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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범용 티에프티 엘씨디(TFT LCD) 시스템의 대기 상태에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 하면서 원하는 수준의 영
상 및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액티브 모드에서는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엘
씨디 드라이버(13)측으로 정지영상,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I2C 
통신을 이용하여 그 엘씨디 드라이버(13)에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인 씨피유(11)와; 액티브 모드에서 상기 메인 
씨피유(11)와 인터페이스하여 정지영상,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
13)측으로 전달하는 비디오 코덱(12)과; 액티브 모드에서는 상기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고, 스탠바
이 모드에서는 상기 메인 씨피유(11)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입력받아 엘씨디에 디스플레이하는 엘씨디 드라이버(13)에 
의해 달성된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 1 -



공개특허 특2002-0056306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에 의한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의 블록도.

도 1b는 도 1에서 오퍼레이션 모드 및 디스플레이 사양을 보인 표.

도 2는 도 1에서 메모리부의 상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모드 셋팅의 포맷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데이터 표현 예시도.

도 5는 애니메이션 모드에 상응되는 메모리 블록도.

도 6은 정지영상 및 텍스트 디스플레이 모드에 상응되는 메모리 블록도.

도 7은 텍스트 디스플레이 모드에 상응되는 메모리 블록도.

도 8a는 이미지 타입의 버스트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8b는 이미지 타입의 에리어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8c는 이미지 타입의 라인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8d는 이미지 타입의 픽셀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8e는 텍스트 타입의 버스트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8f는 텍스트 타입의 에리어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8g는 텍스트 타입의 라인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8h는 텍스트 타입의 픽셀 데이터 라이트 포맷도.

도 9는 레지스터 콘트롤 데이터의 라이트 포맷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메인 씨피유12 : 비디오 코덱

13 : 엘씨디 드라이버13A : 엘씨디 콘트롤러

13B : 메모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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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범용 티에프티 엘씨디(TFT LCD) 시스템에서 전력 소모량을 절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기 상태에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 하면서 원하는 수준의 영상 및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적당하도록 한 엘
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단말기와 같이 영상 데이터를 압축 복원하여 엘씨디에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은 통상적
으로 메인 씨피유(Main CPU), 비디오 코덱(Video CODEC) 및 엘씨디 드라이버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액티브 모드, 
스탠바이 모드, 파워다운 모드로 동작한다.

상기 액티브 모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드를 의미하며, 스탠바이 모드는 대기상태를 의미하고, 파워다운 모드란 엘
씨디에 아무것도 디스플레이하지 않고 단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종래 기술에 의한 엘씨디 시스템에 있어서는 대기모드에서도 비디오 코덱을 구동모드로 동작시키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결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대기모드에서 비디오 코덱을 동작시키지 않고 엘씨디 드라이버 내부의 메모리와 메인 씨피유
의 I2C(IIC) 통신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스틸 이미지 및 텍스트,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
이스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a는 본 발명에 의한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의 일실시 예시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티브 
모드에서는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엘씨디 드라이버(13)측으로 정지영상,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I2C 통신을 이용하여 그 엘씨디 드라이버(13)에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인 씨피유
(11)와; 액티브 모드에서 상기 메인 씨피유(11)로부터 정지영상,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전달받아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13)측으로 출력하는 비디오 코덱(12)과; 액티브 모드에서는 상기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데이
터를 입력받아 엘씨디에 디스플레이하고,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상기 메인 씨피유(11)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입력받아 
엘씨디에 디스플레이하는 엘씨디 드라이버(13)로 구성한 것으로, 이와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작용을 첨부한 도 1b 내
지 도 9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a의 엘씨디 시스템은 액티브 모드, 스탠바이 모드, 파워다운 모드의 3가지 모드로 동작한다. 도 1b는 상기 3모드의 
동작 사양 및 디스플레이 상태(Scheme)를 나타낸 것이다.

즉, 상기 액티브 모드는 메인 씨피유(11), 비디오 코덱(12) 및 엘씨디 드라이버(13)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
태이다. 이때, 정지영상,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의 데이터가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엘씨디 드라이버(13)에 
30frames/sec로 입력되고, 그 엘씨디 드라이버(13)도 입력되는 데이터를 30frames/sec로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상기 스탠바이 모드는 소정 시간에 걸쳐 키신호가 입력되지 않을 때 설정되는 대기모드로서 이때, 간단한 애니메
이션, 정지영상 배경에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그냥 텍스트만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신, I2C 통신
을 이용하여 메인 씨피유(11)에서 엘씨디 드라이버(13)측으로 5frames/sec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그 엘씨디 드라이버
(13)내부의 메모리부(예: SRAM)(13B)에 저장하고, 엘씨디 콘트롤러(13A)에서는 그 데이터를 5frames/sec로 디스
플레이한다.
    

또한, 파워다운 모드는 엘씨디에 아무것도 디스플레이하지 않고 단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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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상기 스탠바이 모드의 구현예를 설명한다.

    
도 2는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13)에 내장된 메모리의 일실시 구현예를 보인 것이다. I2C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메인 
씨피유(11)로부터 전송되는 시리얼 데이터를 우선 시리얼 버퍼(21)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병렬 형태로 구성된 오에스
디 메모리(22),(23)에 저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상기 메인 씨피유(11)가 하나의 오에스디 메모리(예: 22A)에 데
이터를 라이트하는 동안 상기 엘씨디 콘트롤러(13A)는 다른 오에스디 메모리(23)에 기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어 엘
씨디에 디스플레이 하게 되므로 그 두 메모리(22),(23)의 리드/라이트 동작에 의한 데이터의 출력 지연시간이 발생되
는 않는다.
    

참고로, 상기 오에스디 메모리(22),(23)의 크기는 현재까지 IMT-2000 단말기용 엘씨디 패널의 잠정적 사용으로 인
정되고 있는 176×220(1 픽셀은 R,G,B 각각을 표현하는 세 개의 엘리먼트로 구성) 픽셀을 고려하여, 한 프레임을 커
버할 수 있는 176×220×3bit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상기 엘씨디 콘트롤러(13A)에 의해 디스플레이 동작이 수행될 
때 엘씨디 드라이버(13) 내의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클럭신호가 이용된다.

한편, 상기 메인 씨피유(11)와 엘씨디 드라이버(13)간의 I2C 통신 시 한번 전송되는 데이터 중 1byte를 모드 셋팅에 
사용하게 되는데, 도 3을 참조하여 모드 셋팅의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타입(Display Type)(2bit)은 디스플레이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 디스플레이 종류는 
크게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Animation display), 스틸 이미지(Still Image) 배경에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만 디
스플레이되는 경우로 분류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엘씨디 콘트롤러용 레지스터 콘트롤을 위한 모드이다. 상기와 같은 
디스플레이 타입에 따라 엘씨디 드라이버(13)에 내장된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때,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 셀들을 파워 
세이브 함으로써, 그만큼 전력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 타입에 따른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는 이후에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미지/텍스트 타입(Image/Text Type)(1bit)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인지 텍스트 데이터인지를 나타낸
다. 이미지인 경우 데이터는 3bit, 텍스트인 경우 데이터는 1bit로 구성된다.

데이터 타입(Data Type)(1bit)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크게 버스트 데이터(Burst Data), 
에리어 데이터(Area Data), 라인 데이터(Line Data), 픽셀 데이터(Pixel Data)로 구분된다. 상기 데이터 타입에 따
른 데이터 라이트 스트림(Write Stream)에 대해서는 이후에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오에스디 메모리 선택(OSD Memory Selection)(1bit)은 상기 메인 씨피유(11)가 엘씨디 드라이버(13)에 내장된 두 
개의 오에스디 메모리 각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프레임 데이터의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한 엔드 오브 프레임 데이터(EOFD: End of Frame Data)(1bit)는 상기 메인 
씨피유(11)가 상기 메모리부(13B)에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시간과 엘씨디 콘트롤러(13A)가 그 메모리부(13B)에 저
장된 내용을 읽어내어 디스플레이하는 시간의 동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상기 메인 씨피유(11)가 라이트하는 데이터
와 함께 엔드 오브 프레임을 나타내면, 그 메인 씨피유(11)는 기 설정된 일정 시간동안 해당 메모리를 억세스하지 않고 
그 동안 엘씨디 콘트롤러(13A)가 메인 씨피유(11)에 의해 업데이트된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어서 디스플레이 한다.
    

한편, 도 4는 데이터에 대한 표현 예를 나타낸 것이다. 3bit의 이미지 데이터는 8 컬러를 나타낸다. 1bit의 텍스트 데이
터는 " 0" 인 경우 배경 데이터(Background data)를, " 1" 인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Text data) 나타내고, 배경 데
이터의 색상 및 텍스트 데이터의 색상은 후술 할 도 9에서와 같이 레지스터 콘트롤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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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5는 애니메이션 모드를 위한 메모리의 구현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13)에 내장된 
176×220×3bit의 두 개의 메모리(52),(53)가 모두 사용된다. 상기의 설명에서와 같이 상기 메인 씨피유(11)가 하나
의 오에스디 메모리(예: 52)에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동안 다른 오에스디 메모리(53)에 기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어 
엘씨디측으로 출력한다. 현재 기록하는 데이터가 프레임의 마지막 데이터일 때, EOFD 비트를 1로 설정하여 디스플레
이 콘트롤러가 해당 데이터를 읽어서 디스플레이해도 좋음을 알린다.
    

    
한편, 도 6은 스틸 이미지 및 텍스트 모드를 위한 메모리의 구현 예를 나타낸 것이다. 내장된 두 개의 오에스디 메모리
(62),(63) 중 하나의 오에스디 메모리(62)는 배경용 정지영상(Still Image)을 저장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오
에스디 메모리(63)는 3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그 중에서 176×220×1bit 사이즈의 두 개의 영역을 텍스트 영역으로 
선택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업데이트(update) 하도록 하였다. 상기 세 개의 영역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은 
파워 세이브 모드로 둔다.
    

    
상기 오에스디 메모리(62),(63)에 저장된 스틸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는 오버레이 처리부(64)를 통해 오버레
이 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오버레이에 대한 커맨드는 콘트롤 레지스터를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텍스트 메모리에 데이터가 기록되는 동안 다른 텍스트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어 디스플레이한다. 이 때에
도 기록하는 데이터가 프레임의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 상기 EOFD bit를 " 1" 로 설정하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가 해
당 데이터를 읽어 디스플레이 해도 좋음을 알린다.
    

    
한편, 도 7은 오직 텍스트 모드만을 위한 메모리의 구현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각 오에스디 메모리(72),(73)에서 176×
220×1bit 사이즈의 영역만 텍스트를 리드/라이트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영역은 파워 세이브 영역으로 운용한다. 이
때에도 상기 메인 씨피유(11)에서 전송된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오에스디 메모리 예를 들어 오에스디 메모리(72)에 
기록하는 동안 다른 오에스디 메모리(73)에 기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내어 출력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기록하는 데이터가 프레임의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 상기 EOFD bit를 1로 설정하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가 해당 데이
터를 읽어 디스플레이 해도 좋음을 알린다.
    

    
참고로, 상기 도 2, 도 5내지 도 7에 도시한 각각의 오에스디 메모리는 실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오에스디 메모리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부호를 부여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도 8a 내지 도 8h는 상기 메인 씨피유(11)가 상기 오
에스디 메모리에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 포맷을 보인 것이다. 즉, 라이트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이미
지인지, 텍스트인지, 데이터의 타입이 버스트(Burst), 에리어(Area), 라인(Line), 픽셀(Pixel)인지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데이터 라이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도 8a 내지 도 8e는 이미지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한 포맷의 예를 보인 것이다. 먼저, 도 8a를 참조하여 버스
트 데이터(Burst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I2C 표준에 적합하도록 첫 번째 바이트(byte)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레이브 어드레스(Slave Address)가 전
송된다.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비트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 바이트는 모드 셋팅(Mode Se
tting)에 관한 내용을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비트를 " 1" 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입이 버스트 타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00" 으로 설정해 둔다. 이 경우 한 프레임의 데이
터를 한 번에 전송하기 때문에 EOFD 비트를 " 1" 로 설정해 둔다. 나머지 디스플레이 타입(Display Type), 오에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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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셀렉션(OSD Memory Selection) 비트는 현재 메인 씨피유(11)가 억세스하는 방법에 상응하도록 셋팅하면 된
다. 세 번째 바이트부터는 3bit의 픽셀 데이터(Pixel Data)를 전송한다. 사용하는 엘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38720개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정지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은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나 스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다.

    
도 8b를 참조하여 에리어 데이터(Area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상기 도 8a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이
트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역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비트를 " 0" 으
로 설정해 둔다. 역시 두 번째 바이트는 모드 셋팅에 관한 내용을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미지 데
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비트를 " 1" 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입이 에리어(Area) 타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01" 으로 설정해 둔다. 나머지 디스플레이 타입, 오에스디 메모리 셀렉션 비트는 현재 메인 씨피유(11)가 억세스하는 
방법에 상응하도록 셋팅하면 된다. 세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에리어의 시작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사용하는 엘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16bit의 어드레스가 존재하므로 2바이트의 시작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네 번째 바이트를 통
해서는 에리어의 마지막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역시 2바이트의 시작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다섯 번째 바이트부터는 선
택한 에리어의 픽셀 데이터를 전송한 후 정지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조그맣게 표시할 경우 또는 일부만 업데이트하는 경우, 배경으로 조그마한 
스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 8c를 참조하여 라인 데이터(Line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역시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
레이브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역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비트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 모
드 셋팅 바이트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비트를 " 1" 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
입이 라인 타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10" 으로 설정해 둔다. 세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라인 어드레스가 전송되는데, 
사용하는 엘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8bit의 라인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네 번째 바이트부터는 픽셀 데이터가 
전송된다. 한 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176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한 후 정지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은 도 8b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영상 또는 스틸 이미지를 일부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어가 선택하면 된다.

    
도 8d를 참조하여 픽셀 데이터(Pixel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레이
브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역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비트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의 모드 
셋팅 바이트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bit를 " 1" 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입이 
픽셀 타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11" 로 설정해 둔다. 세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픽셀의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사용
하는 엘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16bit의 픽셀 어드레스가 존재하므로 2바이트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네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픽셀 데이터를 전송한다. 1 바이트를 이용하여 2개의 이미지 픽셀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한 개의 
픽셀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두 개의 픽셀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것인지는 프로그램어가 결정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 역시 애니메이션 영상 또는 스틸 이미지를 일부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한편, 도 8e 내지 도 8h는 텍스트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한 포맷의 예를 보인 것이다. 먼저, 도 8e를 참조하여 버스트 
데이터(Burst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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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이 또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 모드 셋팅 바이트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bit
를 " 0" 으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입이 버스트 타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00" 으로 설정해 둔다. 이 경우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기 때문에 EOFD bit를 " 1" 로 설정해 둔다. 세 번째 바이트부터는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한다.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는 1bit로 구성되고, 사용하는 엘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38720개의 텍스트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은 한 프레임의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 8f를 참조하여 에리어 데이터(Area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역시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 모드 셋
팅 바이트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입이 
에리어 타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01" 로 설정해 둔다. 세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에리어의 시작 어드레스를 전송한
다. 사용하는 엘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16bit의 어드레스가 존재하므로 2바이트의 시작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네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에리어의 마지막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역시 2바이트의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다섯 번째 바
이트부터는 선택한 에리어의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하고 정지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은 텍스트 데이터를 일부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 8g를 참조하여 라인 데이터(Line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레이
브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 모드 셋팅 바이
트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입이 라인 타
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10" 로 설정해 둔다. 세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라인의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사용하는 엘
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8bit의 라인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네 번째 바이트부터는 텍스트 데이터가 전송된다. 
한 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176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하고 정지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은 도 8f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이터를 일부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 8h를 참조하여 픽셀 데이터(Pixel Data)의 라이트 방법을 설명한다.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슬레이
브 어드레스가 전송된다.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이므로 8번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 모드 셋팅 바이
트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이미지/텍스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두고, 라이트하는 타입이 픽셀 타
입이므로 데이터 타입을 " 11" 로 설정해 둔다. 세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픽셀의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사용하는 엘
씨디의 크기가 176×220인 경우 16bit의 픽셀 어드레스가 존재하므로 2바이트의 어드레스를 전송한다. 네 번째 바이
트를 통해서는 텍스트 데이터가 전송된다. 한 바이트를 이용하여 8개의 텍스트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업데
이트하는 숫자는 프로그램어가 선택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 방법 역시 텍스트 데이터를 일부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도 9를 참조하여 레지스터 콘트롤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 디바이스의 어
드레스를 전송한다. 이 또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것이므로 8번째 bit를 " 0" 으로 설정해 둔다. 두 번째 바이트는 모드 
셋팅과 레지스터의 어드레스에 관한 것으로, 도 2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레지스터 콘트롤인 경우 첫 번째 두 bit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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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 설정해 둔다. 그리고 나머지 6bit는 콘트롤 레지스터의 어드레스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64개의 콘트롤 레
지스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는 레지스터에 라이트하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정지한다.
    

상기 콘트롤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오퍼레이션(Active,Stanby,Power Down) 모드를 설정하고, OSD 디스플레이 영역
들의 위치를 선택하며, 선택한 OSD 디스플레이 영역들의 온/오프를 결정하거나, 그 영역들의 텍스트 및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선택한다. 참고로, 나머지 콘트롤 레지스터들은 엘씨디 드라이버(13)의 제조 업체와 협의하여 선정하면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대기모드에서 비디오 코덱을 동작시키지 않고 엘씨디 드라이버 내부의 메
모리와 메인 씨피유간의 I2C 통신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스틸 이미지 및 텍스트,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비
디오 코덱 사용시 통상 소비되는 전력량의 1/20 정도의 전력만 소모된다. 따라서, IMT-2000 단말기, PDA 등의 휴대
용 단말기에 적용하여 대기 상태에서의 전력 소모량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티브 모드에서는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엘씨디 드라이버(13)측으로 정지영상,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I2C 통신을 이용하여 그 엘씨디 드라이버(13)에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
인 씨피유(11)와; 액티브 모드에서 상기 메인 씨피유(11)와 인터페이스하여 정지영상,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
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13)측으로 전달하는 비디오 코덱(12)과; 액티브 모드에서는 상기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고,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상기 메인 씨피유(11)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입력받아 엘씨
디에 디스플레이하는 엘씨디 드라이버(13)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13)는 액티브 모드에서 상기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30frames/sec로 데이터
를 입력받아 동일 속도로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13)는 스탠바이 모드에서 상기 비디오 코덱(12)을 통해 5frames/sec로 간단
한 애니메이션, 정지영상 배경에 디스플레이 할 텍스트 데이터, 또는 텍스트만을 입력받아 동일 속도로 디스플레이하도
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13)는 상기 메인 씨피유(11)로부터 입력되는 시리얼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시리얼 버퍼(21)와; 상기 시리얼 버퍼(21)를 통해 데이터를 교번되게 입력받아 저장하고, 일측 메모리에 데이터
가 저장될 때 타측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도록 병렬 구성된 두 개의 오에스디 메모리(22),(23)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에스디 메모리(22),(23)는 데이터 전송모드에 따라 영역을 분할하여 일부 영역을 파워 세이
브 영역으로 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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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씨피유(11)와 엘씨디 드라이버(13)간의 I2C 통신 시 모드 셋팅을 위해 1byte를 할당하여, 
디스플레이 타입, 이미지/텍스트 타입, 데이터 타입, 오에스디 메모리 선택, 엔드 오브 프레임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씨피유(11)와 엘씨디 드라이버(13)간의 I2C 통신 시 3bit의 이미`지 데이터로 8 컬러를 
나타내고, 1bit의 텍스트 데이터는 배경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내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8.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인 씨피유에서 I2C 통신을 이용하여 엘씨디 드라이버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라이
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 할 데이터가 버스트 데이터인 경우 슬레이브 어드레스, 모드 셋팅, 픽셀 데이터용 바이트를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제1과정과; 전송 할 데이터가 에리어 데이터인 경우 슬레이브 어드레스, 모드 셋팅, 에리어 스타
트 어드레스, 에리어 엔드 어드레스, 픽셀 데이터용 바이트를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제2과정과; 전송 할 데이터가 라인 
데이터인 경우 슬레이브 어드레스, 모드 셋팅, 라인 어드레스, 픽셀 데이터용 바이트를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제3과정과
; 전송 할 데이터가 픽셀 데이터인 경우 슬레이브 어드레스, 모드 셋팅, 픽셀 어드레스, 픽셀 데이터용 바이트를 순차적
으로 출력하는 제4과정을 통해 상기 엘씨디 드라이버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
스템의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전송 할 데이터는 이미지 타입과 텍스트 타입 중 어느 한 타입의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슬레이브 어드레스용 바이트는 전송할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인 경우 해당 비트를 " 1" 로 설정하고, 
텍스트 데이터인 경우에는 " 0" 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모드 셋팅용 바이트는 이미지/텍스트 구분용 비트, 데이터타입 구분용 비트, 프레임 데이터의 마지막
임을 알리기 위한 비트(EOFD)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는 경우 EOFD 비트를 " 1" 로 설정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제1과정의 모드 셋팅용 바이트에서 디스플레이 타입, OSD 메모리 선택용 비트는 씨피유의 액세스 방
법에 적당하도록 셋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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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제4과정은 임의의 한 바이트를 이용하여 2개의 이미지 픽셀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콘트롤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오퍼레이션(액티브,스탠바이,파워 다운) 모드를 설정하거나, OSD 디스
플레이 영역들의 위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OSD 디스플레이 영역들의 온/오프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장치.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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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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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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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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