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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의 SDI(Serial Data Interf

ace) 시에 사용할 디스플레이 모드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모드 판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드 판단 장치는 입

력되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 중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여 카운트 클럭 개수가 서로

다른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또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하는 모드 판단수단; 및 상기 모드 판단수단에서

판단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응되도록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포맷 변환하고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신호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드를 알려주는 제어 신호를 삭제함으로서 회로 설계 시에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제어 신호로 인한 잘못된 설계를 막을 수 있다. 그러고 각 모드별 신호 규격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SDI를 

확장시에 별도의 제어 신호 없이 바로 대응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모드 판단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드 판단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도 3은 모드 판단 방법의 제1 실시 예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드 판단 방법의 제2 실시 예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다.

도 5는 모드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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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의 SDI(Serial Data Interf

ace) 시에 사용할 디스플레이 모드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모드 판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모드 판단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로서, 비디오 처리부(10), 제어부(11), SDI 처리부(12)로 구성

된다. 비디오 처리부(10)는 입력되는 MPEG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1080i 또는 720p로 변환시키는 포맷 변환 

을 하여 SDI를 위한 병렬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SDI 처리부(12)로 전송한다. SDI 처리부(12)는 입력되는 병렬 데이터

를 SDI 포맷으로 변환하고 직렬화 처리하여 출력하는데, 1080i 또는 720p 모드 제어 신호에 따라 각각의 모드에 맞

도록 SDI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된다. 1080i 또는 720p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며, 제어부(11)는 모드 선택 신호

에 따른 모드 제어 신호를 SDI 처리부(12)로 출력한다.

종래의 모드 판단 장치에서는 제어부(11)에서 사용자의 모드 선택 신호를 입력받아 선택된 모드에 해당하는 신호처

리 제어 신호를 SDI 처리부(12)로 출력하였으며, 제어부(11)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모드 

선택 신호와 제어부(11)에서 출력되는 모드 제어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모드 제어 신호를 받지 않고 비디오 처리부로부터 입

력되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직접 분석하여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하는 모드 판단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모드 제어 신호를 받지 않고 비디오 처리부로부

터 입력되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직접 분석하여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하는 모드 판단 방법을 제공하

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드 판단 장치는 입력되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 중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여 카운트 클럭 개수가 서로 다른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또는 아

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하는 모드 판단수단; 및 상기 모드 판단수단에서 판단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응되도

록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포맷 변환하고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모드 판단수단에서 상기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카운트된

클럭 개수는 상기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카운트된 클럭 개수보다 적은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드 판단 방법은 (a) 입력되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 중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는 단계; (b) 상기 카운트된 클럭 개수를 소정

의 기준 값과 비교하여 카운트 클럭 개수가 서로 다른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또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

단하는 단계; 및 (c) 상기 판단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응되도록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포맷 변환하고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상기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

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 구간에서 카운트한 클럭 개수는 상기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 구간에서 

카운트한 클럭 개수보다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어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드 판단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로서, 비디오 처리수단(20) 및 SDI 처리수단(21)으로 

구성되며, 비디오 처리수단(20)은 입력되는 MPEG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 하는 디코딩 수단(20-1), 디코딩된 여러 가

지 포맷의 비디오 신호를 1080i, 270p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포맷 변환수단(20-2)으로 구성되고, SDI 포맷 변환수단(

21)은 비디오 처리수단(20)에서 출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 클럭 블랭크 신호를 이용하여 1080i 또는 720p 디스플레

이 모드를 판단하는 모드 판단부(21-1), 판단된 모드에 따라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TRS(Time Reference Signal) 

포맷으로 변환하는 SDI 포맷 변환수단(21-2), TRS 포맷으로 변환된 비디오 신호를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SDI 직렬

화수단(21-3)으로 구성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모드 판단 방법의 제1 실시 예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로서, 소정의 포맷을 가지는 디코딩 비

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30), 수평 동 기 신호 발생 구간의 클럭을 카운트하는 단계(31), 클럭이 1650T보다 큰가

를 판단하는 단계(32), 720p 모드 판단단계(33), 1080i 모드 판단단계(34), 판단된 모드에 따라 디코딩된 비디오 신

호를 SDI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35), SDI 포맷으로 변환된 비디오 신호를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단계(36)로 구성된

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드 판단 방법의 제2 실시 예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로서, 소정의 포맷을 가지는 디코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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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40),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Bandwidth) 구간의 클럭을 카운트하는 단계(41), 클럭이 4

0T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42), 720p 모드 판단단계(43), 1080i 모드 판단단계(44), 판단된 모드에 따라 디코딩

된 비디오 신호를 SDI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45), SDI 포맷으로 변환된 비디오 신호를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단계(

46)로 구성된다.

도 5는 모드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이다.

이어서, 도 2∼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현재 수평 동기신호와 다음 수평 동기신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여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별하는 

제1 실시 예를 설명하면, 소정의 포맷을 가지는 디코딩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다(30단계). 디코딩 수단(20-1)은 입력

되는 MPEG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고, 포맷 변환수단(20-2)은 디코딩된 여러 가지 포맷의 비디오 신호를 1080i, 27

0p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포맷 변화수단(20-2)은 RGB(또는 YPbPr), 클럭(CLK), 수평동기(Hsync), 수직동기(Vsyn

c), 블랭크(BLK) 신호를 출력하고, SDI 처리수단(21)은 포맷 변환 수단(20-2)에서 출력되는 신호들을 수신한다.

모드 판단수단(22-1)은 수평 동기 신호 발생 구간의 클럭을 카운트한다(31단계). 모드 판단수단(22-1)은 포맷 변환

수단(20-2)에서 출력되는 여러 가지 신호 중 수평 동기 신호가 발생하는 구간의 클럭을 카운트하는데, 현재 수평 동

기신호와 다음 수평 동기신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한다.

모드 판단수단(22-1)은 1650T를 기준으로 클럭을 카운트하여, 카운트한 클럭이 1650T 보다 큰 경우 1080i 모드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720p 모드로 판단한다(32,33,34단계).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80i 모드인 경우에는

현재 수평 동기신호와 다음 수평 동기신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클럭의 개수가 2200T가 되고, 720p 모드인 경우에는 

현재 수평 동기신호와 다음 수평 동기신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클럭의 개수가 1650T가 된다 따라서, 모드 판단수단(2

2-1)은 현재 수평 동기신호와 다음 수평 동기신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함으로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

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블랭크 신호 구간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여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별할 수 있다. 디

스플레이 모드에 따라 수평 동기 신호 구간에서 발생하는 클럭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블랭크 신호 구간에서의 클럭 

개수도 다르므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할 수 있다.

1080i 또는 720p 모드가 판단되면, 판단된 모드에 따라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SDI 포맷으로 변환한다(35단계). S

DI 포맷 변환수단(21-2)은 모드 판단 수단(21-1)에서 출력되는 모드 판단 신호에 따라 SDI 처리수단(21)으로 입력

된 비디오 신호를 SDI 포맷 즉, TRS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SDI 포맷 변환수단(21-2)는 입력된 비디오 신호를 SAV(

Start Available Vedio), EAV(End Available Vedio), 라 인 넘버, 동기 및 비디오 화면 시작 위치 정보로 구성된 TR

S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SDI 직렬화 수단(21-3)은 SDI 포맷으로 변환된 비디오 신호를 직렬화 하여 출력한다(36단계).

이어서,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여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별하는 제2 실시 예를 설명

하면, 소정의 포맷을 가지는 디코딩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다(40단계). 디코딩 수단(20-1)은 입력되는 MPEG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고, 포맷 변환수단(20-2)은 디코딩된 여러 가지 포맷의 비디오 신호를 1080i, 270p 포맷으로 변환시

킨다. 포맷 변화수단(20-2)은 RGB(또는 YPbPr), 클럭(CLK), 수평동기(Hsync), 수직동기(Vsync), 블랭크(BLK) 신

호를 출력하고, SDI 처리수단(21)은 포맷 변환 수단(20-2)에서 출력되는 신호들을 수신한다.

모드 판단수단(22-1)은 수평 동기 신호 발생 구간의 클럭을 카운트한다(41단계). 모드 판단수단(22-1)은 포맷 변환

수단(20-2)에서 출력되는 여러 가지 신호 중 수평 동기 신호가 발생하는 구간의 클럭을 카운트하는데, 수평 동기 신

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한다.

모드 판단수단(22-1)은 40T를 기준으로 클럭을 카운트하여, 카운트한 클럭이 40T 보다 큰 경우 1080i 모드로 판단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720p 모드로 판단한다(42,43,44단계).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80i 모드인 경우에는 수

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의 개수가 44T 또는 88T가 되고, 720p 모드인 경우에는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의 개수가 40T가 된다 따라서, 모드 판단수단(22-1)은 현재 수평 동기신호와 다음 수평 동

기신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함으로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블랭크 신호 구간

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여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 수평 동기 신호의 대

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블랭크 신호 구간에서의 클럭 개수도 다르므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할 수 있다.

1080i 또는 720p 모드가 판단되면, 판단된 모드에 따라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SDI 포맷으로 변환한다(45단계). S

DI 포맷 변환수단(21-2)은 모드 판단 수단(21-1)에서 출력되는 모드 판단 신호에 따라 SDI 처리수단(21)으로 입력

된 비디오 신호를 SDI 포맷 즉, TRS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SDI 포맷 변환수단(21-2)는 입력된 비디오 신호를 SAV(

Start Available Vedio), EAV(End Available Vedio), 라인 넘버, 동기 및 비디오 화면 시작 위치 정보로 구성된 TRS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SDI 직렬화 수단(21-3)은 SDI 포맷으로 변환된 비디오 신호를 직렬화 하여 출력한다(46단계).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드를 알려주는 제어 신호를 삭제함으로서 회로 설계 시에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제어 신호로 인한 잘못된 설계를 막을 수 있다. 그러고 각 모드별 신호 규격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SDI를 

확장시에 별도의 제어 신호 없이 바로 대응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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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입력되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 중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여 카운트 클럭 개수가 서

로 다른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또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하는 모드 판단수단; 및

상기 모드 판단수단에서 판단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응되도록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포맷 변환하고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포함하는 모드 판단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판단수단에서

상기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카운트된 클럭 개수는 상기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

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카운트된 클럭 개수보다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드 판단 장치.

청구항 7.
(a) 입력되는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 중 수평 동기 신호의 대역폭에서 발생하는 클럭을 카운트하는 단계;

(b) 상기 카운트된 클럭 개수를 소정의 기준 값과 비교하여 카운트 클럭 개수가 서로 다른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또

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를 판단하는 단계; 및

(c) 상기 판단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응되도록 상기 디코딩된 비디오 신호를 포맷 변환하고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드 판단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상기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모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 구간에서 카운트한 클럭 개수는 상기 디지털 디스플레이 모드 

시의 수평 동기 신호 구간에서 카운트한 클럭 개수보다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드 판단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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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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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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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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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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