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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스크린 시스템 및 그 구현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멀티-스크린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데이터-라인을 통해 출력하고, 전체영상

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영상-라인을 통해 출력하는 영상소스 장치와; 상기 제어정보 및 상기 영상신호를 상기 데이터-라

인 및 상기 영상-라인을 통해 각각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영상신호로부터 자신의 할당된 ID에 해

당하는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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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장치들의 고유 ID와 함께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R/G/B 신호에 부가

하고, 상기 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R/G/B 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소스 장치와;

상기 영상소스 장치에서 출력된 상기 R/G/B 신호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R/G/B 신호로부터 자신의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다

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포함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전체영상의 최상위 수평라인에 해당하는 상기 R/G/B 신호 구간에 상기 제어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정보는, 전체영상에서 상기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분할영상의 시작 수평선 및 끝 수평선, 시작 수직선 및 끝 수직선의 위치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 또는 선택된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근거로 상기 제어정보를 생성하되,

상기 분할영상 관련 옵션은, 상기 분할영상들의 개수, 전체영상에서 상기 ID들에 해당하는 상기 분할영상들의 위치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영상 관련 옵션은,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개수 및 배열과, 전체영상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각각 디

스플레이 될 상기 분할영상들의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

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직렬로 서로 연결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 중 하나에 상기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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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데이터-라인을 통해 출력하고, 전체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영

상-라인을 통해 출력하고;

상기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상기 제어정보 및 상기 영상신호를 상기 데이터-라인 및 상기 영상-라인을 통해 각

각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영상신호로부터 자신의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

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상기 데이터-라인을 통해 상기 ID들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상기 데이터-라인을 통해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ID를 출력하고, 그에 응답하는 응답신호

의 수신 여부에 따라 새로운 ID를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각각 자신의 디스플레이 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기 구동장치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조건에 관한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의 해상도, 화면크기, 휘도, 색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디스플레이 조건에 따라 상기 분할영상들을 자신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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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디스플레이 조건을 자신의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청구항 14.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고유 ID와 함께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R/G/B 신호에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R/G/B 신호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된 상기 R/G/B 신호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R/G/B 신호로부터 각 디스플레이 장치에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추출 및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정보를 상기 R/G/B 신호에 부가하는 단계는,

전체영상의 최상위 수평라인에 해당하는 상기 R/G/B 신호 구간에 상기 제어정보를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정보는, 전체영상에서 상기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분할영상의 시작 수평선 및 끝 수평선, 시작 수직선 및 끝 수직선의 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17.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에 설정하는 단계와;

전체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설정된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근거로 하여 상기 영상신호로부터 각 디스플레이 장치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각각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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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영상 관련 옵션은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개수 및 배열과, 전체영상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각각 디스

플레이 될 상기 분할영상들의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

방법.

청구항 19.

영상소스 장치에서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영상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데이터-라인을 통해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영상소스 장치로부터 전체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영상-라인을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계

와;

상기 전송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에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상기 영상신호로부

터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정보는, 전체영상에서 상기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분할영상의 시작 수평선 및 끝 수평선, 시작 수직선 및 끝 수직선의 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라인을 통해 상기 영상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ID들을 각각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상기 ID들을 전송하는 단계는,

하나의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하나의 ID를 출력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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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된 ID에 응답하는 응답신호의 수신 여부에 따라 새로운 ID를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의 디스플레이 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기 데이터-라인을 통해 상기 영상소스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디스플레이 조건을 상기 영상소스 장치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디스플레이 조건에 따라 상기 분할영상들을 상기 영상소스 장치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스크린 구현방법.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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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멀티-스크린에 관한 것으로, 할당된 ID에 따라 영상을 분할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멀티-스크린 시스템은 다양한 영상들을 다수개의 모니터들 각각에 디스플레이 할 뿐 아니라, 확대된 전체 영상을 디스플

레이 하기 위해 분할된 영상들을 다수개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멀티-스크린 시스템은 증권 거래소,

경마장, 노래방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도 1은 기존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은 티브이 또

는 퍼스널 컴퓨터 등과 같은 영상 소스(image source)(11)와, 상기 영상 소스(11)로부터 제공된 영상을 분리하고 그 분리

된 영상들을 다수개의 모니터들(13)에 분배하는 분배기(12)를 포함한다. 상기 분배기(12)는 상기 영상 소스(11)로부터 받

은 영상을 설정된 개수의 분할영상들로 나누고, 상기 분할영상들을 지정된 모니터에 전송한다.

상기 분배기(12)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개수에 따라 전체 영상을 분할하고 지정된 영상-라인을 통해서 분할영상을 전송

한다. 따라서, 새로이 추가된 모니터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추가된 모니터는 영상-라인을 통해 상기 분배기

(12)의 지정된 포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모니터들(13)의 배열이 바뀌는 경우, 상기 모니터들(13) 및 포트들과

연결 관계는 바뀌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부여된 ID 또는 디스플레이

옵션에 따라 영상을 분할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R/

G/B 신호에 부가하고, 상기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R/G/B 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소스 장치와; 상기 영상소스 장치에서

출력된 상기 R/G/G 신호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R/G/B 신호로부터 자신

의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

들을 포함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 또는 선택된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근거로 상기 제어정보를 생성하고, 전체영

상의 최상위 수평라인에 해당하는 상기 R/G/B 신호 구간에 상기 제어정보를 부가한다. 상기 분할영상 관련 옵션은 상기

분할영상들의 개수, 전체영상에서 상기 ID들에 해당하는 상기 분할영상들의 위치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정보는 전체영상에서 상기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분할영상의 시작 수평선 및 끝 수평선, 시작 수직선 및 끝 수직선의 위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은, 전체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소스 장치와; 저장된 분할

영상 관련 옵션들을 근거로 하여 상기 영상신호로부터 해당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디스플레

이 하는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포함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직렬로 서로 연결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 중 하나에 상기 영상신호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은,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데이터-라인을 통해 출력하고, 전체영상

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영상-라인을 통해 출력하는 영상소스 장치와; 상기 제어정보 및 상기 영상신호를 상기 데이터-라

인 및 상기 영상-라인을 통해 각각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영상신호로부터 자신의 할당된 ID에 해

당하는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포함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상기 데이터-라인을 통해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상기 ID를 출력하고, 그에 응답하는 응답신호

의 수신 여부에 따라 새로운 ID를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은 자신의 디스플레이 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기 구동장치에 전송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조건에

관한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의 해상도, 화면크기, 휘도, 색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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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소스 장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디스플레이 조건에 따라 상기 분할영상들을 자신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거나 또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디스플레이 조건을 자신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본 발명의 멀티-스크린 구현방법은,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R/G/B 신호에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R/G/B 신호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된

상기 R/G/B 신호로부터 상기 제어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R/G/B 신호로부터 각 디

스플레이 장치에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추출 및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의 멀티-스크린 구현방법은,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에 설정하는 단

계와; 전체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설정된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근거로 하여 상기 영상신호로부터 각 디스플레이 장치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각각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분할영

상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각각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의 멀티-스크린 구현방법은,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들에 관한 제어정보를 영상소스 장치에서 생성하

는 단계와; 상기 제어정보를 데이터-라인을 통해 상기 영상소스 장치로부터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계

와; 전체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영상-라인을 통해 상기 영상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전송하는 단

계와; 상기 전송된 제어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에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상기 영상신호

로부터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각각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영상-라인(video-line)을 통해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와 연결된 영상 소스 장치(image source device)를

포함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과, 영상-라인 및 데이터-라인(data-line)을 통해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와 연결된 영상

소스 장치를 포함하는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발명의 제 1, 2 실시예는 전자에 관한 것이고, 제 3, 4 실시예는

후자에 관한 것이다.

제 1 실시예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도 2는 다수의 영상-라인들을 통해 각각의 디스플레

이 장치(30)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상 소스 장치(20)를 보이고, 도 3은 하나의 영상-라인을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들

(30)에 차례로 영상신호(image signal)를 전송하는 영상 소스 장치(20)를 보인다.

도 4는 도 2와 도 3의 영상소스 장치(20)와 디스플레이 장치(30)의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

(20)는 티브이, 퍼스널 컴퓨터, 캠코더, VCR, PVR(Personal Video Recorder),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과

같이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는 송신기(transmitter)(22)와 드라이

버(e.g., microcomputer)(23)를 포함한다. 상기 드라이버(23)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각 디스플레이 장치(30)에 디스플

레이 될 분할영상들(image segments)에 관한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상기 드라이버(23)는 영상신호 (R/G/B 신호)를 수

신하거나 또는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읽는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될 전체영상의 최상위 수평라인에

해당하는 영상신호 구간에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부가하고,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신호를 상기 송신기(22)

에 전송한다. 상기 분할영상 정보는 상기 전체영상(original image) 상에서의 분할영상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

한다. 상기 송신기(22)는 상기 드라이버(23)로부터 상기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영상신호와 그에 해당하는 수

평 동기신호(H-SYNC) 및 수직 동기신호(V-SYNC)를 함께 출력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는 비디오 프로세서(32), 제어부(33), 스크린(34), 메모리(35)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33)는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로부터 수신된 영상신호에서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메모리(35)에 저장된 ID를 읽

어온다.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1)는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로부터 상기 영상신호, 상기 수평 동기신호(H-SYNC), 상기

수직 동기신호(V-SYNC)를 수신하고,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상기 영상정보 검출부(31)로부터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비

디오 프로세서(31)는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근거로 상기 수신된 영상신호 중에서 상기 저장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만

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확대시켜 상기 스크린(34)에 디스플레이 한다.

제 1 실시예에 따른 멀티-스크린 시스템의 구동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멀티-스크린 시

스템의 구동순서를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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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 각각에 ID를 할당한다. 사용자는 리모트 콘트롤러 또는 패널키 등을 이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 각각에 서로 다른 ID를 부여한다(S51).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의 제어부(33)에 입력된 상기

ID는 메모리(35)에 저장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 각각에 ID가 부여된 이후, 사용자는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상기 드라이버(23)에서 설정한

다(S52). 예를 들어,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의 개수,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부여된 ID들, 상기 ID

각각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들의 위치 및 배열 등을 상기 영상소스 장치(20)가 제공하는 OSD(on screen display) 또는 선

택 메뉴 상에서 입력 또는 선택한다. 상기 드라이버(23)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 또는 선택된 상기 분할영상 옵션들을 근거

로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생성한다(S53). 상기 분할영상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부여된 ID들, 상기 전체영

상에서 상기 ID들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position indicator)를 포함한다. 도 6은 위치정보

(position indicator)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위치정보(position indicator)는 상기 분할

영상의 시작 수평선(H_START)과 끝 수평선(H_END), 시작 수직선(V_START)과 끝 수직선(V_START)의 위치를 포함

한다.

상기 분할영상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드라이버(23)는 전체영상의 최상위 수평라인에 해당하는 상기 영상신호 영역에 상

기 분할영상 정보를 부가하고,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영상신호를 상기 송신기(22)에 전송한다. 그리고, 상

기 송신기(22)는 상기 드라이버(23)로부터 수신된 상기 영상신호와 그에 해당하는 수평 동기신호(H-SYNC) 및 수직 동기

신호(V-SYNC)를 함께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출력한다(S54). 상기 송신기(22)는 도 2에서와 같이 상기 영상신호

및 상기 수평, 수직 동기신호(H-SYNC, V-SYNC)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동시에 전송하거나, 도 3에서와 같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30)를 통해 나머지 디스플레이 장치에 차례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들의 각 제어부(33)는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로부터 상기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서(32)는 상기 영상신호와 상기 수평 동기신호(H-SYNC) 및 수직 동기신호(V-SYNC)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부

(33)는 상기 수신된 영상신호에서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근거로 상기 할당된 ID에 해당하

는 분할영상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33)는 상기 수신된 영상신호 중에서 상기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

할영상만을 추출하도록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2)를 제어한다.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2)는 전체영상에 상기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확대시켜 상기 스크린(34)에 디스플레이 한다(S55).

제 2 실시예

도 7은 도 2와 도 3에 보여진 영상소스 장치(20)와 디스플레이 장치(30)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8은 제 2 실시예

에 따른 멀티-스크린 시스템의 구동순서를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제어부(33)는 해당 디스플레이 장치(30)에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에 관한 옵션들을 설정하기 위한 OSD(on screen

display)를 스크린(34)에 디스플레이 한다. 사용자는 상기 OSD 상에서 리모트 콘트롤 또는 패널 키를 이용하여 상기 디스

플레이 장치(30)에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을 설정한다(S81).

도 9는 상기 제어부(33)가 제공하는 OSD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리모트 콘트롤 또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의 패널키 등을 이용하여 상기 OSD 상에서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개수, 배열 등을 선택 또는 입

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에서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의 위치를 선택 또는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옵션들은 메모리(35)에 저장된다.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30)들의 해당 분할영상들이 설정된 이후, 드라이버(23)는 전체영상(original image)에 해당하는 영

상신호 (R/G/B 신호)를 수신하거나 또는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읽어오고, 상기 영상신호를 송신기

(22)에 전송한다. 상기 송신기(22)는 상기 드라이버(22)에서 전송된 상기 영상신호와 그에 해당하는 수평 동기신호(H-

SYNC) 및 수직 동기신호(V-SYNC)를 함께 출력한다(S82). 상기 송신기(22)는 도 2에서와 같이 상기 영상신호 및 상기 수

평, 수직 동기신호(H-SYNC, V-SYNC)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동시에 전송하거나, 도 3에서와 같이 하나의 디

스플레이 장치(30)를 통해 나머지 디스플레이 장치에 차례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의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2)들은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로부터 상기 영상신호, 상기 수평 및

수직 동기신호들(H-SYNC, V-SYNC)을 각각 수신한다. 상기 제어부(33)는 상기 메모리(35)에 저장된 상기 분할영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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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옵션들에 따라 상기 영상신호를 처리하도록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2)를 제어한다. 즉,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2)는 상

기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근거로 하여 상기 영상신호에서 해당 분할영상만을 추출하고(S83),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확대시킨 후 상기 확대된 분할영상을 상기 스크린(33)에 디스플레이 한다(S84).

제 3 실시예

도 10 및 도 11은 영상-라인 및 데이터-라인을 통해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과 연결된 영상소스 장치를 포함하는 멀

티-스크린 시스템의 예들을 나타낸다. 도 12는 도 10과 도 11에서 보여진 영상소스 장치(20)와 디스플레이 장치(30)의 세

부적인 구성을 나타내고, 도 13은 제 3 실시예에 따른 멀티-스크린 시스템의 구동순서를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 각각에 ID를 할당한다. 사용자는 리모트 콘트롤러 또는 패널키 등을 이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 각각에 서로 다른 ID를 부여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의 제어부(33)에 입력된 상기 ID는 메모

리(35)에 저장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 각각에 ID가 부여된 이후, 사용자는 분할영상 관련 옵션들을 상기 드라이버(23)에서 설정한

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의 개수,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부여된 ID들, 상기 ID 각각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들의 위치 및 배열 등을 상기 영상소스 장치(20)가 제공하는 OSD(on screen display) 또는 선택 메뉴

상에서 입력 또는 선택한다. 상기 드라이버(23)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 또는 선택된 상기 분할영상 옵션들을 근거로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분할영상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부여된 ID들, 상기 전체영상에서 상기 ID

들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position indicator)를 포함한다. 상기 위치정보(position indicator)는

상기 분할영상의 시작 수평선(H_START)과 끝 수평선(H_END)의 위치와, 시작 수직선(V_START)과 끝 수직선(V_

START)의 위치를 포함한다.

상기 분할영상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드라이버(23)는 전체영상(original image)에 해당하는 영상신호 (R/G/B 신호)를 수

신하거나 또는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읽어온다. 그리고, 상기 드라이버(23)는 상기 영상신호와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송신기(22)에 전송한다. 상기 송신기(22)는 상기 드라이버(23)로부터 전송된 상기 영상신호와 그에 해당

하는 수평 동기신호(H-SYNC) 및 수직 동기신호(V-SYNC)를 상기 영상-라인을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의 비디오

프로세서(32)에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라인을 통해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의 제어부(33)에 전

송한다. 상기 송신기(22)는 도 10에서와 같이 상기 영상신호 및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에 동시

에 전송하거나, 도 11에서와 같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30)를 통해 나머지 디스플레이 장치에 차례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들의 각 제어부(33)는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로부터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수신하고, 각 비디오

프로세서(32)는 상기 영상신호와 상기 수평 동기신호(H-SYNC) 및 수직 동기신호(V-SYNC)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부

(33)는 상기 수신된 분할영상 정보에서 상기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한다. 상기 추출된 분

할영상 관련 데이터는 해당 디스플레이 장치(30)에서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33)

는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수신된 영상신호 중에서 상기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만을 추

출하도록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2)를 제어한다. 상기 비디오 프로세서(32)는 전체영상에 상기 할당된 ID에 해당하는 분

할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분할영상을 확대시켜 상기 스크린(34)에 디스플레이 한다.

제 4 실시예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는 영상-라인(video-line) 및 양방향 데이터-라인(data-line)을 통해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와

연결되는 영상소스 장치(image source device)를 제안한다.

도 14는 양방향 데이터-라인으로 연결된 상기 영상소스 장치(20) 및 다수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나타낸다. 도 14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는 드라이버(또는 마이크로 컴퓨터)(211), 송신부(transmitter)(T21), 수신부

(receiver)(R22), 출력포트(213) 및 입력포트(215)를 포함한다.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송신부(T21)를 통해 상기 디

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차례로 리퀘스트 신호를 전송하고, 각각의 디스플레이 장치(30a, 30b, 30c...)에 ID

를 부여한다. 그리고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수신부(R21)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로부터 응

답 신호(response signal)를 받고, 상기 수신된 응답 신호를 근거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을 인식한

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출력포트(213)는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의 입력포트(313)에만 연결되고, 상

기 입력포트(215)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의 출력포트들(315, 325, 335...)과 연결된다.

등록특허 10-0710301

- 10 -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는 제어부(311), 수신부(R31), 송신부들(T31, T32), 입력포트(313), 출력포트들(315,

317), 스위치(SW1), 스크린(도시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30b, 30c...)들도 상기 제 1 디스

플레이 장치(30a)의 구성과 동일하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은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로부터 리퀘스

트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리퀘스트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response signal)를 생성한 후 상기 응답 신호를 상기 영상소

스 장치(20)에 전송한다. 상기 스위치들(SW1, SW2, SW3...)들은 오프되어 있다가 상기 리퀘스트 신호가 수신되면 하나씩

차례로 턴-온 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 및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포함된 입력포트들 및 출력포트들은 RS 232에 기

반을 둔 포트들이다.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영상소스 장치(20) 및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

은 메모리를 각각 포함하며,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 각각은 비디오 프로세서(video processor)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멀티-스크린 시스템의 구동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5는 본 발명의 멀티-스크린

을 구현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

(30a, 30b, 30c...)의 개수, 연결관계, 상태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는 ID를 포함하는 리퀘

스트 신호를 생성하고(S151), 상기 송신부(T21)를 통해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에 상기 리퀘스트 신호(request

signal)를 전송한다(S152).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의 상기 제어부(311)는 상기 수신부(R31)를 통해 상기 리퀘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리퀘스트 신호에 포함된 제 1 ID 정보를 읽는다. 상기 ID 정보는 전체영상 중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에서 디스플

레이 될 분할영상(image segment)의 번호 또는 기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ID 정보는 "#1"과 같이 간단히 번

호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311)는 상기 제 1 ID 정보를 읽은 후, 상기 제 1 ID 정보를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저장하고, 상기 스위치

(SW1)를 '턴-온'시키기 위한 제어신호(control signal)를 상기 스위치(SW1)에 전송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311)는 상기

리퀘스트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response signal)를 상기 송신부(T31)를 통해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에 전송한다.

상기 응답 신호는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응답 신호는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의 해상도, 화면 크기, 휘도, 색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311)는 상기 제 1 디스

플레이 장치(30a)의 해상도, 화면크기, 휘도, 색도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오거

나, 또는 테스트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정보들을 직접 검출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수신부(R21)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응답

신호에 포함된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는 상기 응답

신호가 설정된 시간내에 전송되는지를 판단한다(S153). 만약,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드라이버(211)가 설정된 시

간 내에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상기 드라이버(211)는 더 이상 리퀘스트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드라이버(211)가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로부터 응답 신호를 받으면, 상기 드라

이버(211)는 제 2 ID 정보를 포함하는 리퀘스트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에 전송한다(S154,

S152).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의 상기 스위치(SW1)가 '온' 상태이므로,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에 수신

된 상기 리퀘스트 신호는 상기 송신부(T32)를 통해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장치(30b)에 전송된다.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장치(30b)의 상기 제어부(321)는 상기 수신부(R32)를 통해 상기 리퀘스트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리퀘스트 신호에 포함된 상기 제 2 ID 정보를 읽는다. 상기 ID 정보는 전체영상 중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장치(30b)에서 디

스플레이 될 분할영상(image segment)의 번호 또는 기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2 ID 정보는 "#2"과 같이 간단

히 번호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321)는 상기 제 2 ID 정보를 읽은 후, 상기 제 2 ID 정보를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저장하고, 상기 스위치

(SW2)를 '온'시키기 위한 제어신호(control signal)를 상기 스위치(SW2)에 전송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321)는 상기 수신

된 리퀘스트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response signal)를 상기 송신부(T33)를 통해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에 전송한다.

등록특허 10-0710301

- 11 -



상기 응답 신호는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장치(30b)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응답 신호는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장치(30b)의 해상도, 화면 크기, 휘도, 색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321)는 상기 제 2 디스

플레이 장치(30b)의 해상도, 화면크기, 휘도, 색도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오거

나, 또는 테스트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정보들을 직접 검출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수신부(R21)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응답

신호에 포함된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장치(30b)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만약, 상기 드라이버(211)가 설정된 시

간 내에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 외에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

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리퀘스트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드라이버(211)가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장치(30b)로부터 응답 신호를 받으면, 상기 드라

이버(211)는 제 3 ID 정보를 포함하는 리퀘스트 신호를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장치(30a)에 전송한다. 상기 제 1, 2 디스플

레이 장치(30a, 30b)의 상기 스위치들(SW1, SW2)이 '온' 상태이므로, 상기 리퀘스트 신호는 상기 제 1, 2 디스플레이 장

치(30a, 30b)를 통해 상기 제 3 디스플레이 장치(30c)에 전송된다.

상기 제 3 디스플레이 장치(30c)는 상기 제 1, 2 디스플레이 장치(30a, 30b)들과 마찬가지로 상기 제 3 ID 정보를 저장하

고, 상기 리퀘스트 신호에 대응하는 응답 신호를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에 전송한다. 그리고, 상술한 신호 송수신 과정이

반복된다.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드라이버(211)가 설정된 시간 내에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상기 드라이

버(211)는 더 이상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리퀘스트 신호를 출

력하지 않는다.

상술한 것처럼,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ID가 부여되면, 사용자 또는 상기 드라이버(211)가 상기 디스

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들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분할영상들의 구획 또는 배열 등의

옵션을 설정한다.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설정된 옵션을 근거로 디스플레이 될 분할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고

(S155), 상기 송신부(T21)는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출력한다(S156). 도 16

은 4개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송되는 분할영상 정보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분할영상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부여된 ID들과, 상기 ID들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들(image segments)의 위치

및 배열 등을 포함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은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어 정보에서 자신의 ID에 해

당하는 분할영상(image segment)의 위치와 순서를 확인한다. 그리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은 제 3

실시예와 같이 영상-라인을 통해 전체 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분할영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전체 영

상 중 자신의 ID에 해당하는 분할영상만을 추출한다. 그런 다음,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은 해당 분할영상들을 각각 확대시켜 각 화면(319, 329, 339, 349)에 디스플레이 한다(S157).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의 각 화면에 분할영상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동안,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의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영상소스 장치(20) 또는 상기 영상 소스에 포함된 모니터(219)에

상기 분할영상들을 멀티-비전 형태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모니터(219)에 디스플레이 되는 상기분할영상들

은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의 상태나 조건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상기 모니터(219)에 디스플레이 되

는 분할영상들은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디스플레이 되는 분할영상들의 해상도, 크기, 휘도, 색도 등

을 반영한다. 즉, 상기 드라이버(211)는 상기 영상소스 장치(20)에 저장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관

한 정보를 근거로 상기 모니터(219)에 상기 분할영상들을 디스플레이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a,

30b, 30c...)에 디스플레이 되는 분할영상들을 상기 영상소스 장치(20) 또는 상기 영상 소스에 연결된 상기 모니터(219)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에 관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모니터(219)에 상기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영상소스 장치(20)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의 해상도, 화면크기, 휘도, 색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 중 어느 하나의 휘도 또는 색도가 나머지 디스플레이 장치

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거나 또는 각 디스플레이 장치들(30a, 30b, 30c...)의 휘도 또는 색도가 서로 다른 경우, 상기 영상소

스 장치(20)는 휘도 또는 색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30a, 30b, 30c...)들을 제어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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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장치들 각각에 ID가 부여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자신의 ID에 해

당하는 분할영상만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을 분할하는 분배기 없이도 디스플레이 장치에 분할된 영상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

위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와 도 3은 본 발명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의 예를 간략하게 나타낸 도면

도 4는 제 1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제 1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구현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분할영상의 위치정보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제 2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제 2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구현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9는 분할영상 옵션 메뉴를 나타낸 도면

도 10과 도 11은 본 발명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의 다른 예를 간략하게 나타낸 도면

도 12는 제 3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13은 제 3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구현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14는 제 4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15는 제 4 실시예의 멀티-스크린 구현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제어 정보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스크린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멀티-비전을 제공하는 도 14의 영상소스 장치의 모니터를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0 : 영상소스 장치 22 : 송신기

23, 211 : 드라이버 30 : 디스플레이 장치

32 : 비디오 프로세서 33, 311 : 제어부

34 : 스크린 35 :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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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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