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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장치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2화면 표시기능을 갖는 티
브이 시스템에서 2화면중 하나의 화면을 피씨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고자 할 경우 피씨신호 처리시 2화면
으로 처리하는 2화면 제어부의 주파수대역이 좁아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피씨 영상과 티브이 영상을 입력받아 동시에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티브이에 있어서, 디코딩된 
주영상신호 및 부영상신호를 입력받아 2화면 처리된 신호를 출력하는 2화면 제어수단과, 피씨의 색신호를 
디코딩하고 피씨의 동기신호로 부터 2화면 디스플레이시의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피씨신호 처리수단과; 상
기 2화면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2화면 영상에서 주영상 또는 부영상을 선택하는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스위
치 제어수단과, 상기 스위치 제어수단의 스위칭신호와 마이크로 컴퓨터의 스위칭신호에 따라 입력되는 두
가지 동기신호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고, 입력되는 피씨 영상신호, 주화면 영상신호, 2화면 영상신호중에
서 한 영상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스위치수단과, 상기 스위치부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색신호를 출력하는 매트릭스수단으로 구성하여 피씨 영상신호를 2화면 제어부(204)를 거치지 않고 독립된 
경로로 선택하여 피씨의 고해상도 영상을 티브이 영상과 동시에 2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2화면 표시기능을 갖는 티브이 시스템의 회로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장치 회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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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제2도에서, 스위치블럭의 상세회로도.

제4도는 제3도에서, 각 부의 신호 타이밍도.

제5도는 각 화면 모드에 따른 RGB인터페이스의 스위치 선택 도표.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 오디오/비디오 스위치       202 : 제1콤필터

203 : 제2콤필터                       204 : 2화면 제어부

206 : 마이크로컴퓨터                207 : 스위치 제어부

208 : 스위치부                          209 : 피씨신호 처리부

210 : 주화면용 칼라디코더         211 : 부화면용 칼라디코더

212 : 편향부                             213 : RGB증폭기

214 : 브라운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티브이에 있어서 영상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영상신호의 제어에 의해 티브이 수
상기에 피씨(PC)영상과 티브이 영상을 좌우로 2분할하여 동시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티브이 화면을 통해 
피씨 영상과 티브이 영상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
한 것이다.

종래의 2화면 표시기능을 갖는 티브이 시스템의 회로구성은,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2화면을  만들기위한  제어신호(cs)(dw)를  출력하는  마이크로컴퓨터(106)와;  상기 마이크로컴퓨터
(106)의 제어신호(cs)에 따라 미도시된 주튜너와 중간주파수 처리부를 주영상신호(Vim)를 출력함과 아울
러, 미도시된 부튜너와 중간주파수 처리부를 거친 부영상신호(Vis) 및 외부입력신호(Vex) 중에서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는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로부터 제공되는 주영상
신호를 3.58MHz의 부반송파 주파수(fsc)를 이용하여 주휘도신호(Ym)와 주칼라신호(Cm)로 분리하여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로 제공하는 제1콤필터(102)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로부터 제공되
는 부영상신호를 부휘도신호(Ys)와 부칼라신호(Cs)로 분리하여 출력하는 제2콤필터(103)와; 상기 오디오/
비디오 스위치(101)로부터 제공되는 주휘도신호(Ym)와 주칼라신호(Cm), 그리고 제2콤필터(103)로 부터 제
공되는 부휘도신호(Ys)와 부칼라신호(Cs)를 입력받아 2화면 휘도신호(Ydw)와 2화면 칼라신호(Cdw)를 출력
하는 2화면 제어부(104)와; 상기 마이크로컴퓨터(106)의 선택 제어신호(dw)에 따라 오디오/비디오 스위치
(101)로부터 제공되는 주휘도신호(Ym), 주칼라신호(Cm)를 출력하거나, 상기 2화면 제어부(104)에서 출력
되는  2화면  휘도신호(Ym)와  2화면  칼라신호(Cm)를  출력하는  2화면  스위치(105)와;  상기  2화면 스위치
(105)를 통해 선택된 휘도신호 및 칼라신호를 내부 매트릭스에 의해 색신호(R.G.B)로 변환시킨 후 증폭하
여 출력하는 비디오 크로마신호 처리부(107)와; 상기 비디오 크로마신호 처리부(107)로부터 R.G.B 출력신
호를 입력받아 브라운관(109) 구동에 필요한 크기로 증폭하여 각 RGB 캐소드에 신호를 출력하여 디스플레
이하도록 하는 RGB증폭기(108)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외부입력신호(Vex)는 티브이의 외부입력단으로 입력되는 신호로서, 비디오 영상신호 등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종래의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도시된  주화면용  튜너와  부화면용  튜너와  중간주파수  처리부를  거친  주영상신호(Vim), 부영상신호
(Vis), 그리고 외부입력신호(Vex)가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에 입력되면,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
(101)는 제1출력단(Vout1)을 통해 주영상신호(Vim)를 제1콤필터(102)로 출력하고, 제2출력단(Vout2)을 통
해서는 부영상신호(Vis)를 제2콤필터(103)로 출력한다.

한편, 시청자는 부영상신호(Vis)에 따른 영상을 시청할 것인지, 외부입력신호(Vex)에 따른 영상을 시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마이크로 컴퓨터(106)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변화되는 제어신호(cs)의 논리상태에 따
라, 부영상신호 또는 외부입력신호(Vex)는 제2출력단(Vout2)을 통해 제2콤필터(103)로 출력된다.

그러면,  제1콤필터(102)는  3.58MHz의  부반송파  주파수(fsc)를  이용하여  주영상신호(Vim)를 주휘도신호
(Ym)와 주칼라신호(Cm)로 분리하고, 이 분리된 신호를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를 경유하여 2화면 제어
부(104)와 2화면 스위치(105)로 입력된다.

이때 제2콤필터(103)는 부영상신호(Vis)로 부터 부휘도신호(Ys)와 부칼라신호(Cs)로 분리하여 2화면 제어
부(104)로 출력한다.

2화면 제어부(104)는 입력된 신호들(Ym)(Cm)(Ys)(Cs)를 각각 디지탈 신호로 변환시키고 메모리에 라이트
(WRITE)하고 리드(READ)하고 다시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시킴에 있어 각 메모리에 라이트 및 리드 타이밍을 
달리하여 2화면 휘도신호(Ydw)와 2화면 칼라신호(Cdw)로 만들어 2화면 스위치(105)로 출력하므로써,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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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또는 PIP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약 2MHz이다.

한편, 시청자는 한 화면을 시청할 것인지 2화면을 시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10
6)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106)의 제어신호(dw)의 논리상태가 변하고, 그 논리상태에 
따라 2화면 스위치(105)는 상기 신호들(Ym)(Cm) 또는 상기 신호들(Ydw)(Cdw)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비
디오  크로마신호처리부(107)로  출력하고,  이  출력된  신호(Y)(C)들은  상기  비디오  크로마  신호 처리부
(107)에서  내부 매트릭스에 의해 색신호(R.G.B)로  변환되고,  RGB  증폭기(108)에서  브라운관(109)의  각 
RGB캐소드에 인가됨으로써, 화면에는 주영상신호에 따른 하나의 영상이 나타나거나, 주영상신호와 부영상
신호에 따른 2화면이 나타나거나, 주영상신호와 외부입력신호에 따른 2화면이 나타난다.

이와같이, 시청자는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106)를 조작함으로써, 하나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2화면 처리
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시청자가 피씨(PC)에서 처리된 영상을 2화면으로 시청하고자 할 경우, 상기 PC에서 처리된 영상신
호가  외부입력단으로  통하여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로  입력된다.  즉,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
(101)의 외부입력신호(Vex)는 피씨 영상신호가 된다.

이때 마이크로 컴퓨터(106)의 제어신호(dw)에 의해 2화면 스위치(105)는 상기 2화면 제어부(104)에서 출
력되는 상기 2화면 휘도신호(Ydw)와 2화면 칼라신호(Cdw)를 통과시키게 되고, 이에따라 화면에서 주영상
신호와 피씨 영상신호에 따른 2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시청자는 티브이 영상과 피씨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기술을 이용하여 2화면으로 시청하고자 할 경우 하나의 화면은 티브이 영상
을 그리고 다른 하나의 화면을 피씨(PC) 영상으로 할 경우 티브이와 동일한 1H(15.73KHz) 주파수의 피씨
신호만을 오디오/비디오 스위치(101)의 외부입력으로 인가하면 상기 스위치(101)에서 부영상출력으로 하
여 제2콤필터(103)를 통해 2화면 제어부(104)로 입력하여 처리한 후 2화면 스위치(105)에서 선택하여 비
디오 크로마신호 처리부(107)에서 RGB변환 증폭하고 그 출력을 RGB증폭기(108)를 통해 증폭한 후 브라운
관(109)에 인가함으로써 화면에 피씨 영상을 티브이 영상과 동시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두 영상의 동시 
시청이  가능하나  2화면  제어부(104)의  주파수대역(통상  2-3MHz)이  좁아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피씨 영상신호를 2화면 제어부를 거
치지 않고 독립된 경로로 선택하여 피씨의 고해상도 영상을 티브이 영상과 동시에 2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장치는, 제2도에 도시한 바와같
이, 마이크로컴퓨터의 선택신호에 따라 주영상신호 및 부영상신호 그리고 입력입력을 받아 신호처리를 위
해 필요한 각부로 제공하는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로부터 주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주휘도신호와 주칼라신호로 분리하여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로 전송하는 제1콤
필터(202)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로부터 부영상신호를 받아 부휘도신호와 부칼라신호로 분리
하여 출력하는 제2콤필터(203)와;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로부터 주휘도신호와 주칼라신호를 받
아 주칼라 디코딩신호(R-Ym=Um)(B-Ym=Vm)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를 분리하여 출력하는 주화면용 칼라디
코더(210)와; 상기 제2콤필터(203)로 부터 부휘도신호와 부칼라신호를 받아 부칼라 디코딩신호(R-Ys)(B-
Ys)를 출력하는 부화면용 칼라디코더(211)와; 상기 주화면용 칼라디코더(210)로부터 주칼라 디코딩신호와 
제1콤필터(202)에서 분리된 주휘도신호를 입력받고 제2콤필터(203)와 부화면용 칼라디코더(211)에서 부휘
도신호와 부칼라 디코딩신호를 각각 입력받아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2화면신호(YUV(DW))를 만들
어 출력하는 2화면 제어부(204)와; 1화면 또는 2화면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어신호들을 출력하는 마이크로 
컴퓨터(206)와; 상기 마이크로컴퓨터로 부터 스위칭 제어신호(A)와 2화면 제어부(204)로부터 2화면 선택
제어 신호(YS(dw))를 입력받아 스위칭 제어신호(YS′)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스위치 제어부(207)와; 피씨
(PC)로  부터  입력되는  피씨  동기신호로  부터  2화면  디스플레이시의  동기신호를  만들고,  피씨 색신호
(Rp.Gp.Bp)를 디코딩하여 피씨 디코딩신호(Yp.Up.Vp)를 출력하는 피씨신호 처리부(209)와; 마이크로 컴퓨
터(206)와 스위치부(207)으로 부터의 스위칭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주화면용 칼라디코더(210)에서 출력되
는 동기신호(Hm)(Vm)와 상기 피씨신호 처리부(209)에서 출력되는 피씨 동기신호(Hp)(Vp)  중에서 한쪽의 
동기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주칼라 디코딩신호(Um)(Vm),  2화면 칼라 디코딩신호(Udw)(Vdw)  및 피씨 
디코딩신호(Yp.Up.Vp) 중에서 한쪽의 디코딩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스위치부(208)로 구성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피씨신호 처리부(209)는 피씨로 부터 색신호(Rp.Gp.Bp)와 동기신호(Hp)(Vp)를 받아들이
는 피씨신호 입력부(209a)와, 상기 색신호(Rp.Gp.Bp)들을 디코딩하여 피씨 디코딩신호(Yp.Up.Vp)를 출력
하는 제1신호변환 매트릭스부(208a)와, 상기 피씨신호 입력부(209a)로 부터 전달받은 동기신호(Hp)(Vp)의 
극성을 상기 주화면 동기신호(Hm)(Vm)의 극성과 일치시키는 동기신호 판별부(209b)와; 상기 동기신호 판
별부(209b)에서 출력되는 피씨 동기신호(Hp)(Vp)를 입력받아 2화면 디스플레이시의 동기신호로 사용되는 
합성동기신호를 만들어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로 전송하여 주화면 동기신호를 만드는 동기신호 
변환부(209c)로 구성한다.

또한, 스위치부(208)는 마이크로 컴퓨터(206)의 스위칭 제어신호(I
2
C)에 따라 주칼라 디코딩신호(Um)(Vm) 

또는 상기 피씨 디코딩신호(Yp.Up.Vp)를 선택하는 제1스위치(SW1)와; 상기 스위치제어부(207)의 스위칭신
호(YS′)에 의해 제1스위치(SW1)에서 선택된 신호 또는 상기 2화면 칼라 디코딩신호(Udw)(Vdw)를 선택하

는 제2스위치(SW2)와,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206)의 스위칭신호(I
2
C)에 따라 상기 주 동기신호(Hm)(Vm) 또

는 상기 피씨 동기신호(Hp)(Vp)를 상기 편향부(212)로 출력하는 제3스위치(SW3)와, 상기 제2스위치(S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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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선택된 신호에 대하여 색신호(RGB)로 변환하고 다시 일정한 레벨로 증폭하여 브라운관(214)의 각 
캐소드로 출력하는 제2신호변환 매트릭스부(208b)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 및 작용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도시되 주화면용 튜너와 부화면용 튜너 및 중간주파수 처리부를 거친 주영상신호(Vim)와 부영상신호
(Vis) 그리고 외부입려신호를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가 입력받는다.

그러면,  상기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는  주영상신호(Vim)를  제1콤필터(202)로  출력하고, 부영상신호
(Vis)를 제2콤필터(203)로 출력한다.

이에 상기 제1콤필터(202)는 부반송파 주파수(fsc)를 이용하여 주영상신호(Vim)를 주휘도신호(Ym)와 주칼
라신호(Cm)로 분리하고 이 분리한 신호(Ym)(Cm)를 다시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로 전달한다.

상기 주휘도신호(Ym)와 주칼라신호(Cm)를 전달받은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는 주휘도신호(Ym)는 스위
치부(208)의 P2단자와 주화면용 칼라디코더(210)로 출력하고, 주칼라신호(Cm)는 상기 주화면용 칼라디코
더(210)로만 출력한다.

이때 제2콤필터(203)는 입력되는 부영상신호(Vis)를 부휘도신호(Ys)와 부칼라신호(Cs)로 분리하고 이 분
리한 신호를 부화면용 칼라디코더(211)로 출력하고, 또한 2화면 제어부(204)로 부칼라신호(Cs)를 출력한
다.

상기 주화면용 칼라디코더(210)는 주휘도신호(Ym)와 주칼라신호(Cm)를 디코딩하여 생성된 주칼라 디코딩
신호(R-Ym=Um)(B-Ym=Vm)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Hm)(Vm)를  출력하고,  상기  주칼라 디코딩신호(R-
Ym=Um)(B-Ym=Vm)는  주휘도신호(Ym)와  함께 스위치부(208)의  제1스위치(SW1)의  P2단자로 입력되고,  상기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Hm)(Vm)는 제3스위치(SW3)의 P6단자로 입력된다.

또한 부화면용 칼라디코더(211)는 부휘도신호(Ys)와 부칼라신호(Cs)를 디코딩하여 부칼라 디코딩신호(R-
Ys=Us)(B-Ys=Vs)를 2화면 제어부(204)로 출력한다.

이렇게 주휘도신호(Ym)와  주  칼라 디코딩신호(Um)(Vm),  부휘도신호(Ys)와  부칼라 디코딩신호(Us)(Vs)를 
입력받은 2화면 제어부(204)는 그 입력받은 신호를 각각 디지탈신호로 변환되고 메모리 라이트 및 리드되
고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며, 각 메모리 라이트 및 리드타이밍을 달리하여 2화면 처리된 2화면 휘도신호
(Ydw)와 2화면 칼라디코딩 신호(Udw)(Vdw)를 함께 스위치부(208)의 제2스위치(SW2)의 P4단자로 출력함과 
아울러  2화면  선택제어  신호(YSdw)를  스위치  제어부(207)으로  출력하는데,  이  신호는  2화면 영상신호
(YUV(dw))가 있는 구간동안만 하이로 출력하고, 2화면 영상신호 구간을 제외한 수평블랭킹(H.BLK) 구간동
안은 로우로 출력한다.

피씨의 영상 출력단을 통하여 피씨신호 처리부(209)로 입력되는 피씨 색신호(Rp.Gp.Bp)는 제1신호변환 매
트릭스부(208a)에서 피씨 디코딩신호로 디코딩되어 상기 제1스위치(SW1)의 P1단자로 입력된다.

그리고, 피씨신호 입력부(209a)로 입력되는 피씨 도기신호(Hp)(Vp)의 극성은 피씨의 그래픽모드와 텍스트
모드에 따라 달라지며, 동기신호 판별부(209b)는 상기 제3스위치(SW3)의 P6단자로 입력되는 주 동기신호
(Hm)(Vm)와 동일한 극성을 갖도록 그 피씨 동기신호(Hp)(Vp)의 극성을 일정하게 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수평동기신호(Hp)의 주파수는 고해상도의 그래픽모드(VGA)일 경우일 때 약 31.5KHz이다.

동기신호 판별부(209c)에서 출력되는 피씨 동기신호(Hp)(Vp)는 동기신호 변환부(209c)로 입력되어 합성동
기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되며, 이 합성동기신호는 오디오/비디오 스위치(201)로 전달되어, 티브이 영상과 
피씨 영상을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할 경우 동기신호로 사용된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시청자가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206)를 조작하게 되면, 그 마이크로 컴퓨터(206)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A)와 스위칭신호(I
2
C)의 논리상태가 달라지게 된다.

스위칭 제어부(207)는 제어신호(A)와 2화면 선택신호(YSdw)의 논리상태에 따라 스위칭신호(YS′)에 따라 
제2스위치(SW2)의 연결상태가 결정된다.

이와같이 시청자가 원하는 모드에 따라 티브이 모니터에는 제5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면 제3스위치(SW3)는 마이크로 컴퓨터(206)로부터 출력되는 스위칭 제어신호(I
2
C)에 따라 P5 또는 P6

단자로 입력되는 신호를 선택하는데, 피씨 영상신호를 선택할 경우에는 P5단자를 선택하여 피씨의 동기신
호(2H)(V)를 편향부(212)로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제3스위치(SW3)는 티브이만의 영상출력을 선택하기 위한 경우에는 P6단자를 선택하여 주영상
의 수평동기신호(H)와 수직동기신호(V)를 편향부(212)로 전달한다.

이에 편향부(212)는 수평수직 편향전류를 브라운관(214)에 장착된 수평수직 코일(215)로 흘려준다.

이렇게 브라운관(214)의 수평수직 코일에 편향전류를 흘려주는 상태에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자 하는 
영상신호를 브라운관의 각 캐소드에 전달하여야 하는데, 상기 브라운관의 수상기에 디스플레이되는 상태
에 따른 스위치부(208)의 스위치의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도에 나타난 도표에서와 같이 첫째, 티브이 영상만을 티브이 수상기에 디스플레이 하고자 할 경우 마
이크로 컴퓨터(206)는 스위치부(208)의 제1스위치(SW1)와 제3스위치(SW3)가 각각 P2와 P6을 선택하기 위
한 제어신호(I2C)를 출력하고, 스위치 제어부(207)는 제2스위치(SW2)의 P3를 선택하도록 하는 스위칭 제
어신호(YS′)를 출력한다.

그러면, 제3스위치(SW3)의 P6로의 주영상의 동기신호(Hm)(Vm)는 편향부(212)에 입력되어 수평수직 편향전
류를 브라운관(214)의 수평수직코일에 흘려주도록 한 상태에서 제1스위치(SW1)의 P2으로 전달되는 주영상
신호(Ym, Um, Vm)가 제2스위치(SW2)의 P3단자를 거쳐 제2신호변환 매트릭스부(208b)를 통해 RGB신호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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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후 증폭되고 이는 다시 RGB증폭기(213)에서 브라운관 구동에 필요한 크기로 증폭되어 브라운관(21
4)의 각 캐소드(Rk.Gk.Bk)로 인가하면 주영상신호가 티브이 수상기에 디스플레이된다.

둘째, 피씨 영상만을 디스플레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크로 컴퓨터(206)는 제1스위치(SW1)와 제3스위
치(SW3)는 각각 P1과 P5단자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신호(I2C)를 출력하고, 스위치 제어부(207)는 제2스위
치(SW2)의 P3를 선택하도록 하는 스위칭 제어신호(YS′)를 출력한다.

이에 제3스위치(SW3)의 P5로의 피씨 영상의 동기신호(Hp)(Vp)는 편향부(212)에 입력되어 수평수직 편향전
류를 브라운관(214)의 수평수직코일에 흘려주도록 한 상태에서 제1스위치(SW1)의 P1으로 전달되는 피씨 
영상신호(Yp.Up.Vp)가 제2스위치(SW2) P3단자를 거쳐 제2신호변환 매트릭스부(208b)를 통해 RGB신호로 변
환된 후 증폭되고 이는 다시 RGB증폭기(213)에서 브라운관 구동에 필요한 크기로 증폭되어 브라운관(21
4)의 각 캐소드(Rk.Gk.Bk.)로 인가하면 피씨 영상신호가 티브이 수상기에 디스플레이된다.

세째, 2화면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는데 이 디스플레이하는 2화면을 티브이 영상만으로 할 경우에는 마이
크로 컴퓨터(206)는 제1스위치(SW1)는 선택하지 않고 제3스위치(SW3)는 P6단자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신호
(I2C)를  출력하고,  스위치 제어부(207)는  제2스위치(SW2)의  P4를  선택하도록 하는 스위칭 제어신호(YS
′)를 출력한다.

이에 제3스위치(SW3)의 P6로의 주 영상의 동기신호(Hm)(Vm)는 편향부(212)에 입력되어 수평수직 편향전류
를 브라운관(214)의 수평수직코일에 흘려주도록 한 상태에서 제2스위치(SW2)의 P4단자를 거쳐 전달되는 2
화면 영상신호(Ydw, Udw, Vdw)를 제2신호변환 매트릭스부(208b)를 통해 RGB신호로 변환된 후 증폭되고 이
는  다시  RGB증폭기(213)에서  브라운관  구동에  필요한  크기로  증폭되어  브라운관(214)의  각 캐소드
(Rk.Gk.Bk)로 인가하면 티브이 영상신호가 주화면과 부화면의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마지막으로, 2화면 영상으로 디스플레이시 하나의 화면은 티브이 영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화면은 피씨 영
상으로 디스플레이 하고자 할 경우 마이크로 컴퓨터(206)는 1H의 절반구간동안 제3스위치(SW3)의 P6을 선
택함과 동시에 제1스위치(SW1)의 P2을 선택하여 주 영상의 동기신호(Hm)(Vm)를 편향부(212)로 출력하도록 
하고, 스위치 제어부(207)는 제2스위치(SW2)의 P3을 선택하여 피씨의 영상신호를 브라운관(214)의 각 캐
소드로 출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1H의 나머지 절반구간동안 마이크로 컴퓨터(206)는 계속해서 제3스위치(SW3)의 P6을 선택함과 아
울러 제1스위치(SW1)의 P1을 선택하고 스위치 제어부(207)은 제2스위치(SW2)의 P3를 선택하도록 하여 피
씨 영상과 티브이의 주영상으로 한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하거나, 1H의 나머지 절반구간동안 마이크로 컴
퓨터(206)는 제1스위치(SW1)를 선택하지 않고 스위치 제어부(207)는 제2스위치(SW2)의 P4를 선택하도록 
하여 피씨 영상과 티브이의 2화면 영상으로 한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한다.

이렇게 스위치 선택에 따라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멀티싱크 피씨인 경우 고해상도 
영상(VGA영상의 경우 주파수대역 20HMz) 신호가 티브이 영상 신호와 동시에 2화면 디스플레이시 대역폭이 
좁은(2-3MHz) 2화면 제어부(204)를 거치지 않고 재현하므로 기존과는 다르게 선명한 피씨 영상을 티브이 
영상과 함께 2화면으로 동시에 시청가능하다.

22화면으로 디스플레이시 한 화면이 피씨 영상일 경우 피씨의 영상신호는 2H신호이므로 영상신호가 31.7
㎲(1/31.5MHz)마다 제1스위치(SW1)에서 P1을 선택하고, 제2스위치(SW2)에서 P3을 선택하여 영상출력을 내
고  2화면  영상신호(Ydw,  Udw,  Vdw)  또한  주,  부영상신호가 각각  1H(63.5㎲)내에  주사기간에 절반기간
(63.5㎲/2=31.7㎲) 동안 티브이 영상출력을 내므로 스위치 제어부(207)의 스위칭 제어신호(YS′)로 피씨
영상 디스플레이 2화면 처리시 합성동기신호(1H=63.5㎲) 구간동안 절반(31.7㎲) 구간동안은 피씨 영상신
호를 나머지 절반구간(1.7㎲)은 2화면 영상신호(Ydw.Udw.Udw)를 선택하도록 제2스위치(SW2)를 제어하므로
써 구현이 가능하다.

상기 제2스위치(SW2)를 제어하는 스위칭 제어신호(YS′)는 마이크로 컴퓨터(206)에서의 제어신호(A)나 2
화면 제어부(204)의 2화면 선택제어 신호(YSdw)를 스위치 제어부(207)에서 입력받아 
스위칭제어신호(YS′)를 만들어 내는데 이에 대하여 제3도 및 제4도에 의거하여 살펴보자.

제3도는 스위치 제어부(207)의 상세회로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2화면 제어부(204)로 부터 발생되
는 2화면 선택제어 신호(YSdw)가 인가되면 회로의 시정수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동안 안정상태와 준안정상
태 신호를 출력하는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204a)와; 상기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204a)의 반전출력
(Q1)과  마이크로  컴퓨터(206)의  제어신호(A)에  따라  스위칭  제어신호(YS′)를  조절하는  신호 조절부
(204b)로 구성한다.

이와같은 구성을 갖는 스위치 제어부(207)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4(a)도에서와 같은 수평동기신호(HS) 구
간동안에 2화면 제어부(204)에서 제4(b)도에서와 같은 2화면 선택제어 신호(YSdw)를 출력하면, 이를 단안
정 멀티바이브레이터(204a)의 저항(R1)과 콘덴서(C1)에 의한 시정수(τ)에 의해 정해진 시간동안 제4(c)
도에서와 같이 하이와 로우상태의 신호를 그의 반전단자(Q1)를 통해 출력한다.

이때 저항(R1)과 콘덴서(C1)로 결정되는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204a)의 반전출력(Q1)이 τ=0.5YS′구
간이 되도록 τ=0.7R1C1값으로 저항(R1)과 콘덴서(C1)를 구한다.

따라서 신호조절부(204b)의  트랜지스터(Q2)의  콜렉터에서는 제4(d)도에서와 같이 반전되어 스위치부(20
8)의 제2스위치(SW2)를 제어하게 된다.

이때의 영상신호구간 및 티브이 화면상태는 제4(e)도와 제4(f)도에서와 같이 된다.

2화면시 좌화면 피씨 온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상태에서는 마이크로 컴퓨터(206)의 제어신호(A)는 항상 하
이가 되어 트랜지스터(Q3)를 강제로 온시키고 다시 트랜지스터(Q2)의 베이스측 전위를 로우상태로 하여 
항상 오프되게 하므로써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204a)에 의한 2화면 선택제어 신호(YSdw)의 영향을 받
지 않고 직접 2화면 선택제어 신호(YSdw)의 스위칭 제어신호(YS′)에서 따라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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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고해상도의 피씨(PC) 영상과 티브이(TV) 영상을 동시에 2화면 분할하여 시
청하고자 할 경우 2화면 제어부의 주파수대역이 좁아 피씨의 고해상도 영상의 해상도가 저하되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씨 영상신호를 2화면 제어부를 거치지 않고 독립된 경로로 선택하고 2화면 제어부
의 2화면 처리된 영상신호와 마이크로 컴퓨터의 제어를 이용하여 피씨의 고해상도 영상을 티브이 영상과 
함께 2화면으로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씨 영상과 티브이 영상을 입력받아 동시에 2화면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티브이에 있어서, 디코딩된 
주영상신호 및 부영상신호를 입력받아 2화면 처리된 신호를 출력하는 2화면 제어수단과, 피씨의 색신호를 
디코딩하고 피씨의 동기신호로 부터 2화면 디스플레이시의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피씨신호 처리수단과; 상
기 2화면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2화면 영상에서 주영상 또는 부영상을 선택하는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스위
치 제어수단과, 상기 스위치 제어수단의 스위칭신호와 마이크로 컴퓨터의 스위칭신호에 따라 입력되는 두
가지 동기신호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고, 입력되는 피씨 영상신호, 주화면 영상신호, 2화면 영상신호중에
서 한 영상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스위치수단과, 상기 스위치부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색신호를 출력하는 매트릭스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 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스위치 제어수단은 2화면 제어수단의 2화면 선택제어 신호를 인가받아 회로의 시정수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동안 로우신호와 하이신호를 출력하는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와; 상기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의 반전단자출력과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의 출력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조절수단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2화면 제어수단의 2화면 선택제어 신호는 2화면 영상신호가 있는 구간동안만 하이상태로 
출력하고 그 2화면 영상신호 구간을 제외한 수평블랭킹 구간동안은 로우상태로 출력하도록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스위치수단은 전송되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스위치신호에 의해 주칼라 디코딩신호 또는 
피씨 디코딩신호를 선택하는 제1스위치와; 상기 스위치 제어수단의 스위칭신호에 의해 상기 제1스위치에
서 선택된 신호 또는 2화면 칼라 디코딩신호를 신호변환 매트릭스부로 출력하는 제2스위치와; 마이크로 
컴퓨터의 스위칭 신호에 따라 주 동기신호 또는 피씨 도기신호를 편향부로 출력하는 제3스위치로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티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피씨신호 처리수단은 피씨 색신호를 디코딩하는 제1신호변환 매트릭스부와, 피씨 동기신
호의 극성을 주화면 동기신호의 극성과 일치시키는 동기신호 판별수단과, 상기 동기신호 판별수단에서 출
력되는 피씨 동기신호를 입력받아 2화면 디스플레이시의 동기신호로 사용되는 합성동기신호를 오디오/비
디오 스위치로 출력하여 2화면 동기신호를 만드는 동기신호 변환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
브이 및 피씨화면 동시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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