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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

요약

본 발명은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정의 디스플레
이 모드에 기초하여 수평동기신호와 수직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컴퓨터와; 상기 컴퓨터측에 설치되어 소정
의 디스플레이모드 데이타를 기억하고 선택된 모드데이타를 모니터측으로 출력하는 모드송신제어부와; 상
기 컴퓨터로 부터의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에 기초하여 모니터의 CRT의 수평편향과 수직편향을 제
어하는 모니터와; 상기 모니터측에 설치되어 상기 컴퓨터측의 모드송신제어부로 부터 수신된 모드데이타
에 기초하여 동기신호를 제어하는 모드수신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그래픽모드
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화면을 모니터의 중심에 유지시킬 수 있고, 모드에 따른 표시범위의 크기와 표시
시작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대표도

도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와 모니터간의 동기신호와 비디오신호의 접속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전송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타를 비디오신호 및 동기신호와 대응시켜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모니터화면에  중심이  유지되어  표시되는  비디오화면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모니터화면제어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1실시예에서 모드송신제어부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

도 7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서 모드수신제어부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2실시예에 따른 컴퓨터측의 모드송신제어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

도 9는 본 발명의 2실시예의 모드송신제어방법에서 모드데이타전송루틴을 도시한 플로우챠트;

도 10은 본 발명의 2실시예에 따른 모니터측의 모드수신제어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

도 11은 본 발명의 2실시예의 모드수신제어방법에서 모드데이타기억루틴을 상세하게 도시한 플로우챠트;

도 12는 본 발명의 2실시예의 모드수신제어방법에서 화면위치계산루틴을 상세하게 도시한 플로우챠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VGA카드20: 모니터회로

70: 모드송신제어부80: 모드수신제어부

100: 모드변경제어수단110: 모드데이타입력수단

120: 모드선택수단130: 모드데이타기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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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모드데이타출력수단500: 동기신호제어부

510: 모드데이타입력버퍼520: 동기데이타기억부

530: 모드설정부540: CRT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니터의 동기신호제어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그래픽모드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화면정보를 전송하도록 제어함으로써 화면을 모니터의 중심에 유지시킬 수 있는 화
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니터는 컴퓨터로 부터의 텍스트자료 또는 그래픽자료를 CRT상에 표시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기능을 갖는 주변기기이다.

이러한 모니터는 표시하고자 하는 영상 또는 화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텍스트모드 또는 그래픽모드로서 
동작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단순한 텍스트자료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텍스트모드로 설정한 후 
텍스트자료를 전송하여 표시하고, 그래픽자료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해상도와 색상표시범위
를 갖는 그래픽모드로 설정한 후 그래픽자료 또는 영상자료를 전송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컴퓨터와 모니터에 의한 화면표시방법 및 구성을 도 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부호 10은 컴퓨터에 장착된 예컨대 VGA카드이고, 20은 모니터에 장착된 모니터
회로, 40은 영상을 표시하는 CRT, 30은 컴퓨터의 VGA카드의 출력단과 모니터회로의 입력단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케이블(30)은  VGA카드(10)의  수직동기신호(V_Sync)와,  수평동기신호(H_Sync)및, 비디오신호(R,G,B)
를 모니터회로(20)의 대응되는 입력단에 공급하도록 접속된다.

따라서, 표시하고자 하는 모드에 따라 상기 컴퓨터의 VGA카드(10)로 부터 대응되는 수직동기신호(V_Syn
c)와 수평동기신호(H_Sync)가 출력되면, 모니터회로(20)는 수신된 동기신호에 해당되도록 CRT(40)를 제어
하면서 비디오신호(R,G,B)가 표시되도록 한다. 

그러나, 모니터의 CRT(40)는 다양한 디스플레이모드를 지원하지만, 각각의 모드에 따라 컴퓨터로 부터의 
화상이 모니터상의 일측방향으로 치우쳐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컴퓨터로 부터의 비디오화상의 일부분이 모니터의 표시범위를 벗어나서 사용자로 하여금 식별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응용프로그램의 다양한 그래픽
모드에 따라 대응되는 화면을 항상 모니터의 중심에 표시할 수 있고, 모드에 따른 표시범위의 크기와 표
시시작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
공함에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화면을 중심에 유지시키는 컴퓨터와 모니
터의 동기신호제어장치는,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드에 기초하여 수평동기신호와 수직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컴퓨터와; 상기 컴퓨터측에 설치되어 소정의 디스플레이모드 데이타를 기억하고 선택된 모드데이타를 모
니터측으로 출력하는 모드송신제어부와; 상기 컴퓨터로 부터의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에 기초하여 
모니터의 CRT의 수평편향과 수직편향을 제어하는 모니터와; 상기 모니터측에 설치되어 상기 컴퓨터측의 
모드송신제어부로 부터 수신된 모드데이타에 기초하여 동기신호를 제어하는 모드수신제어부를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송신제어부는 제어하고자 하는 모니터의 모드데이타를 입
력시키는 모드데이타입력수단과; 상기 모드데이타입력수단으로 부터 입력된 모드테이타를 기억하는 모드
데이타기억부와; 소정의 디스플레이모드를 선택하도록 모드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모드선택수단과; 선택된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출력하는 모드데이타출력수단 및; 상기 모드데이타입력수단으로 부터 입력된 모드데
이타를 모드데이타기억부에 기억시키고, 모드선택수단으로 부터 모드선택신호가 있을 경우, 데이타전송을 
개시할 것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시작신호를 출력한 후, 선택된 모드에 대응되는 모드데이타를 모드데이타
기억부로 부터 독출하여 그 독출된 데이타를 상기 모드데이타출력수단으로 출력하고, 소정의 갯수만큼 데
이타전송이 이루어지면 데이타전송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종료신호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모
드변경제어수단을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부는 다수의 디스플레이모드에 대한 데이타기
억부를 각각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부는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평동기기간 전체의 폭을 기억하는 수평주기기억부와; 
수평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을 기억하는 수평표시영역기억부와; 비디오
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평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시작기억부와; 수평동기펄스
의 폭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신호폭기억부와;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직동기펄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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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직동기기간 전체의 폭을 기억하는 수직주기기억부와; 수직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을 기억하는 수직표시영역기억부와;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
과 수직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을 기억하는 수직동기시작기억부 및; 수직동기펄스의 폭을 기억하는 
수직동기폭기억부를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부에 기억되는 모드데이타는 인덱스부와 데이
타부로 구성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출력수단은 비디오신호출력선을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변경제어수단은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 기간동안 1개
의 모드데이타를 출력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수신제어부는 상기 모드송신제어부로 부터 소정의 모드데
이타를 입력받는 모드데이타입력버퍼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로 부터 입력된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기억장소에 기억하는 동기데이타기억부와;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에 기억된 모드데이타에 기초하여 CRT에 
공급되는 동기신호를 설정하여 제어하는 모드설정부 및; 모드데이타전송을 개시할 것임을 나타내는 소정
의 시작신호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에 입력되면, 이후에 입력되는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동기데이타
기억부에 기억시키고, 모드데이타전송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동기
데이타기억부에 기억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기제어신호를 모드설정부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동
기신호제어부를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는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평동기기간 전체의 폭을 기억하는 수평주기기억부와; 
수평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을 기억하는 수평표시영역기억부와; 비디오
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평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시작기억부와; 수평동기펄스
의 폭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신호폭기억부와;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직동기펄스의 시작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직동기기간 전체의 폭을 기억하는 수직주기기억부와; 수직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을 기억하는 수직표시영역기억부와;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
과 수직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을 기억하는 수직동기시작기억부 및; 수직동기펄스의 폭을 기억하는 
수직동기폭기억부와; 수평동기신호의 크기를 기억하는 수평크기기억부와; 수평동기신호의 시작위치를 기
억하는 수평위치기억부와; 수직동기신호의 크기를 기억하는 수직크기기억부 및; 수직동기신호의 시작위치
를 기억하는 수직위치기억부를 포함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제어부는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 기간동안 1개의 
데이타를 입력받는 기능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는, 컴퓨터로 부터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입력받는 모드데이타입력버퍼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에 입력된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기억장소에 기억하는 동기데이타기억부와;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에 기억된 모드데이타에 기초하여 CRT에 
공급되는 동기신호를 설정하여 제어하는 모드설정부 및; 모드데이타전송을 개시할 것임을 나타내는 소정
의 시작신호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에 입력되면, 이후에 입력되는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동기데이타
기억부에 기억시키고, 모드데이타전송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동기
데이타기억부에 기억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기제어신호를 모드설정부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동
기신호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컴퓨터측의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은, 모드데이타
를 입력하고자 시도하는지를 판별하는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가 성립되
지 않은 경우에 모니터의 모드를 변경하고자 시도하는지를 판별하는 모드변경판별단계와; 상기 모드변경
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한 모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모
드데이타기억판별단계와; 상기 모드데이타기억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 모드데이타를 모니터측으로 
전송하는 모드데이타전송단계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모드선택여부를 판별하는 
모드선택판별단계 및; 상기 모드선택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입력하는 모드데이타
입력단계를 포함하여 처리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전송단계는 출력되는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
를 판별하는 수직동기LOW판별단계와; 상기 수직동기LOW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데이타전송시작
을 나타내는 ID를 출력하는 시작ID전송단계와; 전송하고자하는 모드데이타의 시작데이타 내지 마지막데이
타의 순서를 기억시키는 데이타전송초기화단계와; 출력되는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하는 수직
동기LOW판별단계와; 상기 데이타전송초기화단계에 기초한 소정의 순서에 따라 모드데이타를 출력하는 모
드데이타전송단계와; 출력되는 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LOW판별단계와; 상기 수직동
기LOW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데이타전송종료를 나타내는 ID를 출력하는 종료ID전송단계를 포함
하여 처리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모니터측의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은 컴퓨터로 부
터의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LOW판별단계와; 상기 수직동기LOW판별단계가 성립
된 경우에 소정의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수신단계와; 상기 데이타수신단계로 부터 수신된 데이타가 소
정의 데이타전송시작을 나타내는 ID인지를 판별하는 시작ID판별단계와; 상기 ID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를 셋트시키는 모드플래그셋트단계와; 상기 데이타수신단계로 부터 수신된 데이타
가 소정의 데이타전송종료를 나타내는 ID인지를 판별하는 종료ID판별단계와; 상기 종료ID판별단계가 성립
되지 않은 경우에 수신된 데이타에 대한 등록 인덱스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인덱스판별단계와; 상기 인덱
스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 기억장소에 모드데이타를 기억시키는 모드데이타기억단계와; 상기 종료
ID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가 셋트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모드플래그판별단계와; 상기 모드플래그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수신된 모드데이타가 갱신된 데이타인
지를 판별하는 모드갱신여부판별단계와; 상기 모드갱신여부판별단계가 성립된 경우에 디스플레이 화면의 
위치를 계산하는 화면위치계산단계와; 상기 화면위치계산단계에서 계산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CRT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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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화면위치제어단계와;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를 리셋트시키는 모드플래그리셋트단계를 포함하여 
처리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단계는 수신된 데이타가 수평주기인지를 판별
하는 수평주기판별단계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평표시영역인지를 판별하는 수평표시영역판별단계와; 수신
된 데이타가 수평동기시작인지를 판별하는 수평동기시작판별단계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평동기폭인지를 
판별하는 수평동기폭판별단계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주기인지를 판별하는 수직주기판별단계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표시영역인지를 판별하는 수직표시영역판별단계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동기시작인지를 판
별하는 수직동기시작판별단계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동기폭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폭판별단계와; 상
기 수평주기판별단계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주기기억부에 기억시
키는 수평주기기억단계와; 상기 수평표시영역판별단계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표시영역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표시영역기억단계와; 상기 수평동기시작판별단계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동기시작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동기시작기억단계
와; 상기 수평동기폭판별단계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동기폭기억
부에 기억시키는 수평동기폭기억단계와; 상기 수직주기판별단계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
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주기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주기기억단계와; 상기 수직표시영역판별단계의 판별
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표시영역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표시영역기억
단계와; 상기 수직동기시작판별단계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동기
시작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동기시작기억단계와; 상기 수직동기폭판별단계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
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동기폭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동기폭기억단계를  포함하여 

처리한다.

이 특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화면위치계산단계는 CRT에 공급할 수평위치를 계산하여 소정
의 수평위치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위치계산단계와; CRT에 공급할 수평크기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평크
기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크기계산단계와; CRT에 공급할 수직위치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직위치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위치계산단계와; CRT에 공급할 수직크기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직크기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크기계산단계를 포함하여 처리한다.

본 발명은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정의 디스플레
이 모드에 기초하여 수평동기신호와 수직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컴퓨터와; 상기 컴퓨터측에 설치되어 소정
의 디스플레이모드 데이타를 기억하고 선택된 모드데이타를 모니터측으로 출력하는 모드송신제어부와; 상
기 컴퓨터로 부터의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에 기초하여 모니터의 CRT의 수평편향과 수직편향을 제
어하는 모니터와; 상기 모니터측에 설치되어 상기 컴퓨터측의 모드송신제어부로 부터 수신된 모드데이타
에 기초하여 동기신호를 제어하는 모드수신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그래픽모드
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화면을 모니터의 중심에 유지시킬 수 있고, 모드에 따른 표시범위의 크기와 표시
시작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하, 도 2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전송의 예를 도시한 도면으로, V_Sync는 수직동기신호를, 
H_Sync는 수평동기신호, 전송데이타포맷I은 예컨대 3BYTE의 ID코드, 전송데이타포맷II는 예컨대 1BYTE의 
INDEX코드와 2BYTE의 모드데이타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드데이타의 전송은 상기 
수직동기신호(V_Sync)와 수평동기신호(H_Sync)가 논리 0으로(예컨대, 신호가 없는 상태) 된 기간동안 이
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ID코드는 예컨대 데이타전송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도록 사용된다.  

그리고 전송되는 데이타는 INDEX부와 모드데이타부로 구성되어 소정의 디스플레이모드에 대한 디스플레이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에서 전송되는 모드데이타는 다음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

모드데이타

          인덱스(INDEX)           모드데이타

              11     수평주기(H_Total)

              12     수평표시영역(H_Display)

              13     수평동기시작(H_Sync_Start)

              14     수평동기폭(H_Sync_Width)

              21     수직주기(V_Total)

              22     수평표시영역(V_Display)

              23     수직동기시작(V_Sync_Start)

              24     수평동기폭(V_Sync_Width)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타를  비디오신호  및  동기신호와  대응시켜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에서 Video는 비디오신호를 나타낸 것이고, Sync는 수평동기신호 또는 수직동기신호를 나
타낸다.  

여기서, Display는 표 1에서의 수평동기디스플레이의 데이타구간(H_Display)과 수직동기디스플레이의 데
이타구간(V_Display)을 각각 나나낸다.  그리고 Sync_Start는 수평동기디스플레이가 시작되는 데이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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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Sync_Start)과 수직동기디스플레이가 시작되는 데이타구간(V_Sync_Start)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Sync_Total은 수평동기의 전체 데이타구간(H_Total)과 수직동기의 전체 데이타구간(V_Total)을 각
각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Sync_Width는  수평동기펄스의  폭(H_Sync_Width)과  수직동기펄스의 폭

(V_Sync_Width)을 각각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소정의 모드에서 모니터화면에 중심이 유지되어 표시되는 비디오화면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부호 50은 모니터의 전체표시영역을, 60은 사용자가 화면을 표시시키고자 
하는 화면영역, HA는 화면의 좌측 여백구간, HB는 화면의 우측 여백구간, VA는 화면의 상단 여백구간, VB
는 화면의 하단 여백구간을 각각 나타낸다.

본 실시예는 디스플레이모드의 해상도가 640 * 480이고, 수평동기신호는 13.5KHz, 수직동기신호는 60Hz인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이때, 수평주기(H_Total)는 예컨대 100으로, 수평표시영역(H_Display)은 80, 
수평동기시작(H_Sync_Start)은 81,  수평동기폭(H_Sync_Width)은 12,  수직주기(V_Total)는 525, 수직표시
영역(V_Display)은 480, 수직동기시작(V_Sync_Start)은 482, 수직동기폭(V_Sync_Width)은 2로 각각 설정
되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상기 HB와 HA구간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즉, 

또한, VB와 VA구간도 상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즉,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표준 위치에서 소정의 위치에 대한 보정위치의 산출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 H_Pos+(4*256/100) = H_Pos+10.24

여기서, 256은 모니터의 수평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가변스텝이고, H_Pos는 수평 프론트 포치와 백 포치
가 동일할 때의 표준수평위치를 나타내고, H_Position은 새로운 수평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평위치(H_Position)는 수평주사기간동안에 표준의 수평위치로 부터 우측으로 10 내지 11 스텝
을 이동하도록 제어한다.

이어서, 표준의 수평크기로 부터 소정의 수평크기(H_Size)에 대한 보정크기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H_Size_Std + (1 - 0.909) * 256 = H_Size_Std + 23.3

여기서 256은 모니터의 수평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가변스텝이고, H_Size_Std는 모니터설계시 정해지는 
표준화면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평크기(H_Size)는 수평주사기간동안에 표준 CRT화면의 90.9％가 표시되도록 표준의 수평크기에 
23 내지 24 스텝을 더해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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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_Pos+(21.5*256/525) = V_Pos+10.5

여기서, 256은 모니터의 수직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가변스텝이고, V_Pos는 수직 프론트 포치와 백 포치
가 동일할 때의 표준수평위치를 나타내고, V_Position은 새로운 수직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직위치(V_Position)는 수직주사기간동안에 표준의 수직위치로 부터 아래쪽으로 10 내지 11 스
텝을 이동하도록 제어한다.

이어서, 표준의 수직크기로 부터 소정의 수직크기(V_Size)에 대한 보정크기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V_Size_Std + (1 - 0.918) * 256 = V_Size_Std + 21.05

여기서 256은 모니터의 수직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가변스텝이고, V_Size_Std는 모니터설계시 정해지는 
표준화면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직크기(V_Size)는 수직주사기간동안에 표준 CRT화면의 91.8％가 표시되도록 표준의 수직크기에 
21 내지 22 스텝을 더해 제어한다.

실시예1

도 5 내지 도 7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는, 모드송신
제어부(70)와  모드수신제어부(80)를  구비하고,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그래픽모드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화면을 모니터의 중심에 유지시킬 수 있고, 모드에 따른 표시범위의 크기와 표시시작위치를 임의로 설정
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드송신제어부(70)는 컴퓨터측에 설치되고, 모드수신제어부(80)는 모니터측에 
설치된다.  

상기 모드송신제어부(70)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에 공급하고자 하는 모드데이타를 입력시
키도록 모드데이타입력수단(110)이 구비되고, 상기 모드데이타입력수단(110)으로 부터 입력된 모드테이타
를 기억하도록 모드데이타기억부(130)가 구비된다. 

그리고 모드송신제어부(70)에는 예컨대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사용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하
도록 예컨대 모드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모드선택수단(120)이 구비된다.  또한,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드데
이타를 출력하도록 모드데이타출력수단(140) 이 구비된다.

도면에서 모드변경제어수단(100)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수단(110)으로 부터 입력된 모드데이타를 모드데
이타기억부(130)에 기억시키고, 모드선택수단(120)으로 부터 모드선택신호가 있을 경우 선택된 디스플레
이 모드에 대응되는 모드데이타를 모드데이타기억부(130)로 부터 독출하여 그 독출된 데이타를 상기 모드
데이타출력수단(140)으로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한편, 상기 모드수신제어부(80)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드송신제어부(70)로 부터의 모드데이타
를 입력받도록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가 구성된다.

그리고, 모드수신제어부(80)에는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로 부터 입력된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기
억장소에 기억시키도록 동기데이타기억부(520)가 구성되고,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된 모드데
이타에 기초하여 CRT(550)에 공급되는 동기신호를 설정하여 제어하도록 모드설정부(530)가 구성된다.

도면에서 동기신호제어부(500)는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로 부터 입력되는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동기
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시키고,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모두 입력받으면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기신호를 제어하여 모드설정부(530)로 출력한다.

한편, 상기 모드송신제어부(70)의 모드데이타기억부(130)는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평
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평동기기간전체폭(H_Total)을 기억하도록 수평주기기억부
를 구비하고, 수평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H_Display)을 기억하도록 수
평표시영역기억부를 구비한다.

또한,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평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H_Sync_Start)을 기억하도록 수평동
기시작기억부를 구비하고, 수평동기펄스의 폭(H_Sync_Width)을 기억하도록 수평동기신호폭기억부를 구비
한다.

그리고,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직동
기기간전체폭(V_Total)을 기억하도록 수직주기기억부를 구비하고, 수직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V_Display)을 기억하도록 수직표시영역기억부를 구비한다.

마지막으로,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직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V_Sync_Start)을 기억하도록 
수직동기시작기억부를 구비하고, 수직동기펄스의 폭(V_Sync_Width)을 기억하도록 수직동기폭기억부를 구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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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드수신제어부(80)의 동기데이타기억부(520)는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부(130)와 동일한 구성에 부가
하여,  수평동기신호의  사이즈(H_Size)를  기억하는  수평크기기억부와,  수평동기신호의 시작위치

(H_Position)를  기억하는  수평위치기억부,  수직동기신호의  사이즈(V_Size)를  기억하는  수직크기기억부 
및, 수직동기신호의 시작위치(V_Position)를 기억하는 수직위치기억부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실시예2

도 8 내지 도 1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은, 모드송
신제어부와 모드수신제어부를 구비하고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그래픽모드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화면을 
모니터의 중심에 유지시킬 수 있고, 모드에 따른 표시범위의 크기와 표시시작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
다.

먼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드송신제어루틴(S100)은,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S101)를 수행하여 모
드데이타를 입력하고자 시도하는지를 판별한다. 

상기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S101)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드변경판별단계(S102)로 진행하여 모니
터의 모드를 변경하고자 시도하는지를 판별한다. 

이때, 상기 모드변경판별단계(S102)가 성립된 경우에는 모드데이타기억판별단계(S103)로 진행하여 소정의 
모드에 대한 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는지를 판별한다.

그리하여, 상기 모드데이타기억판별단계(S103)가 성립된 경우에는 모드데이타전송단계(S104)로 진행하여 
해당 모드데이타를 모니터측으로 전송한다. 

한편, 상기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S101)가 성립된 경우에는 모드선택판별단계(S105)로 진행하여 모드지
정여부를 판별한다.

이때,  상기  모드선택판별단계(S105)가  성립된  경우에는  모드데이타를  입력하도록 모드데이타입력단계
(S106)를 처리한다.

상기 모드데이타전송단계(S104)는 도 9에 도시한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수직동기신호가 예컨대 논리 0인 기간동안 소정의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수직동기LOW판별단계
(S201)를 수행하여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한다.

여기서 상기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1)가 성립하면, 시작ID전송단계(S202)를 수행하여 데이타전송시작을 
나타내는 예컨대 3BYTE의 SND ID를 출력한다.

이어서, 소정의 디스플레이모드에 해당되는 모드데이타를 순서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시작데이타 내지 마
지막데이타를 지정하는 소정의 데이타전송초기화단계(S203)를 처리한다.

상기  데이타전송초기화단계(S203)가  처리되면,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5)를  수행하여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한다.

이때, 상기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5)가 성립되어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이 되면, 모드데이타전송단계
(S206)를 수행하여 상기 데이타전송초기화단계(S203)에서 설정된 순서에 따라 모드데이타를 모두 출력한
다.  이때, 전송되는 데이타는 데이타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예컨대 1BYTE의 INDEX부와 2BYTE의 DATA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하여 소정의 디스플레이모드에 대한 모드데이타의 전송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면, 수직동기LOW
판별단계(S207)를 수행하여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한다.

여기서,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7)가 성립하면, 종료ID전송단계(S208)를 수행하여 데이타전송종료를 나
타내는 예컨대 3BYTE의 END ID를 출력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2실시예에 따른 모니터측의 모드수신제어루틴을 도시한 플로우챠트로서, 이 도면을 참
조하여 모드수신제어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수직동기LOW판별단계(S301)를 수행하여 컴퓨터로 부터 수신되는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
별한다.  이때, 수직동기LOW판별단계(S301)가 성립되면, 데이타수신단계(S302)를 수행하여 컴퓨터로 부터 
소정의 데이타를 수신한다.

상기 데이타수신단계(S302)를 처리하여 데이타수신이 이루어지면, 시작ID판별단계(S303)와 종료ID판별단
계(S305) 및 인덱스판별단계(S306)를 각각 처리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가 소정의 데이타전송시작을 나타
내는 ID인지, 데이타전송종료를 나타내는 ID인지, 모드데이타인지를 판별한다.

이때, 수신된 데이타가 데이타전송시작을 나타내는 예컨대 SND로 판별되면, 모드플래그셋트단계(S304)를 
수행하여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를 예컨대 논리 1로 셋트시킨다.

한편, 상기 수신된 데이타가 모드데이타로 판별되면, 모드데이타기억단계(S307)를 수행하여 소정의 기억
장소에 모드데이타를 기억시킨다.

그리고, 상기 수신된 데이타가 데이타전송종료를 나타내는 예컨대 END로 판별되면, 모드플래그판별단계
(S308)를 수행하여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가 예컨대 논리 1로 세트되어 있는지를 판별한다.  이와 같은 
모드플래그판별단계(S308)에서의 판별이 성립되면, 모드갱신여부판별단계(S309)를 수행하여 수신된 모드
데이타가 기존의 모드데이타와 다른 갱신된 데이타인지를 판별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상기 모드갱신여부판별단계(S309)가 성립되면, 화면위치계산단계(S310)를 수행하여 수신
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화면위치를 계산하고, 화면위치제어단계(S311)를 수행하여 CRT화면을 제어한 후, 
모드플래그리셋트단계(S312)를 수행하여 모드변경플래그를 리셋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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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2실시예에 따른 모드수신제어방법에서 모드데이타기억루틴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수신된 모드데이타의 종류를 나타내는 인덱스부의 숫자값이 수평주기(H_Total)를 나타내는 11인지
(S401),  수평표시영역(H_Display)를 나타내는 12인지(S402),  수평동기시작(H_Sync_Start)을 나타내는 13
인지(S403), 수평동기폭(H_Sync_Width)을 나타내는 14인지(S404)를 판별한다.

상기에서 인덱스가 11로 판별된 경우에는 모드데이타를 수평주기기억부에 기억시키고(S409), 12로 판별된 
경우에는 수평표시영역기억부에 기억시키고(S410), 13으로 판별된 경우에는 수평동기시작기억부에 기억시
키고(S411), 14로 판별된 경우에는 수평동기폭기억부에 기억시킨다.

계속해서, 수신된 모드데이타의 종류를 나타내는 인덱스부의 숫자값이 수직주기(V_Total)를 나타내는 21
인지(S405), 수직표시영역(V_Display)를 나타내는 22인지(S406), 수직동기시작(V_Sync_Start)을 나타내는 
23인지(S407), 수직동기폭(V_Sync_Width)을 나타내는 24인지(S408)를 판별한다.

상기에서 인덱스가 21로 판별된 경우에는 모드데이타를 수직주기기억부에 기억시키고(S413), 22로 판별된 
경우에는 수직표시영역기억부에 기억시키고(S414), 23으로 판별된 경우에는 수직동기시작기억부에 기억시
키고(S415), 24로 판별된 경우에는 수직동기폭기억부에 기억시킨다(S416).

이어서 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2실시예의 모드수신제어방법에서 화면위치계산루틴을 상세하게 설명
한다.

먼저 상기에서 수신된 모드데이타에 기초하여 CRT화면상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의 수평위치(H_Position)
를  상술한  바와  같은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  소정의  수평위치기억부에  기억시키고(S501), 수평크기
(H_Size)를 계산하여 수평크기기억부에 기억시키고(S502), 수직위치(V_Position)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직
위치기억부에 기억시키고(S503), 수직크기(V_Size)를 계산하여 수직크기기억부에 각각 기억시킨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의 모니터의 CRT는 다양한 디스플레이모드를 지원하지만, 각각의 모드에 따라 컴퓨터로 부
터의 화상이 모니터상의 일측방향으로 치우쳐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고, 컴퓨터로 부터의 비디오화상의 일
부분이 모니터의 표시범위를 벗어나서 사용자로 하여금 식별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응용프
로그램의 다양한 그래픽모드에 따라 대응되는 화면을 항상 모니터의 중심에 유지할 수 있고, 모드에 따른 
표시범위의 크기와 표시시작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드에 기초하여 수평동기신호와 수직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컴퓨터와;

상기 컴퓨터측에 설치되어 소정의 디스플레이모드 데이타를 기억하고 선택된 모드데이타를 모니터측으로 
출력하는 모드송신제어부(70)와;

상기 컴퓨터로 부터의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에 기초하여 모니터의 CRT의 수평편향과 수직편향을 
제어하는 모니터와;

상기 모니터측에 설치되어 상기 컴퓨터측의 모드송신제어부(70)로 부터 수신된 모드데이타에 기초하여 동
기신호를 제어하는 모드수신제어부(80)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송신제어부(70)는  제어하고자 하는 모니터의 모드데이타를 입력시키는 모드데이타입력수단(11
0)과; 

상기 모드데이타입력수단(110)으로 부터 입력된 모드테이타를 기억하는 모드데이타기억부(130)와; 

소정의 디스플레이모드를 선택하도록 모드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모드선택수단(120)과; 

선택된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출력하는 모드데이타출력수단(140) 및; 

상기 모드데이타입력수단(110)으로 부터 입력된 모드데이타를 모드데이타기억부(130)에 기억시키고, 모드
선택수단(120)으로 부터 모드선택신호가 있을 경우, 데이타전송을 개시할 것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시작신
호를 출력한 후, 선택된 모드에 대응되는 모드데이타를 모드데이타기억부(130)로 부터 독출하여 그 독출
된 데이타를 상기 모드데이타출력수단(140)으로 출력하고, 소정의 갯수만큼 데이타전송이 이루어지면 데
이타전송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종료신호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모드변경제어수단(100)을 구
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부(130)는 다수의 디스플레이모드에 대한 데이타기억부를 각각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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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부(130)는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평동기기간 전체의 폭(H_Total)을 기억하는 수평주기기억부와; 

수평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H_Display)을 기억하는 수평표시영역기억
부와;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평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H_Sync_Start)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시작기
억부와; 

수평동기펄스의 폭(H_Sync_Width)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신호폭기억부와;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직동기기간 
전체의 폭(V_Total)을 기억하는 수직주기기억부와; 

수직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V_Display)을 기억하는 수직표시영역기억
부와;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직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V_Sync_Start)을 기억하는 수직동기시작기
억부 및; 

수직동기펄스의 폭(V_Sync_Width)을 기억하는 수직동기폭기억부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부(130)에 기억되는 모드데이타는 인덱스(INDEX)부와 데이타(DATA)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출력수단(140)은 비디오신호출력선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
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변경제어수단(100)은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 기간동안 1개의 모드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수신제어부(80)는 상기 모드송신제어부(70)로 부터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입력받는 모드데이타입
력버퍼(510)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로 부터 입력된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기억장소에 기억하는 동기데이타기
억부(520)와;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된 모드데이타에 기초하여 CRT(540)에 공급되는 동기신호를 설정하여 
제어하는 모드설정부(530) 및; 

모드데이타전송을 개시할 것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시작신호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에 입력되면, 
이후에 입력되는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시키고, 모드데이타전송이 종료되
었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기제어신호를 모드설정부(530)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동기신호제어부(500)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520)는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평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평동기기간 전체의 폭(H_Total)을 기억하는 수평주기기억부와; 

수평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H_Display)을 기억하는 수평표시영역기억
부와;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평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H_Sync_Start)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시작기
억부와; 

수평동기펄스의 폭(H_Sync_Width)을 기억하는 수평동기신호폭기억부와;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으로 부터 다음 수직동기펄스의 시작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수직동기기간 
전체의 폭(V_Total)을 기억하는 수직주기기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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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동기 기간동안의 비디오신호기간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폭(V_Display)을 기억하는 수직표시영역기억
부와; 

비디오신호기간의 시작시점과 수직동기신호의 종료시점간의 폭(V_Sync_Start)을 기억하는 수직동기시작기
억부 및; 

수직동기펄스의 폭(V_Sync_Width)을 기억하는 수직동기폭기억부와; 

수평동기신호의 크기(H_Size)를 기억하는 수평크기기억부와; 

수평동기신호의 시작위치(H_Position)를 기억하는 수평위치기억부와; 

수직동기신호의 크기(V_Size)를 기억하는 수직크기기억부 및; 

수직동기신호의 시작위치(V_Position)를 기억하는 수직위치기억부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제어부(500)는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 기간동안 1개의 데이타를 입력받는 것은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11 

컴퓨터로 부터 비디오신호와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를 수신하면서, 수직동기신호가 없을 때 소정
의 디스플레이 모드데이타를 수신하여 CRT의 수평편향과 수직편향을 제어하는 모니터에 있어서,

컴퓨터로 부터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입력받는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에  입력된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기억장소에 기억하는 동기데이타기억부
(520)와;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된 모드데이타에 기초하여 CRT(540)에 공급되는 동기신호를 설정하여 
제어하는 모드설정부(530) 및; 

모드데이타전송을 개시할 것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시작신호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에 입력되면, 
이후에 입력되는 모드데이타를 대응되는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시키고, 모드데이타전송이 종료되
었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동기데이타기억부(520)에 기억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기제어신호를 모드설정부(530)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동기신호제어부(500)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장치.

청구항 12 

모드데이타입력수단(110)과,  모드데이타기억부(130),  모드선택수단(120),  모드데이타출력수단(140)  및, 
모드변경제어수단(100)을 구비하고, 모니터의 CRT에 공급되는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를 제어하는 
컴퓨터측의 동기신호제어방법에 있어서: 

모드데이타를 입력하고자 시도하는지를 판별하는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S101)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S101)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모니터의 모드를 변경하고자 시도하는지를 
판별하는 모드변경판별단계(S102)와; 

상기 모드변경판별단계(S102)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한 모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
는지를 판별하는 모드데이타기억판별단계(S103)와; 

상기 모드데이타기억판별단계(S103)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 모드데이타를 모니터측으로 전송하는 모드데이
타전송단계(S104)와; 

상기  모드데이타입력판별단계(S101)가  성립된  경우에  모드선택여부를  판별하는  모드선택판별단계(S105) 
및; 

상기 모드선택판별단계(S105)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모드데이타를 입력하는 모드데이타입력단계(S106)
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전송단계(S104)는 출력되는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LOW판별단계
(S201)와;

상기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1)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데이타전송시작을 나타내는 ID를 출력하는 시작
ID전송단계(S202)와;

전송하고자하는 모드데이타의 시작데이타 내지 마지막데이타의 순서를 기억시키는 데이타전송초기화단계
(S203)와;

출력되는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5)와;

상기 데이타전송초기화단계(S203)에 기초한 소정의 순서에 따라 모드데이타를 출력하는 모드데이타전송단
계(S20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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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되는 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7)와;

상기 수직동기LOW판별단계(S207)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데이타전송종료를 나타내는 ID를 출력하는 종료
ID전송단계(S208)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 

청구항 14 

모드데이타입력버퍼(510)와,  동기데이타기억부(520),  모드설정부(530),  및,  동기신호제어부(500)를 구비
하고, 컴퓨터로 부터 모니터의 CRT에 공급되는 수평동기신호 및 수직동기신호를 제어하는 모니터측의 동
기신호제어방법에 있어서: 

컴퓨터로 부터의 수직동기신호가 LOW레벨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LOW판별단계(S301)와;

상기 수직동기LOW판별단계(S301)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수신단계(S302)와;

상기 데이타수신단계(S302)로 부터 수신된 데이타가 소정의 데이타전송시작을 나타내는 ID인지를 판별하
는 시작ID판별단계(S303)와;

상기 ID판별단계(S303)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를 셋트시키는 모드플래그셋트단계(S304)
와;

상기 데이타수신단계(S302)로 부터 수신된 데이타가 소정의 데이타전송종료를 나타내는 ID인지를 판별하
는 종료ID판별단계(S305)와;

상기 종료ID판별단계(S305)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수신된 데이타에 대한 등록 인덱스(INDEX)가 있는지
를 판별하는 인덱스판별단계(S306)와;

상기 인덱스판별단계(S306)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 기억장소에 모드데이타를 기억시키는 모드데이타기억단
계(S307)와;

상기 종료ID판별단계(S305)가 성립된 경우에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가 셋트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모드
플래그판별단계(S308)와;

상기 모드플래그판별단계(S308)가 성립된 경우에 수신된 모드데이타가 갱신된 데이타인지를 판별하는 모
드갱신여부판별단계(S309)와;

상기 모드갱신여부판별단계(S309)가 성립된 경우에 디스플레이 화면의 위치를 계산하는 화면위치계산단계
(S310)와;

상기 화면위치계산단계(S310)에서  계산된 데이타에 기초하여 CRT화면을 제어하는 화면위치제어단계(S31
1)와;

소정의 모드변경플래그를 리셋트시키는 모드플래그리셋트단계(S312)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데이타기억단계(S307)는 수신된 데이타가 수평주기(H_Total)인지를 판별하는 수평주기판별단계
(S401)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평표시영역(H_Display)인지를 판별하는 수평표시영역판별단계(S402)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평동기시작(H_Sync_Start)인지를 판별하는 수평동기시작판별단계(S403)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평동기폭(H_Sync_Width)인지를 판별하는 수평동기폭판별단계(S404)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주기(V_Total)인지를 판별하는 수직주기판별단계(S405)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표시영역(V_Display)인지를 판별하는 수직표시영역판별단계(S406)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동기시작(V_Sync_Start)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시작판별단계(S407)와;

수신된 데이타가 수직동기폭(V_Sync_Width)인지를 판별하는 수직동기폭판별단계(S408)와;

상기 수평주기판별단계(S401)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주기기억부
에 기억시키는 수평주기기억단계(S409)와;

상기 수평표시영역판별단계(S402)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표시영
역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표시영역기억단계(S410)와;

상기 수평동기시작판별단계(S403)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동기시
작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동기시작기억단계(S411)와;

상기 수평동기폭판별단계(S404)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평동기폭기
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동기폭기억단계(S412)와;

상기 수직주기판별단계(S405)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주기기억부
에 기억시키는 수직주기기억단계(S413)와;

상기 수직표시영역판별단계(S406)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표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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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표시영역기억단계(S414)와;

상기 수직동기시작판별단계(S407)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동기시
작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동기시작기억단계(S415)와;

상기 수직동기폭판별단계(S408)의 판별이 성립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모드데이타를 소정의 수직동기폭기
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동기폭기억단계(S416)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
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위치계산단계(S310)는 CRT에 공급할 수평위치(H_Position)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평위치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위치계산단계(S501)와;

CRT에  공급할 수평크기(H_Size)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평크기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평크기계산단계(S50
2)와;

CRT에  공급할 수직위치(V_Position)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직위치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위치계산단계
(S503)와;

CRT에  공급할 수직크기(V_Size)를  계산하여 소정의 수직크기기억부에 기억시키는 수직크기계산단계(S50
4)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정보전송기능을 갖는 모니터화면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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