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G09G 1/02

(45) 공고일자   1996년07월10일

(11) 공고번호   특1996-0009030

(21) 출원번호 특1987-0011372 (65) 공개번호 특1988-0008228
(22) 출원일자 1987년10월14일 (43) 공개일자 1988년08월30일

(30) 우선권주장 86-301051  1986년12월17일  일본(JP)  

소니 가부시키가이샤    오가 노리오

일본국 도쿄토 시나가와쿠 기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72) 발명자 가와이 도시히코

일본국 도쿄토 시나가와쿠 기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소니 가부시키
가이샤내 

도비시마 다카아키

일본국 도쿄토 시니가와쿠 기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소니 가부시키
가이샤내

(74) 대리인 김서일, 박종길

심사관 :    안대진 (책자공보 제4540호)

(54) 표시장치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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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표시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예의 구성도.

제2도는 그 설명을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1 : 디스플레이콘트롤러               5 : 메모리플레인

7, 8, 17, 20 : 어드레스카운터           9 : 어드레스전환스위치

10 : 프라이어리티부가 조정회로        14 : 윈도스위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통상의  퍼스널컴퓨터로부터의  저해상도(低解像度)의  표시신호를  CAD/CAM장치  등에 사용되
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장치로 표시하기 위한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며,  퍼스널컴퓨터로부터의  표시신호를  메모리플레인에  기입하고,  이 
메모리플레인을  디스플레이장치로부터의  신호로  독출하고,  이  독출된  신호를  디스플레이장치의 표시
신호로(信號路)에  배설된  스위치회로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간단한  구성으로  저해상도의 표시신호
를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퍼스널컴퓨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표시의  해상도는  640×200~640×350  정도의  것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AD/CAM  등의  이미지  관련의  워크스테이션  등에서는  1024×1024  등의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퍼스널컴퓨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종에서는  다종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술한  워크스테이션  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있어서도 
별도로 퍼스널컴퓨터를 설치하여 여러가지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종래는,  퍼스널컴퓨터용의  저해상도의  디스플레이장치와,  워크스테이션용의  고해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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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장치를  독립해서  설치하여  각각의  표시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대용적의 디
스플레이장치를  2대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의  시스템이  대규모로  되고,  또  양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표시를  알기  위하여  별개의  디스플레이장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어  작업효율이 
저하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워크스테이션용의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장치에  퍼스널컴퓨터로부터의  표시를 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 경우에 종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① 멀티스캔타입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디스플레이콘트롤러출력을 전환한다.

②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디스플레이표시루틴을 고쳐쓴다.

③  퍼스널컴퓨터용의  디스플레이콘트롤러에의  액세스를  하드웨어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호스트프
로세서가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콘트롤러에 적합한 형태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변환표시한다.

④  퍼스널컴퓨터용의  디스플레이콘트롤러의  VRAM과  워크스테이션의  VRAM을  하나의  VRAM으로 공유하
는 방법.

①에서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고가로 되고, 고해상도에는 대응이 곤란하다.

②에서는 하드웨어의 코스트는 낮지만, 사용자가 고쳐쓰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다.

③에서는  소프트의  변경은  필요없지만,  호스트프로세서에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
으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동시에  실행하기  위하여,  멀티타스크  또는  멀티프로세서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④에서는  ③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의  변경은  필요없지만,  디스플레이용  메모리의  사용율이  높아지고, 
메모리의  스피드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디스플레이용  메모리의  데이터는  도트이미지의 
데이터로는  한정되지  않고,  어트리뷰트  등  고유의미를  갖는  포맷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석하는 하드웨어가 2중으로 필요하게 되는 등, 하드웨어의 부담이 크다. 등의 결점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서는,  저해상도의  퍼스널컴퓨터로부터의  표시신호를 고해상도
의 디스플레이장치로 표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행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저해상도의  표시신호를  발생하는  퍼스널컴퓨터와,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의 비트클록
신호로부터  기입어드레스신호를  생성하는  기입어드레스신호생성수단과,  상기 기입어드레스신호생성
수단으로  생성된  상기  기입어드레스신호에  따라서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를  기억하는  메모리와, 
고해상도의  표시신호  및,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의  표시영역을  나타내는  윈도신호를  생성하는 워
크스테이션과,  상기  고해상도의  표시신호의  레이트의  클록신호로부터  독출어드레스신호를  생성하는 
독출어드레스신호생성수단과,  상기  윈도신호에  의하여  전환동작이  제어되고,  상기  고해상도의 표시
신호와,  상기  독출어드레스신호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부터  독출된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와를 선
택적으로  고해상도의  모니터에  공급하는  스위치수단과를  구비하고,  상기  윈도신호로  나타내는  상기 
모니터의  상기  표시영역내에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이
다.

이에  의하면,  퍼스널컴퓨터로부터의  표시신호를  디스플레이의  화면상에  윈도표시할  수  있으며, 복잡
한  조작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용이하게  퍼스널컴퓨터의  저해상도의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할  수 있
다.

제1도에 있어서, (1)은 퍼스널컴퓨터(PC)의 디스플레이콘트롤러(DC)를 나타낸다.

이  기입어드레스신호생성수단인  디스플레이콘트롤러(DC)를  통하여  퍼스널컴퓨터의  CPU(2)로부터의 
표시를  위한  신호가  VRAM(3)에  기입되고,  이  VRAM(3)으로부터  본래는  저해상도의 디스플레이모니터
에 공급되어야 할 표시신호가 취출된다.

이  취출된  표시신호가  시리얼-패럴렐변환회로(4)에  공급되는  동시에, 디스플레이콘트롤러(1)로부터
의  비트클록이  변환회로(4)에  공급되고,  예를  들면  16비트마다  패럴렐변환된  데이터가  형성된다.  이 
데이터가 메모리플레인(5)에 공급된다.

또한,  디스플레이콘트롤러(1)로부터의  비트클록이  16분주(分周)회로(6)에  공급되고,  이  분주신호가 
x(수평)어드레스카운터(7)의  카운트단자에  공급되는  동시에,  콘트롤러(1)로부터의  수평동기신호가 
카운터(7)의  리셋단자에  공급된다.  또,  콘트롤러(1)로부터의  수평동기신호가 y(수직)어드레스카운터
(8)의  카운트단자에  공급되는  동시에,  콘트롤러(1)로부터의  수직동기신호가  카운터(8)의  리셋단자에 
공급된다.  이로써,  메모리플레인(5)상의  xy축의  기입어드레스가  형성되며,  이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전환스위치(9)에 공급된다.

또,  분주회로(6)로부터의  분주신호가  프라이어리티부가의  조정회로(10)에  공급되고,  소정의  우선 순
의  등에  따라서  메모리플레인(5)의  기입/독출제어신호  및  스위치(9)의  전환신호  등의  형성된다. 그
리고,  이  경우에  분주회로(6)로부터의  분주신호가  공급된  시점에서  최우선으로  메모리플레인(5)의 
기입제어가  행해지는  동시에,  스위치(9)가  카운터(7),  (8)측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스위치(9)로
부터의 어드레스가 메모리플레인(5)에 공급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하여,  퍼스널컴퓨터의  CPU(2)에  형성된  저해상도의  표시신호가  메모리플레인(5)에 
기입된다.  그리고  이  구성에  의하면,  퍼스널컴퓨터의  VRAM(3)으로부터  취출되는  본래 디스플레이모
니터에  공급되는  표시신호가  수평·수직으로  동기(同期)한  xy축의  어드레스로  기입되므로, 메모리플
레인(5)상에는 표시되는 이미지가 그대로 기입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11)은  워크스테이션(WS)의  디스플레이콘트롤러(DC)를  나타낸다.  이 독출어드레스신호
생성수단인  디스플레이콘트롤러(11)를  통하여  워크스테이션의  CPU(12)로부터의  표시를  위한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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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M(13)에  기입된다.  이  VRAM(13)이  콘트롤러(11)로부터의  독출어드레스에  따라서  독출되며, 독출
된  예를  들면  16비트의  페럴렐의  신호가  윈도스위치(14)를  통하여  페럴렐-시리얼변환회로(15)에 공
급된다.  그리고,  이  변환회로(15)에  콘트롤러(11)로부터의  비트클록이  공급되고,  시리얼변환된 신호
가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모니터(16)에 공급된다.

또한,  디스플레이콘트롤러(11)로부터의  윈도전환신호가  윈도스위치(14)에  공급되고,  소정의 윈도기
간에 스위치(14)가 VRAM(13)과는 반대쪽으로 전환된다.

이  윈도기간에  디스플레이콘트롤러(11)로부터의  VRAM(13)의  독출클럭신호가  x어드레스카운터(17)의 
카운트단자에  공급되는  동시에,  콘트롤러(11)로부터의  수평동기신호가  카운터(17)의  로드단자에 공
급된다.  또,  스타트어드레스레지스터(18)로부터의  CPU(2)  등에  의하여  임의로  설정된  x축의 스타트
어드레스가 카운터(17)에 공급된다.

또한,  전술한  윈도기간에  콘트롤러(11)로부터의  수평독신호가  애스펙트보정회로(19)에  공급되는 동
시에,  콘트롤러(11)로부터  VRAM(13)에  공급되는  독출어드레스중의  y축방향을  나타내는  소정의 하위
비트가  보정회로(19)에  공급된다.  이로써,  보정회로(19)로부터는,  콘트롤러(11)로부터의  y축 어드레
스의 소정의 변화마다 수평동기신호가 추출된다.

이  추출된  수평동기신호가  y어드레스카운터(20)의  카운트단자에  공급되는  동시에, 콘트롤러(11)로부
터의  수직동기신호가  카운터(20)의  로드단자에  공급된다.  또  스타트어드레스레지스터(21)로부터의 

CPU(2) 등에 의하여 임의로 설정된 y축의 스타트어드레스가 카운터(20)에 공급된다.

이 어드레스카운터(17), (20)로부터의 신호가 어드레스전환스위치(9)에 공급된다.

또  디스플레이콘트롤러(11)로부터의  윈도전환신호가  조정회로(10)에  공급되고,  이  신호가  공급되고 
있는  기간에  메모리플레인(5)의  독출제어가  행해지는  동시에  스위치(9)가  카운터(17),  (20)측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스위칭(9)로부터의  어드레스가  메모리플레인(5)에  공급되고,  독출된  신호가 
윈도스위치(14)에 공급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하여  메모리플레인(5)에  기입된  표시신호가  디스플레이콘트롤러(11)에서  설정된 윈
도기간에  독출되고,  이  기간에  스위치(14)가  전환됨으로써,  디스플레이모티너(16)의  표시화면상의 

소정의 윈도범위에 메모리플레인(5)에 기입된 표시의 끼워넣어진 표시가 어루어진다.

또한,  제2도는  전체의  시스템구성을  나타내면,  퍼스널컴퓨터용의  디스플레이콘트롤러(1),  CPU(2), 
워크스테이션용의  디스플레이콘트롤러(11)가  버스(101)로  결합되는  동시에,  콘트롤러(1)와  (11)와의 
사이에 전술한 표시회로(100)가 설치된다.

이로써,  퍼스널컴퓨터용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디스플레이콘트롤러(1)의  VRAM(3)에  액세스를 
행함으로써,  스피트의  저하,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불필요하다.  디스플레이콘트롤러(1)의  VRAM(3)의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지데이터로서,  외부  메모리플레인(5)에  전송되며,  워크스테이션용 디
스플레이콘트롤러(11)의 VRAM(13)의 윈도플레인으로서, 디스플레이모니터(16)에 표시된다.

이렇게  하여  전술한  장치에  있어서,  퍼스널컴퓨터로부터의  표시신호가  메모리플레인에  기입되고,  이 
신호가  독출되어서  워크스테이션의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모니터로  표시됨으로써,  간단한  구성으로 
1대의 디스플레이장치로 저해상도와 고해상도의 표시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장치에 의하면,

①  외부  메모리플레인에  표시이미지만이  기입되므로,  퍼스널컴퓨터의  고유의  어트리뷰트포맷에는 영
향받지 않는다.

② 컬러에 대해서는 버퍼의 메모리플레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③  디스플레이의  주파수의  상위를  프레임버퍼로  흡수하기  때문에,  양쪽의  콘트롤러에  대한  부담이 
없다.

④  전혀  별개의  메모리플레인이므로,  워크스테이션상의  디스플레이로  하드웨어윈도표시를  할  수 있
다.

⑤  외부  메모리플레인의  동일  Y방향  메모리를  복수회  독출함으로써  애스펙트비를  맞추는  것이 가능
하고, 퍼스널컴퓨터측의 VRAM에는 액세스하지 않으므로 처리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⑥  메모리플레인에  대한  표시스타트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보더에리어  등을  제외한  표시를 
워크스테이션상의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퍼스널컴퓨터로부터의  표시신호를  디스플레이의  화면상에  윈도표시할  수  있고, 
복잡한  조작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용이하게  퍼스널컴퓨터의  저해상도의  표시신호를  고해상도의 디스
플레이장치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해상도의  표시신호를  발생하는  퍼스널컴퓨터와,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의  비트클록신호로부터 
기입어드레스신호를  생성하는  기입어드레스신호생성수단과,  상기  기입어드레스신호생성수단으로 생
성된  상기  기입어드레스신호에  따라서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를  기억하는  메모리와,  고해상도의 
표시신호  및,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의  표시영역을  나타내는  윈도신호를  생성하는 워크스테이션
과,  상기  고해상도의  표시신호의  레이트의  클록신호로부터  독출어드레스신호를  생성하는 독출어드레
스신호생성수단과,  상기  윈도신호에  의하여  전환동작이  제어되고,  상기  고해상도의  표시신호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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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독출어드레스신호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부터  독출된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와를  선택적으로 
고해상도의  모니터에  공급하는  스위치수단과를  구비하고,  상기  윈도신호로  나타내는  상기  모니터의 
상기 표시영역내에 상기 저해상도의 표시신호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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