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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아날로그 영상 신호로부터 DE(Data Enable) 신호를 발생하는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비디오 카드로부터 전송되는 아날로그 R,G,B 신호를 소정 샘플링 클럭에 따라 디지털 R,G,B 영상 신호로 변환
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서 출력되는 유효 데이터 시작점과 종료점을 결정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
하여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서 출력되는 R,G,B 영상 데이터를 소정의 해상도에 맞는 신호로 변환하는 스케일러,
제어 신호에 의해 설정된 샘플링 클럭을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및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 공급하는 PLL
부, 상기 PLL부에 샘플링 클럭 제어 신호를 공급하고,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
에 따라 상기 스케일러부의 데이터 위상을 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는 DE 생성부의 상세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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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아날로그 영상 신호로부
터 DE(Data Enable) 신호를 발생하는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CRT(Cathode Ray Tube)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LCD 장치는 소형, 경량화 및 저소비 전력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랩탑형 컴퓨터 및 데스크탑형 컴퓨터뿐만 아니라 대형 정보 표시 장치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LCD 장치는 크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신호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아날로그 신호
는 H,V-동기(sync)신호와 R,G,B 아날로그 신호로 구성된다. 또한 디지털 신호는 데이터 채널과 클럭 채널 신호가 TMDS
수신기에서 디코딩되어 DE(data enable)신호와 H, V-동기 및 R,G,B 데이터로 출력된다. 아날로그 신호는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사용자는 ADC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조정하여 디스플레이 장치
에 최적의 값으로 출력한다. 다시 말하면 LCD 장치는 디스플레이 구동 S/W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 신호에 대한 정확한 샘
플링 주파수와 샘플링 위상을 구하고(대략 조정과 미세 조정) 샘플링 시작점(위치 조정)을 설정한다. 이러한 자동 조정 기
능은 사용자가 OSD(On Screen Dispaly) 상에서 수동으로 또는 단축키를 이용하여 수행시킨다.

  그러나 자동 조정(Auto adjustment) 기능은 구조가 복잡하고 구현도 쉽지 않고, 또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코드
사이즈를 차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DE(Data Enable)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아날로그 신호용
자동 조정(Auto adjustment) 기능용 알고리듬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비디오 카드로부터 전송되는 아날로그 R,G,B 신호를 소정 샘플링 클럭에 따라 디지털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
로그-디지털 컨버터;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서 출력되는 유효 데이터 시작점과 종료점을 결정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서 출력되
는 R,G,B 영상 데이터를 소정의 해상도에 맞는 신호로 변환하는 스케일러;

  제어 신호에 의해 설정된 샘플링 클럭을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및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 공급하는 PLL
부;

  상기 PLL부에 샘플링 클럭 제어 신호를 공급하고,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상기 스케일러부의 데이터 위상을 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입력되는 수평 및 수직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디폴트 샘플링 클럭을 설정하는 과정;

  비디오 카드로부터 전송되는 아날로그 R,G,B 신호를 상기 샘플링 클럭에 따라 디지털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변환된 R, G, B 영상 데이터의 레벨이 임계치보다 큰 시점에서 상기 샘플링 클럭의 현재 넘버를 저장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라이징 에지 신호로 설정하고, 입력 데이터의 레벨이 임계치보다 적은 시점에서 상기 샘플링 클럭
의 현재 넘버를 저장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폴링 에지 신호로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제어부(110)는 비디오 보드(도시안됨)로부터 전송되는 수평 및 수직 동기신호에 따라 영상모드를 판별
하고 그 영상모드에 따른 신호처리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PLL(Phase Locked Loop)부(120)는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신호에 따른 샘플링 클럭 펄스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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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Analog-Digital Converter)(130)는 PLL부(120)에서 공급되는 샘플링 클럭 펄스에 따라 비디오 보드에서 수신되
는 아날로그 R,G,B 영상신호를 샘플링하여 R,G,B 영상 데이터로 변환한다.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140)는 ADC(130)에서 출력되는 R,G,B 데이터로부터 유효 데이터 시작점과 종료점을 결정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한다. 이때 유효 데이터 시작점과 종료점이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라이징 에지(rising
edge)와 폴링 에지(falling edge)를 결정한다.

  스케일러(150)는 PLL부(120)에서 공급되는 샘플링 클럭 펄스 및 제어부(110)의 제어신호에 따라 ADC(130)에서 출력
된 R,G,B 영상 데이터를 프레임(Frame) 단위의 크기 조정을 수행한다. 이때 스케일러부(150)는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
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하여 ADC(130)에서 출력되는 R,G,B 데이터의 유효 영역을 검출한다.

  버퍼 메모리(160)는 스케일러(150)에서 출력되는 R,G,B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저장한다.

  디스플레이 모듈부(170)는 버퍼 메모리(160)에 저장된 프레임 단위의 R,G,B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2는 DE 생성부(140)의 상세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비교부(210)는 ADC(130)에서 출력되는 입력 데이터의 레벨과 임계치를 비교한다.

  클럭 카운팅부(220)는 비교부(210)에서 입력 데이터의 레벨이 임계치보다 크거나 적은 시점의 샘플링 클럭 개수를 카운
팅한다.

  인에이블 에지 신호 발생부(230)는 클럭 카운팅부(220)에서 카운팅된 클럭 개수에 따라 유효 데이터 시작점과 종료점에
해당하는 데이터 인에이블 하강 및 상승 에지 신호를 발생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R,G,B신호는 수직 동기 신호(H-sync)와 동기하여 발생한다. 이때 R,G,B신호는 블랭크 구간과 유효 데
이터 구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데이터 인에이블(DE) 신호는 R,G,B신호의 유효 구간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결정해준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입력되는 수평 및 수직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디폴트 샘플링 클럭을 설정한다(410 과정)

  이어서, 비디오 카드로부터 전송되는 아날로그 R,G,B 신호를 상기 샘플링 클럭에 따라 디지털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한
다.

  이어서, 변환된 R, G, B 영상 데이터의 레벨이 임계치보다 큰 시점에서 상기 샘플링 클럭의 현재 넘버를 저장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라이징 에지 신호로 설정한다(430 과정). 도 3을 참조하면, 수평 동기 신호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효 데이
터의 레벨이 나타난 시점까지의 클럭 개수(a)를 저장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라이징 에지 신호로 설정한다.

  이어서, 변환된 R, G, B 영상 데이터의 레벨이 임계치보다 적은 시점에서 상기 샘플링 클럭의 현재 넘버를 저장하여 데이
터 인에이블 신호의 폴링 에지 신호로 설정한다(450 과정).

  도 3을 참조하면, 수평 동기 신호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효 데이터의 레벨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클럭 개수(b)를 저장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폴링 에지 신호로 설정한다.

  이어서, R,G,B 데이터 각각에 대한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할 때 까지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460 과정).

  결국, 입력되는 데이터와 임계치를 비교하여 유효 데이터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디지털 인에이블 신호의 라이징 에지와
유효 데이터의 종료 시점에 해당하는 디지털 인에이블 신호의 폴링 에지를 결정하게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LCD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DE(Data
Enable)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아날로그 신호를 위한 별도의 위치 및 위상 조정을 위한 자동 조정용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어, 이로 인한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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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비디오 카드로부터 전송되는 아날로그 R,G,B 신호를 소정 샘플링 클럭에 따라 디지털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
로그-디지털 컨버터;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서 출력되는 유효 데이터 시작점과 종료점을 결정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서 출력되
는 R,G,B 영상 데이터를 소정의 해상도에 맞는 신호로 변환하는 스케일러;

  제어 신호에 의해 설정된 샘플링 클럭을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및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 공급하는 PLL
부;

  상기 PLL부에 샘플링 클럭 제어 신호를 공급하고,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상기 스케일러부의 데이터 위상을 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인에이블 생성부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에서 출력되는 입력 데이터의 레벨과 임계치를 비교하는 비교부;

  상기 비교부에서 입력 데이터의 레벨가 임계치보다 크거나 적은 시점의 샘플링 클럭 개수를 카운팅하는 클럭 카운팅부;

  상기 클럭 카운팅부에서 카운팅된 클럭 개수에 따라 유효 데이터 시작점과 종료점에 해당하는 데이터 인에이블 하강 및
상승 에지 신호를 발생하는 데이터 인에이블 에지 신호 발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장
치.

청구항 3.

  디스플레이용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입력되는 수평 및 수직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디폴트 샘플링 클럭을 설정하는 과정;

  비디오 카드로부터 전송되는 아날로그 R,G,B 신호를 상기 샘플링 클럭에 따라 디지털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변환된 R, G, B 영상 데이터의 레벨이 임계치보다 큰 시점에서 상기 샘플링 클럭의 현재 넘버를 저장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라이징 에지 신호로 설정하고, 입력 데이터의 레벨이 임계치보다 적은 시점에서 상기 샘플링 클럭
의 현재 넘버를 저장하여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의 폴링 에지 신호로 설정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설정되는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하여 R,G,B 데이터의 유효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디스
플레이용 신호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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