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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중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블럭도.

제2도는 상기 제1도의 믹서부를 상세하게 나타낸 회로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OSD 모드를 나타낸 흐름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터들을 나타낸 도면.

제5도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된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극성검출부                                  20 : 저장부          

30 : D/A콘버터                                   40 : OSD IC    

50 : 비데오 카드                                  60 : 믹서부                        

55 :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블랭킹부       70 : 전치증폭부                        

80 : 증폭부                                         90 : CRT

K : 키입력부                                       MP : 마이크로프로세서                       

R1∼R6 : 저항                                    C1 : 콘덴서                          

Q1∼Q3 : 트랜지스터                          D1∼D5 : 다이오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다중모드  모니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판별된 
모니터의  모드와  모니터의  화면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데이타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On  Screen 
Display  :  OSD라  칭함)  기능으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도록  한  다중모드  모니터의  OSD  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키입력에  의해  화면  조절모드가  변화되는  것을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ed  Diode;  이하 
LED라  함)를  구동시켜  사용자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어떤  화면  조절모드가  선택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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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ED  구동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LED  디스플레이  공간을  필요로하며,  LED에  의해서는  단지 선
택된  화면조절모드만  디스플레이  해주어  화면조절모드의  미세  조정상태를  잘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판
별된  모니터의  모드와  키입력에  의해  선택된  화면조절상태를  OSD로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시키도록 
하여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다중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정확한  모드  주파수를  OSD에  의해  디스플레이  시킴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 상태의 제어를 위한 제어데이타를 디
스플레이  시킴으로써  모니터  상태의  제어를  편리하게  하도록  한  다중모드  모니터의  OSD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의  극성을 
검출하는  극성검출부와,  모니터의  화면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입력시키는  키입력부와,  모드에 
따라  조정된  화면제어데이타  및  보정데이타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극성검출부,  키입력부, 저장
부에  연결되며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수직동기신호의  극성  및  주파수에  따라  모드를  판별하고 전
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를  통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
터  인가받는  화면  제어데이타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시키는  D/A콘버터와,  비데오카드의  R/G/B 신호
를  증폭시켜  CRT로  출력시키는  전치증폭부  및  증폭부로  구성되는  다중모드  모니터의  제어회로에 있
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및  D/A콘버터에  연결되어  상기  디스플레이로부터  시리얼로  데이타를 제공받
고  D/A콘버터로부터  도트클럭을  발생시키는  발진주파수를  제공받아  정확한  모드  주파수  및 화면제어
상태를  OSD  문자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시키기  위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와,  상기  온스크린 디스
플레이  IC의  R/G/B  신호라인과  비데오카드  R/G/B  신호라인에  연결되어  상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
에서  출력되는  R/G/B  신호와  상기  비데오카드에서  출력되는  R/G/B를  합성하여  전치증폭부로 출력하
는 믹서부로 이루어지는 다중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장치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모드를  판별하기  위하여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의  극성을  검출하는  극성검출부와,  모니터의  화면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키입력부와 모
드에  따라  조정된  화면제어데이타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극성검출부,  키입력부,  저장부에 연결
되며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수직동기신호의  극성  및  주파수에  따라  모드를  판별하고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를  통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제공받
는  화면제어데이타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시키는  D/A콘버터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시리얼
로  데이타를  제공받고  상기  D/A콘버터의  어드레스를  리드하여  정확한  모드  주파수  및 화면제어상태
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디스플레이시키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와,  상기  온스크린 디스
플레이  IC와  비데오카드에서  출력되는  R/G/B신호을  합성하는  믹서부와,  상기  믹서부의  출력측에 연
결되어  상기  합성신호를  증폭하여  CRT에  출력시키는  전치증폭부  및  증폭부로  이루어진  다중모드 모
니터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부터  OSD  IC로  출력되는  시리얼  클럭,  시리얼  데이타,  주기 
라인을  하이로  셋트시키고  비데오  신호의  출력극성,  동기입력극성,  블랭킹,  스무싱  신호의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와,  몇번째  라인에  어떤  문자  사이즈로  디스플레이할  것인가를  제어해주는 레지스
터와,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화면위치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과정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D/A콘버터  어드레스에  의해  판별된  정확한  모드  주파수  및 화면조
절모드,  제어범위를  OSD로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구모드와  신모드의  비교에  의해  모드  변환이 
있거나  기능상승키,  기능하강키,  레벨상승키,  레벨하강키,  등의  구동에  따라  화면제어상태가 변화되
면  문자디스플레이  위치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를  초기화하고  문자  롬  데이타를  지정해주는 레지스
터에  디스플레이  될  데이타를  로드하여  새로운  데이타를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중
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방법에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블록도로서,  극성검출부(10),  키입력부(K),  마이크로프로세서(MP), 저장부
(20),  D/A콘버터(30),  OSD  IC(40),  비데오카드(50),  믹서부(60),  전치증폭부(70),  증폭부(80), 

CRT(90)로 이루어진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극성검출부(10)는  수평동기신호(H-Sync), 수직동기신호(V-
Sync)의 극성을 검출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의 입력포트(P33, P34)에 인가하게 한다. 

상기  키입력부(K)는  화면의  밝기(BRIGHTNESS),  콘트라스트,  수평사이즈  등과  같은  화면조절모드를 
선택하여  모니터의  화면상태를  제어할  수  있게  하며,  화면조절모드를  순차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기
능상승키(FU)와,  기능하강키(FD)  그리고,  선택된  화면조절모드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레벨상승
키(AU), 레벨하강키(AD)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기능상승키(FU),  기능하강키(FD),  레벨상승키(AU),  레벨하강키(AD)는  상기 마이크로프로
세서(MP)의 포트(P10,P11,P12,P13)와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저장부(20)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의  포트(P22,  P23,  P24,  P25)에  연결되는 
EEPROM(Electric  Erasable  Programmable  ROM)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의  제어에 
따라 화상조절데이타를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D/A콘버터(30)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포트(P20,  P21)에  연결되는  것으로  상기 포
트(21)로부터 인가되는 화면조절데이타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시켜 각 단자를 통해 출력한다.

이때, 단자(1)는 휘도(Brightness), 단자(2)는 콘트라스트(Contrast), 단자(3)는 수평위치(H-
PHASE),  단자(4)는  수평사이즈(H-SIZE),  단자(5)는  사이트핀쿠션(SIDE-PIN),  단자(6)는 수직중심(V-
CENTER),  단자(7)는  수직사이즈(V-SIZE),  단자(8)는  수평트랩(H-TRAP),  단자(9)는 수직리니어니티
(V-LIN),  단자(10)는  수평발진주파수(H-OSC),  단자(11)는  수직발진주파수(V-OSC),  단자(12)는  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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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주파수(OSD-OSC)를 제어하게 한다.

그리고,  상기  OSD  IC(40)는  상기  D/A콘버터(30)의  단자(12)에서  출력되는  OSD 발진주파수(OSD-
OSC)를  제공받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의  포트(P23,  P24,  P25)에  연결되어  시리얼로  데이타를 
전송받고,  수평동기신호(H-Sync)와  수직동기신호(V-SYNC)를  제공받아  현재의  모드  및  현재의 화면조
절상태 등을 모니터 화면에 OSD 상태로 디스플레이 해준다. 

한편,  상기  믹서부(60)는  비데오카드(50)의  R/G/B  신호라인과  상기  OSD  IC(40)의  R/G/B  신호라인에 
연결되어  OSD신호와  비데오카드(5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합성하고,  상기  믹서부(60)의 출력단에
는  상기  믹서부(60)에서  출력되는  합성신호를  증폭하는  전치증폭부(70)  및  증폭부(80)가  연결되고 
상기 증폭부(80)의 출력단에는 CRT(90)가 연결되어 상기 믹서부(60)에서 합성된 신호가 출력된다.

또한,  상기  비데오카드(50)  및  OSD  IC(40)와  믹서부(60)  사이에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블랭킹부
(55)가 개재된다.

상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블랭킹부(55)의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단에는  베이스  전류  제한용 저항
(R5)과  역전류  방지용  및  OSD  IC  보호용  다이오드(D2)를  통해  상기  OSD  IC(40)의 블랭킹신호라인
(BLK)이  연결되고  에미터단은  접지되며  콜렉터단에는  콜렉터  전류  제한용  저항(R5)과  비데오신호 보
호용 다이오드(D3,D4,D5)를 통해 상기 비데오카드(50)의 R/G/B 신호라인이 연결된다.

제2도는  상기  믹서부(60)를  상세하게  나타낸  회로도로서,  베이스단에  상기  비데오카드(50)의  R/G/B 
신호라인이  연결되는  트랜지스터(Q1)와  베이스단에  상기  OSD  IC(40)의  R/G/B  신호라인이  연결되는 
트랜지스터(Q2)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Q1,  Q2)의  에미터단끼리  연결되어  상기  비데오카드(50)로부터  출력되는 
R/G/B 신호와 상기 OSD IC(40)로부터 출력되는 R/G/B 신호를 합성하여 전치증폭부(7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트랜지스터(Q2)의  베이스단에  연결되는  저항(R1)은  베이스  전류  제한용  저항이고, 다이
오드(D1)은  역전류  방지  및  OSD  IC(40)  보호용이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Q1,  Q2)의  에미터단에 
연결되는  저항(R2,  R4)은  에미터  전류  제한용이고,  콘덴서(C1)는  DC  커플링용이며,  저항(R3)은 비데
오신호 밴드 폭보호용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OSD모드를  나타낸  흐름도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MP)에  의해  판별된 구모드
를  범용  레지스터(A)에  로드시키는  스텝(S1)과,  구모드가  로드된  범용  레지스터(A)와 신(현재)모드
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판별스텝(S2)과,  구모드와  신모드가  같으면  키입력부(K)로부터  키입력이 있는
지를  스캔하는  스텝(S3)과,  키  스캔에  의해  키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능키  플랙이  셋트되었는지 
판단하는  판별스텝(S4)과,  상기  판별스텝(S2)에서  구모드와  신모드가  같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능
키  플랙이  셋트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데이타를  모니터  화면에   OSD로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L문자  디스플레이  위치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R76)를  초기화하는  스텝(S5)과,  상기 레지스터(R76)
가  초기화되면  문자  롬  데이타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R77)에  디스플레이될  데이타를  로드하는 스텝
(S6)과,  OSD  기능으로  변경된  모드나  화면조절데이타를  일정시간  디스플레이시키는  스텝(S7,  S8)과 
일정시간  디스플레이가  끝나면  마이크로프로세서(MP)로부터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스텝(S9)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4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들로서,  레지스터(R70)의  0번  비트는  Non-Interlace  상태,  1번 
비트는  디스플레이되는  문자를  매끄럽게  해주기  위한  스무싱(Smoothing)  상태,  2번  비트는  블랭킹 
신호  상태,  3·4번  비트는  수평/수직동기  극성상태,  5.  6.  7번  비트는  비데오신호의  출력극성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레지스터(R71∼R73)는  6라인이  디스플레이되는  경우를  보인  것이고,  각  라인에 디스플레이
되는 문자-사이즈는 사이즈 2, 사이즈 1로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레지스터(R74,  R75)는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화면  위치를  선택하게  하며, 레지스터
(R76)는  32×6  라인의  문자  디스플레이  위치를  지정해주고,  레지스터(R77)는  문자  롬  데이타를 지정
해준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모니터  화면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1라인과  2라인에는  모드에  따른 수평
동기  주파수와  수직동기주파수가  디스플레이되고,  3라인과  4라인에는  키입력부(K)에  따른 화면조절
모드와 제어범위가 디스플레이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MP)는  포트(P31,  P32)를  통해  입력되는 수평동기신
호(H-Sync),  수직동기신호(V-Sync)의  주파수  및  상기  극성검출부(10)로부터  포트(P33,  P34)로 인가
되는  수평동기신호(H-Sync),  수직동기신호(V-Sync)의  극성으로  모니터의  모드를  판별하고,  이 모드
에 따른 데이타를 포트(P20,P21)를 통해 D/A콘버터(30)로 인가한다.

그리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는  상기  키입력부(K)의  기능상승키(FU),  기능하강키(FD)의 구동
에 따라 상기D/A콘버터(30)의 단자(1∼12)가 화면조절모드를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도록 한다.

즉,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는  수평동기신호(H-Sync),  수직동기신호(V-Sync)의  주파수  및 극성으
로  모니터의  모드를  검출하여  이  모드에  따라  수평발진주파수(H-osc),  수직발진주파수(V-osc)를 결
정하는 화상조절데이타를 상기 D/A콘버터(30)에 인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는  레벨상승키(AU),  또는  레벨하강키(AD)의  구동에  따라  상기 기
능상승키(FU),  기능하강키(FD)에  의하여  선택된  단자로부터  출력되는  화상조절신호의  레벨이  상승 
또는 하강되도록 하여 각각의 화상조절모드에 대해 미세 조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는  기능상승키(FU),  기능하강키(FD),  레벨상승키(AU), 레벨하강
키(AD)의 구동에 의하여 변경된 화면조절데이타를 EEPROM으로 된 저장부(20)에 저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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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OSC  IC(40)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로부터  데이타를  시리얼로  전송받아  모드에 따
라 주파수 상태와 화면조절모드, 제어범위 등을 OSD 상태로 모니터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킨다.

이때,  OSD  문자는  수평주파수  및  수직주파수에  따라  디스플레이되는데,  다중모드  모니터에서는 수평
/수직  주파수가  자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디스플레이  타이밍이  변하게  되어  글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며,  또한,  수평  주파수가  높아지면  문자의  폭이  넓어져서  하드웨어적인  문자 사이
즈가 변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MP)는  입력되는  수평/수직  동기주파수를 카운
트하여  그  데이타를  D/A콘버터(30)로  출력하고,  상기  D/A콘버터(30)는  동기주파수에  따라 리니어하
게  전압을  변화시켜  OSD  IC(40)의  발진주파수(OSD-OSC)를  조정하여  각  모드의  동기주파수에  따라 문
자 사이즈가 변하는 것이 자동으로 보정된다.

여기서,  상기  OSD  IC(40)의  발진주파수(OSD-OSC)는  OSD  문자가  디스플레이되도록  도트  클럭을 생성
하는  부분으로  상기  D/A콘버터(30)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조정되어  OSD  문자가  화면에 디스플레
이 된다.

한편,  믹서부(60)는  상기  OSD  IC(40)의  R/G/B  신호와  비데오카드(50)의  R/G/B  신호를  제공받아  두 
비데오신호를 합성한 후 전치증폭부(70)와 증폭부(80)에서 증폭시켜 CRT(90)에 디스플레이 시킨다.

그리고,  컴퓨터의  칼라모니터는  원색이어서  OSD문자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될  때  원래의 비데오신호
와  구별하기  힘들므로  상기  OSD  IC(40)의  블랭킹  신호단(BLK)을  상기  비데오카드(50)의  R/G/B 신호
라인에 연결하여 OSD IC(40)가 동작하여 문자가 디스플레이 될 때 OSD문자 디스플레이 부분만 
CRT(90)에서  비데오카드(50)에서  출력되는  비데오신호를  뮤트시켜  OSD  문자의  바탕색을  검게  만들어 
OSD 문자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즉,  상기  OSD  IC(40)의  블랭킹  신호(BLK)는  디스플레이  OSD  IC의  폰트  위치에서  하이신호를 온스크
린  디스플레이  블랭킹(55)의  스위치용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단으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트랜
지스터(Q3)는  NPN  타입이므로  하이  신호가  입력될  때에만  턴온되고  상기  트랜지스터(Q3)가  턴온되면 
상기  트랜지스터(Q3)의  콜렉터단에는  로우신호가  인가되어  상기  비데오카드(50)의  R/G/B  신호는 뮤
트되고 대신 그 부분은 검게 디스플레이 된다.

이때,  상기  믹서부(60)의  트랜지스터(Q1,  Q2)는  파형을  보정하기  위한  버퍼용이므로  상기 트랜지스
터(Q1,  Q2)의  에미터단에서  상기  비데오카드(50)의  출력신호와  OSD  IC(40)의  출력신호가  합성되고 
OSD 문자가 디스플레이되는 부분의 배경만 검게 되어 그 위로 OSD 문자가 디스플레이 된다.

여기서,  R/G/B  신호의  조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OSD  IC(40)의  컬러는  8컬러를  만들  수  있으며,  OSD 
IC(40)의 휘도 신호(Y)까지 이용하면 16컬러까지 만들 수 있다.

이때,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위해  OSD  IC(40)는  초기상태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상기 마이크로프로
세서(MP)의  포트(P23,  P24,  P25)를  통해  입력되는  시리얼  클럭(SCLK),  시리얼  데이타(SDATA),  주기 
라인(Period)을 모두 하이로 셋트시키고, 각각의 제어 레지스터들을 초기화 시킨다.

여기서,  제어  레지스터는  각각  8bit로  이루어지며,  레지스터(R70)는  비데오신호의  출력극성, 동기신
호의  입력극성,  인터레이스,  블랭킹,  스무싱(Smoothing)  상태  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레지스터
(R71∼R73)는  CRT화면에  6라인이  OSD로서  디스플레이  되는  경우를  보인  것으로,  4번째  라인에  문자 
크기는 사이즈 1로 하고 싶으면 레지스터(R72)의 6번 비트와 4번 비트가 1로 셋트된다.

그리고,  레지스터(R74,  R75)는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화면위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문자가 
디스플레이 될 위치가 지정된다.

따라서,  OSD  IC(40)와  레지스터들의  초기화가  끝나면,  상기  OSD  IC(40)는  수평동기신호(H-Sync), 수
직동기신호(V-Sync)의  주파수  대역  및  극성에  의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에서  판별된  모드를 
읽어오고, D/A콘버터(30)의 어드레스를 읽어와 온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 해준다. 

이때,  읽어온  D/A콘버터(30)  어드레스는  제어하고자  하는  화면조절모드  및  제어범위  등을  알려주며, 
D/A콘버터(30) 어드레스가 변함에 따라 화면조절모드 및 제어범위가 달라진다.

여기서,  제5도는  모니터  화면에  OSD로  나타나는  예를  4라인으로  보인  것으로,  모드가  바뀌면 수평/
수직  동기  카운터  레지스터로부터  수평동기주파수  및  수직동기주파수를  읽어와  그  데이타를  1라인과 
2라인에  디스플레이하고,  기능키(FU,  FD,  AU,  AD)가  입력되어  선택된  화면조절모드와  제어범위를 3
라인과 4라인에 디스플레이 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MP)는  모니터의  모드가  달라지거나  화면조절모드  등이 변경되
면  변경된  데이타들을  디스플레이  해주어야  하므로,  수평/수직동기에  만들어진  모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으면  구모드라하고  현재  디스플레이될  모드를  신모드라고  한  후,  스텝(S1)에서 범용레지스터
(A)에서 구모드를 로드시킨다.

그리고,  구모드가  로드된  범용레지스터(A)와  현재  디스플레이될  신모드를  스텝(S2)에  의하여 비교하
여  구모드와  신모드가  다르면  문자  디스플레이  위치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R76)를  초기화하는 스텝
(S5)으로  점프하고,  구모드와  신모드가  같으면  키입력부(K)를  체크하여  입력된  키가  있는지를 스캔
한다.

이때,  입력되는  키가  있으면  입력되는  키에  따라  화면조절모드나  디스플레이된  화면조절모드의 제어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키플랙이  셋트된다.  따라서,  판별스텝(S4)에  의하여  키플랙이  셋트되었다고 
판단되면 레지스터(R76)를 초기화하는 상기 스텝(S5)으로 진행한다.

상기  스텝(S5)은  상기  판별스텝(S2)에서  구모드와  신모드가  다르거나  상기  판별스텝(S4)에서  새로운 
키입력에  의해  기능  키  플래그가  셋트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수행되는  것으로,  문자  디스플레이 위치

8-4

95-008714



를  지정해  주는  레지스터(R76)를  초기화  한다.  여기서,  상기  레지스터(76)는  32×6  라인을  예로 들
고 있다.

그리고  나서,  스텝(S6)에  의하여  문자  롬  데이타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R77)에  디스플레이될 데이
타가  1라인씩  로드되고,  스텝(S7)에  의하여  상기  제5도와  같이  OSD로  변환된  모드  및  선택된 화면조
절모드, 제어범위 등이 한 라인씩 모두 디스플레이 된다.

그리고,  스텝(S8)이  수행되어  일정시간  디스플레이되다가  사라지면  스텝(S9)에  의하여  인터럽트가 
허용된다.

여기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상태를  사용자의  기호에  맞도록  조절하고  싶으면 키입력부
(K)의 기능상승키(FU) 및 기능하강키(FD)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기능상승키(FU)  및  기능하강키(FD)를  이용하여  각  모드별로  원하는 화상데이타
를  저장부(20)에  저장한  후  모드에  따른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가  인가되면  상기 저장부(2
0)에  저장된  화면조절데이타를  인출하여  상기  D/A콘버터(30)에  인가함으로써  모니터의  화상이 조절
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화면조절모드로  콘트라스트를  선택하였다고  하면,  콘트라스트를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레벨 상승키(AU) 및 레벨하강키(AD)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본  발명은  푸시  버튼식으로  구성된  키입력부를  라운드형  스위치를  사용하여  공간을 최소화시
킬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다중모드  모니터에서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수직동기신호의  주파수  및 
극성에  의해  판별된  모드와  기능키의  입력에  의해  선택된  화면조절모드와  제어범위를  OSD  기능으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시킴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모니
터의 화면상태제어가 편리하며 다수의 LED가 제거되어 시스템의 공간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의  극성을  검출하는  극성검출부와,  모니터의  화면상태를 제
어하기  위한  신호를  입력시키는  키입력부와,  모드에  따라  조정된  화면제어데이타  및  보정데이타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극성검출부,  키입력부,  저장부에  연결되며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수직동
기신호의  극성  및  주파수에  따라  모드를  판별하고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하
나  이상의  출력단자를  통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인가받는  화면제어데이타를 아날로그신호
로  변환시키는  D/A콘버터와,  비데오카드의  R/G/B  신호를  증폭시켜  CRT로  출력시키는  전치증폭부  및 
증폭부로  구성되는  다중모드  모니터의  제어회로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D/A콘버터에 
연결되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시리얼로  데이타를  제공받고  D/A콘버터로부터  도트클럭을 발
생시키는  발진주파수를  제공받아,  정확한  모드주파수  및  화면제어상태를  OSD  문자로  CRT에 디스플레
이시키기  위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40)와,  상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40)의  R/G/B 신호라인
과  비데오카드의  R/G/B  신호라인에  연결되어  상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40)  에서  출력되는  R/G/B 
신호와  상기  비데오카드에서  출력되는  R/G/B  신호와  상기  비데오  카드에서  출력되는  R/G/B  신호를 
합성하여  전치증폭부로  출력하는  믹서부(60)로  이루어지는  다중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베이스단에는  상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40)의  블랭킹단자(BLK)가  연결되고 에
미터단은  접지되며  콜렉터  콜렉터단에는  다이오드(D3,  D4,  D5)를  통해  비데오카드의  R/G/B  신호단이 
연결되는  트랜지스터(Q3)로  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블랭킹부(55)를  구비하여  비데오카드에서 출력
되는  R/G/B  신호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문자영역에서만  뮤트시키는  다중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
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믹서부(60)는  베이스단에는  상기  비데오카드의  R/G/B  신호단이  연결되는 트랜
지스터(Q1)와,  베이스단에는  상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40)의  R/G/B  신호단이  연결되고 에미터단
에는  상기  트랜지스터(Q1)의  에미터단과  연결되어  비데오카드의  R/G/B  신호와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40)의   R/G/B  신호를  합성하여  전치증폭부로  출력하는  트랜지스터(Q2)로  이루어지는  다중모드 모
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Q2)의  에미터단에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40)에서  출력되는 
R/G/B  신호의  밴드폭을  보호해주는  저항(R3)이  구비되는  다중모드  모니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장
치.

청구항 5 

모드를  판별하기  위하여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의  극성을  검출하는  극성검출부와,  모니터의 
화면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키입력부와  모드에  따라  조정된  화면제어데이타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
기  극성검출부,  키입력부,  저장부에  연결되며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수직동기신호의  극성  및 주파
수에  따라  모드를  판별하고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를 통
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제공받는  화면제어데이타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시키는 D/A콘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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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시리얼로  데이타를  제공받고  상기  D/A콘버터의  어드레스를 리드하
여  정확한  모드  주파수  및  화면제어상태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디스플레이시키는 온스크
린  디스플레이  IC와  상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IC와  비데오카드에서  출력되는  R/G/B  신호를 합성하
는  믹서부와  상기  믹서부의  출력측에  연결되어  상기  합성신호를  증폭하여  CRT에  출력시키는 전치증
폭부  및  증폭부로  이루어진  다중모드  모니터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부터  OSD  IC(40)로 출
력되는  시리얼  클럭(SCLK),  시리얼  데이타(SDATA),  주기  라인(period)을  하이로  셋트시키고 비데오
신호의  출력극성,  동기입력극성,  인터레이스,  블랭킹,  스무싱  신호의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와, 
몇번째  라인에  어떤  문자  사이즈로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를  제어해  주는  레지스터와,  수평/수직 동
기신호를  기준으로  화면위치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  초기화  과정과,  상기 마이크로프
로세서와  D/A콘버터  어드레스에  의해  판별된  정확한  모드  주파수  및  화면조절모드,  제어범위를 OSD
로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과,  구모드와  신모드의   비교에  의해  모드  변환이  있거나  기능상승키(FU), 
기능하강키(FD),  레벨상승키(AU),  레벨하강키(AD)  등의  구동에  따라  화면제어상태가  변화되면  문자 
디스플레이  위치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를  초기화하고  문자  롬  데이타를  지정해주는  레지스터에 디
스플레이될  데이타를  로드하여  새로운  데이타를  디스플레이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중모드 모니
터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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