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6F 3/02

(45) 공고일자   1999년06월15일

(11) 등록번호   10-0203745

(24) 등록일자   1999년03월24일
(21) 출원번호 10-1996-0017974 (65) 공개번호 특1997-0076206
(22) 출원일자 1996년05월27일 (43) 공개일자 1997년12월12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임준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지 우성아파트 205동 507호
(74) 대리인 임창현

심사관 :    민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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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개의 분할저항을 사용하여 이에 의해 분할되는 전압의 출력에 따라 키 입력이 이루어지는 
ADC-키 패드 장치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DC-키 패드 장치는, ADC-키 패드(60)와, ADC-키 입력에 
따른 분할전압(Vo)의 출력을 A/D 변환하는 A/D변환부(62)와,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64)와, 표시

부(66)와  ADC-키  입력에  따라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부(6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ADC-키 패드 장치는,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상기 제어부(68)에 인가되면,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 각각의 ADC-키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전압(Vo)을 입력받아 그에 대항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한다. 또한 일반적인 ADC-키 입력 시에 키 입력 에러가 발생되면 상기 표시부(66)에 키 
입력 에러 발생을 표시하고 상술한 바와 같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제어 과정을 수행
하게 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ADC-키 패드 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

(ADC-key pad apparatus and a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키-매트릭스의 일 예를 보이는 상세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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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제1도의 키-매트릭스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3도는 종래의 ADC-키 패드의 일 예를 보이는 상세 회로도.

제4도는 제3도에 도시된 ADC-키 패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ADC-키 패드 장치의 블록도.

제6도 및 제7도는 본 발명이 실시예에 따른 제어방법의 흐름도.

제8a도는 종래의 ADC-키 패드를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 예를 보이는 도면.

제8b도는 제8a도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전면에 부착된 조절부 패널의 확대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키-매트릭스            70 : 모니터

80 : 조절부 패널            82 : 조절용 ADC-키

92 : OSD신호발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ADC-키 패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복수개의 분할저항을 사용하여 이에 의해 분
할되는 전압의 출력에 따라 키 입력이 이루어지는 ADC-키 패드 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의 문제점]

종래에는 복수개의 키를 사용하기 위하여 통상 키-매트릭스(key-matrix)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제1도는 종래의 키-매트릭스의 일 예를 보이는 상세 회로도이다.

제1도에 도시된 키-매트릭스는 4×3 키-매트릭스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
매트릭스(10)에 구성된 12개의 푸시버튼(PB43∼PB11)은 각각의 해당 라인(HL4∼HL1,VL3∼VL1)에 연결되어 있

다.

이와 같이 구성된 상기 키-매트릭스(10)는 마이컴(MICOM, 도시되지 않음)이나 또는 키를 인식 할 수 있는 
소정의 장치에 연결되며, 상기 키-매트릭스(10)가 마이컴에 연결되는 경우 상기 수평라인(HL4∼HL1)과 상

기 수직라인(VL3∼VL1)은 상기 마이컴(20)의 입/출력 포트(in/out port, 22/24)에 각각 연결되며, 키입력 

동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이컴이 키-매트릭스(10)로부터 키 입력을 받기 위해 소정의 시간-일반적으로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
을 주기로 키 스캔(key scan) 동작을 수행하게 되며 그 동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마이컴은 출력 포트(22)를 통해 수직라인(VL3∼VL1)에 소정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이어 입력 포트

(24)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판단하여 눌려진 버튼을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출력 포트(22)로 110의 데이터가 출력되면 상기 수직라인(VL3

∼VL1)중에 수직라인 VL1만이 소정의 로우레벨의 전압이 인가된다. 이때 상기 수직라인 VL1에 연결된 푸시

버튼(PB11∼PB41)중 PB  21가 눌려졌다면 상기 입력포트(24)에는 1101이 입력되어 상기 마이컴(20)은 푸시

버튼 PB21가 눌려졌음을 알게 된다. 다시말하면, 상기 마이컴은 상기 출력 포트(22)로 110→101→011→110

→101... 의 데이터를 순환하며 출력하고, 각각 데이터가 출력된 후 상기 입력포트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판단하여 현재 어느 키가 입력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키 입력방식은, 마이컴(20)의 입/출력포트 중 많은 비트수가 키 입력을 위해 점유되므로 
한정된 입/출력포트 중에 상당 부분이 키 입력을 위해 할당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DC-키 패드를 이용한 키 입력 방법이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3도는 종래의 ADC-키 패드의 일 예를 보이는 상세 회로도이다.

ADC-키 패드(Analog-to-Digital Converor Key Pad)란, 복수개의 분할저항(R0∼Rn)과 이들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node)에 푸시버튼으로 구성된 각각의 ADC-키(K1~Kn )가 연결되며, 키 입력에 따라 소정의 분할전압

(V0)이 출력되는 키 패드를 말한다.

제3도 및 제4도를 참조하여, ADC-키 패드의 회로구성과에 이를 이용한 키 입력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한다.

제3도를 참조하여, 제1전원전압(Vcc)이 인가되는 전원단자와 제2전원전압(GND)이 인가되는 전원단자 사이

에 소정의 전압(Vcc)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R0∼Rn)이 직렬로 연결된다. 그리고 저항 R0 와 

R1이 연결된 노드(30)에서 출력 전압(V0)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ADC-키(K1∼Kn)는 그 다음 노드부

터 순차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ADC-키(K1∼Kn)의 다른 단은 상기 제2전원전압(GND)이 인가되는 전원단자에 

연결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ADC-키 패드는 다음과 같이 키 입력 동작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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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기 분할저항(R0∼Rn )에  의해  상기 제1전원전압(Vcc )과  상기  제2전원전압(GND)간의  전압이 

분할된다. 이때, 상기 ADC-키(K1∼Kn)중 임의의 키 Kn가 눌려지는 경우 출력 전압(V0)을 일반적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상기 식 1에서와 같이, 상기 출력전압(V0)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대응하여 결정된다. 각각의 경

우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표 1을 참조하여, 상기 ADC-키(K∼K) 중에 K가 눌린 경우 출력전압(V  )은 다음과 같다.

식 2에서와 같이 K2가 눌린 경우 그에 응답된 출력전압은 상기 식 2와 같이 특징 지어 진다.

한편, 각각의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출력전압(V0)이 마이컴에 입력되면, 상기 마이컴은 

이를 A/D 변환하여 입력된 키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 ADC-키(K1∼Kn)는 그 특성에 따른 접촉 저항(rn)이 존재하게 된다. 즉, 상기 출력전압(V0)은 

상기 접촉저항(rn)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식 3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마이컴에서의 키 입력처리는 각각의 키 입력에 따른 소정의 허
용 전압 구간(M1∼Mn)을 각각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즉, 상기 접촉저항(rn)에 따라 상기 출력전압(V0)이 

변동되어도 설정된 상기 허용 전압 구간(M1∼Mn)내에 상기 출력전압(V0)이 있는 경우는 동일하게 키 입력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허용 전압 구간(M1∼Mn)은 입력되는 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데이터이므

로 키 판단 데이터라 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ADC-키 패드의 입력방식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ADC-키 패드를 장착한 장치는 제조 당시 각각의 허용 전압 구간(M1∼Mn)이 정해지므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 

상기 접촉저항(rn)이 증가되어 상기 허용 전압 구간(M1∼Mn)을 벗어나게 되면 키 입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심한 경우는 필요한 키를 입력하였으나 다른 키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의 한 원인으로서, ADC-키 패드에 구비된 각각의 ADC-키(K1∼Kn)의 접촉면이 산화되

어 상기 접촉저항(rn)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발명의 목적]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ADC-키 패드에 구비된 
각각의 ADC-키(푸시버튼)의 접촉저항이 변화되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때, 상기 접촉저항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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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허용 전압 구간을 재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ADC-키 패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재 설정 기능을 갖는 ADC-키 패드 장치는 :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과, 상기 분할저항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
의 ADC-키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와; 상기 
분할전압을 입력받아 A/D 변환하여 키 입력 데이터를 출력하는 A/D변환부와; 상기 ADC-키의 입력을 판단
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와; 소정의 표시 기능을 갖는 표시부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키 판단 데이터와 비교하여 입력된 상기 ADC-키를 판단하고 이에 대응된 제어 동
작을 수행하며, 상기 A/D변환부로부터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면 이에 응
답하여 상기 표시부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 신호를 출력하고, 소정의 제어 단계에 
따라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 단계는, 상기 ADC-키 패드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
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이에 응답하여 상기 표시부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 신호를 출
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이 A/D 변환되어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준으
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
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 그에 대응
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ADC-키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이 A/D 변환되어 입력
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
되었는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과 상기 분할저항이 연결된 각각
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와, 상기 분할전압을 입력받아 A/D 변환하여 키 입력 데이터를 출력하는 A/D변환부
와, 상기 ADC-키의 입력을 판단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와, 소정의 표시 기능을 
갖는 표시부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에 대응된 소정의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
함한 ADC-키 패드 장치의 키 입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 상기 ADC-키 패드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
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
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이에 응답하여 상기 표시부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 신
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이 A/D 변환되어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
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 그에 대응
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ADC-키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이 A/D 변환되어 입력
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
되었는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과 상기 분할저항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
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와, 현재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OSD 기능
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 상기 ADC-키의 입력을 판단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
장된 메모리와; 상기 분할전압을 입력받아 A/D 변환한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입력된 상기 ADC-키를 판단하고 이에 대응된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ADC-키 패드로부터 상기 키 판
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면 이에 응답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를 출력하고, 소정의 제어 단계에 따라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제어 단계는, 상기 ADC-키 패드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
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이에 응답하여 화면상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 전압이 A/D 변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
이터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가 아닌 경우, 화면상에 키 입력 데이
터 에러가 발생되었음을 알리는 OSD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ADC-키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이 A/D 변환된 데이터
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
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되었는가 판
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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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R0∼Rn)과 상기 분할저항(R0

∼Rn)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K1∼Kn)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K1∼Kn)의 입

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V0)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60)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을 판단하

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64)와, 상기 ADC-키 패드(60)의 입력에 응답하여 소정의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90)와, 현재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OSD  기
능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ADC-키 입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ADC-키 패드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
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
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이에 응답하여 화면상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이 A/D 변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이터 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
터인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ADC-키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이 A/D 변환된 데이터
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
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ADC-키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되었는가 판
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작용]

상술한 ADC-키 패드 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에 의하면, ADC-키 패드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분할전압이 변화
되어 올바른 ADC-키 입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재의 키 입력에 따른 분할전압의 출력을 기준 하여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할 수 있다.

[실시예]

제5도 내지 제7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ADC-키 패드 장치는, ADC-키 패드(60)와, ADC-키 입력에 
따른 분할전압(V0)의 출력을 A/D 변환하는 A/D변환부(62)와,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64)와, 표시

부(66)와 ADC-키 입력에 따라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부(6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ADC-키 패드 장치는,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상기 제어부(68)에 인가되
면,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 각각의 ADC-키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전압(V0)을 입력받아 그에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 도면 제3도 내지 제10도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제5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ADC-키 패드 장치는 크게 ADC-키 패드(60)와, A/D변환부
(62)와, 메모리(64)와, 표시부(66)와, 제어부(68)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ADC-키 패드(60)는 일반적으로,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
항(R0∼Rn)과, 상기 분할저항(R0∼Rn)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K1∼Kn)로 구

성되고, 상기 ADC-키(K1∼K  n)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V0)을 출력한다. 상기 A/D변환부(62)

는 상기 분할전압(V0)을 입력받아 A/D 변환하여 키 입력 데이터를 출력한다. 상기 메모리(64)는 상기 ADC-

키(K1∼Kn)의 입력을 판단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68)는 

상기 키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키 판단 데이터와 비교하여 입력된 상기 ADC-키(K1∼Kn)를 판단하고 

이에 대응된 제어 동작을 수행한다.

그런데 상기 A/D변환부(62)로부터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면 이에 응답하
여 상기 표시부(66)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 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로는 상기 ADC-키(K1∼Kn)중에 하나의 키를 소정 시

간 이상 누르게 되면 이를 상기 제어부(68)에서 인식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
로 판단되게 할 수 있다. 또는 상기 ADC-키(K1∼Kn)중에 동일한 키를 소정의 시간 내에 반복하여 소정의 

횟수를 누르게 되면 이를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제어부(68)는 상기 표시부(66)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신호를 출력한 
후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 각각의 ADC-키(K1∼Kn)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전압(V0)을 입력받아 그에 해

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A/D변환부(62) 및 제어부(68)는 일반적으로 A/D 변환기능이 구비된 마이컴(69)을 사용하여 
구성  가능하며,  상기  메모리(64)는  전기적으로  재  기록이  가능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OM) 이나 플래시-롬(flash-ROM)을 사용하여 구성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ADC-키 패드 장치의 제어방법을 첨부도면 제6도 및 제7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상기 제어부(68)에 키 입력이 감지되면, 단계 S100에서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한다.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이면 단계 S110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130으로 진행한다.

단계 S110에서는, 상기 표시부(66)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 신호를 출력한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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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20에서는,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Vo)이 A/D 변환되어 입력되는 데

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한다. 이에 따라, 
이 후에는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에 의해 입력되는 ADC-키(K1∼Kn)를 판단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7도를 참조하여 단계 S120을 설명하면, 단계 S122에서 상기 ADC-키(K1∼Kn)의 입력을 

받아들이고, 단계 S124에서는 상기 ADC-키(K1∼K  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Vo)이 A/D 변환되

어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단계 126에서 상기 재 설
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한다. 그리고 단계 S128에서 상기 ADC-키(K1∼Kn)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되었는가 판단하며, 재 설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다시 단계 S122
로 진행하고 재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종료하게 된다.

한편, 단계 S130에서는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를 판
단하고,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는 단계 S140으로 진행하여 상기 키 입력 데이터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의 제1실시예에서 상세히 설명한바와 같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상기 분할전압(Vo)의 출력이 변화되

어 올바른 키 입력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자는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이에 적합하게 다시 재 설
정하여 올바른 키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실시예 2]

다음은 제8a도 내지 제9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8a도는 ADC-키 패드를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 예를 보이는 도면이며, 제8b도는제8a도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전면에 장착된 조절부 패널을 확대한 도면이다.

제8a도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는 컴퓨터용 모니터(70)이고, 일반적으로 상기 모니터(70)의 전면부에는 
조절부 패널(80)이 구비되어 있다. 제8b도에 도시된바와 같이, 상기 조절부 패널(80)에는 다수개의 ADC-
키(K1∼Kn)로된 화면 조절용 키(82)를 포함하여 소정의 기능을 갖는 다수개의 키가 구비되어 있다. 모니터 

사용자는 이들을 사용하여 화면을 조절하게 된다.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회로도로서, 제8a도에 도시된 모니터(70)의 내부
에 구성될 수 있는 회로이다. 일반적으로 제9도에 도시된 ADC-키 패드(600는 제8b도에 도시된 조절용 키
(82)로 사용된다.

제9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ADC-키 패드(60)와, 제어부(90)와, 
메모리(64)와, OSD신호발생부(92)와, 먹스(94)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부가적인 회로(도시되지 않음)가 포함되어 구성된다.

한편, 상기 OSD(On Screen Display)란, 현재 화면상에 화면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현재의 화면 출
력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화면 출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즉, 현재 출력되는 화면상의 일
부분(또는 전체)에 오버-랩(overlap)되어 소정의 화면을 출력하는 기능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OSD 기능
은 상기 조절부 패널(80)에 구비된 다양한 조절용 키의 입력에 따라 화면의 일부분에 그 상태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키 입력 상태를 알리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키 입력 
에러 발생의 표시 및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를 위해 이러한 OSD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OSD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기 OSD신호발생부(92)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OSD 기능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본체(도시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비디오 보드)에서 
전송되는 화면 출력용의 RGB 색신호(Red, Blue, Green color signal ; RGB Video)가 상기 먹스(94)를 통
해 화면 출력용 RGB 신호로 출력된다. 이때 상기 OSD신호발생부(92)는 상기 컴퓨터 본체로부터 전송 되오
는 수직/수평 동기신호(H/V SYNC ; Horizontal/ Vertical Synchronous Signal)를 입력받고 상기 제어부
(90)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먹스(94)에 OSD용 RGB 색신호(OSD_RGB)을 출력한다.  따라서 OSD 신
호가 화면에 출력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상기 먹스(94)에 의해 OSD용 RGB 색신호(OSD_RGB)가 화면 출력
용 RGB 신호로 출력된다.

다시, 사용자가 화면을조절하기 위해 상기 ADC-키 패드(60)를 조작하게 되면 해당키의 입력에 따라 분할
전압이 상기 제어부(90)에 인가된다. 이때 입력된 상기 분할전압은 A/D 변환되어 키 입력 데이터로 사용
된다. 상기 제어부(90)는 상기 메모리(64)에 저장된 키 판단 데이터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를 비교하여 
입력된 키를 판단하고, 그에 해당되는 소정의 제어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상기 OSD신호발생
부(92)는 상기 제어부(90)의 제어를 받아 동작하고, 상기 제어부(90)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화면상에 
OSD 신호를출력한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 상기 ADC-키(60)에서 출력되는 분할전압이 변화되어 키 입력 에러가 발생되
면, 상기 제어부(60)는 소정의 제어 과정에 따라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게 된다.

다음은 상술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어방법을 첨부도면 제6도 및 제7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른 상기 제어부(90)의 제어는, 단계 S100에서, 상기 ADC-키 패드 (60)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고,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단계 110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S130으로 진행한다.

단계 S110에서 화면상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를 출력하고, 이어 단계 S120에
서는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Vo)이 A/D 변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

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한다.

단계 S130에서는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를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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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는 단계 S140으로 진행하여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
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단계 S120의 구체적인 제어는 제1실시예의 경우는 동일하게 제어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ADC-키 패드에 구성된 ADC-키들의 접촉저항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출력되
는 분할전압이 변화되어 키 입력 에러가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손쉽게 다시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R0∼Rn)과, 상기 분할저항(R0∼R  n)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

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K0∼Kn)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K0∼Kn)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

(Vo)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60)와; 상기 분할전압(Vo)을 입력받아 A/D 변환하여 키 입력 데이터를 출력

하는 A/D변환부(62)와; 상기 ADC-키(K0∼Kn)의 입력을 판단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

모리(64)와; 소정의 표시 기능을 갖는 표시부(66)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키 판단 데이
터와 비교하여 입력된 상기 ADC-키(K0∼Kn)를 판단하고 이에 대응된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A/D변환

부(62)로부터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면 이에 응답하여 상기 표시부(66)
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 신호를 출력하고, 소정의 제어 단계에 따라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제어부(62)를 포함하는 재 설정 기능을 갖는 ADC-키 
패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68)의 제어 단계는,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S100)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이에 응답하여 상기 표시부(66)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
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100)와; 상기 ADC-키(K0∼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Vo)이 A/D 변환

되어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
하는 단계(S120)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를 판단하는 단계(S130)와; 상기 키 입
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S140)를 포함하는 
재 설정 기능을 갖는 ADC-키 패드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0)는, 상
기 ADC-키(K0∼Kn)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S122)와; 상기 ADC-키(K0∼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

전압(Vo)이 A/D 변환되어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

(S124)와; 상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6)와; 상기 ADC-키(K0∼

Kn)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되었는가 판단하는 단계(S128)를 포함하는 재 설정 기

능을 갖는 ADC-키 패드 장치.

청구항 4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R0∼Rn)과 상기 분할저항(R0∼R  n)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K0∼Kn)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K0∼Kn)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Vo)

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60)와, 상기 분할전압(Vo)을 입력받아 A/D 변환하여 키 입력 데이터를출력하는 

A/D변환부(62)와, 상기 ADC-키(K0∼Kn)의 입력을 판단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64)와, 소정의 표시 기능을 갖는 표시부(66)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에 대응된 소정의 제
어 동작을 수행하는 제어부(62)를 포함한 ADC-키 패드 장치의 키 입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S100)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이에 응답하여 상기 표시부(66)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표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110)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

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Vo)이 A/D 변환되어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0)와; 상기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
를 판단하는 단계(S130)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
능을 수행하는 단계(S1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C-키 패드 장치의 ADC-키 입력 제어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0)는, 상
기 ADC-키(K1∼Kn)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S122)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

전압(Vo)이 A/D 변환되어 입력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

(S124)와; 상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6)와; 상기 ADC-키(K1∼

Kn)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되었는가 판단하는 단계(S1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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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ADC-키 패드 장치의 ADC-키 입력 제어방법.

청구항 6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R0∼Rn)과 상기 분할저항(R0∼R  n)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K1∼Kn)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Vo)

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60)와, 현재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OSD 
기능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 상기 ADC-키(K1∼Kn)의 입력을 판단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64)와; 상기 분할전압(Vo)을 입력받아 A/D 변환된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입력된 상기 ADC-키(K1∼Kn)를판단하고 이에 대응된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ADC-

키패드(60)로부터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면 이에 응답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가 출력되게 하고, 소정의 제어 단계에 따라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제어부(9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90)의 제어 단계는,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S100)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이에 응답하여 화면상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110)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새오디는 분할전압(Vo)이 A/D 변환된 데이

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0)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를 판단하는 단계(S130)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S1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단계(S120)는, 상
기 ADC-키(K1∼Kn)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S122)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

전압(Vo)이 A/D 변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S124)와; 상

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6)와; 상기 ADC-키(K1∼Kn)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되었는가 판단하는 단계(S1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스플레이장치.

청구항 9 

전압을 분할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할저항(R0∼Rn)과 상기 분할저항(R0∼R  n)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에 각기 

접속된 복수개의 ADC-키(K1∼Kn)로 구성되고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응답하여 각각의 분할전압(Vo)

을 출력하는 ADC-키 패드(60)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을 판단하기 위한 각각의 키 판단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64)와, 상기 ADC-키 패드(60)의 입력에 응답하여 소정의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90)와, 
현재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OSD 기능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ADC-키 입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 상기 ADC-키 패드(60)로부터의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
정하기 위한 신호인가 판단하는 단계(S100)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인 경우, 이에 응답하여 화면상에 상기 키 판단 데이터의 재 설정을 위한 OSD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S110)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전압(Vo)이 A/D 변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

여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0)와; 상기 키 입력이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경우, 상기 키 입력 데이터와 상기 키 판단 데이터
를 비교하여 유효한 데이터인가를 판단하는 단계(S130)와; 상기 키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S1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의 ADC-키 입력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고 이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0)는, 상
기 ADC-키(K1∼Kn)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S122)와; 상기 ADC-키(K1∼Kn)의 입력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

전압(Vo)이 A/D 변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되는 키 판단 데이터를 재 설정하는 단계(S124)와; 상

기 재 설정된 키 판단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64)에 저장하는 단계(S126)와; 상기 ADC-키(K0∼Kn)의 각각에 

대응된 키 판단 데이터가 모두 재 설정되었는가 판단하는 단계(S1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스플레이 장치의 ADC-키 입력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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