 PBP(Picture by

picture)가 있다.

도 1a는 PIP를 구현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도 1a에서, PIP는 주화면과 전체화면 안에 작게 디스플레이 되는 보조화면으

로 구성된다. 동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이 PIP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화면으로 설정된 비디오 신호를 16:9의 화면 비율

로 스케일링해서 전체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만약 주화면으로 설정된 비디오 신호가 4:3의 화면 비율을 갖는다면 16:9

좌우로 늘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따라서, 원래 입력 화면 정보 대비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PIP는 보조화면으로 설

정된 비디오 신호를 16:9의 화면 비율로 스케일링해서 전체화면의 특정 영역에 특정 크기로 디스플레이 한다. 만약 주화면

으로 설정된 비디오 신호가 4:3의 화면 비율을 갖는다면 16:9 좌우로 늘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따라서 원래 입력

화면 정보 대비 왜곡이 발생한다.

도 1b는 PBP를 구현한 화면을 보여주고 잇다. 도 1b에서 PBP는 전체화면을 이등분해서 각각을 디스플레이하며 보조화면

1과 보조화면2로 구성된다. 동시화면 디스플레이 방법이 PBP로 설정된 경우, 전체화면을 이등분하고 화면 비율에 맞추어

서 각각의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이 한다. 원래의 비디오 신호가 4:3의 화면 비율을 갖는다면 16:9 상하로 늘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따라서 원래 입력 화면 정보 대비 왜곡이 발생한다.

도 1c는 16:9 비율을 갖는 화면에서 4:3 원래 비디오 신호를 그대로 디스플레이 한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4:3 디스플

레이 화면 이외는 블랙 화면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동시화면 디스플레이의 설명이 미국 특허 공보 제6,515,643호에 기재되어 있다.

동시화면이 PIP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경우, 주화면의 일부가 보조화면에 의해 가려진다. 따라서 주화면의 모든 정보

가 디스플레이 될 수 없다. 다라서 사용자가 두 가지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동시에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려지는 주화

면을 보기 위해 주화면을 스크롤 하거나 보조화면을 없애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가 4:3의 화면

비율을 갖는 다면 표시되는 화면이 원래 정보 대비 좌, 우(PIP의 경우) 또는 상, 하(PBP의 경우)의 방향으로 확대되어 디스

플레이 되므로 사용자가 왜곡된 화면을 시청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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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주(Main) 화면을 디스플레이 기기의 오른쪽 또는 왼쪽 공간으로 치우쳐서 4:3

비율로 디스플레이하고, 보조(Sub) 화면을 나머지 공간의 일부에 4:3 비율로 디스플레이 하여 주화면 정보의 손실을 막고,

정상적인 화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상기 기술적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는 와이드형 디스플레이

기기로서, 상기 디스플레이 기기 외부에서 입력되는 다양한 비디오 신호 중 선택 제어신호에 따라 일반화면 비율을 가지는

소정의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비디오 인터페이스; 스케일링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일반

화면 비율의 주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보조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스케일러; 및 동시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비디오 인터페이스의 신호 선택을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의 주화면 및 보조화면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의 스케일링 동작을 제어하며, 상

기 스케일링된 제1 비디오 신호를 화면의 일정 영역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스케일링된 제2 비디오 신호를 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동시에 디스플레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러는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1024×768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호를

256×192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화면 전환 신호에 따라 상기 주화면을 상기 보조화면으로, 상기 보조

화면을 상기 주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화면을 상기 보조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기 주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스케일링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보조화면을 상기 주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기 보조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스케일링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단계적인 화면전환 과정이 상기 디스플레이 기기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상기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은 (a) 와이드형 디스플레

이 기기 외부에서 입력되는 다양한 비디오 신호 중 동시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일반화면 비율을 가지는 소정의 제1 및 제

2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주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

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보조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단계; 및 (c) 상기 스케일링된 제1 비디오 신호를 화면의

일정 영역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스케일링된 제2 비디오 신호를 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동시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d) 외부의 화면 전환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비디오 신호의 주화면을 상기 제2 비디오 신호의 보조화면

으로, 상기 제2 비디오 신호의 보조화면을 상기 제1 비디오 신호의 주화면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주화면을 상기 보조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기 주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상기 보조화면을 상기 주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기 보조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

키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단계적인 화면전환 과정이 상기 디스플레이 기기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b)단계에서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1024×768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호를

256×192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로서, 비디오 인터페이스(Video

interface)(200), 비디오 디코더(Video decoder)(201), 디인터레이서(Deinterlacer)(202), 스케일러(Scaler)(203),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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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부(204) 및 제어부(205)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는 D-SUB 단자(200-1), DVI(Digital

video interactive) 단자(200-2), S(Separate)-VIDEO 단자(200-3), TV 튜너 단자(200-4), COMPOSITE 단자(200-5)

등으로 구성된다.

도 3은 도 2에서 디스플레이된 동시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도 3a는 주화면이 전체화면의 왼쪽 영역에 4:3 화면비

율로 디스플레이 되고 보조화면이 전체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4:3 화면 비율로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b는 주화면이 전체화면의 오른쪽 영역에 4:3 화면비율로 디스플레이 되고 보조화면이 전체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4:3 화

면 비율로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c는 화면 전환 시에 주화면은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보조화면으로

만들고, 보조화면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주화면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로서, 동시화면을 동작시킬 것인가를 판

단하는 단계(400),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주화면 및 보조화면의 입력 비디오 신호를 선택 및 확인하는 단계

(401),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PWP(Picture with picture)를 선택하였는지 판단하는 단계(402), 종래의 PIP 또

는 PBP로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403), 디스플레이부의 왼쪽 또는 오른쪽 끝 부분부터 1024×768(4:3) 해상도

로 주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404), 주화면 디스플레이 후 남은 영역에 265×192(4:3) 해상도로 보조화면을 디스플

레이 하는 단계(405), 주화면과 보조화면을 전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406), 주화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보조화

면으로 전환하고, 보조화면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화면으로 전환하는 단계(407)로 구성된다.

이어서, 도 2∼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동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를 설명한다.

비디오 인터페이스(200)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여러 종류의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다. 본 발명에서 비디오 인터페이스(200)

는 3개의 외부 기기(PC, 게임기 및 텔레비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데, 외부기기는 3개로 제한되지 않는

다.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는 PC(미도시)로부터 D-SUB 단자(200-1) 및 DVI 단자(200-2)를 통하여 전송된 비디오 신호

를 수신한다.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는 게임기(미도시)로부터 S-VIDEO 단자(200-3)를 통하여 전송된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다. 여기

서, S(Separate)-VIDEO 신호는 휘도(Luminance, Y)와 색도(C, Chroma) 2개의 신호로 구성된 비디오 전송 방식으로, 색

도 신호는 콤포넌트 신호의 색차 신호 2개를 위상 변조라는 방식으로 만들게 된다. 콤포지트 신호에서 휘도와 색도 신호를

분리했다는 의미에서 'S(Separate)-비디오'의 이름을 얻었다. S-VHS 등 고화질 비디오 장치가 개발되면서 사용되기 시작

했으며 콤포지트 연결보다는 좋은 화질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 4개의 핀으로 구성된 단자를 전용선으로

연결한다.

또한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는 TV(미도시)로부터 TV 튜너 단자(200-4) 및 COMPOSITE 단자(200-5)를 통하여 전송

된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다.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는 제어부(205)의 제어 하에 제1 비디오 신호 및 제2 비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는 D-SUB 단자(200-1), DVI 단자(200-2), S-VIDEO 단자(200-3),

TV 튜너 단자(200-4) 및 COMPOSITE 단자(200-5)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신호 중 어느 두 신호이다. 여기서 제1 비디오

신호 및 제2 비디오 신호는 일반화면 비율(4:3)을 가지는 비디오 신호라고 가정한다.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로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 중 PC로부터 D-SUB 단자(200-1) 또는 DVI 단자(200-2)를 통하여 전

송된 비디오 신호는 바로 스케일러(203)로 출력된다.

그러나,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로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 중 게임기로부터 S-VIDEO 단자(200-3)를 통하여 전송된 비디

오 신호 또는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로 입력되는 신호 중 TV로부터 TV 튜너 단자(200-4) 또는 COMPOSITE 단자

(200-5)를 통하여 전송된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디코더(201)로 출력된다.

비디오 디코더(201)는 비디오 인터페이스(200)로부터 출력되는 S-VIDEO 단자(200-3), TV 튜너 단자(200-4) 또는

COMPOSITE 단자(200-5)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인터레이서(202)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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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인터레이서(202)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디인터레이싱 하여 스케일러(203)로 출력한다.

스케일러(203)는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이부(204) 사양에 적합한 해상도로 변환하며, 해상도 이외의 많은 영상

결정요소 들의 미세한 조정 기능들을 조정하여 디스플레이부(204)로 출력한다. 여기서, 디스플레이부(204)는 와이드형 화

면비율 즉, 16:9 화면 비율을 가지며, 스케일러(203)는 수신한 비디오 신호를 16:9 화면 비율에 적합한 1280×768 해상도

로 스케일링하여 디스플레이부(204)로 출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신호를 선택하면, 제어부(205)의 제어하에 스케일러(203)는 동시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스케일링 동작을 수행한다.

제어부(205)는 키패드(미도시) 또는 리모콘(미도시)에 입력된 동시화면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다. 동시화면 디스플레

이 신호를 수신한 제어부(205)는 디스플레이부(204)에 OSD 메뉴를 출력한다. 여기서 OSD 메뉴는 동시화면 디스플레이

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PIP, PBP, PWP(가칭임) 이다. 또한 제어부(205)는 주화면인 제1 비디오 선택 신호 및 보조

화면인 제2 비디오 선택 신호를 수신한다.

주화면인 제1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인터페이스(200)에서 출력되는 D-SUB 단자(200-1) 또는 DVI 단자(200-2)에서 출

력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이거나, 비디오 인터페이스(200)에서 출력되는 S-VIDEO 단자(200-3), TV 튜너 단자(200-

4) 또는 COMPOSITE 단자(200-5)에서 출력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2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인터페이스(200)에서 출력되는 D-SUB 단자(200-1) 또는 DVI 단자(200-2)에서

출력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이거나, 비디오 인터페이스(200)에서 출력되는 S-VIDEO 단자(200-3), TV 튜너 단자

(200-4) 또는 COMPOSITE 단자(200-5)에서 출력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일 수 있다.

제어부(205)가 출력한 OSD 메뉴 중 사용자가 PIP 또는 PBP를 선택한 경우, 도 1a 또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스케일러(203)에 동작 명령을 내린다.

제어부(205)가 출력한 OSD 메뉴 중 사용자가 PWP를 선택한 경우, 도 3a 또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스케일러(203)에 동작 명령을 내린다.

제어부(205)로부터 PWP 스케일링 동작 명령을 수신한 스케일러(203)는 주화면인 제1 비디오 신호를 1024×768(4:3) 해

상도로 스케일링하고, 보조화면인 제2 비디오 신호를 256×192(4:3) 해상도로 스케일링한다.

제어부(205)는 스케일링된 신호를 디스플레이부(204)의 일정 영역에 각각 디스플레이 시킨다. 도 3a 및 도 3b는 제어부

(205)의 제어 하에 전체화면에 동시화면인 주화면 및 보조화면이 디스플레이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화면은

PC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이고, 보조화면은 TV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이다.

도 3a는 주화면이 전체화면의 왼쪽 영역에 4:3 화면비율로 디스플레이 되고 보조화면이 전체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4:3 화

면 비율로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와이드형 디스플레이 기기의 전체화면은 1280×768(16:9) 해상도를 가지

며, 전체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주화면은 1024×768(4:3) 해상도로 왼쪽 영역에 디스플레이 되고, 보조화면은 주화면 디

스플레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256×192(4:3)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된다.

도 3b는 주화면이 전체화면의 오른쪽 영역에 4:3 화면비율로 디스플레이 되고 보조화면이 전체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4:3

화면 비율로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와이드형 디스플레이 기기의 전체화면은 1280×768(16:9) 해상도를 가

지며, 전체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주화면은 1024×768(4:3) 해상도로 오른쪽 영역에 디스플레이 되고, 보조화면은 주화

면 디스플레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256×192(4:3)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된다.

또한 제어부(205)는 사용자로부터 화면전환 신호를 수신한다. 화면 전환이란 현재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주화면을 보조화

면으로, 보조화면을 주화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화면전환 신호를 수신한 제어부(205)는 스케일러(203)에 화면 전환을

위한 스케일링 동작 명령을 내린다. 도 3c에 스케일링 동작에 의해 화면 전환 시에 주화면은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보조화

면으로 전환되고, 보조화면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주화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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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러(203)는 1024×768(4:3) 해상도의 주화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스케일링을 수행하여 최종 256×192(4:3) 해

상도의 보조화면으로 스케일링 한다 단계적인 스케일링 축소 또한 4:3 비율로 이루어진다. 이때 제어부(205)에 의해 주화

면이 보조화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디스플레이부(204)에 표시된다.

스케일러(203)는 256×192(4:3) 해상도의 보조화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스케일링을 수행하여 최종 1024×768(4:3)

해상도의 주화면으로 스케일링한다. 단계적인 스케일링 확대 또한 4:3 비율로 이루어진다. 이때 제어부(205)에 의해 보조

화면이 주화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디스플레이부(204)에 표시된다.

다음에,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동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어부(205)는 사용자로부터의 동시화면 디스플레이 신호 수신 여부에 따라 동시화면 동작여부를 판단한다(400단계).

제어부(205)는 키패드(미도시) 또는 리모콘(미도시)에 입력된 동시화면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다. 동시화면 디스플레

이 신호를 수신한 제어부(205)는 디스플레이부(204)에 OSD 메뉴를 출력한다. 여기서 OSD 메뉴는 동시화면 디스플레이

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PIP, PBP, PWP 이다.

제어부(205)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주화면 및 보조화면의 입력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

다(401단계).

여기서 제1 비디오 신호 및 제2 비디오 신호는 일반화면 비율(4:3)을 가지는 비디오 신호라고 가정한다. 주화면인 제1 비

디오 신호는 비디오 인터페이스(200)에서 출력되는 D-SUB 단자(200-1) 또는 DVI 단자(200-2)에서 출력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이거나, 비디오 인터페이스(200)에서 출력되는 S-VIDEO 단자(200-3), TV 튜너 단자(200-4) 또는

COMPOSITE 단자(200-5)에서 출력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2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인터페이

스(200)에서 출력되는 D-SUB 단자(200-1) 또는 DVI 단자(200-2)에서 출력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이거나, 비디오 인

터페이스(200)에서 출력되는 S-VIDEO 단자(200-3), TV 튜너 단자(200-4) 또는 COMPOSITE 단자(200-5)에서 출력

되는 어느 한 비디오 신호일 수 있다.

제어부(205)가 출력한 OSD 메뉴 중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PWP(Picture with picture)를 선택하였는지 판단

한다(402단계),

제어부(205)가 출력한 OSD 메뉴 중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PIP 또는 PBP를 선택한 경우 종래의 PIP 또는 PBP

로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403단계). 제어부(205)가 출력한 OSD 메뉴 중 사용자가 PIP 또는 PBP를 선택한 경우, 도

1a 또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스케일러(203)에 동작 명령을 내린다. 스케일러(203)는 PIP 또

는 PBP에 맞는 스케일링 동작을 수행한 후 제어부(205)의 제어 하에 디스플레이부(204)로 출력한다.

제어부(205)가 출력한 OSD 메뉴 중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PWP(가칭임)를 선택한 경우, 디스플레이부(204)

의 왼쪽 또는 오른쪽 끝 부분부터 1024×768(4:3) 해상도로 주화면을 디스플레이하고, 주화면 디스플레이 후 남은 영역에

265×192(4:3) 해상도로 보조화면을 디스플레이 한다(404, 405단계).

제어부(205)가 출력한 OSD 메뉴 중 사용자가 PWP를 선택한 경우, 도 3a 또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스케일러(203)에 동작 명령을 내린다. 제어부(205)로부터 PWP 스케일링 동작 명령을 수신한 스케일러(203)는 주화

면인 제1 비디오 신호를 1024×768(4:3)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보조화면인 제2 비디오 신호를 256×192(4:3) 해상도

로 스케일링한다.

제어부(205)는 스케일링된 신호를 디스플레이부(204)의 일정 영역에 각각 디스플레이 시킨다. 도 3a 및 도 3b는 제어부

(205)의 제어 하에 전체화면에 동시화면인 주화면 및 보조화면이 디스플레이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3a는 전체화면(1280×768(16:9))의 왼쪽 영역에 주화면이 1024×768(4:3)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되고, 전체화면의 나

머지 영역에 보조화면이 256×192(4:3)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 3b는 전체화면(1280×768

(16:9))의 오른쪽 영역에 주화면이 1024×768(4:3)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되고, 전체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보조화면이

256×192(4:3)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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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205)는 사용자로부터의 화면 전화 신호 수신 여부에 따라 현재 표시되고 있는 동시화면의 주화면과 보조화면을 전

환할 것인가를 판단한다(406단계).

사용자로부터 동시화면의 주화면과 보조화면을 전환하는 신호를 수신한 제어부(205)는 주화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보

조화면으로 전환하고, 보조화면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화면으로 전환한다(407단계).

화면전환 신호를 수신한 제어부(205)는 스케일러(203)에 화면 전환을 위한 스케일링 동작 명령을 내린다. 도 3c에 스케일

링 동작에 의해 화면 전환 시에 주화면은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보조화면으로 전환되고, 보조화면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주화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케일러(203)는 1024×768(4:3) 해상도의 주화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스케일링을 수행하여 최종 256×192(4:3) 해

상도의 보조화면으로 스케일링한다. 단계적인 스케일링 축소 또한 4:3 비율로 이루어진다. 스케일러(203)는 256×192

(4:3) 해상도의 보조화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스케일링을 수행하여 최종 1024×768(4:3) 해상도의 주화면으로 스케일

링한다. 단계적인 스케일링 확대 또한 4:3 비율로 이루어진다. 이때 화면 전환 과정이 디스플레이부(204)에 표시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 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

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

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있어서 주화면 및 보조화면 모두가 입력된 비디오 신

호의 화면 비율(4:3)을 그대로 유지하여 디스플레이 함으로서 화면의 왜곡 없이 정상적인 화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

과를 창출한다.

또한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함에 있어서 주화면을 보조화면으로 보조화면을 주화면으로 전환할 때 주화면은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보조화면으로 전환하고, 보조화면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주화면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

면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와이드형 디스플레이 기기로서,

상기 디스플레이 기기 외부에서 입력되는 다양한 비디오 신호 중 선택 제어신호에 따라 일반화면 비율을 가지는 소정의 제

1 및 제2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비디오 인터페이스;

스케일링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주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

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보조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스케일러; 및

동시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비디오 인터페이스의 신호 선택을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의 주화면 및 보조화면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의 스케일링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스케일링된

제1 비디오 신호를 주화면으로써 화면의 일정 영역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스케일링된 제2 비디오 신호를 보조화면으로

써 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동시에 디스플레이하고, 외부에서 입력되는 화면 전환 신호에 따라 상기 주화면을 상기 보조화면

으로, 상기 보조화면을 상기 주화면으로 전환하며, 상기 주화면을 상기 보조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기 주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스케일링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보조화면을 상기 주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기 보조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스케일링 제어신호를 출력하

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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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러는

1280×768 해상도의 전체 화면에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1024×768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호를

256×192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동시화면을 표시하고자 할 때 주화면과 보조화면에 해당하는 각각의 비디오 신호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로, 세로 화

면 비율을 왜곡없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입력된 비디오 신호가 다른 비디오 신호에 의해 가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적인 화면전환 과정이 상기 디스플레이 기기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

레이 하는 장치.

청구항 7.

(a) 와이드형 디스플레이 기기 외부에서 입력되는 다양한 비디오 신호 중 동시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해 일반화면 비율을 가

지는 소정의 제1 및 제2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주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호를 일반화면 비율의 보

조화면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단계;

(c) 상기 스케일링된 제1 비디오 신호를 주화면으로써 화면의 일정 영역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스케일링된 제2 비디오

신호를 보조화면으로써 화면의 나머지 영역에 동시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d) 외부의 화면 전환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비디오 신호의 주화면을 상기 제2 비디오 신호의 보조화면으로, 상기 제2 비디

오 신호의 보조화면을 상기 제1 비디오 신호의 주화면으로 전환하며, 상기 주화면을 상기 보조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

기 주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상기 보조화면을 상기 주화면으로 전환하는 경

우, 상기 보조화면에 대해 일반화면 비율을 유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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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적인 화면전환 과정이 상기 디스플레이 기기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

레이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b)단계에서

상기 제1 비디오 신호를 1024×768 해상도로 스케일링하고, 상기 제2 비디오 신호를 256×192 해상도로 스케일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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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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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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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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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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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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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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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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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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