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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장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
플레이부와의 사이에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후방커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본체와 상기 디스플레이본체를 지지하는 지지
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나타내는 디스플레이처리부
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의 팝업시간을 지정하는 입력부와; 시간을 측정하여 상기 입
력부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팝업시간임을 알리는 타이머와; 상기 타이머로부터 상기 팝업시간임을 알리는 신호를 전달받은
때 상기 팝업창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를 컨트롤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OSD를 자동 팝업하는 디스플레이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블록

  도 2a는 도 1의 타이머 설정을 위한 메뉴를 포함한 PIP설정 화면

  도 2b는 도 2a의 타이머 메뉴의 OSD 자동 팝업 시간 설정 화면

  도 2c는 도 2b의 화면을 통해 설정된 팝업시간에 OSD 자동 팝업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난 모습

  도 3은 도 1의 디스플레이처리부의 제어블록의 일 실시예

  도 4는 도 1의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입력부 13 :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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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타이머 17 : 제어부

  19 : 디스플레이처리부 21 : 디스플레이부

  191 : 멀티플렉서 193 : 메인소스캡쳐버퍼

  195 : 서브소스캡쳐버퍼 196 : 픽셀드롭부

  197 : 프레임 메모리 199 : PIP 오버레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능을 가지
는 OSD를 자동 팝업하는 디스플레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OSD란 사용자가 알아야 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별도의 영상 신호 입력 없이 모니터 자체적으로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니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설정 항목과 관계된 조작과 화면표시를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항목 설정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직접 조작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PIP기능을 가지는 디스플레이장치
에 있어서, 문서 작업중 특정 TV 프로그램을 PIP기능을 이용하여 시청하려면 TV 프로그램 방영시간에 맞추어 사용자가
직접 PIP기능을 실행해야 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OSD를 자동 팝업하는 디스플레이장치 및 그 제
어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플레이부와의 사이에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후방커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본체
와 상기 디스플레이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디스
플레이부에 나타내는 디스플레이처리부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의 팝업시간을 지정
하는 입력부와; 시간을 측정하여 상기 입력부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팝업시간임을 알리는 타이머와; 상기 타이머로부터 상
기 팝업시간임을 알리는 신호를 전달받은 때 상기 팝업창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를 컨
트롤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실행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일부분에 나타나도록 하는 PIP실행부인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상기 디스플레이장치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PIP실행변수값을 더 지정할 수 있고, 상기 입력부로부터 전달받은 상
기 PIP실행변수값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상기 PIP실행부를 선택한 때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PIP실행변수값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PIP가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상기 팝업창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전체화면실행부가 더 마련되어 있고, 상
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상기 전체화면실행부를 선택한 때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
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상기 PIP의 위치와 크기와 투명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PIP실행의 온오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플레이부와의 사이에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후방커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본체와 상기 디스플레이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
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의 팝업시간을 지정하는 단계와; 시간을 측정하는 단
계와; 측정된 시간과 상기 지정된 팝업시간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일치하는 경우 상기 팝업창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실행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일부분에 나타나도록 하는 PIP실행부인 것이 바람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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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팝업시간을 지정한 후 PIP실행변수값을 지정하는 단계와, 지정된 PIP실행변수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고, 사용자가 상기 PIP실행부를 선택한 때 저장된 상기 PIP실행변수값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PIP를 나타내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팝업창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전체화면실행부가 더 마련되어 있고, 사
용자가 상기 전체화면실행부를 선택한 때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타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상기 PIP의 위치와 크기와 투명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상
기 PIP실행의 온오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입력부(11)와 타이머(15)와 제어부(17)와 디스플레이처리부(19)와 디스플레이부
(21)를 포함한다.

  입력부(11)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의 팝업시간으로 상기
타이머(15)에 전달한다.

  타이머(15)는 시간을 측정하여 현재 시간이 상기 입력부(11)로부터 전달받은 팝업시간인 경우 상기 제어부(17)에 전달한
다.

  제어부(17)는 상기 타이머(15)로부터 상기 팝업시간임을 알리는 신호를 전달받은 때 상기 팝업창에 대한 신호를 상기 디
스플레이처리부(19)에 보낸다.

  디스플레이처리부(19)는 디스플레이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나타내는데, 상기 제어부(17)로부터 팝
업창에 대한 신호를 전달받은 때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PIP기능인 경우,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PIP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이 상기 디스플레이부(21)
에 나타나도록 자동팝업시간을 설정한다.

  PIP(Picture in Picture)기능이란 화면 안에 또 화면이 있다는 뜻으로 두가지 입력신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이다.
PIP기능을 가진 TV와 같은 경우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띄우는 기능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PC 뿐만아니라
TV나 Video 같은 다른 소스(source)를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에서는 Analog PC 또는 Digital PC와 같은 PC계열을 메인
화면으로 둔 채 TV, Video, S-Video, Component와 같은 Video 계열을 서브화면으로 띄우거나, 반대로 Video계열을 메
인화면으로 둔 채 PC계열을 서브화면으로 띄우는 현상을 말한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PIP실행을 위하여 상기 입력부(11)를 통해 PIP실행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PIP실
행변수로는 PIP 온오프와 PIP 사이즈와 PIP 포지션과 PIP 투명도를 포함한다.

  PIP 온오프는 PIP실행기능이 온상태인지 오프상태인지를 나타내며, PIP 사이즈와 PIP 포지션은 각각 메인화면에 나타나
는 서브화면의 크기와 메인화면에 나타나는 서브화면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PIP 투명도는 서브화면이 메인화면을 바
탕으로 투명하게 나타나는 투명상태 혹은 서브화면이 나타나는 곳은 메인화면이 서브화면에 의해 가려져 나타나지 않는
불투명상태를 의미한다.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PIP실행변수값은 메모리(13)에 저장된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PIP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이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나타나도록
자동팝업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am/pm, Hour, Min는 각각 자동팝업이 오전 혹은 오후 몇시 몇분에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자동팝업시간을 설정하면 지정된 시간에 PIP실행부와 전체화면실행부를 포
함한 팝업창이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나타난다.

  PIP는 PIP실행부를 나타내는데, 사용자가 PIP실행부를 선택한 경우 상기 제어부(17)는 상기 메모리(13)에 저장된 PIP실
행변수값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PIP가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19)를 컨트롤한다.

  Full은 전체화면실행부를 나타내는데, 사용자가 Full을 선택한 경우 상기 제어부(17)는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사용자
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19)를 컨트롤한다.

  그리고 Cancel은 PIP기능 실행의 취소를 나타낸다.

  디스플레이처리부(19)에 의한 PIP기능 구현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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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처리부(19)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 191)와 메인소스캡쳐버퍼(Main Source Capture Buffer, 193)와 서
브소스캡쳐버퍼(Sub Source Capture Buffer, 195)와 픽셀드롭(Pixel Drop)부(196)와 프레임메모리(Frame Memory,
197)와 PIP 오버레이(Overlay)부(199)를 포함한다.

  상기 멀티플렉서(191)는 두가지 입력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디스플레이부(21)의 메인화면데이터가 되는 메인인풋(Main
Input)과 상기 디스플레이부(21)의 서브화면데이터가 되는 서브인풋(Sub Input)을 각각 상기 메인소스캡쳐버퍼(193)와
상기 서브소스캡쳐버퍼(195)로 전달한다.

  상기 메인소스캡쳐버퍼(193)는 전달받은 상기 메인인풋신호를 캡쳐하여 상기 PIP오버레이부(199)에 전달하고, 상기 서
브소스캡쳐버퍼(195)는 전달받은 상기 서브인풋신호를 캡쳐하여 상기 픽셀드롭부(196)로 전달한다.

  그리고 상기 픽셀드롭부(196)는 서브화면데이타가 상기 디스플레이부(21)의 일부분에 나타나는 작은 이미지가 되도록
픽셀수를 떨어뜨린 후 상기 프레임메모리(197)에 전달한다.

  상기 프레임메모리(197)는 한 화면의 데이타를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13)로서 주로 SRAM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메
인인풋신호가 상기 PIP오버레이부(199)에 전달되는 클록수를 기준으로 상기 서브인풋신호를 상기 PIP오버레이부(199)에
전달한다.

  상기 PIP오버레이부(199)는 전달받은 상기 메인인풋신호와 상기 서브인풋신호를 종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 전
달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는 PIP가 구현된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어흐름을 설명한다.

  사용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의 팝업시간을 입력한다(S11). 그리고, 사용자가 원
하는 기능이 PIP기능인 경우 상기 입력부(11)를 통해 PIP 위치와 크기와 투명도와 PIP 온오프를 포함하는 PIP실행변수값
을 더 지정한다(S13).

  상기 타이머(15)는 시간을 측정하여(S15) 상기 입력부(11)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팝업시간이 측정한 시간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S21).

  상기 팝업시간과 상기 타이머(15)가 측정한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 상기 타이머(15)는 상기 제어부(17)에 상기 팝업시간
임을 알리는 신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는 상기 제어부(17)가 컨트롤하는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
(19)에 의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이 나타난다(S23).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PIP기능인 경우 상기 팝업창에는 상기 PIP실행부와 상기 전체화면실행부가 마련된다. 사용자가
상기 PIP실행부를 선택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는 상기 제어부(17)가 컨트롤하는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19)에
의해 PIP가 나타난다(S37). 그리고, 사용자가 상기 전체화면실행부를 선택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21)에는 상기 제어
부(17)가 컨트롤하는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19)에 의해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나타난다(S39). 사용자는 PIP기능
실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S35).

  이상 설명한 바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은 두 화면이 서로 겹치지 않고 화면이
붙어있는 PBP(Picture by Picture) 또는 다른 기능으로 본 발명을 구성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OSD를 자동 팝업하는 디스플
레이장치 및 그 제어방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플레이부와의 사이에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후방커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본체와 상기 디스
플레이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나타내는 디스플레이처리부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의 팝업시간을 지정하는 입력부와;

  시간을 측정하여 상기 입력부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팝업시간임을 알리는 타이머와;

  상기 타이머로부터 상기 팝업시간임을 알리는 신호를 전달받은 때 상기 팝업창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를 컨트롤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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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일부분에 나타나도록 하는 PIP실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를 통해 PIP실행변수값을 더 지정할 수 있고,

  상기 입력부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PIP실행변수값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상기 PIP실행부를 선택한 때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PIP실행변수값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
이부에 PIP가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를 컨트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팝업창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전체화면실행부가 더 마련되어 있고,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상기 전체화면실행부를 선택한 때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
에 나타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처리부를 컨트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상기 PIP의 위치와 크기와 투명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PIP실행의 온오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7.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플레이부와의 사이에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후방커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본체와 상기 디스
플레이본체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실행부가 마련된 팝업창의 팝업시간을 지정하는 단계와;

  시간을 측정하는 단계와;

  측정된 시간과 상기 지정된 팝업시간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일치하는 경우 상기 팝업창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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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일부분에 나타나도록 하는 PIP실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팝업시간을 지정한 후 PIP실행변수값을 지정하는 단계와;

  지정된 PIP실행변수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사용자가 상기 PIP실행부를 선택한 때 저장된 상기 PIP실행변수값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PIP를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팝업창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전체화면실행부가 더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상기 전체화면실행부를 선택한 때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전체화면에 나타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상기 PIP의 위치와 크기와 투명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PIP실행변수값은 상기 PIP실행의 온오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어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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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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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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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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