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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 디스플레이 장치 이외에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더 구비하여 사용자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
터는,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장치, 상기 입력장치로 입력되는 상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된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컴퓨터 본체,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상기 주 디스플레이를 보조하여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
시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외관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초기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을 도
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5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부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7은 도 5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초기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을 도
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컴퓨터 본체, 22...주 디스플레이 장치,

24...보조 디스플레이 장치, 26...키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 디스플레이 장치 이외에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더 구비하여 
사용자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컴퓨터는 컴퓨터 본체와 입력장치인 키보드 및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종래의 컴퓨터는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만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때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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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화면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하거나 여러개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되
는 화면이 하나인 경우에도 사용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쉬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한 상태에서 계산기 응용 프로그램을 사
용하고자 할 경우, 작업할 때마다 윈도우를 매번 움직이거나 매번 윈도우를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로 설
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주 디스플레이 장치 이외에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더 구비하
여 사용자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주 디스플레이 장치 이외에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더 구
비하여 사용자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장치; 상기 입력장치로 입력되는 상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된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
행하는 컴퓨터 본체;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상기 주 디스플레이를 보조하여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보조 디
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컴퓨터 본체는,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 및 상기 보조 디스
플레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컴퓨터 본체는, 상기 컴퓨터의 전원이 온 되었을 때 부팅 완료후, 미리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
을 수행하여 수행된 결과를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하여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컴퓨터 본체는, 소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a)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하는 단계와, (b)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
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및 (c)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
된 경우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컴퓨터 본체는,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디
스플레이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부는,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여 소정의 기능을 처리하는 그래픽 제어기
와, 상기 그래픽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 그래픽 메모리와, 상기 주 그래픽 메모
리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순차적인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제 1 데이터 순차기와, 상기 제 
1 데이터 순차기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적합한 색상 데이터로 변환한 후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제 1 속성 제어기와, 상기 그래픽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 그
래픽 메모리와, 상기 보조 그래픽 메모리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순차적인 비트 스트림으로 변
환하는 제 2 데이터 순차기와, 상기 제 2 데이터 순차기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적합한 색상 
데이터로 변환한 후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제 2 속성 제어기와, 화소, 문자 단위의 클럭
을 발생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기내의 모든 기능의 순서를 제어하며 상기 주 그래픽 메모리와 상기 보
조 그래픽 메모리의 리드 클럭 및 라이트 클럭을 발생하는 시퀀서와, 타이밍에 관계되는 신호들을 발생하
여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는 주 디스플레이 제어기 및 타이밍에 관계되는 신호들을 발생하여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는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보조 그래픽 메모리는 제 1 및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컴퓨터 본체는, 상기 컴퓨터의 전원이 온 되었을 때 미리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수행된 결과를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부내의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제 1 보조 그래픽 메모
리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컴퓨터 본체는, 소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a)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하는 단계와, (b)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
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주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
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와, (c)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인에
이블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와, (e)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하여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기 단계 (d)로 진행하고 종료된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 및 (f) 상기 단계 (e)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제 1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인에이블시키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은, (a)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된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
기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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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c) 상기 단계 (a)에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보조 디스플레
이 제어부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 프
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은, (a)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된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
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
된 경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주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
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a)에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
된 경우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인에이블시키는 단계; (d) 상기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
계; (e)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하여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기 단계 (d)로 진행하고 
종료된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 및 (f) 상기 단계 (e)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제 1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인에이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바람직한 실시예
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에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외관도를 도시하였다.

도 1의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는 키보드(16)와, 컴퓨터 상태
를 보여주는 문자 디스플레이 장치인 VFD(18, vacuum fluorescent display)를 전면부에 구비하며 입력장
치인 키보드(16)로 입력되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된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컴퓨터 본체(14)
와, 컴퓨터 본체(14)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장치(10) 및 주 디스플레
이 장치(10)를 보조하여 컴퓨터 본체(14)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
치(12)를 구비하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주 디스플레이 장치
(10) 이외에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12)를 더 구비하여 사용자가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때, 복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주 디스플레이 장치(10)의 윈도우를 분할하여 표시할 필요없이, 주 응용 프로그램은 주 디스
플레이 장치(10)에 표시하고 보조 응용 프로그램은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12)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작업
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구성과 동작 설명은 도 2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도 2에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블록도를 도시하였다.

도 2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
는 키보드(26)와, 입력장치인 키보드(26)로 입력되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된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
행하는 컴퓨터 본체(20)와, 컴퓨터 본체(2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장치(22) 및 주 디스플레이 장치(22)를 보조하여 컴퓨터 본체(2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24)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 본체(20)는, 프로그램을 수행, 처리, 계산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202,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주 디스플레이 장치(22)를 제어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216), 보조 디스플레
이 장치(24)를 제어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218), DMA(direct memory access) 제어를 위한 DMA 
제어기와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제어기 및 버스를 제어하기 위한 버스 제
어기를 구비하는 제어부(204),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로딩되어 수행되는 램(206, 
RAM: 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 전원 온시 초기화 및 자체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바이오스(BIOS:  basic  input-output  system)가  저장되어 있는 롬
(208, ROM: read only memory), 별도의 배터리(212)를 갖는 타이머 모듈인 실시간 클럭(210, RTC: real 
time clock), 키보드(26)를 제어하기 위한 키보드 제어기(220), 외부 장치인 RS232C 인터페이스 장치와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한 직렬 인터페이스부(222), 병렬 프린터와 같은 병렬 인터페이스 장치와 병렬 통신
을 하기 위한 병렬 인터페이스부(224), 플로피 디스크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230, 
FDD: floppy disk drive),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230)를 제어하기 위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제어기
(226), 데이터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232, HDD: hard disk drive), 하드디스크 드라이브(232)
를 제어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어기(228) 및 컴퓨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자 출력 장치로서 중
앙처리장치(202)의  명령을  받아  내부에  포함된  마이콤에 의해  제어되는 VFD(214,  vacuum  fluorescent   
display)를 구비하고 있다. 

도 2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24)의 제어를 위하여 별도
의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218)를 둔 것으로 이에 대한 동작 설명은, 도 3 및 도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초기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단계 
S30에서 컴퓨터 본체(20)의 전원이 온되면, 단계 S32에서는 롬(208)에 저장되어 있는 초기화 및 자체 테
스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컴퓨터 초기화 및 자체 테스트가 완료된 후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부팅된다. 단
계  S34에서는  부팅  완료후  미리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  시계  프로그램  등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단계 S36에서는 상기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를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218)를 통해 보조 디
스플레이 장치(24)에 표시하고, 단계 S38에서는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수행을 기다린다.

상기와 같이 컴퓨터 초기화시 미리 지정된 프로그램이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24)에 별도로 표시되므로 사
용자는 항상 참조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24)를 통하여 참조할 수 있다.

한편, 도 4는 도 2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
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단계 S40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단계 S42에서는 수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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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거나 사용자의 옵션에 따라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되었는지를 판별한다. 단
계 S44에서는 단계 S42에서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된 결과를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216)를 통해 주 디스플레이 장치(22)에 표시한다. 단계 S46에서는 단계 
S42에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된 결과를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218)를 통해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24)에 표시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216)와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218)를 사용하여 주 디스플레이 장치(22)와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
(24)를 각각 제어한다.

도 5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블록도를 도시하였다. 

도 5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
는 키보드(56)와, 입력장치인 키보드(56)로 입력되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된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
행하는 컴퓨터 본체(50)와, 컴퓨터 본체(5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장치(52) 및 주 디스플레이 장치(52)를 보조하여 컴퓨터 본체(5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 본체(50)는, 프로그램을 수행, 처리, 계산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502,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주 디스플레이 장치(52) 및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를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제어부(516), DMA(direct memory access) 제어를 위한 DMA 제어기와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 가능한 프로그
래머블 인터럽트 제어기 및 버스를 제어하기 위한 버스 제어기를 구비하는 제어부(504), 시스템 소프트웨
어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로딩되어 수행되는 램(506, RAM: 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 전원 온시 
초기화 및 자체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바이오스
(BIOS:  basic  input-output  system)가 저장되어 있는 롬(508,  ROM:  read  only  memory),  별도의 배터리
(512)를 갖는 타이머 모듈인 실시간 클럭(510, RTC: real time clock), 키보드(56)를 제어하기 위한 키보
드 제어기(518), 외부 장치인 RS232C 인터페이스 장치와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한 직렬 인터페이스부(520), 
병렬 프린터와 같은 병렬 인터페이스 장치와 병렬 통신하기 위한 병렬 인터페이스부(522), 플로피 디스크
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528, FDD: floppy disk drive),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528)를  제어하기 위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제어기(524),  데이터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530, HDD: hard disk drive), 하드디스크 드라이브(530)를 제어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어기
(526) 및 컴퓨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자 출력 장치로서 중앙처리장치(502)의 명령을 받아 내부에 포함된 
마이콤에 의해 제어되는 VFD(514, vacuum fluorescent  display)를 구비하고 있다. 

도 5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제어부(516)에서 주 디스플레이 장치
(52)와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를 같이 제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동작 설명은, 도 6,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도 5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부(516)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제어부는 버스(BUS)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여 소정의 기능을 처리하는 그래픽 
제어기(600), 그래픽 제어기(6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 그래픽 메모리(602), 주 그래픽 메
모리(602)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순차적인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제  1  데이터 순차기
(604), 제 1 데이터 순차기(604)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적합한 색상 데이터로 변환한 후 주 
디스플레이 장치(612)로 출력하는 제 1 속성 제어기(606), 그래픽 제어기(6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해 제 1 보조 그래픽 메모리(614) 및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리(616)를 구비하는 보조 그래픽 메
모리(622), 보조 그래픽 메모리(622)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순차적인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하
는 제 2 데이터 순차기(618), 제 2 데이터 순차기(618)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적합한 색상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로 출력하는 제 2 속성 제어기(620), 화소, 문자 단위의 클
럭을 발생하여 디스플레이 제어부내의 모든 기능의 순서를 제어하며 주 그래픽 메모리(602)와 보조 그래
픽 메모리(622)의 리드 클럭 및 라이트 클럭을 발생하는 시퀀서(608), 타이밍에 관계되는 신호들을 발생
하여 주 디스플레이 장치(52)를 제어하는 주 디스플레이 제어기(610) 및 타이밍에 관계되는 신호들을 발
생하여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를 제어하는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기(612)를 구비하고 있다.

도 7은 도 5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초기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단계 
S70에서 컴퓨터 본체(50)의 전원이 온되면, 단계 S72에서는 롬(508)에 저장되어 있는 초기화 및 자체 테
스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컴퓨터 초기화 및 자체 테스트가 실행된 후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부팅된다. 단
계  S74에서는  부팅  완료후  미리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  시계  프로그램  등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단계 S76에서는 상기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를 디스플레이 제어부(516)에 있는 그래픽 제어기
(600)를 제어하여 제 1 보조 그래픽 메모리(614)를 통해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에 표시하고, 단계 S78
에서는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수행을 기다린다.

한편, 도 8은 도 5에 도시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
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단계 S80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단계 S82에서는 수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거나 사용자의 옵션에 따라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되었는지를 판별한다. 단
계 S84에서는 단계 S82에서 주 디스플레이 장치(52)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디스플레이 제어부
(516)내의 그래픽 제어기(600)를 제어하여 주 그래픽 메모리(602)를 통해 주 디스플레이 장치(52)에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한다. 단계 S86에서는 단계 S82에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가 선택된 것
으로 판별된 경우 디스플레이 제어부(516)에 있는 그래픽 제어기(600)를 제어하여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
리(616)를  인에이블시킨다.  단계  S88에서는  그래픽  제어기(600)를  제어하여 제  2  보조  그래픽 메모리
(616)를 통해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한다. 단계 S90에서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하여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단계 S88로 진행하고 종료된 경우 다
음 단계로 진행한다. 단계 S92에서는 단계 S90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그
래픽 제어기(600)를 제어하여 제 1 보조 그래픽 메모리(614)를 인에이블시킨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하나의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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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제어부(516)를 사용하여 주 디스플레이 장치(52)와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54)를 제어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는 주 디스플레이 장치 이외에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더 구비하여 사용자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장치, 상기 입력장치로 입력되는 상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된 소정
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컴퓨터 본체 및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조하여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본체는,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 및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
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의 전원이 온 되었을때, 미리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수행된 결과를 상기 보조 디
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하여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본체는,

소정의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된 경우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
하고,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해 상기 주 디스플
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고,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
치를 구비한 컴퓨터.

청구항 3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장치, 상기 입력장치로 입력되는 상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된 소정
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컴퓨터 본체 및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주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조하여 상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본체는,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의 전원이 온되어 부팅이 완료된 후에, 미리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수행된 결과를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하여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디스
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부는,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여 소정의 기능을 처리하는 그래픽 제어기;

각각  상기  그래픽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  그래픽  메모리  및  보조  그래픽 
메모리;

상기 주 그래픽 메모리 및 상기 보조 그래픽 메모리에서 각각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순차적인 비트 
스트림으로 각각 변환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 순차기;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데이터 순차기로 부터 각각 출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입력하여 적합한 색상 데이터
로 변환한 후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로 각각 출력하는 제1 및 제2 속성 
제어기;

화서, 문자 단위의 클럭을 발생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기내의 모든 기능의 순서를 제어하며 상기 주 
그래픽 메모리 및 상기 보조 그래픽 메모리의 리드 클럭 및 라이트 클럭을 발생하는 시퀀서; 및

타이밍에 관계되는 신호들을 발생하여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각각 제
어하는 주 디스플레이 제어기 및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보조 그래픽 메모리는 제1 및 제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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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본체는,

소정의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된 경우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
하고,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주 그래픽 메
모리를 통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고,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제2 보조 그
래픽 메모리를 인에이블시키고, 제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고,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제1 보조 그래픽 메
모리를 인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

청구항 6 

(a) 소정의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된 경우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
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및

(c) 상기 (a) 단계에서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제어부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

청구항 7 

(a)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된 경우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선택 정보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주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상기 주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c)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가 선택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
어하여 상기 제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인에이블시키는 단계;

(d) 상기 제2 보조 그래픽 메모리를 통해 상기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
를 표시하는 단계;

(e)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하여 종료되지 않았으면 상기 (d) 단계로 진행하고, 종료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면 상기 그래픽 제어기를 제어하여 상기 제1 보
조 그래픽 메모리를 인에이블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수행 결과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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