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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이동 전화기에서 RGB 데이터와 YUV 데이터의 상이한 2가지 컬러 이미지 포맷을 동시에 컬러 디스
플레이장치에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YUV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메모리
와, 제1메모리로부터 리드되는 YUV 데이터를 RGB 데이터로 변환하는 YUV-RGB 변환기와, RGB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2메모리와, YUV, RGB 데이터를 제1,제2메모리에 각각 라이트시키며 제1메모리에 저장된 YUV 데이터를 YU
V-RGB 변환기를 통해 RGB 데이터로 변환하여 리드함과 동시에 제2메모리에 저장된 RGB 데이터를 리드하고 온 스크
린 디스플레이를 위해 믹싱하여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로 출력하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구비하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어부는, 제1,제2메모리를 교호적으로 반복되게 라이트 인에이블시킨 다음에 리드 인에이블시키는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여 제1,제2메모리에 인가하는 타이밍신호 발생기와, YUV-RGB 변환기로부터 입력되는 RGB 데이터와 
제2메모리로부터 입력되는 RGB 데이터를 믹싱하여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로 출력하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믹서를 구
비한다.
    

 - 1 -



등록특허 10-0374567

 
대표도

도 1

색인어
휴대용 이동 전화기, 컬러 디스플레이, 컬러 이미지 데이터 포맷.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컬러 디스플레이 구동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의 타이밍신호의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이동 전화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를 구비하는 휴대용 이동 전화기에 관한 것이
다.

최근 VOD(Video On Demand) 기능이나 텔레비젼 방송 수신 기능 또는 화상 전화 기능등을 구비한 휴대용 이동 전화
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휴대용 이동 전화기는 컬러 LCD(Liquid Crystal Diplay)와 같은 컬러 디스플레이장치
를 구비하여 컬러 화상(color image)을 디스플레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디지털 컬러 화상을 표현하는 이미지 포맷은 컬러 컴퓨터 그래픽이나 컬러 텔레비젼에 이용되는 'RGB' 포맷 이외
에도 'YUV' 또는 'YIQ'를 비롯한 여러가지 포맷이 있다. RGB 포맷은 컬러 화상을 R(Red), G(Green), B(Blue) 성분
으로 표현하는 형식이고, YUV 포맷은 하나의 휘도(luminance) 성분 Y과 두개의 색(color) 성분 U,V로 컬러 화상을 
표현하는 형식이며, YIQ 포맷은 YUV 포맷과 유사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컬러 이미지 포맷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휴대용 이동 전화기가 RGB 데이터에 따라 구동되어 RGB 데
이터에 따른 컬러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는 RGB 포맷의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를 채용한 경우에는 YUV 데이터는 컬러 이
미지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휴대용 이동 전화기의 외부로부터 수신한 256 컬러의 RGB 데이터에 따른 컬러 화상과 내부에서 발생시킨 
트루(true) 컬러의 YUV 데이터에 따른 배경용 컬러 화상을 동시에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즉 OSD(On Screen Diap
lay)하여야 할 경우 RGB 포맷의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RGB 데이터와 YUV 데이터의 상이한 2가지 컬러 이미지 포맷을 동시에 컬러 디스플레이장치
에 OSD할 수 있는 컬러 디스플레이 구동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
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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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컬러 디스플레이 구동장치의 블록 구성도를 보인 것으로, 제1,제2래치(10,18)와, 제
1,제2메모리(12,20)와,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기(14)와 YUV-RGB 변환기(16)와 OSD 제어부(26)로 구성하며, OS
D 제어부(26)는 타이밍신호 발생기(22)와 OSD 믹서(OSD mixer)(24)로 구성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제1래치(10)에
는 16비트 YUV 데이터가 입력되고, 제2래치(18)에는 8비트 또는 16비트 RGB 데이터가 입력되며, 수평×수직=176
×218픽셀의 디스플레이 포맷을 가지는 RGB 컬러 이미지 포맷의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
를 들어 설명한다. OSD 믹서(24)의 출력단에는 컬러 디스플레이장치의 LCD 드라이버 IC(Integrated Circuit)(도시
하지 않았음)가 접속되어 OSD 믹서(24)로부터 출력되는 RGB 데이터에 따른 컬러 화상을 디스플레이하게 되는데. O
SD 믹서(24)로부터 출력되는 RGB 데이터는 D/A 변환기(Digital-to-Analog convertor)를 통해 RGB 아날로그신호
로 변환되어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를 구동하게 된다. 또한 통상적으로 Y:U=8비트, Y:V=8비트로 2픽셀(pixel)을 표현
함에 따라 1픽셀의 YUV 데이터는 Y:U:V=8:4:4이므로 16비트가 된다. 또한 R:G:B=3:3:2이므로 8비트로 1픽셀을 
표현하며, RGB 16비트 데이터는 2픽셀에 해당한다.
    

    
상기 제1래치(10)는 입력되는 16비트 YUV 데이터를 타이밍신호 발생기(22)로부터 인가되는 타이밍신호에 의해 래치
하여 제1메모리(12)에 라이트하게 된다. 제1메모리(12)는 1프레임(frame)의 YUV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 
MPEG4(Moving Picture Expert Group 4)에 따른 압축시의 포맷인 수평×수직=176×144픽셀로 이루어지는 포맷
의 1프레임의 YUV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러한 제1메모리(12)는 타이밍신호 발생기(22)의 타이밍신호에 의해 라이트 
인에이블될 때 제1래치(10)를 통해 YUV 데이터를 1픽셀씩 입력하여 저장하며 저장된 YUV 데이터를 타이밍신호 발생
기(22)의 타이밍신호에 의해 리드 인에이블될 때 1픽셀씩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기(14)로 출력한다.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기(14)는 제1메모리(12)로부터 리드되는 YUV 데이터를 컬러 디스플레이장치에 따른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변환
하는데, 본 발명의 예에서는 YUV 데이터의 수직 픽셀수를 확장, 즉 144를 218로 1.5배 확장하여 변환한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된 YUV 데이터를 YUV_Y, YUV_U, YUV_V로 나타내면, YUV-RGB 변환기(16)는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된 YUV 16비트 데이터인 YUV_Y, YUV_U, YUV_V를 RGB 24비트 데이터(R,G,B 각각 8비트)로 변환하여 
OSD 믹서(24)로 출력한다. 이하에서 YUV-RGB 변환기(16)로부터 출력되는 R,G,B 각각 8비트씩의 RGB 데이터를 
YUV_R, YUV_G, YUV_R로 나타낸다. 상기한 YUV-RGB 변환기(16)의 변환식의 통상적인 예를 들면 하기 수학식 1
과 같다.
    

수학식 1

    
그리고 제2래치(18)는 입력되는 8비트 또는 16비트 RGB 데이터를 타이밍신호 발생기(22)로부터 인가되는 타이밍신
호에 의해 래치하여 제2메모리(20)에 라이트하게 된다. 제2메모리(20)는 1프레임의 RGB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 수평×수직=176×218픽셀로 이루어지는 1프레임의 RGB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러한 제2메모리(20)는 타이밍신
호 발생기(22)의 타이밍신호에 의해 라이트 인에이블될 때 제2래치(18)를 통해 RGB 데이터를 1픽셀씩 입력하여 저장
된 8비트 RGB 데이터를 타이밍신호 발생기(22)의 타이밍신호에 의해 리드 인에이블될 때 1픽셀씩 OSD 믹서(24)로 
출력한다. 이하에서 제2메모리(20)로부터 출력되는 8비트 RGB 데이터, 즉 R(3비트), G(3비트), B(2비트)를 RGB_
R, RGB_B, RGB_B로 나타낸다.
    

    
상기 OSD 제어부(26)는 타이밍신호 발생기(22)에서 도 2에 보인 바와 같은 타이밍신호를 발생하여 제1,제2래치(10,
18)와 제1,제2메모리(12,20)에 인가하여 YUV, RGB 데이터를 제1,제2메모리(12,20)에 각각 라이트시키며, 제1메모
리(12)에 저장된 YU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기(14)와 YUV-RGB 변환기(16)를 통해 RGB 데이터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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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리드함과 동시에 제2메모리(20)에 저장된 RGB 데이터를 리드하고 OSD를 위해 믹싱하여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로 
출력한다. 이때 OSD 제어부(22)는 1픽셀의 YUV, RGB 데이터를 제1,제2래치(10,18)를 통해 제1,제2메모리(12,20)
에 저장하고 다시 리드하는 동작을 교호적으로 반복하며, 제1메모리(12)로부터 리드하여 YUV-RGB 변환기(16)를 통
해 입력하는 YUV_R, YUV_G, YUV_B와 제2메모리(20)로부터 리드한 RGB_R, RGB_G, RGB_B를 동시에 OSD 믹서
(24)로 출력한다.
    

    
상기한 타이밍신호 발생기(22)는 제1,제2메모리(12,20)를 교호적으로 반복되게 라이트 인에이블 다음에 리드 인에이
블시키는 도 2와 같은 타이밍신호를 발생하여 제1,제2메모리(12,20)에 인가하게 된다. 도 2의 타이밍신호는 라이트구
간은 '하이'로, 리드구간은 '로우'인 예를 보인 것으로, 이러한 타이밍신호의 주기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장치의 수평주
사주파수에 따른다. 그리고 라이트구간의 라이징 에지(rising edge)에 의해 제1,제2래치(10,18)가 각각 RGB, YUV 
데이터를 래치하게 되고 라이트구간의 '하이'에 의해 제1,제2메모리(12,20)가 라이트 인에이블되며, 리드구간의 '로우'

에 의해 제1,제2메모리(12,20)가 리드 인에이블된다.
    

    
그러므로 타이밍신호의 라이트구간에서 제1메모리(12)는 라이트 인에이블되고 제1래치(10)에 의해 래치되는 YUV 데
이터가 제1메모리(12)에 라이트됨으로써 저장된다. 다음에 타이밍신호의 리드구간에서 제1메모리(12)는 리드 인에이
블되어 저장되어있는 YUV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기(14)로 출력된다.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신호의 
라이트구간에서 제2메모리(20)는 라이트 인에이블되고 제2래치(18)에 의해 래치되는 RGB 데이터가 제2메모리(20)
에 라이트됨으로써 저장된다. 다음에 타이밍신호의 리드구간에서 제2메모리(20)는 리드 인에이블되어 저장되어있는 
RGB 데이터 RGB_R, RGB_G, RGB_B가 OSD 믹서(24)로 출력된다.
    

    
그러므로 OSD 제어부(26)는 YUV_R, YUV_G, YUV_R와 RGB_R, RGB_G, RGB_B를 리드한후, 타이밍신호를 '하이'

로 하여 제1,제2메모리(12,20)를 라이트 인에이블시켜 1픽셀의 YUV 데이터와 1픽셀의 RGB 데이터를 라이트시키고, 
리드한 1픽셀의 YUV_R, YUV_G, YUV_R와 1픽셀의 RGB_R, RGB_G, RGB_B에 따른 데이터를 OSD를 믹싱하여 출
력한 다음에, 타이밍신호를 '로우'로 하여 제1,제2메모리(12,20)를 리드 인에이블시켜 YUV 데이터와 RGB 데이터를 
리드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이하에서 OSD 믹서(24)로 입력되는 YUV_R, YUV_G, YUV_B는 각각 8비트씩의 PICT_R, PICT_G, PICT_B로 나타
내고, RGB_R, RGB_G, RGB_B는 8비트의 RGB_DATA로 나타낸다. 상기한 OSD 믹서(24)는 제2메모리(20)로부터 
1픽셀의 RGB_DATA를 입력하고 YUV-RGB 변환기(16)로부터 1픽셀의 PICT_R, PICT_G, PICT_B를 입력하여 OS
D를 위해 믹싱하여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로 출력한다. 이때 OSD 믹서(24)에서는 8비트의 RGB_DATA를 24비트로 확
장하게 된다. 실제로 RGB_DATA는 상기한 바와 같이 R(3비트), G(3비트), B(2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R,G,B를 
각각 8비트로 확장하는데, 예를 들어 R 또는 G의 3비트가 '110'이면 '11111100'로 변환하고, B의 2비트가 '10'이면 '
11110000'으로 변환한다. 여기서 '110'를 '11111100'로 변환하는 것은 '1'은 '111'로 '0'은 '00'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
10'을 '11110000'로 변환하는 것은 '1'은 '1111'로 '0'은 '0000'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이와 같이 RGB_DA
TA로부터 확장한 데이터를 각각 8비트씩의 INT_R, INT_G, INT_B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면 OSD 믹서(24)에서의 
PICT_R, PICT_G, PICT_B과 INT_R, INT_G, INT_B는 모두 각각 8비트가 된다. 또한 OSD 믹서(24)는 우선적으로 
INT_R, INT_G, INT_B를 출력하는데, INT_R, INT_G, INT_B에서 미리 지정한 색상이 나올 경우에는 INT_R, INT
_G, INT_B를 출력하지 않고, PICT_R, PICT_G, PICT_B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횐색을 지정하면 INT_R, INT_G, I
NT_B가 모두 '1'일때 흰색이 되는데, 이때 INT_R, INT_G, INT_B는 무시되고 PICT_R, PICT_G, PICT_B를 출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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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YUV 데이터와 RGB 데이터를 1픽셀씩 제1,제2메모리(12,20)에 1프레임분을 저장하고 제1,제2메모리(12,20)
로부터 1픽셀씩 리드함과 아울러 YUV 데이터는 RGB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2메모리(20)로부터 리드한 RGB 데이터와 
함께 믹싱하여 출력함으로써 RGB 데이터와 YUV 데이터의 상이한 2가지 컬러 이미지 포맷을 동시에 하나의 컬러 디스
플레이장치에 OSD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제1,제2래치(10,18)는 입력되는 YUV 데이터와 RGB 데이터가 각각 제1,제2메모리(12,
20)에 라이트되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YUV 데이터와 RGB 데이터의 입력 타이밍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치 않아도 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기(14)도 입력되어 제1메모리(12)에 저장되는 YUV 데이터의 포맷과 
컬러 디스플레이장치의 디스플레이 포맷이 동일하다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
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RGB 데이터와 YUV 데이터의 상이한 2가지 컬러 이미지 포맷을 동시에 컬러 디스플레이
장치에 OSD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를 구비하는 휴대용 이동 전화기에 있어서,

YUV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메모리와,

상기 제1메모리로부터 리드되는 YUV 데이터를 RGB 데이터로 변환하는 YUV-RGB 변환기와,

RGB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2메모리와,

YUV, RGB 데이터를 상기 제1,제2메모리에 각각 라이트시키며, 상기 제1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YUV 데이터를 상기 Y
UV-RGB 변환기를 통해 RGB 데이터로 변환하여 리드함과 동시에 상기 제2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RGB 데이터를 리드
하고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위해 믹싱하여 상기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로 출력하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구
비하며,

상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어부가,

상기 제1,제2메모리를 교호적으로 반복되게 라이트 인에이블시킨 다음에 리드 인에이블시키는 타이밍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제1,제2메모리에 인가하는 타이밍신호 발생기와,

상기 YUV-RGB 변환기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RGB 데이터와 상기 제2메모리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RGB 데이터를 믹싱
하여 상기 컬러 디스플레이장치로 출력하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믹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구
동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모리로부터 리드되는 상기 YUV 데이터를 상기 컬러 디스플레이장치에 따른 디스플레이 포
맷으로 변환하여 상기 YUV-RGB 변환기에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포맷 변환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디스
플레이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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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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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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