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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및 제어방법

요약

개시된 내용은 화상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컴퓨터 및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들과 상호 통신하기 위한 통신장
치 및 통신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실용으로 사용되는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들의 
각 기능을 컴퓨터에서 제어하기 위한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및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화상통신시스템은 각 모니터에 상호 통신이 가능한 통신부를 구비하고, 내장된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상통신시스템 관리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어하고자하는 모니터를 선택하고, 제어
하고자 하는 기능과 데이터값을 제어데이터로써 입력하면 마이크로 컴퓨터는 제어데이터에 응답하여 각 
모니터를 제어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화상통신시스템에 있어서 회의실용으로 사용되는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를 컴퓨터에서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통상적인 화상통신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

제2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화상통신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제3도는 제2도에 적용된 통신수단의 상세회로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모니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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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본 발명에 적용된 통신수단의 상세회로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모니터의 마이크로 컴퓨터 내부 블록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동작흐름도.

제8도는 각 서브모니터의 기능을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           2 : 컴퓨터

3 : 키보드                                        101 : VTR신호 입력단자

105 : 모니터 입력단자                      106 : 모니터 출력단자

100 : 메인 컴퓨터                             200, ..., N : 서브모니터

110, 210 : 비디오신호 처리부           115 : 멀티플렉서

120, 220 : RGB신호 처리부              125, 225 : 마이크로 컴퓨터

130, 230 : 수평/수직신호처리부        135, 235 : 음극선관

140, 240 : 전원공급부                      180, 280 : 통신부

181, 191, 181', 191' : 제1, 제2, 제3, 제4버퍼부  

182, 182', 185, 185', 194, 194', 195, 195', 197, 197' : 저항

183, 183', 196, 196' : 트랜지스터     

186, 186', 187, 187', 192, 192', 193, 193' : 다이오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및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화상통신시스
템에 적용된 컴퓨터와 서브모니터에 통신가능한 통신장치 및 통신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회의실용 서브모니터들의 각 기능들을 컴퓨터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
제어장치 및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모니터 발전 단계를 보면, 텔레비젼신호 수신장치,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 및 컴퓨터를 
연결하고,  이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신호가  모니터내에서  처리되어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한 개의 모니터에 다른 모니터를 연결하여 텔레비젼신호 수신장치,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 및 
컴퓨터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1도는 화상통신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시한 바와같이 메인모니터(100) 상에 컴퓨터(2) 및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1)가 연결되고, 메인모
니터(100)의 출력단자는 서브모니터(200)의 입력단자로 연결되고, 서브모니터(200)의 출력단자는 다음 서
브모니터 입력단자로 연결되어 맨 마지막 서브모니터의 출력단자는 메인모니터(100)의 입력단자로 연결된
다.  그러므로 메인모니터(100)의 컴퓨터(2)를 통해 입력하는 화상신호를 모든 모니터에서 동일하게 디스
플레이하여 화상통신시스템의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는 모든 모니터에 
연결되므로 임의의 모니터에 연결된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로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여 모든 모니터
의 화면에 동일한 화상신호가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제2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모니터의 내부 블록도로서, 비디오 처리부(110)는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
(1)장치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RGB 신호 및 동기신호로 분리하고, 멀티플렉서(115)는 선택신호에 의해 
비디오 처리부(110)의 출력신호 또는 컴퓨터(2)의 출력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마이크로 컴퓨터(125)는 멀티플렉서(115)로 선택신호를 출력하고, 멀티플렉서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모
니터 모드를 인식하고, 모니터 모드에 따른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RGB신호 처리부(120)는 멀티플렉서(115)에서 출력된 RGB신호를 음극선관(135)에 주사하기에 적합한 
신호로 처리하고, 동기신호 처리부(130)는 마이크로 컴퓨터(120)의 모니터 모드에 대한 제어신호에 응답
하여 모니터의 수평위치, 수평크기, 수직위치, 수직크기, 사이드쿠션, 틸트등을 조절하고, 통신부(150)는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모니터 환경 조절용 제어데이터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마이크로 컴퓨터(150)로 하여
금 모니터를 셋업하도록 한다.

그리고 출력단자(106)를 통해 멀티플렉서(115)의 출력신호가 다른모니터의 입력단자(205)를 통해 연결된
다.

이에따라 모든 모니터 상에 동일한 화상신호가 디스플레이되고, 이때 전원공급부(140)는 외부로부터 입력
되는 교류전원을 모니터에 필요한 여러 레벨의 직류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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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DDC(Data Display Channel)로 이루어진 통신부의 상세회로도로서, 컴퓨터와 모니터의 통신을 위
한 회로도이다.  DDC로 이루어진 통신부(이하 통신부라칭함, 150)는 컴퓨터와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부(150)는 컴퓨터(2)와 모니터(100)의 전원이 온되면 컴퓨터(2)가 모니터(100)의 메모리
(151)에 저장되어 있는 모니터의 여러 가지 스펙을 컴퓨터로 전송되도록 하고, 컴퓨터(2)는 모니터 스펙 
데이터에 응답하여 모니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모니터(100)로 제어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모니터를 상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통신부는 컴퓨터(2)와 모니터(100)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모니터의 메모리(151)에 저장되어있
는 내용은 모니터의 해상도 즉 동기신호의 주파수값, 칼라좌표, 표준 타이밍 등이 있다.

이때 통신부(150)의 상세한 회로 설명은 공지되어 있는 기술이므로 생략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회의실용으로 전술한 서브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  큰 회의실에서 두상투영기
(OverHead  Projection;  OHP)로  자료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치는  값이 
비싸다.  따라서, 회의실 크기나 가겨면에서 개인용 서브모니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전술한 화상통신시스템은 각 모니터를 제어하기 위해 각 모니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
일이 조절하여 하고, 화상통신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더라도 관리자 한사람이 여러 모니터를 확인
하고 직접 조절해야 하므로 관리면에서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서브모니터 상호간에 출력되는 데
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통신수단 및 통신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에 응답하여 모니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컴퓨터에 내장하여 컴퓨터에서 서브모니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화상통신시스템
의 모니터제어장치 및 제어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수개의 모니터가 시리얼로 연결되고, 컴퓨터의 출력신
호 또는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의 재생신호를 모니터로 출력하여 모니터 상에 동일신호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에 있어서, 컴퓨터의 제어데이터를 시리얼로 연결된 다수개의 모니
터로 송신하고, 다수개의 모니터로부터 전송되는 응답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수단과, 통신수단의 제
어데이터가 전송받은 모니터를 제어하기위한 경우 전송받은 제어데이터로 모니터를 셋업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 다음 모니터로 제어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모니터의 내부 블록도이다.  도시한 바와같이 비디오 신호 처리부(110)와, 멀티
플렉서(115)와, RGB신호 처리부(120)와, 멀티플렉서(115)로 선택신호를 출력하고, 멀티플렉서(115)의 동
기신호에 응답하여 모니터모드에 따른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컴퓨터(2)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모니터를 
제어하고, 제어데이터를 서브모니터로 출력하는 마이크로 컴퓨터(125)와, 동기신호 처리부(130)와, 컴퓨
터(2)의 제어신호를 마이크로 컴퓨터(125)로 출력하고, 마이크로 컴퓨터(125)의 제어신호를 다른 서브모
니터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부(180)와, 전원공급부(140)로 구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브 모니터 200, 300, ..., N은 메인 모니터에 시리얼로 연결되고, 그 내부 회로 구
성이 메인 모니터(100)의 내부 회로 구성과 같다.

제5도는 본발명에 따른 통신수단인 DCMS(Display  Communication  Management  System)의 상세회로도로서, 
통신부(180)는 마이크로 컴퓨터(125)로 입력된 제어데이터를 다른 서브모니터의 마이크로 컴퓨터로 전송
하기 위한 제1버퍼부(181)와, 제1버퍼부(181)의 제어데이터에 응답하여 제어데이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제2버퍼부(191)와, 상기 제1버퍼부(181) 및 제2버퍼부(191)의 입출력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한 단자(188)(198)를 구비한 커넥터(190)로 구성된다.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통신부(180a)는 마이크로 컴퓨터(125)에서 메인 컴퓨터(100)로 응답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제1버퍼부(181)를 포함하며, 메인 컴퓨터(100)에서 마이크로 컴퓨터(125)로 제어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제2버퍼부(191)를 포함한다.

제2통신부(180b)는 마이크로 컴퓨터(125)에서 서브모니터(200)로 제어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3버퍼부
(181')를 포함하고, 서브모니터(200)에서 마이크로 컴퓨터(125)로 응답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4버퍼부
(191')를 포함한다.

커넥터(190)는  제1버퍼부(181)에서 메인 컴퓨터(2)로  응답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1출력단자(188)와, 
제3버퍼부(181')에서 서브모니터(200)로 제어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2출력단자(188')와, 메인 컴퓨터
(2)에서 제2버퍼부(191)로 제어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1입력단자(198)와, 서브모니터(200)에서 제4버
퍼부(191')로 응답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2입력단자(198')를 갖는다.

제1버퍼부(181)는 베이스는 마이크로 컴퓨터(125)에 연결되어 있고, 이미터는 전원단자(5V)에 연결되며, 
콜렉터는 저항(184)을 거쳐 접지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183)과, 트랜지스터(183)의 콜렉터와 커넥터
(190)  사이의 접점(189)에 애노드가 연결되고, 트랜지스터(183)의 이미터와 전원단자(5V)사이의 접점에 
캐소드가 연결된 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187)와, 트랜지스터(183)의 콜렉터와 커넥터
(190)의 출력단자(188) 사이의 접점에 캐소드가 연결되고, 애노드는 접지된 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
호용 다이오드(186)로 구성된다.

제2버퍼부(191)는 베이스는 커넥터(190)의 입력단자(198)에 연결되고, 이미터는 접지되며, 콜렉터는 전원
단자(5V)에 연결되며 마이크로 컴퓨터(125)에 연결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196)와, 트랜지스터(19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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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터와 전원단자사이의 접점에는 캐소드가 연결되고, 커넥터(190)의 입력단자(198)와 베이스 사이의 접
점에 애노드가 연결된 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192)와, 커넥터(190)의 입력단자(198)
와 트랜지스터(196)의 베이스 사이의 접점에는 캐소드가 연결되고, 애노드는 접지된 바이어스용 및 트랜
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193)로 구성된다.

제3버퍼부(181')는 베이스는 마이크로 컴퓨터(125)에 연결되어 있고, 이미터는 전원단자(5V)에 연결되며, 
콜렉터는 저항(184')을 거쳐 접지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183')와, 트랜지스터(183')의 콜렉터와 커넥
터(190) 사이의 접점(189')에 애노드가 연결되고, 이미터와 전원단자(5V)사이의 접점에 캐소드가 연결된 
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187')와, 트랜지스터(183')의 콜렉터와 커넥터(190)의 출력단
자(188') 사이의 접점에 캐소드가 연결되고, 애노드는 접지된 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
(186')로 구성된다.

제4버퍼부(191')는 베이스는 커넥터(190)의 입력단자(198')에 연결되고, 이미터는 접지되며, 콜렉터는 전
원단자(5V)에  연결되며  마이크로  컴퓨터(125)에  연결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196')와, 트랜지스터
(196')의 콜렉터와 전원단자사이의 접점에는 캐소드가 연결되고, 커넥터(190)의 입력단자(198')와 베이스 
사이의 접점에 애노드가 연결된 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192')와, 커넥터(190)의 입력
단자(198')와 트랜지스터(196')의 베이스 사이의 접점에는 캐소드가 연결되고, 애노드는 접지된 바이어스
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193')로 구성된다.

전술한 첨부도면 제5도는 모든 모니터에 공통으로 들어간 통신부의 회로도로서, 모니터 상호간의 데이터 
전송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컴퓨터(2)로부터 통신부(180)의 입력단자(198)로 논리값 0을 출력하면 제
2버퍼부(191)의 트랜지스터(196)는 오프되고, 마이크로 컴퓨터(125)로는 전원전압(5V)이 인가된다.

그때, 마이크로 컴퓨터(125)는 메인 컴퓨터(2)의 제어데이터를 인식하고, 제2출력단에서 통신부(180)으로 
논리값 1을 출력함으로써, 제3버퍼부(181')의 트랜지스터(183')가 턴 오프된다.  제3버퍼부(181')의 트랜
지스터(183')가 턴오프됨으로, 논리값 0가 서브모니터(200)의 통신부(280)에 구비된 커넥터(190)의 제2출
력단자(188')를 통해 출력된다.

그 결과로, 메인 컴퓨터(2)로부터의 출력논리값 0는 통신부(280)을 통해 서브모니터(200)의 마이크로 컴
퓨터(225)로 전송된다.

이때 서브모니터(200)에서는 마이크로 컴퓨터(225)로부터 출력된 응답데이타가 서브모니터(200)의 통신부
(200)를 통해 메인 컴퓨터(100)의 통신부(180)의 제2입력단자로 전송된다.  또한, 제4버퍼부(191)는 커넥
터(190)의 제2입력단자(198')를 통해 응답데이타를 마이크로 컴퓨터(125)의 제2입력단자로 전송한다.

그러면 마이크로 컴퓨터(125)는 컴퓨터(2)의 제어데이터를 인식하여 논리값 1을 통신부(180)로 출력하고, 
논리값 1에 의해 제1버퍼부(181)의 트랜지스터(183)는 오프되므로 커넥터(190)의 출력단자(188)로는 논리
값 0이 출력되며, 논리값 0은 다른 서브모니터의 통신부(280)를 통해 마이크로 컴퓨터로 전송되므로 컴퓨
터(2)의 출력논리값 0이 다른 서브모니터로 전송되는 것이다.

서브모니터에서 메인모니터로 서브모니터의 상태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도 전술한 것과같이 전송하게 되
므로 컴퓨터에서는 전술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실용으로 쓰이는 서브모니터들을 각각 제어할 수 있
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모니터의 마이크로 컴퓨터 내부 블록도로서, 동기신호 처리부(130)로부터 동기신
호를 입력받아 동기처리를 하는 동기신호 프로세서(125a)와, 모니터의 수평 및 수직회로로 제어신호를 출
력하는 모니터 제어부(125b)와, 통신부(150)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통신 제어부(125c)와, 문자신호를 발
생시키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어부(125d)와, 전원공급
부(140)로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어부(125e)와, 디스플
레이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DPMS)을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어부
(125f)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화상통신시스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동작흐름도이다.  도시한 바와같이, 먼저 서브모니터
의 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모니터의 전원상태를 살펴보면, 모니터의 전원 오프는 완전 오프상태가 아
니고 일시정지(suspend)상태이므로 항상 마이크로 컴퓨터(125)로는 동작하는데 필요한 최소전원이 입력된
다.

따라서, 마이크로 컴퓨터(125)는 통신부(180)를 통해 컴퓨터(2)로부터 전원 제어신호가 입력되면 전원공
급부(140)를 제어하여 메인모니터(100)의 전체 전원을 제어하고, 각 서브모니터(200, …, N)의 전원상태
도 메인모니터(100)의 전원상태와 마찬가지이다.

컴퓨터(2)의  통신부(도면에  도시되어있지않음)는  메인모니터(100)의  통신부(180)로  연결되므로 컴퓨터
(2)의 서브모니터 제어데이터를 마이크로 컴퓨터(125)로 전송하고, 마이크로 컴퓨터(125)는 전송된 제어
데이터를 통신부(180)를 통해서 서브모니터(200)의 통신부(280)로 전송한다.

이때 서브모니터(200)의  통신부(280)는  메인모니터(100)로부터 전송되는 제어데이터를 마이크로 컴퓨터
(225)로  전송하고,  마이크로 컴퓨터(225)는  통신부(280)를  통해서 시리얼로 연결된 또다른 서브모니터
(300)의 통신부로 제어데이터를 전송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와 서브모니터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인모니터(100)에 시리얼로 연결된 서브모니터(200, 300, …, N)를 제어하는 방법을 
예를들어 설명하면 컴퓨터(2)에서 메인모니터(100)에 시리얼로 연결된 서브모니터(200)의 전원을 제어하
고, 또다른 서브모니터(400)의 볼륨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먼저 컴퓨터(2)와 메인모니터(100)의 전원이 
온(S110)되면 메인모니터(100) 상에 일반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서브모니터들을 제어할 것인지의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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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되고, 관리자는 컴퓨터(2)의 키보드(3)를 이용하여 초기화면에서 서브모니터를 제어(S120)하기 
위한 메시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컴퓨터(2)는 각 모니터에 구비된 통신부(180)를 이용하여 서브모니터(200, …, N)들을 오토 디렉
팅(S130)하고, 메인모니터(100) 상에 오토 디렉팅된 서브모니터(200, …, N)들을 디스플레이(S140)한다.

관리자는 키보드(3)를 이용하여 메인모니터(100) 상에 디스플레이된 서브모니터(200, …, N)들 중 제어하
고자하는 서브모니터(200)를 선택(S150)하면, 선택된 서브모니터(200)의 제어가능한 기능(제8도 참조)들
이 메인모니터(100)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디스플레이된 기능중 전원제어기능을 선택하면, 선택된 서브모니터(200)의 현재 전원상태가 메인모니터
(100) 상에 디스플레이(S160)되고, 관리자는 컴퓨터(2)에서 서브모니터(200)의 전원이 온되도록 하는 제
어데이터를 메인모니터(100)의 통신부(180)를 통해서 마이크로 컴퓨터(125)로 전송(S170)한다.

그러면  마이크로  컴퓨터(125)는  전송된  제어데이터가  메인모니터(100)를  제어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
(S210)한다.  그 판단결과, 다른 서브모니터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인 경우 통신부(180)를 통해서 서브
모니터(200)의 통신부(280)로 전송(S250)한다.

서브모니터(200)의 마이크로 컴퓨터(225)는 통신부(280)를 통해 전송된 제어데이터를 입력받아 서브모니
터(200) 자신을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판단(S210)하고, 그 판단결과 전송받은 서브모니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데이터인 경우 마이크로 컴퓨터(225)는 서브모니터(200)의 전원상태를 로드한 후 통신부(280)를 
통해 다시 컴퓨터(2)로 전송하면, 컴퓨터(2)에서는 전송된 데이터를 메인모니터(100) 상에 디스플레이되
도록 제어한다.

관리자는 OSD상으로 서브모니터(200)의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전원 온을 선택한다.  그러면 컴퓨터(2)는 
전원 온에 해당하는 제어데이터를 메인모니터(100)의 통신부(180) 및 마이크로 컴퓨터(125)를 통해 서브
모니터(200)의 통신부(280)로 전송(S170)하고, 통신부(280)는 전송된 신호를 마이크로 컴퓨터(225)로 출
력한다.

이때 마이크로 컴퓨터(225)는 이미 셋업된 값과 다른 경우(S220) 그 변화된 값을 가지고 서브모니터(20
0)의 전원공급부(240)를 제어하여 서브모니터(200)의 전원이 온(S320) 되도록 제어(S230)한다.

서브모니터(200)의 전원 온 기능을 제어하고 난 후 컴퓨터(2)에서는 제어할 또다른 서브모니터가 존재하
는지를 판단(S240)하고, 그 판단결과 또다른 서브모니터(400)의 볼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컴퓨터(2)
에 연결된 키보드(3)를 이용하여 서브모니터(400)를 선택(S150)한다.

서브모니터(400)의 볼륨을 조정하는 경우도 전술한 서브모니터(200)의 전원을 제어하는 과정과 같다.

즉, 메인모니터(100)의 화면을 통해 관리자가 서브모니터(400)를 선택(S150)하면 서브모니터(400)에서 제
어할 수 있는 각 기능들이 메인모니터(100) 상에 디스플레이(S160)된다.  그러면 관리자는 그 기능중 볼
륨기능을 선택하고, 볼륨의 데이터값을 높이거나 낮추게 되고, 변화된 데이터값을 각 서브모니터에 구비
된 통신부를 통해 전송(S170)한다.

그러면, 각 서브모니터에 구비된 마이크로 컴퓨터에서는 수신 서브모니터의 제어값인지 판단(S210)하고, 
그 판단결과 수신 서브모니터의 제어값이 아닌 경우 통신부를 통해 다른 서브모니터로 전송(S250)하여 서
브모니터(400)의 마이크로 컴퓨터에 입력되면 마이크로 컴퓨터는 전송된 데이터값을 가지고 서브모니터
(400)를 다시 셋업(S230)시키게 된다.

초기화면에서 서브모니터를 제어하지 않는 경우나 더 이상 제어할 서브모니터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능
을 수행(S300)한다.

메인컴퓨터에서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들의 배열상태, 기능, 각 기능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은 OSD를 이용한다.  그리고 서브모니터의 배열상태는 전술한 오토 디렉팅하는 방법과 이미 각각의 
서브모니터에 서브모니터의 번호를 세팅시켜두는 방법이 있다.

컴퓨터(2)를 통해 다수개의 모니터(100,200,…,N)를 제어하고자 할 때 각 모니터의 제어값에 대한 기준값
은 모니터 생산라인에서 이미 세팅된 값으로 하고, 이 세팅값은 제어하고자 하는 모니터를 선택하고 제어
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화면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체의 값이 디스플레이되고 관리자가 이값은 
판단하여 컴퓨터의 입력부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로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다.

컴퓨터의 입력부는 키보드, 마우스등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서 다수
개의 서브모니터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

제8도는 메인컴퓨터에서 제어가능한 서브모니터의 기능들을 도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제어, 칼라제어, 
오디오 제어, 전원 제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제어는  디가우징(DEGAUSSING),  사이드핀(SIDE-PIN),  트랩(TRIP),  수평동기신호위상(H-PHASE), 
수직동기신호라인(V-LINE),  수직동기신호중심(V-CENTER),  수평동기신호크기(H-SIZE), S보정(S-CORRECT)등
이 있다.

칼라제어는 RGB-이득(R-GAIN, G-GAIN, B-GAIN), RGB-컷오프(R-CUTOFF, G-CUTOFF, B-CUTOFF), 콘트라스트
(CONTRAST), 밝기(BRIGHT)등이 있다.

오디오 제어는 메인볼륨(MAIN-VR), 밸런스(BALANCE), 베이스(BASS), 고음(TREBLE), 소거(MUTE)를 제어한
다.

전원제어는  다른  서브모니터의  전원의  온/오프,  절전모드  수행을  위한  대기(STAND-BY), 일시중지
(SUSPEND) 상태가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통신 가능한 서브모니터이므로 관리자는 컴퓨터에서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를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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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컴퓨터와 모니터 상호간에 통신가능한 통신장치 및 통신장치를 제어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실용으로 사용되는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를 컴퓨터에서 제어할 수 있는 효과
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개의 모니터가 시리얼로 연결되고, 컴퓨터의 출력신호 및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록장치의 재생신호를 
선택적으로 모니터로 출력하여 모니터 상에 동일신호가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
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의 제어데이터를 다수개의 모니터로 송신하고, 다수개의 모니터로부터 전송되는 
응답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수단; 및 상기 통신수단의 전송데이터가 전송받은 모니터를 셋업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받은 제어데이터로 모니터를 셋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모니터로 제어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통신수단은 마이크로 컴퓨터로 입력된 제어데이터를 다른 서브모니터의 마이크로 컴퓨터
로 전송하기 위한 제1버퍼수단; 상기 제1버퍼에서 전송된 제어데이터에 응답한 데이터를 마이크로 컴퓨터
로 전송하기 위한 제2버퍼수단;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입력된 제어데이터를 서브모니터로 전송하기 
위한 제3버퍼수단; 상기 서브모니터로 입력된 응답데이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제4버퍼수
단; 및 상기 제1버퍼수단, 제2버퍼수단, 제3버퍼수단 및 제4버퍼수단의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단자를 
구비한 커넥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버퍼수단은; 일측단이 마이크로 컴퓨터의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저항; 일측단
이 접지에 연결되는 제2저항; 일측단이 상기 커넥터의 상기 제1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3저항; 베이스가 
상기 제1저항의 다른 측에 연결되고, 이미터가 전원단자에 연결되며, 콜렉터는 상기 제2, 제3저항에 연결
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애노드가 상기 제3저항의 일측과 상기 커넥터의 제1출력단자 사이의 접점에 
연결되고, 캐소드가 상기 전원단자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사이의 접점에 연결된 제1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 및 애노드가 상기 접지단자에 연결되고, 캐소드가 상기 제3저항의 일측과 
상기 커넥터의 제1출력단자 사이의 접점에 연결된 제2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로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기기 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제2버퍼수단은; 그 일측단이 전원단자의 일측에 연결되는 제1저항; 그 일측단이 상기 커
넥터의 제1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2저항; 그 일측단이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제3저항; 베이스는 상기 제2, 
제3저항의 다른 측에 연결되고, 이미터는 상기 접지단자에 연결되며, 콜렉터는 상기 제1저항의 다른 측에 
연결되며 마이크로 컴퓨터의 입력단자에 연결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애노드가 상기 커넥터의 제1입
력단자와 상기 제2저항의 일측사이의 접점에 연결되고, 캐소드는 상기 전원단자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콜
렉터 사이의 접점에 연결되고, 제1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 및 애노드가 상기 접지단
자에 연결되고, 캐소드는 상기 커넥터의 제1입력단자와 상기 제2저항의 일측사이의 접점에 연결된 제2바
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버퍼수단은; 일측단이 마이크로 컴퓨터의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1저항; 일측단
이 접지에 연결되는 제2저항; 일측단이 상기 커넥터의 상기 제2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3저항; 베이스가 
상기 제1저항의 일측에 연결되고, 이미터가 전원단자에 연결되며, 콜렉터는 상기 제2, 제3저항의 일측에 
연결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애노드가 상기 제3저항의 일측과 상기 커넥터의 제2출력단자 사이의 접
점에 연결되고, 캐소드가 상기 전원단자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사이의 접점에 연결된 제1바이어스
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 및 애노드가 상기 접지단자에 연결되고, 캐소드가 상기 제3저항의 일
측과 상기 커넥터의 제2출력단자 사이의 접점에 연결된 제2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기기 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제4버퍼수단은; 그 일측단이 전원단자의 일측에 연결되는 제1저항; 그 일측단이 상기 커
넥터의 제2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제2저항; 그 일측단이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제3저항; 베이스는 상기 제2, 
제3저항의 다른 측에 연결되고, 이미터는 상기 접지단자에 연결되며, 콜렉터는 상기 제1저항의 다른 측에 
연결되며 마이크로 컴퓨터의 입력단자에 연결된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애노드가 상기 커넥터의 제1입
력단자와 상기 제2저항의 일측사이의 접점에 연결되고, 캐소드는 상기 전원단자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콜
렉터 사이의 접점에 연결되고, 제1바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 및 애노드가 상기 접지단
자에 연결되고, 캐소드는 상기 커넥터의 제2입력단자와 상기 제2저항의 일측사이의 접점에 연결된 제2바
이어스용 및 트랜지스터 보호용 다이오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장치.

11-6

1019960034772



청구항 7 

메인모니터 상에서 서브모니터 상태를 검색하고, 서브모니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와 변화된 데이터
값을 컴퓨터를 통해 입력하여 전송하는 서브모니터 셋업준비단계; 및 상기 서브모니터 셋업준비단계에서 
전송된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셋업된 서브모니터가 선택되고, 전송된 데이터값에 의해 선택된 모니터를 셋
업하는 서브모니터 셋업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서브모니터 셋업준비단계는 컴퓨터의 전원이 온되면 다수개의 서브모니터들을 제어하기 
위한 키보드의 키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의 판단결과, 다수개의 서브모니
터들의 상태를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 서브모니터들을 오토 디렉팅하는 제2단계; 상기 제2단계에서 오토 
디렉팅된 서브모니터들의 연결상태를 메인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의 디스플레
이된 서브모니터들 중 제어하고자 하는 서브모니터를 컴퓨터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선택하는 제4단계; 상
기 제4단계에서 선택된 서브모니터의 각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데이터를 메인모니터 상
에 디스플레이 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에서 디스플레이된 각 기능중 제어할 기능을 컴퓨터의 키보
드를 이용하여 선택하고 그 데이터값을 변화한 후 통신수단을 통해 서브모니터로 전송하는 제6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기기 시스템의 모니터제어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모니터 셋업단계는 상기 제2모니터를 통해 수신된 제어신호가 수신 서브모니터
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의 판단결과, 수신 서브모니터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능에 대한 데이터 값이 변화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2단계; 상기 제2단계의 판단결과, 
변화된 데이터값이 있는 경우 그 변화된 데이터값에 의해 서브모니터를 셋업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
의 셋업 완료후 또다른 서브모니터를 제어하기 위한 키보드의 모니터 선택키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판단
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제4단계의 판단결과, 서브모니터를 선택하기 위한 키신호가 입력된 경우 제어하고
자하는 서브모니터를 선택하는 단계를 반복수행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
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의 판단결과, 서브모니터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서브모니터의 제어단계에서 수신된 제어신호가 수신 서브모니터
에 해당되는 제어신호가 아닌 경우 시리얼로 연결된 다른 서브모니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의 판단결과, 변화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제어할 모니터를 선택하기 위한 
키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통신시스템의 모니터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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