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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디스플레이(LCD)(112)의 시야각 특성이 중간 톤 휘도 값을 갖는 이미지 내의 서브픽셀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개선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 방향에서 LCD에 대한 서브픽셀 강도 값과 서브픽셀 휘도 값을 결합시

키는 엔트리의 제 1 표가 제공된다. 목표 강도 값이 상기 제 1 표로부터 결정되는데, 상기 목표 강도 값은 작은 개수의 인접

하는 서브픽셀에 대한 평균 서브픽셀 휘도 값에 대응한다. 상기 목표 강도 값 이하에 그리고 이상에 존재하는 강도 값과 상

기 목표 강도 값을 결합시키는 엔트리의 제 2 표가 제공된다. 상기 인접하는 서브픽셀 강도 값은 상기 제 2 표에 따라 수정

되며, 이로써 중간 톤 휘도 값을 갖는 서브픽셀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는 바람직하게는 디스플레

이 모듈(112-2) 내부에 포함된 주문형 집적 회로(ASIC)(303)의 일부 내에서 처리된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액정 디스플레이(LCD)에 관한 것이며, 특히 액정 디스플레이의 시야각(viewing angle) 특성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대의 대부분의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은 밝은 상태와 어두운 상태 간의 서브픽셀의 강도 값의 범위에 걸쳐서 빈약한 시야

각 특성(가령, 시야각의 함수로서, 칼라 시프트 및 레벨 역전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

양한 액정 모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드는 트위스트 네마틱 모드(Twisted Nematic mode : TN 모드)인데,

이 모드는 다른 모드에 비해 보다 빈약한 시야각 특성을 갖는다. 통상적으로, 노멀리 화이트 모드(normally white mode)

가 사용되며, 여기서는 완전하게 밝은 상태가 낮은 인가 전압에 대응하고 완전하게 어두운 상태가 높은 인가 전압에 대응

한다. 디스플레이 픽쳐 요소(display picture elements)는 통상적으로 픽셀로 지칭되며, 각 픽셀은 세 개의 서브픽셀, 즉,

레드(red), 그린(green), 블루(blue) 서브픽셀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인 LCD는 스트라이프 픽셀 기하구조(a stripe

pixel geometry)를 가지며, 이 픽셀들은 정방형이며, 모든 서브픽셀은 하나의 완전 픽셀(full pixel)의 높이 및 하나의 완전

픽셀의 1/3의 폭을 갖는 수직 스트라이프 형상을 갖는다. 상기 노멀리 화이트 모드의 경우, 칼라 마다 8 비트 구동을 사용

하여, 최고 인가 전압은 강도 값 제로에 대응하고, 최저 인가 전압은 강도 값 255에 대응한다. 강도 값은 또한 디지털 픽셀

레벨 또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값(DAC 값)으로 지칭된다.

빈약한 시야각 특성은 전압이 액정 셀 갭(liquid crystal cell gap) 양단에 인가될 때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광학적 투과도

가 변하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의 표면으로의 직각 입사의 시야각에서, 휘도(luminance)는 디지털 픽셀 레벨에 따라 증

가하며, 일반적으로 감마 커브(gamma curve)로 지칭되는 멱수 법칙(power-law)을 주로 따른다. 도 1은 직각 입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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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와 디지털 픽셀 레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감마 커브이다. 직각 입사를 벗어나는 시야각에서는, 감마 커브

는 왜곡된다(distorted). 주어진 디지털 픽셀 레벨에 관련해, 휘도는 시야각에 따라 크게 변한다. 도 2는 디지털 픽셀 레벨

의 함수로서 모든 시야각에 대한 상대적 휘도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도시한다. 휘도에서의 변화는 픽셀 레벨과 단조로운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며, 최대 변화 정도는 어두운 상태과 밝은 상태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범위에의 픽셀 레벨에서 발생

한다.

Ohi 등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 5,847,688는 한 프레임 건너의 프레임마다 데이터 구동기에 아날로그 참조 전압의 새로운

세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이 기술에서는 추가적인 특정화된 회로가 패널을 위한 구동 전자 장치에 부가될 필요가

있다. 양호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상기 방법에서는, 상이한 감마 커브에 대해서 참조 전압이 2 이상의 프레임마다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픽셀에 대해 양 전압 및 음 전압 모두를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된다. 프레임 레이트가 60Hz

이면, 감마 커브의 스위칭 레이트는 30Hz 이하일 것이다. 두 개의 감마 커브 간의 휘도 변조가 시야각 특성을 개선할 만큼

충분하게 크다면, 플리커 현상(flicker)이 발생할 것이다. 플리커 현상에 대한 인체의 시각적 민감도는 약 10Hz에서 피크

이며, 30Hz에서의 민감도는 상당히 크다. 이와 달리, 액정 반응 속도가 2 프레임 시간 내에서 완전하게 반응할 정도로 충

분하게 크지 않다면, 액정 디렉터(liquid director)는 셀 구조물 내에서 평균 위치를 유지할 것이며, 휘도는 시간에 따라 일

정할 것이다. 결과적인 휘도 값은 두 개의 감마 커브의 평균일 것이며, 시야각 특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Ikezaki 등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 "5,489, 917"에 개시된 방법에 의하면, 최저 참조 전압이 레벨 역전 현상을 억제하도록

증가함으로써 참조 전압 세트가 통상적인 상태로부터 변경된다. 통상적인 연마(rubbing) 및 편광기(polarizer) 구성을 갖

는 TN 모드 LCD의 경우, 상기 방법은 오직 상향 방향(하향 관측)에서만 시야각 특성을 개선한다. 그러나, 하향 방향(상향

관측)에서는 레벨 역전 상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수직 시야각 특성에서 가장 현저한 결함을 다루지 못한다.

이 방법에서는 참조 전압의 총 범위가 감소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패널의 동적 범위 및 콘트라스트 비를 크게 감소시킨다.

Proceedings of the SID, Vol. 27/4, pp. 305-8(1986)에서의 G.S. Fawcett 및 G.F. Schrack 등에 의한 "Halftoning

Techniques Using Error Correction"은 한정된 그레이스케일 능력을 갖는 임의의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터 상

에 하프톤(halftone)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개시한다. Feigenblatt 등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 5,254,982

는 비교적 작은 강도 그레이스케일 값을 갖는 LCD를 위한 시간 변화 위상 시프트를 갖는 하프톤 방법을 개시한다.

Fawcett 등과 Feigenblatt 등의 상기 두 방법의 목적은 한정된 그레이스케일 능력을 갖는 디바이스로 거의 연속적인 톤

이미지(nearly continuous-tone images)를 생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완전한 그레이스케일 능력을 갖는 LCD를 위해서

사용되며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Fawcett 등과 Feigenblatt 등의 상기 두 방법은 하프톤 프로세스

로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Honeywell 회사 및 Hosiden 회사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있어서, 분리형 픽셀 구조물(a split pixel structure)은 TN 모드

TFTLCD의 허용가능한 시야각 범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SID Digest, pp.148-150(1989)에서 Sarma

등에 의한 "Active-Matrix LCDs Using Gray-Scale in Halftone Methods"와, SID Digest,pp. 555-557(1991)에서

Sarma 등에 의한 "A Wide-Viewing-Angle 5-in.-Diagonal AMLCD Using Halftone Grayscale"와, Int.Dispaly

Res.Conf.Record,pp.255-257(1991)에서 Sunata 등에 의한 "A Wide-Viewing-Angle 10-Inch-Diagonal Full-Color

Active Matrix LCD Using a Halftone-Grayscale Method"와,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in Japan, Pt.2,

Vol.80,No.5,pp.89-98(1997)에서 Ugai 등에 의한 "Deployment of Wide-Viewing-Angle TFT-LCDs Using Halftone

Gray-Scale Method"에서 개시되었다. 이 연구에 대한 요약은 또한 Ohi 등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 5,847,688 에도 개시된

다. 이 기술에서, 각 서브픽셀은 두 개의 보다 작은 분리된 서브픽셀로 분리된다. 추가된 저장 캐패시터가 상기 두 개의 분

리된 서브픽셀의 상이한 부하 캐패시턴스와 결합되어서 사용되며 이로써 상이한 픽셀 전압이 상기 두 개의 분리된 서브픽

셀에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분리된 서브픽셀의 결합부에 인가된 소정 서브픽셀 전압에 대해서, 상기 분리된

서브픽셀의 투과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이 기술은 상기 저자들에 의해 "halftone gray-scale method"로서 개시되었다.

이 방법은 하나의 분리된 서브픽셀이 나머지 다른 서브픽셀보다 밝다는 점에서 하프톤 방법이다. 상기 분리된 서브픽셀에

인가된 전압의 비는 상기 캐패시턴스의 비를 따르기 때문에, 상기 전압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모든 서브픽셀 레벨에 대해서

동일할 것이다. 소정의 서브픽셀 전압 및 상이한 보다 작은 분리된 서브픽셀 전압에 대해서, 두 개의 보다 작은 서브픽셀의

투과 및 시야각 특성은 동일하지 않다. 상기 두 개의 보다 작은 분리된 서브픽셀로부터의 광을 함께 혼합시킴으로써, 상기

시야각 특성도 또한 혼합되고 단일 서브픽셀에 비해서 시야각 특성이 개선된다. 이러한 방식의 주요 단점은 유리 패널 상

의 어레이 내에서 특별한 서브픽셀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기 기술은 159 내지 477 마이크론 만큼 작은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비행기 조종실 오락용 디스플레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픽셀 구역이 감소함에 따라서, 추가

적인 저장 캐패시턴스 및 분리된 픽셀 구조를 실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수의 큰 밀도의 픽

셀이 요구되는 컴퓨터 정보 디스플레이에서 상기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가령, 인치 당 200 개의 픽셀을 갖는

디스플레이는 대략적으로 42×126 마이크론2 의 서브픽셀 크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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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 Digest,pp.593-596(1992)에서 Ogura 등에 의한 "A Wide-Viewing-Angle Gray-Scale TFT-LCD Using

Additive Gray-Level Mixture Driving"은 추가적인 그레이 레벨 혼합 구동 장치를 사용하여 TFTLCD의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시한다. 이 연구에서, 홀수 행의 픽셀에는 짝수 행의 픽셀과는 다른 픽셀 전압이 공급된다. 이러한 행

간의 전압 차이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며 그 값은 액정 물질의 임계 전압보다 약간 작다. 이 방법에서는, 교번하는 행들이

어레이 위 및 아래에 존재하는 데이터 구동 칩에 접속되는 이중 뱅크 데이터 구동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구동기

칩의 상부 뱅크 및 바닥 뱅크은 자신들에게 인가되는 상이한 참조 전압 세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노말리 화이트

TN 모드 LCD에 사용되었다. 수평 시야 범위가 약 10 도 정도 증가됨이 발견되었다. 이 문헌은 픽셀 행의 쌍들이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이 기술의 한가지 단점은 특별한 온-글래스 구성(on-glass

configuration), 즉 이중 뱅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어 전자 장치가 참조 전압의 여분의 세트를 제공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른 문제는 행 픽셀 전압 간의 일정한 오프셋으로 인해 모든 레벨에 대해서 휘도가 두 행이 동일한 픽셀

전압을 갖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TN 모드 LCD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S 형상 투과 전압 특성

때문이다. 입력 픽셀 데이터와 무관한 일정한 오프셋 전압으로 인해서 정밀한 이미지 패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바둑판

또는 교번하는 행을 갖는 이미지 패턴이 적절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픽셀 데이터가 오프셋 전압에 대응하는 소정의 패턴의

경우에, 이 패턴에서는 강도가 두 배 정도가 되거나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액정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은 변경된 또는 특별한 픽셀 구조물, 액정 모드 또는 패널 어

레이 내부의 배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른 기술의 실례는 이중 도메인 TN 모드, 다중도메인 수직 정렬(MVA) 및 인플

레인 스위칭(in-plane swtiching)(IPS) 모드를 포함한다. 유리 패널 내부에 특별한 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기술들은

이러한 특별 구조물이 없는 경우보다 개발 및 제조하는데 보다 고비용이 든다. IPS 모드는 일반적으로 다른 모드보다 보다

큰 동작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노트북 컴퓨터 디스플레이보다는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또한, 이러한 기술 중 대다수는 고밀도 픽셀 어레이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상기 특별한 픽셀 구조물에서는 총

가용 면적의 대부분이 시야각 특성 개선에 사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 가용 면적의 나머지 부분은 픽셀 구역

이 감소함에 따라서 설계시에 성취될 수 있는 개구 면적(aperture area)을 한정한다. 또한, 복잡한 픽셀 구조를 높은 수율

로 제조하는 것은 어렵다.

이로써, 최근의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특히 노트북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는 효율적이며 저비용 메카

니즘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특성을 개선하는 저비용의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패널의 서브

픽셀의 비이상적인 휘도 특성을 고려하는 디써닝 기술(dithering techniques)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의 서브픽셀의 (디지

털 형태로 된) 강도 값을 수정하여 광범위의 시야각에 걸쳐서 레벨 역전 및 칼라 시프트 현상을 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율적인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패널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변경되며, 그러므로 구현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액정 셀 및 픽셀 구조

또는 유리 패널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 디스플레이 모듈 내부의 제어 전자 장치

의 데이터 처리부 또는 운영 체제 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내에서 구현될 수 있다. 픽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러한 기술의 이미지 품질과 전체 성능은 개선된다. 물리적 픽셀 구조물 내에서 변경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술과는 달리, 본

발명은 픽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구현하기가 용이하다. 이러한 기술은 유리 패널 내부에 특별한 구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완전한 그레이스케일 능력을 보유한 LCD에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그레이스케일 능력뿐만 아니라 패널의 완전한

동적 범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라인 아트(line art) 또는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가 이하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바처럼 보존될 수 있다. 오직 데이터만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기 방법 및 장치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멈추게하거나 또는 시야각 특성이 변경되는 정도를 변경하는 선택사항의 부가로 사용자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서, 시야각에 따라 휘도 변화 및 칼라 변화 모두가 감소된다.

본 발명은 시야각 특성만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칼라(renderable colors)의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서브픽셀 칼라를 양호하게 동작하는 상태를 갖는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칼라 관리 및 제어를 개선한다.

본 기술은 시야각 변화를 갖는 임의의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의 실례는 달리 말하면 AMLCD(active-

matrix liquid crystal display : 능동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로 알려진 TFTLCD를 포함한다. 어레이 내의 픽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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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상기 능동 박막 트랜지스터 디바이스는 비정밀 실리콘(a-Si), 다결정 실리콘(Poly-si), 단결정 실리콘, 유기 물질과

같은 임의의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달리 말하면 슈퍼 트위스트 네마틱 액정 디스플레이(STNLCD)인 수

동 매트릭스 LCD 및 강유전성 LCD와 같은 임의의 다른 종류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개선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미지의 데이터 요소와 관련된 강도 값은 어두운 강도 값과 밝

은 강도 값 간의 중간 톤 강도 값(mid-tone intensity values)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수정된다. 강도 값은 액정 디스플레이

의 강도 및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에 대한 서브픽셀 휘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수정된다. 또한, 강도 값은 이미지의 데이터

요소 상의 다른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수정된다. 가령, 이미지 일부의 데이터 요소가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강도 값 수정

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 방향에서 LCD 디스플레이의 서브픽셀에 대한 강도 값 및 휘도 값 간의 결합

을 제공하는 다수의 제 1 엔트리(entries)가 제공된다. 또한, 중간 톤 강도 범위 외부에 존재하는 강도 값과 목표 강도

(target intensity) 간의 결합을 제공하는 다수의 제 2 엔트리가 제공된다. 상기 강도 값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상기 다수

의 제 1 엔트리를 사용하여 서브픽셀 강도값으로부터 제 1 휘도 값을 생성하고, 상기 다수의 제 2 엔트리를 사용하여 상기

중간 톤 범위 외부에 존재하는 강도를 식별함으로써 중간 톤 값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수정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장치는 디스플레이 패널 모듈 내부에 포함된 ASIC(주문형 집적 회로)의 일부로서 구현되는, 디스

플레이 제어기의 전자 장치 내부의 픽셀 데이터 프로세서이다. 상기 픽셀 데이터 프로세서는 어두운 강도 값과 밝은 강도

값 간의 중간 톤 강도 값의 수를 줄이도록 이미지의 데이터 요소와 관련된 강도 값을 수정한다. 강도 값은 서브 픽셀의 강

도 및 액정 디스플레이의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 또는 시야각 범위에 대한 의존 정도에 따라 수정된다.

본 발명의 상기 특징 및 장점과 다른 특징 및 장점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서 분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직각 입사 시야각에서 휘도의 디지털 픽셀 레벨 강도 값에 대한 이상적인 의존성을 설명하는 그래프,

도 2는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로 강도가 감소할 때에 시야각 범위에 걸쳐서 상대적인 휘도 변화 정도를 설명하는 그래

프,

도 3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

도 4는 도 3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

도 5는 도 4의 디스플레이 제어기 및 디스플레이 어레이의 기능 블록도,

도 6은 강도 레벨에 대한 휘도의 특성을 상세하게 도시한 그래프,

도 7은 레벨 225에 대한 TN 모드 TFTLCD의 휘도의 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레벨 0에 대한 TN 모드 TFTLCD의 휘도의 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9은 수직면에서의 TN 모드 TFTLCD의 휘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10은 직각 입사 아래의 62 도의 수직 시야각에서의 도 9로부터의 휘도 대 디지털 픽셀 레벨의 그래프,

도 11은 상이한 콘트라스트 비율 대 수직 시야각의 그래프,

도 12는 R=G=B를 갖는 균일한 그레이에 대한 통상적인 TN 모드 TFTLCD의 옐로우-블루 시프트의 그래프,

도 13은 열 반전(row inversion)에서 사용되는 픽셀 극성의 도면,

도 14는 도트 반전(dot inversion)에서 사용되는 픽셀 극성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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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도트 반전을 갖는, 완전 픽셀(full pixel) 2×2 패턴의 도면,

도 16은 완전 픽셀 2×4 패턴의 도면,

도 17은 완전 픽셀 4×2 패턴의 도면,

도 18은 4×2 이중 서브픽셀 패턴의 도면,

도 19는 그린/마젠타 구성(a green/magenta arrangement)을 갖는 2×2 서브픽셀 패턴의 도면,

도 20은 밝은 서브픽셀이 다수인, 14×14 지그재그형(staggered) 서브픽셀 패턴의 도면,

도 21은 어두운 서브픽셀이 다수인, 14×14 지그재그형 서브픽셀의 도면,

도 22은 하프톤 픽셀 처리의 일반적인 흐름도,

도 23는 완전 픽셀 2×2 패턴에 대한 흐름도,

도 24는 이중 서브픽셀 4×2 패턴에 대한 흐름도,

도 25는 픽셀이 동일한 행 내에서 처리된, 2×2 서브픽셀 패턴에 대한 흐름도,

도 26은 이상적인 감마 특성에 대한 선형 하프톤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

도 27은 이상적인 감마 특성에 대한 멱수 법칙의 하프톤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

도 28은 통상적인 TN 모드 패널 전달 특성에 대한 룩업 테이블에 대한 개선된 선형 하프톤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

도 29는 상이한 선형 하프톤 곡선에 대한 휘도 대 시야각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 30은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 간의 최대 분리를 갖는, 2×2 쿼드 픽셀 처리(2×2 quad pixel processing)에 대한

선형 법칙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그래프,

도 31은 쿼드 픽셀 처리를 사용하는 25% 휘도에 대한 2×2 서브픽셀형 패턴의 도면,

도 32는 쿼드 픽셀 처리를 사용하는 75% 휘도에 대한 2×2 서브 픽셀형 패턴의 도면,

도 33은 쿼드 픽셀 처리를 사용하는 25% 휘도에 대한 4×2 이중 서브픽셀형 패턴의 도면,

도 34는 쿼드 픽셀 처리를 사용하는 75% 휘도에 대한 4×2 이중 서브픽셀형 패턴의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쳐가 도 3에 도시된다. 도시된 바처럼, 컴퓨터 시스템(100)은 시스

템 버스(106)를 통해서 시스템 메모리(104) 및 다른 구성 요소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프로세서(102)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104)는 컴퓨터 시스템(100)의 운영 체제와 필요하다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RAM을 포함한다. 설

명을 위해서, 시스템 버스(106)는 단일 버스로 도시되었지만, 시스템 버스가 컴퓨터 시스템(100)의 아키텍쳐 및 설계에 따

라서 (상이한 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가령, 시스템 버스(106)는 현대의 인

텔 기반 아키텍쳐 시스템에서 통상적인 계층적 방식으로 구성된 다수의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

션 소프트웨어는 고정 디스크 구동 장치 또는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와 같은 영구성 저장 장치(109)로부터 시스템 메모리

(104) 내부로 로딩된다. 또한,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모뎀, LAN 어댑터 디바이스, WAN 어댑터 디바이

스와 같은 도시되지 않은 통신 어댑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자원으로부터 시스템 메모리(104) 내부로 로딩될 수 있다. 입출

등록특허 10-0558608

- 6 -



력 장치(I/0 device)(108)는 시스템 버스(106)를 통해서 프로세서(102)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다. 상기 입출력 디바이스

(108)는 테스트 입력을 위한 터치 패드 또는 템플리트, 키보드 및 마우스, 트랙볼과 같은 포인팅 디바이스, 사용자 입력을

위한 광펜(light pen), 음성 입력을 위한 음성 인식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운영 체제는 컴퓨터 시스템(100)의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 및 할당을 제어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구축되는

토대가 된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 체제 및 사용자 입력과 연계하여 동작한다. 상

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실례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디시트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비디오 플레이어, 3-D 모델

링 및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3-D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시스템 버스(106)를 통해서 프로세서(102) 및 시스템 메모리(104)로 인터페이싱하는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프로세서(102)에 의해서 생성되며 시스템 버스

(106)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에 전달되는 커맨드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12) 상에서의 디스플

레이를 위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동작한다.

운영 체제는, 상기 운영 체제의 다른 부분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의 디

스플레이를 위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커맨드 및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에 전달하는 프로그래밍 인터

페이스(이후부터는 그래픽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칭함)의 구현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운영 체제 및/또

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상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함께 동작하여 데이터(가령, 텍스트 데이터, 비트맵

픽셀 데이터, 3 차원 그래픽 데이터를 포함함)를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에 의해 사용되기에 적합한 형태로 시스템

메모리(104) 내부로 로딩한다. 또한, 운영 체제 및/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상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와 연계하여 동작하여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에 의해 사용되기에 적합한 형태로 상기 데이터와 관련된 커맨드를 생

성하고 이 커맨드를 시스템 버스(106)를 통해서 상기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에 전달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서브시스

템(110)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커맨드에 의해 명령되

는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에 전달된 커맨드는 가령 선을 도시하라는 커맨드, 윈도우를 도시하라는

커맨드, 비트맵 이미지를 랜더링(rendering)하라는 커맨드, 3 차원 이미지를 랜더링하라는 커맨드,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

딩하라는 커맨드 등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12)는 (CRT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같은) 래스터 주사 기술

(raster scan techniques), (액정/TFT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같은) 어레이 스위칭 기술을 사용하여 픽셀을 디스플레이

한다.

이하에서 기술될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가령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가능한 시퀀서, 메모리와, 필요하

다면 정수 처리 유닛과 플로팅 포인트 유닛(floating point unit)을 포함하는 게이트 어레이 또는 칩 세트와 같은 하드웨어

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병렬 및/또는 파이프라인형 아키텍쳐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디

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프로세서와 함께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이 프로세서는 통상적인 범용 프로세서, 호

스트 프로세서(102)의 일부,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102)와 함께 통합된 코프로세서의 일부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의 실례는 도 4에 도시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시적인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의 다른 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을 관리하는 도시되지 않은 제어 프로세서(200)를 포함한

다.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호스트 인터페이스(202)를 통해 시스템 버스(106)에 부착되고 시스템 버스(106)의 통

신 프로토콜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버스(106)로의 데이터 기록 및 시스템 버스로부터의 데이터 판독을 수행한다.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12) 상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시스템 버스(106)를 통해 수신된 커맨드에 의해 명령된 동작을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로직(204)을 포함한다. 상기 디스플

레이 로직(204)은 특정 동작 클래스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하드웨어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로직(204)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는 메모리 제어기(208)의 제어 하에서 프레임 버퍼(206) 내에 저장된

다. 또한, 프레임 버퍼(206)의 내용은 다시 판독되고 메모리 제어기(208) 및 호스트 인터페이스(202)를 통해서 시스템 제

어 프로세서(102)로 전달된다.

프레임 버퍼(206)는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12)의 각 픽셀을 위한 칼라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상기 칼라 데이터는 각 픽셀에 대해서 레드, 그린, 블루(R,G,B) 칼라를 나타내는 3

개의 비트 세트(가령, 3 개의 8 비트 정수)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프레임 버퍼(206)는 각각이 n 비트 깊이를 갖는 행 및

열로 구성된 행렬로 구성되며, 여기서 특정 행 및 열 어드레스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12) 상에서의 픽셀 위치에 대응한

다. 또한,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두 개의 프레임 버퍼를 포함한다. 통상적인 시스템에서, 프레임 버퍼 중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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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는 활성 디스플레이 부분으로서 기능하며, 다른 프레임 버퍼는 이후의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갱신된다. 두 프레임 버퍼

중 어느 하나는 시스템(100)의 요구에 따라서 활성에서 비활성 상태로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특정 방식은 본

발명과 관련이 없다.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110)은 프레임 버퍼(206)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12)로의 픽셀 데이터의 전달을 제어하는 비

디오 타이밍 신호를 생성하는 비디오 타이밍 로직(214)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기 비디오 타이밍 로직(214)

은 픽셀 클록 신호, 수평 동기화 신호(HSYNCH 신호), 수직 동기화 신호(VSYNCH 신호)를 생성한다. 픽셀 클록 신호는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주어진 라인에서의 픽셀들 간의 전이를 나타낸다. 수평 동기화 신호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한 라

인에서 다른 라인으로의 전이를 나타내고, 수직 동기화 신호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한 프레임(즉, 프레임의 최종 라인)

에서 다음 프레임(이 다음 프레임의 제 1 라인)으로의 전이를 나타낸다.

비디오 타이밍 신호는 메모리 제어기(208)에 제공되어 이 제어기는 자신에게 제공된 비디오 타이밍 신호를 기초로 하여

어드레스 신호를 생성한다.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서 생성된 어드레스 신호는 프레임 버퍼(206)에 제공되며 이로써 프레임

버퍼(206)의 픽셀 위치를 통해 순환한다. 각 어드레스 싸이클에서, 하나 이상의 픽셀에 대한 픽셀 데이터는 프레임 버퍼

(206)에서 판독되어 팔레트(palette) DAC(220)에 전달된다.

상기 팔레트 DAC(220)는 픽셀 데이터 출력을 프레임 버퍼(206)에서 디스플레이 상에서 사용되는 (가령 24 비트 정수 값

이 될 수 있는) 칼라 공간으로 매핑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팔레트 DAC(220)는 비디오 타이밍 로직(214)에 의해 생성된

픽셀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테이블 룩업을 활용한다.

가령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팔레트 DAC(220)는 변형된 픽셀 데이터를 비디오 인코더(230)

로 전송하며, 이 비디오 인코더는 상기 변형된 픽셀 데이터를 NTSC 신호, MPEG 비디오 신호, HDTV 신호와 같은 비디오

신호로 인코딩하고 이 인코딩된 신호는 CRT 모니터와 같은 비디오 디바이스(112-1)로 출력된다. 비디오 디바이스(112-

1)는 디코더, 디스플레이 제어기, 비디오 신호를 디코딩하고 그 내부에서 인코딩된 픽셀 데이터에 의해 표현되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다.

가령 노트북과 같은 몇몇 컴퓨터 시스템에서, 팔레트 DAC(220)는 변형된 픽셀 데이터를 통상적으로 한번에 한 픽셀씩 직

렬 링크 송신기(222)에 전송한다. 직렬 링크 송신기(222)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비트 스트림으로 직렬화하고 이

비트 스트림을 고속 직렬 채널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모듈(112-2)에 전달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112-2)은 비트 스트

림을 수신하는 직렬 링크 수신기(224)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직렬 링크 송신기(222) 및 수신기(224)는 상기 비

디오 타이밍 로직(214)에 의해 생성된 픽셀 클록 신호와 동기를 이루며 동작한다. 상기 직렬 링크 송신기 및 상기 직렬 링

크 수신기의 실례는 National Semiconductor 사에서 제조된 DS90CR383/DS90CR284 채널 링크이다. 또한, 상기 직렬

링크 송신기(222) 및 상기 직렬 링크 수신기(224) 간에서 통신된 신호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비디오 타이밍 로직(214)에

의해 생성된 픽셀 클록 신호로부터 유도된 상기 직렬 링크 송신기(222)에 의해 생성된 클록 신호를 포함한다. 상기 직렬 링

크 수신기(224)는 상기 송신기(222)와 상기 수신기(224) 간에 통신된 클록 신호를 사용하여 픽셀 클록 신호를 재구성한

다. 가령, 상기 직렬 링크 송신기(222) 및 직렬 링크 수신기(224) 간에서 통신된 클록 신호는 2N(여기서, N은 0보다 크거

나 같은 정수임)의 계수로 스텝 다운된(stepped down) 픽셀 클록 신호일 수 있다.

상기 직렬 링크 수신기(224)는 직렬 비트 스트림으로부터의 픽셀 데이터를 복구하여 이 복구된 픽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제어기(226)에 전송한다. 또한, 상기 직렬 링크 수신기(224)는 상기 송신기(222)와 수신기(224) 간에서 통신된 클록 신호

를 사용하여 픽셀 클록 신호를 재구성하고 이 재구성된 픽셀 클록 신호를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기(226)에 전송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기(226)는 상기 픽셀 클록 신호와 상기 직렬 링크 수신기(224)로부터 수신된 픽셀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

스플레이 어레이(228)에 공급되는 신호를 생성하고 이로써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디스플레이 제어기(226)는 상기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가령, 열 반전, 행 반전, 도트 반전과 같은)

사전결정된 구동 방식을 사용한다. 도 5는 도 4의 디스플레이 제어기(226) 및 디스플레이 어레이(228)의 예시적인 실례를

도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기(226)는 직렬 링크 수신기(224)에 의해 전송된 픽셀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한 메모리(301)를 포함한다. 픽셀 처리 회로(303)(통상적으로 제어기 또는 게이트 어레이로서 구현됨)는 메모리

(301) 내에 저장된 픽셀 데이터를 변형하고 이 변형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어레이(228)에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어레이

(228)는 액정 셀 제어 회로(310), 액정 셀(318), 백라이트(324)를 포함한다. 상기 액정 셀 제어 회로(310)는 패널 구동기

구성 요소로서 LCD 제어기 LSI(312), 소스 구동기(316), 게이트 구동기(314)를 포함한다. 상기 LCD 제어기 LSI는 상기

변형된 픽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상기 수신기(224)에서 제공된 픽셀 클록 데이터(상기 두 신호는 디스플레이 제어기(226)

에서 수신된 신호임)를 처리하고, 이 처리된 신호 뿐만 아니라 상기 픽셀 클록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타이밍 제어 신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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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구동기(316) 및 상기 게이트 구동기(314)로 출력한다. 상기 소스 구동기(316)는 제공된 픽셀 데이터에 대응하는 아

날로그 형태의 그레이 스케일 신호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 어레이의 적합한 데이터 라인 상에서 상기 그레이 스케일 신호

를 아날로그 형태로 출력한다. 상기 소스 구동기(316)의 실례는 Texas Instruments 사에 의해 제조되고 판매되는

MPT57481 소스 구동기이다. 게이트 라인 구동기(314)는 데이터 라인 상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어레이의 적합한 서브픽셀

로 제공되는 아날로그 형태의 그레이 스케일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디스플레이 어레이의 상기 적합한 서브픽셀을

활성화시키는 어드레싱 신호를 생성한다. 게이트 라인 구동기의 실례는 Texas Instruments 사에 의해 제조되고 판매되는

MPT57604 게이트 구동기이다. 백라이트(324)는 액정 셀의 후방 또는 측면에서 액정 셀(318)을 조명한다. 상기 백라이트

(324)는 형광 튜브(320) 및 인버터 전력 소스(322)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제어기(226)에 사용자 인터페이스(305)가 제

공될 수 있으며, 이로써 사용자는 가령 시야각 특성이 변화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상기 디스플레이 어레이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특성을 개선시키도록 수정

된다. 이러한 데이터 수정은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 내부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거나 바람직하게는 디스플레이 모듈 내부

의 제어 전자 장치의 데이터 처리부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구현되거나 아니면 운영 체제 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디스크, 테이프, CD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판독가능

한 임의의 매체 상에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 수정 방식은 액정 디스플레이의 휘도 및 시야각 특성과 같은 특성에 의존한다.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액정 디스플

레이는 밝은 상태에서는 매우 양호한 시야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상태에서의 시야각 특성은 빈약하지만, 휘도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는 관측자가 감지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밝은 상태와 어두운 상태 간의 휘도의 소정 레

벨 또는 범위에 대해서, 휘도는 시야각에 따라 등방성 또는 램버틴 분포(Lambertian distribution)를 크게 벗어나며, 소정

의 시야각에서는, 휘도는 픽셀 레벨에 따라 단조롭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칼라 시프트 및 콘트라스트 역전을 일으켜서

화면의 품질에 악영향을 준다. 보다 어두운 레벨 또는 보다 밝은 레벨을 선호하고 상기와 같이 문제가 되는 중간의 톤 레벨

을 억제함으로써, 본 발명은 관측자에게 보다 바람직한 휘도 레벨을 제공하지만, 양호한 시야각 특성을 갖는 디스플레이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야각 특성에서의 향상은 이미지 해상도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 성취될 수 있다.

액정 디스플레이의 서브픽셀 휘도는 디지털 픽셀 레벨에 대해서, 때때로 감마 커브 또는 감마 특성으로 지칭되는 멱수 법

칙 의존도를 따른다. 이상적으로, 서브픽셀 휘도 대 입력 디지털 서브픽셀 레벨은 등식(1)과 같은 간단한 관계식을 따른다.

여기서, Ymax 및 Ymin은 디스플레이로 직각 입사될 시의 최대 및 최소 휘도 값이며, n은 픽셀 디지털 레벨 또는 DAC 레

벨이다. 8 비트 칼라를 갖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각 서브픽셀은 256 레벨을 가지며, 이 레벨은 0에서 225 사이의 범위에서

간격을 갖는다. 상기 등식에 대한 플롯이 도 6에 도시되며, 여기서 　γ값은 3.0 이며, Ymax/Ymin 은 500이다.

수많은 액정 디스플레이는 정확하게는 상기 등식을 따르지 않지만, 대신에 S 형상의 곡선을 갖는 감마 특성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최대 휘도는 레벨 225 조금 아래의 픽셀 레벨에서 발생한다.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통상적인 액정 디스플

레이에 대한 S 형상 감마 곡선의 실례가 도 6에 도시된다. 통상적인 액정 셀은 이 또한 S 형상인, 투과율 대 셀 전압 특성

그래프를 보인다. S 형상의 투과 특성이 S 형상의 감마 곡선을 유도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종종 한다. 감마 곡선의 형상은

액정 패널에 제공되는 구동 전압과 픽셀 레벨 간의 관계식을 특정하게 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

TFTLCD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액정 모드와 픽셀 셀 구조의 경우, 휘도는 시야각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또한, 픽셀 레벨

이 밝은 상태로부터 감소됨에 따라서, 시야각 범위에 걸쳐서 변하는 휘도의 변화 정도는 보다 커진다. TN 모드 TFTLCD

에 대한 휘도 대 시야각 간의 그래프의 실례가 픽셀 레벨 225 및 0에 대해서 각각 도 7 및 도 8에 도시되며, 여기서 모든 서

브픽셀은 동일한 값(R=G=B), 즉 그레이 상태이다. 모든 범위의 픽셀 레벨(0 내지 255)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

면, 특정 시야각에서, 픽셀 레벨의 범위에 대한 휘도가 직각 입사시에 감마 곡선에 비해 매우 밝을 수 있으며, 또한 감마 곡

선에 비해 매우 어두울 수 있다. 몇몇 액정 구성에 있어서, 특정 시야각에서, 픽셀 레벨과 휘도와의 관계가 역전될 수 있는

데, 즉 낮은 픽셀 값에서의 휘도가 보다 높은 픽셀 값에서의 휘도보다 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레벨 역전이라고 지칭되

며 이 범위의 픽셀 값을 갖는 특정한 시야각에서 관측된 이미지는 역전된 콘트라스트를 보인다. TN 모드 액정 디스플레이

의 경우, 이러한 모든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TN 모드와 다른 광범위 시야각 모드(wide-viewing-angle mode)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경우, 시야각에 따라서 휘도(또는 칼라)가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레벨 역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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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모드 액정 디스플레이의 경우, 입사 시야 각도가 직각 보다 작은 입사에서 직각보다 큰 입사로 변할 때에, 휘도가 수직

방향으로 크게 변한다. TN 모드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한 휘도 특성 대 수직 시야각 특성에 대한 그래프의 실례가 도 9에

도시되며, 도 9는 90도의 방위각에서의 휘도의 극성 플롯도에서의 수직 최단 거리(vertical cuts)에 대응하는 곡선의 집합

으로 구성된다. 시야각(델타)의 양값은 패널로부터 직각으로 상향 방향에 대응하며(하향으로 관측된 바와 같음), 시야각의

음값은 패널로부터 직각으로 하향 방향에 대응한다(상향으로 관측된 바와 같음). 픽셀 레벨이 255에서 0으로 감소됨에 따

라서, 휘도의 피크는 제로의 수직 시야각 델타에서 양값의 델타 시야각으로 이동한다. 입사 각도가 제로 이상으로 증가함

에 따라서, 휘도 곡선들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최고 픽셀 레벨을 향해서 집중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휘도 행동은 매우

밝은 상태이다. 입사 각도가 제로 아래로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상기 휘도 곡선 집합의 곡선들은 각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 곡선의 전체 크기는 양값의 입사 각도의 경우에 비해서 입사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휘도 행동은 매우 어두운 상태이다. 최저 픽셀 레벨의 경우, 시약 각도가 점점 음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휘도

곡선이 서로 교차하며 이는 상술한 레벨 역전 현상에 대응한다. 최고의 양값의 입사 시야 각도 및 픽셀 레벨의 대해서, 또

한 어느 정도의 레벨 역전 정도가 존재한다.

도 10에서, - 62 도의 수직 시야각에서의 휘도 대 픽셀 레벨의 그래프가 도 9의 데이터에 대해서 도시된다. 이 시약 각도에

서, 휘도는 일반적으로 국부형 최대치를 보이고 감마 타입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휘도 변화는 단조롭지 않으며,

레벨 범위의 중간 지점 아래의 중간 톤 그레이 레벨에서 휘도는 최대가 된다. 이러한 휘도는 오차 함수로서 관측될 수 있으

며 오차의 최대치는 픽셀 레벨의 중간 범위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레벨 역전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상이한 콘트라스트 비율들의 집합에 대한 플롯도가 도 9의 데이

터에 대해서 도 11에 도시된다. 상이한 콘트라스트 비는 선택된 픽셀 레벨들 간의 휘도의 비율이다. 도 11에 몇 개의 레벨

의 비율이 도시된다. 이상적으로, 두 개의 레벨 n1 및 n2 에 대한 미분 콘트라스트 비(CR')는 다음과 같은 감마 관계식을 따

라야 한다.

도 11에서, 상기 미분 콘트라스트 비는 상기 관계식을 따르지 않는다. 범위 0 내지 + 35 도에서의 입사 시야 각도의 경우,

미분 콘트라스트 비는 비교적 양호한 행동 특성을 보이며, 직각 입사에 근사하는 입사에서 LCD의 비이상적인 감마 관계식

을 보여준다. + 35 내지 + 80 도의 범위의 입사 시약 각도의 경우, 최고 레벨의 미분 콘트라스트 비는 1 이하로 떨어지며

이는 레벨 역전을 나타낸다. 0 내지 - 80 도의 입사 시야 각도의 경우, 미분 콘트라스트 비의 특성은 허용가능한 행동 범위

에서 크게 벗어난다. 레벨 31 이하의 최저 픽셀 레벨의 경우, 최저 미분 콘트라스트 비는 약 -10 도의 수직 시야 각도에 대

해서 1에 근사한 값에 도달한다. 픽셀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소 미분 콘트라스트 비는 1 이하로 크게 떨어지고 최저

비의 위치는 보다 큰 음의 입사 시야 각도로 이동한다. 최저 미분 콘트라스트 비는 약 - 65 도의 입사 시야 각도에서 레벨

223 내지 207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보다 높은 레벨의 경우, 미분 콘트라스트 비는 0 내지 - 80 도의 모든 수직 시야 각도

에 대해서 1보다 크게 된다. 이 플롯으로부터, 음의 수직 입사 시야 각도의 경우, 대략적으로 31 내지 223 픽셀 레벨의 큰

범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레벨 역전 특성이 나타난것을 볼수 있다.

TN 모드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한 유사한 투과 특성이 Ikezaki 등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 5,489,917 에서의 도 2b 및 도

3b에 도시되며, 여기서 레벨 역전 현상은 정확한 액정 모드에 따라서 하향 방향 및 상향 방향에서 나타난다. 도 11 및 상기

문헌에서 도시된 특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소정의 시야각 조건 및 픽셀 레벨의 범위에 대해서, 레벨 역전과 관련된 휘도

오차는 중간 톤 그레이 레벨 영역에서, 즉 최소 및 최대 레벨 간의 어느 픽셀 레벨에서 최대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액정 디스플레이 모드의 다른 측면은 픽셀 레벨에 따라서 칼라가 변한다는 것이다. TN 모드의 통상적인 특성이

도 12에 도시되며, 여기서 색도(chromaticity)와 그레이 레벨 간의 그래프가 모든 세 개의 서브픽셀들이 동일한 레벨을 갖

는 경우(R=G=B)에 대해서 도시된다. 값 u'는 시야의 레드 대 그린 반응도를 표시하며, 여기서 u'가 클수록 시야의 레드 반

응도가 그린 반응도보다 크다. v'는 시야의 옐로우 대 블루 반응도를 나타내며, 여기서 v'가 클수록 시야의 옐로우 반응도가

더 크다. 완전하게 밝은 레벨(레벨 255) 내지 완전하게 어두운 레벨(레벨 0)의 범위에 걸쳐서, v'의 변화 정도가 u'의 변화

정도보다 크며, 이로써 색도는 레벨(255)의 옐로우 색도에서 레벨 0의 블루 색도로 변한다. 이러한 옐로우에서 블루로의

이동은 대부분의 액정 모드에 있어서 통상적이다. 밝은 픽셀의 수가 대단히 많은 이미지의 경우에, 유채색의 칼라가 기준

조명으로서 기능하는 화이트 상태에 대해서 발생한다. 레벨이 감소함에 따라서 색도에서의 변화는 블루로의 색상 이동으

로서 판정된다. 디스플레이가 큰 콘트라스트 비를 갖는다면, 즉 밝은 상태의 휘도가 어두운 상태의 휘도보다 매우 크다면,

칼라 이동 정도는 중간 톤 그레이 레벨에서 가장 현저할 것이다. 레벨 0에 근사하는 완전하게 어두운 픽셀의 블루 칼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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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백색 상태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어려우며,상기 픽셀은 그들의 휘도가 충분하게 낮기 때문에 블랙으로 보인다. 그러

나, 중간 톤 그레이 레벨 픽셀의 블루 칼라 상태는 백색 상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기 중간 톤 그레이 레

벨 픽셀의 휘도가 완전하게 어두운 레벨의 픽셀의 휘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중간 톤 레벨을 갖는 이미지 픽셀 개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제거된다. 이는 하

프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픽셀 데이터 값을 처리함으로써 수행되며, 여기서 하나의 픽셀 그룹은 입력 값보다 밝게

만들어지며, 다른 픽셀 그룹은 입력 값보다 어둡게 만들어진다. 픽셀 데이터 값은 휘도가 이미지에서 국부적으로 유지되도

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 밝은 픽셀과 어두운 픽셀 모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지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중

간 톤 그레이 레벨 픽셀보다 바람직한 시야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야각 특성은 밝은 픽셀에 의해서 지배적이며, 왜냐

하면 상기 밝은 픽셀은 어두운 픽셀보다 매우 시야에 잘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트톤 이미지의 시야각 특성

의 휘도가 개별 밝은 픽셀의 휘도에 대해서 전체 휘도를 감소시키는 어두운 픽셀의 존재에 의해 간단하게 감소되어버리는

밝은 픽셀의 휘도에 근사할 수 있다.

여러 픽셀 그룹에 대한 필요한 제한 사항은 밝은 서브픽셀 그룹이 패널을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반전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

는 바와 같은 양의 레벨의 서브 픽셀 및 음의 레벨의 서브픽셀을 대략적으로 동일한 개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리

커 및 이미지 스티킹(image sticking)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프레임 건너의 프레임마다 픽셀 전압의 극성을 변경

시켜야 한다. 또한, 이미지 품질을 더욱 개선하고, 용량성 크로스토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레이 내부의 픽셀의 극성

을 교번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어레이 내의 모든 픽셀은 동일한 프레임 내부에서는 동일한 극성을 가지며 후속하는

프레임 간에는 교번하는 극성을 가지도록 프레임 반전이 규정된다. 픽셀 전압이 어레이 내부의 행들 간에서 교번하여 변경

되고 또한 프레임들 간에서도 교번하여 변경되도록 행 반전이 규정된다. 픽셀 전압이 어레이 내부의 열들 간에서 교번하여

변경되고 또한 프레임들 간에서도 교번하여 변경되도록 열 반전이 규정된다(도 13 참조). 도트 반전은 픽셀 전압 극성이

열들 간에서 반전되며 행들 간에서 반전되며 그리고 프레임 간에서 반전되는 것을 나타낸다(도 14 참조). 통상적으로, 현

재에 입수가능한 노트북 컴퓨터 TFTLCD는 열 반전을 사용하여 구동되며, 현재의 입수가능한 데스크탑 모니터 TFTLCD

는 도트 반전을 사용하여 구동된다.

플리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밝은 서브픽셀 전압은 음값과 양값 간에서 대략적으로 균일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양값 픽셀

및 음값 픽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플리커를 감지할 수 있는 인체 시야의 능력과 일치한다. 상기와 같은 균형은

인체 시야가 플리커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영역보다 작은 영역에 걸쳐서 성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 스티킹 및 크로스

토크 억제라는 다른 문제들도 또한 픽셀 전압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모든 요구 사항은 음값 픽셀과 양값 픽셀의 개

수가 거의 몇 퍼센트 내에서 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균형이 성취되는 영역의 크기가 1 개 내지 10 개의 픽셀 내에 존재하면

만족한다. 밝은 음값 픽셀과 밝은 양값 픽셀의 개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상기 반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광범위한

하프톤 픽셀 패턴이 사용될 수 있다. 이 패턴은 어두운 픽셀과 밝은 픽셀의 개수를 정확하게 균형잡을 수 있으며, 여기서

밝은 픽셀이 50%이고 어두운 픽셀이 50%이며, 또한 어두운 픽셀과 밝은 픽셀을 각기 66% 및 33%로 하여 다른 비율로 균

형을 잡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패턴은 전체 패널 이미지 상에서 걸쳐서 균일하다. 이 패턴은 또한 추측할 수 있으며

(stochastic) 주파수 및 패턴을 이미지 변화 영역으로서 변화시킴으로써 이미지 내용에 적응성을 갖는다.

상이한 영역에서의 하프톤 패턴의 강도는 상기 영역 내의 이미지 내용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상기 패턴

은 이미지 내용이 픽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만 동일한 전체 외형을 갖는다. 만일 이미지가 픽셀에 걸쳐서

급하게 변한다면, 하프톤 패턴은 파괴될 것이다. 상이한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설명 부분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가 중간 레벨 그레이 칼라와 같이 픽셀에 걸쳐서 균일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균일한 패턴의 실례가 이제 설명될 것이다. 가장 간단한 패턴 중 하나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바둑판형의 2×2 완전

픽셀(2×2 full pixel checkerboard)이다. 이 패턴에서, 세 개의 서브픽셀, 즉, R,G,B 서브픽셀로 구성된 각 완전 픽셀은

어두운 상태이거나 밝은 상태 중 하나이다. 이 완전 픽셀들은 어두운 상태과 밝은 상태를 교번하고 있다. 열 반전 하에서,

각 밝은 픽셀 내부의 모든 서브픽셀의 극성은 동일하며, 열 간에서는 극성이 교번하고, 밝은 양값의 픽셀의 개수가 밝은 음

값의 픽셀의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패턴은 열 반전 하에서 구동된 패널에 대해서 허용가능하다. 그러나, 도트 반전

하에서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밝은 양값의 픽셀과 밝은 음값의 픽셀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다.

열 반전 및 도트 반전 양 경우 하에서 밝은 양값의 픽셀과 밝은 음값의 픽셀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패턴이 도 16, 도

17, 도 18, 도 19에 도시된다. 이 도면들에서, 모든 패턴은 픽셀의 정확한 반절은 어두운 상태이며 픽셀의 정확한 반절은

밝은 상태이다. 도 16은 완전 픽셀 2×4 패턴이며,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2 픽셀이 한 주기를 가지며, 수직 방향으로 4 픽

셀이 한 주기를 갖는다.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은 모두 완전 픽셀을 형성한다. 도 17은 완전 픽셀 4×2 패턴이며,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4 픽셀이 한 주기를 가지며 수직 방향으로 2 픽셀이 한 주기를 갖는다. 여기서도,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은 모두 완전 픽셀을 형성한다. 도 18은 이중 서브픽셀 4×2 패턴을 도시한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은 한 쌍의 서브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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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을 형성한다. 도 19는 서브픽셀 2×2 패턴을 도시한다.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2 픽셀이 한 주기를 갖는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은 단일 서브픽셀 또는 한 쌍의 서브픽셀을 형성한다. 서브픽셀 2×2 패턴에 있어서 3 개의 가능한 칼라 구성

이 존재하는데, 즉 그린/마젠타 구성, 레드/시안(cyan) 구성, 블루/옐로우 구성이 존재한다. 그린/마젠타 구성이 도 19에

도시된다.

보다 큰 반복 거리를 갖는 패턴의 실례가 도 20 및 도 21에 도시된다. 상기 패턴은 재그재그형(staggered) 서브픽셀

14×14 패턴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이 패턴은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14 개의 완전한 픽셀이 한 주기를 가지며, 총 588 개

의 서브픽셀이 각 반복된 패턴에서 존재한다. 도 20에서, 밝은 서브픽셀은 한 판복 패턴에서 총 서브픽셀의 57.1 %를 차지

하며, 그리고 동일한 개수의 서로 반대되는 극성의 서브픽셀이 존재한다. 어두운 서브픽셀은 한 판복 패턴에서 총 서브픽

셀의 42.9 %를 차지하며, 그리고 동일한 개수의 서로 반대되는 극성의 서브픽셀이 존재한다. 도 21에 도시된 패턴은, 어두

운 서브픽셀이 총 서브픽셀에서 57.1%를 차지하고 밝은 서브픽셀이 총 서브픽셀에서 42.9 %를 차지한다는 점만 제외하

면 상기 도 20의 패턴과 동일한다.

이들 패턴의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수 많은 가능한 균일한 패턴이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들 대부분의 패턴은 디스플레이 이미지 데이터에서 상기 이미지 데이터 내의 동일한 열 내의 한 쌍의 픽셀을 처리하고,

상기 픽셀 데이터를 한열 한열 상에서 이동시킴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몇몇 패턴에서는 또한 인접하는 열들에 존재하는

픽셀들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픽셀 값의 전체 라인은 라인 버퍼 내에 저장되어야 한다. 작은 수의 픽셀이

작은 수의 동작으로 그룹으로 함께 처리되면, 픽셀 데이터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리프레시 프레임 레이트(refresh frame

rates)와 양립하는 레이트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동일할 열 내에서의 쌍형 픽셀 처리에 대한 설명이 도 22의 흐름도

에서 도시된다.

도 23은 도 15에 도시된 완전 픽셀 2×2 바둑판형 패턴에 대한 픽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흐름도이다. 제 1

단계는 열 내의 제 1 픽셀이 스킵(skip)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픽셀 열이 짝수이면, 제 1의 세 개의 서브

픽셀은 무시되고 시작 포인트는 열 내부에서 하나의 완전 픽셀 만큼 이동한다. 픽셀 열이 홀수이면, 시작 포인트는 열 내의

제 1 픽셀에서 유지된다. 포인터 위치에서 시작하고 인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열 내의 한 쌍의 서브픽셀 레벨 값을

저장한다. 다음에, 짙은 칼라로 채워진 블록을 포함하는 라인 아트(line art) 및 텍스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

내에 상기 물질의 존재 여부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어느 서브 픽셀이 레벨 0 또는 레벨 255이다면, 이 위치에서의 서브

픽셀 레벨 값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유지된다. 이와 달리, 입력 서브픽셀 레벨 값들 간의 차가 임계 레벨

값보다 클 때 픽셀 레벨 값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계 레벨 테스트가 서브픽셀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다. 적당한 임계

차는 약 100 레벨이다. 다음에, 특성화 룩업 테이블(LUT)을 사용하여 한 쌍의 픽셀 레벨에 대해서 두 개의 픽셀 휘도 값이

결정된다. 상기 특성화 LUT는 간단하게 말하면 픽셀 휘도 대 픽셀 레벨의 캘리브레이션 곡선(calibration curve)이다. 패

널 특성이 간단한 수학적 관계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다면, LUT #1은 하나의 공식으로 될 수 있다. 한 쌍의 픽셀에 대한

평균 휘도가 이어서 계산된다. 다음에, LUT #1를 역으로(in reverse) 사용하여, 목표 평균 레벨(taget average level)이

상기 한 쌍의 픽셀의 평균 휘도에 대응하는 픽셀 레벨로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새로운 DAC 레벨이 알고리즘

LUT를 사용하여 한 쌍의 픽셀에 대해서 결정된다. 상기 알고리즘 LUT는 하프톤 알고리즘 곡선이다. 최적 하프톤 알고리

즘 곡선은 상이한 캘리브레이션 곡선 및 상이한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상이할 것이다.

도 18의 이중 서브픽셀 4×2 패턴의 생성에 대한 상이한 흐름도가 도 24에 도시된다. 일반적인 특성은 도 23에 도시된 흐

름도와 동일하지만, 도 24는 상이한 분기 상태를 갖는다. 도 23 및 도 24의 흐름도 모두는 이미지 내의 동일한 열 내부에

한 쌍의 픽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동일한 행 내부의 그러나 상이한 열 내부의 픽셀 데이터의 쌍을 처리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흐름도의 실례가 도 25에 도시된다. 이 흐름도는 도 19에 도시된 2×2 서브픽셀 패턴의 생성 프로세스

를 도시한다.

정보 디스플레이의 양호한 수행을 위해서, 등식 1로 기술된 바와 같은 감마 타입 전달 곡선이 바람직하다. 가장 상업적인

음극선관 디스플레이는 2.2 내지 2.8 범위의 감마를 가지며, 2.2 감마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목표 값이다. 디스플레이 전

달 특성이 무시할만하게 작은 최소 휘도 Ymin을 가지며 감마 타입 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해보자. 상기 전달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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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픽셀의 절반은 밝은 상태이고 절반은 어두운 상태인 패턴을 고려해보자. 하프톤 패턴의 거시적

휘도를 균일한 패턴의 거시적 휘도와 일치시키고자 한다. 규일한 패턴의 경우, 모든 픽셀은 동일한 레벨을 가지며, 미시적

픽셀 휘도는 거시적 휘도와 동일하다. 상기 하프톤 패턴의 거시적 휘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nd 및 nb는 하프톤 패턴에서의 어두운 픽셀 및 밝은 픽셀의 레벨을 나타낸다.

이제, 어두운 픽셀이 가능한한 어둡게 무시할만한 휘도 nd ≒0로 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 하프톤 패턴의 거시적 휘도

는 밝은 픽셀 하나 하나의 미시적 휘도가 균일한 패턴의 픽셀의 정확하게 2 배가 될 때 균일한 패턴의 거시적 휘도와 일치

할 것이다. 균일한 패턴의 소정 목표 레벨에 대해서, 다음을 식을 얻을 수 있다.

nb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밝은 하프톤 픽셀 레벨과 목표 픽셀 레벨 간의 관계는 선형이다. 설명을 위해서, γ= 2.2 이며 nb = 1.37n 임을 고

려해보자. γ= 2.2의 경우, 균일한 패턴 휘도는 186 픽셀 레벨에서 1/2 Ymax가 된다. 이 휘도는 레벨 255의 완전하게 밝은

픽셀과 레벨 0의 완전하게 어두운 픽셀을 동일한 수로 갖는 하프톤 패턴에 의해 일치될 수 있다.

186보다 큰 목표 레벨의 경우, 밝은 하프톤 픽셀은 레벨 255에서 포화되며, 상기 목표 레벨 휘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어두

운 픽셀의 레벨은 0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어두운 픽셀 레벨에 대한 nd는 다음과 같다.

선형 알고리즘으로 지칭되는, 밝은 하프톤 픽셀 값과 어두운 하프톤 픽셀 값 대 목표 레벨의 관계가 도 26에 도시된다. 이

알고리즘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은 50% 휘도 지점 근방에서 발생하는, 밝은 픽셀 값과 어두운 픽셀 값에 대한 곡선에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으로 처리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상의 이미지는 최대 50 % 근방의 휘도

에서 휘도 밴딩 현상(luminance banding)과 강한 칼라 시프트 현상을 보인다. 상기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함수적으로 수정

함으로써, 상기 곡선에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평탄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적절한 함수적 수정의 실례는 멱수 법칙 함수와

여오차 함수(complementary error funtion)이다. 멱수 법칙 관계는 실험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선형 알고리즘에 비해서 상

기 휘도 밴딩 정도와 칼라 시프트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출력 DAC 값의 밝은 브랜치 및 어두운 브랜치에서

의 최대 편차가 선형 알고리즘으로 성취된다고 하여도, 보다 양호한 결과가 상기 멱수 법칙 알고리즘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러한 멱수 법칙 관계는 다음에 기술될 것이다.

이제 다시, 등식 3으로 주어진 이상적인 감마 법칙 전달 특성을 갖는 패널을 고려해보자. 멱수 법칙 관계식의 경우, 하프톤

픽셀 쌍의 어두운 브랜치를 규정하는 편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멱지수 p로 하여 목표 DAC 값 n에 대한 멱수 법칙을 사

용하여 어두운 픽셀 DAC 값 nd 를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두운 서브픽셀의 휘도 Ydark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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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픽셀과 밝은 픽셀의 휘도의 합은 각 픽셀 쌍이 표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정규화된, 목표 DAC 값의

휘도와 동일해야 한다.

여기서, Ybright 값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nb 값은 다음과 같다.

멱지수 p가 1이면, 밝은 서브픽셀 휘도와 어두운 서브픽셀 휘도가 동일하다(즉, 하프톤 수행(halftoning)이 존재하지 않는

다). 멱지수 p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두운 서브픽셀의 휘도가 감소되고 밝은 서브픽셀의 휘도는 증가하며, 이로써 곡선은

각기 어두운 브랜치 및 밝은 브랜치로 지칭될 수 있다. 멱지수 p가 너무 커지면, 255 근방의 목표 DAC 값에 대해서, 어두

운 브랜치의 휘도는 너무 작으며, 이로써 밝은 서브픽셀의 필요한 휘도가 적어도 n이 어떠한 값이 되든지 완전한 휘도를 초

과한다. 이 경우에, 최대 오차는 레벨 255에서 조금 이하인 DAC 값에서 발생한다. 현재에, 임의의 휘도 오차를 일으키지

않는 최대 p 값에 대한 어떤 알려진 분석 방법도 존재하지 않지만, 상기 값 p는 수치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가령, γ가 2.2

이면, 최대 p 값은 2.01이다. 다른 수치 연구는 p가 2.01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오차는 매우 느리게 증가한다는 사실

을 보인다.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 간의 분리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야각 특성이 일반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도입되는 휘도 오차가 허용가능하는 한에서 p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이한 p 값에 대해 도입된 오차에 대한 요약이 γ= 2.2의 경우에 대해서 표 1에 도시된다. 오차가 발생하는 범위가 도시되

며, 또한 이 범위 내에서 오차의 평균 값과 최대 오차와, 이 최대 오차가 발생하는 DAC 값이 도시된다. 인체 시야는 휘도가

근사한 광의 집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0.5 내지 1.0%의 휘도 차이를 검출할 수 있다. 하나 하나 비교하지 않고도, 몇 퍼센

트 정도의 오차는 가능하게는 허용가능한데, 그 이유는 감마 곡선 전달 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이 이미지에서 거의 무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 2.4 의 경우 평균 오차 및 최대 오차는 약 1%이며, p = 3.0의 경우에는 3 내지 4 % 범위로 점

진적으로 증가한다. 멱수 법칙 알고리즘의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의 실례가 도 27에 도시된다.

오차는 선형 알고리즘 DAC 값과 멱수 법칙 알고리즘 DAC 값의 적당한 조합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두

운 브랜치 DAC 레벨은 오차가 발생하는 범위 아래에서는 멱수 법칙 값이 될 수 있으며, 오차가 멱수 법칙 알고리즘과 함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위에서는 선형 알고리즘 값이 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처럼, 통상적인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은 이상적인 감마 타입의 전달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전에 기

술된 알고리즘들은 비이상적인 전달 특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써 하프톤 이미지 특성도 또한 비이상적이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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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특성을 기초로 하는 공식 대신에 패널의 알려진 휘도 값을 기초로 하여 모든 하프톤 픽셀 레벨을 계산함으로써 수

행될 수 있다. 도 28에서, 선형 알고리즘 레벨의 실례가 도시되며, 이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비이상적인 디스플레이

특성을 갖는 통상적인 패널에 적용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먼저 고유한 비이상적인 전달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패널로 입력된 픽셀 데이터를 수정하고 이상적인 감마

법칙 전달 특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출력 특성이 이상적인 감마 법칙 특성을 따르도록 입력 레벨을 새로운 레

벨로 변경하도록 감마 보정 LUT(a gamma-correction LUT)가 구성된다. 상기 감마 보정 LUT는 알고리즘 LUT와 결합

될 수 있으며 이로써 감마 보정과 하프톤 알고리즘 생성이 한 동작으로 수행될 수 있다.

최대 50% 보다 작은 목표가 되는 거시적 휘도에 대해서, 밝은 하프톤 픽셀의 휘도에 대한 상한치가 쉽게 확립된다. 어두운

상태의 휘도의 크기가 무시할만하다고 가정하면, 임의의 목표가 되는 거시적 휘도에 대해서, 밝은 픽셀의 휘도는 목표 휘

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어두운 하프톤 픽셀의 휘도가 제로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두운 상태의 휘도

가 제로가 아님을 고려하면, 밝은 하프톤 픽셀 휘도에 대한 이론적인 상한치는 목표 휘도보다 다소 2 배 이하이다. 이러한

조건은 하프톤 픽셀 레벨의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 간의 최대 허용가능한 분리 정도를 확립할 수 있다.

곡선의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 간의 차가 허용가능한 최대 분리 정도보다 다소 작을 때에 최대의 시야각 특성이 획

득될 수 있었다. 칼라 변화 정도 및 패턴 가시성의 정도에서의 감소는 두 브랜치 간의 분리 정도가 감소할 때에 발생한다.

준경험적인 방법이 이미지 품질의 한 측면 또는 다른 측면을 최적화하는 몇 개의 알고리즘 곡선을 확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곡선들은 사용자가 선택가능한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이 곡선들은 도 26 또는 도 27에서의 곡선의 형상을 따를

것이며,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 간의 분리 정도가 상이하며, 50% 휘도 근방의 전이 영역에서 모서리의 날카로움을

따른다.

도 29는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 간의 최대 분리 정도를 갖는 선형 알고리즘 곡선 및 쌍형 픽셀 처리를 사용하여,

2×4 이중 서브픽셀 하프톤 패턴에 대한, TN 모드 패널의 수직 시야각 특성 대 측정된 휘도의 플롯도를 도시한다. 상이한

목표 휘도 값에 대해서 특성이 도시된다. 목표 휘도가 100%로부터 감소됨에 따라서, 시야각 특성은 초기에는 백색 상태로

부터 저하하며, 최대 휘도의 위치는 직각 입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목표 휘도가 최대치의 50%에 근사할 때, 시야각

특성은 간단하게 100% 상태에서 2 배로 스케일된(scaled) 백색 상태로 복귀한다. 이는 50% 휘도 조건이 완전하게 밝은

상태로 유지된 픽셀의 총 개수에 절반에 대응하고 다른 절반은 완전하게 어두운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목표 휘도가

50% 이하로 더욱 감소하게 되면, 휘도의 최대치는 다시 직각 입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하프톤 이미지에서 픽셀의 정확한 절반이 어두운 상태이며 나머지 절반은 밝은 상태인 패턴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세부 사

항을 대해서 지금까지 기술하였다. 어두운 픽셀의 비율과 밝은 픽셀의 비율이 다른 패턴에 대해서,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변경되어야 한다. 선행하는 알고리즘은 쌍으로 즉 어두운 서브픽셀과 밝은 서브픽셀로 발생하는 하프톤 서브픽셀 값의 계

산에 관한 것이었다. 처리된 서브픽셀 쌍은 동일한 열 내부에(2×1 블록) 또는 동일한 행 내부에(1×2 블록) 포함될 수 있

다. 하프톤 픽셀의 블록이 허용가능한 패턴으로 구성되는 방법이 이제 기술될 것이다.

어레이 내의 픽셀 밀도가 충분하게 크다면 즉 인치 당 대략적으로 170 픽셀개가 있는 밀도이거나 이보다 크다면, 본 명세

서에서는 쿼드 픽셀 처리(quad pixel precessing)로 지칭되는 2×2 픽셀 블록 처리에 의해서 이미지 해상도를 크게 감소

시키지 않으면서 시야각 특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 4 개의 픽셀을 포함하는 쿼드 블록에 있어서, 밝은 서브픽셀 및 어두

운 서브픽셀 휘도 분포가 세밀해질 수 있다. 쿼드 블록의 평균 휘도는 4 개의 서브픽셀 휘도값을 더하고 4로 나눔으로써 캘

리브레이션 LUT를 통해 계산된다. 목표 레벨도 또한 LUT를 역으로 사용하여 결정된다. 모든 4 개의 서브픽셀이 목표 레

벨로 유지된다면, 휘도는 최초의 서브픽셀 블록의 평균 휘도와 일치할 것이다. 평균 휘도가 최대치의 75% 내지 100% 범

위에 존재한다면, 상기 블록 내의 4 개의 픽셀 중 하나는 보다 어두운 상태로 되며, 나머지 3 개의 픽셀은 최대 휘도에서 또

는 최대 휘도 근방에서 유지된다. 평균 휘도가 50% 내지 75% 범위에 존재한다면, 1 개의 픽셀은 완전하게 또는 거의 완전

하게 어두운 상태가 되며, 다른 1 개의 픽셀은 중간의 밝기 상태가 되며, 나머지 2 개의 픽셀은 최대 휘도에서 또는 최대 휘

도 근방에서 유지된다. 평균 휘도가 25% 내지 50% 범위에 존재한다면, 2 개의 픽셀은 완전하게 또는 거의 완전하게 어두

운 상태가 되며, 다른 1 개의 픽셀은 중간의 밝기 상태가 되며, 나머지 1 개의 픽셀은 최대 휘도에서 또는 최대 휘도 근방에

서 유지된다. 평균 휘도가 0% 내지 25% 범위에 존재한다면, 3 개의 픽셀은 완전하게 또는 거의 완전하게 어두운 상태가

되며, 나머지 1 개의 픽셀은 중간의 밝기 상태가 된다.

쿼드 픽셀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의 실례가 도 30에 도시되며, 여기서 4 개의 픽셀 각각의 밝은 브랜치와 어두운 브랜치 간

의 분리 정도가 최대화된다. 이 곡선은 각 목표 레벨에 대해서 2×2 블록 내의 4 개의 픽셀 각각의 디지털 픽셀 레벨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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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5 행 LUT에 대응한다. 4 개의 픽셀이 순차적으로 보다 밝아지거나 보다 어두워지는 순서는 알고리즘의 패턴 생성부

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표 2에 도시된 바처럼 위치 A,B,C,D로서 각 2×2 쿼드 블록 내에서 4 개의 픽셀 위치를 규정함으

로써 수행된다.

쿼드 블록 내의 서브픽셀이 턴 온(turn on)되는 순서를 지정함으로써 상이한 패턴이 생성될 수 있다. 목표 픽셀 레벨이 0에

서 255로 증가함에 따라서, 개별 레드, 그린, 블루 서브픽셀에 대해서, 이 서브픽셀이 턴 온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차트가

표 3 및 표 4에 도시된다. 이러한 턴 온 순서로 인해서, 패턴은 이전에 기술했던 기준을 따르면서 플리커 현상을 보이지 않

게 된다. 표 3은 2×2 서브픽셀 패턴이 생성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표 4는 4×2 이중 서브픽셀 패턴이 생성되는 방법을 규

정한다. 가령, 2×2 서브픽셀 패턴 내의 레드 서브픽셀에 대한 턴 온 순서가 쿼드 블록에서 수평 순서로 DCBA 및 CDAB

간을 교대로 취한다. 4×2 이중 서브픽셀 패턴 내의 레드 서브픽셀에 대한 턴 온 순서는 쿼드 블록에서 수평 순서로 CBAD

및 ADCB 간을 교대로 취한다.

50% 목표 휘도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생성된 서브픽셀 패턴은 도 19에 도시된 2×2 서브픽셀 패턴과 도 18에 도시된

4×2 이중 서브픽셀 패턴과 일치한다. 25% 및 75% 목표 휘도에서의 2×2 서브픽셀 패턴의 실례가 도 31 및 도 32에 도시

된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25% 목표 휘도 및 75% 목표 휘도에서의 패턴은 50% 목표 휘도 패턴과 같이 완벽한 2×2 서브

픽셀 대칭성을 가지지 않지만 상기 50% 패턴과 동일한 칼라 특성을 유지한다. 25% 및 75% 목표 휘도에서의 4×2 이중 서

브픽셀 패턴의 실례가 도 33 및 도 34에 도시된다. 마찬가지로, 25% 목표 휘도 및 75% 목표 휘도에서의 패턴은 50% 목표

휘도 패턴과 같이 완벽한 4×2 이중 서브픽셀 대칭성을 가지지 않지만 50% 패턴과 동일한 칼라 특성을 유지한다.

2×2 패턴에 적용된 기술의 경우, 휘도가 최대에서 최소로 감소함에 따라서 칼라 시프트 및 시야각 특성 변화 정도는 픽셀

의 쌍들에 적용된 기술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이다. 이는 각 픽셀에 의해 나타나는 목표 휘도 범위가 두 배 만큼 감소되기 때

문이다. 쌍형 픽셀 처리의 경우, 쌍 내의 각 픽셀이 밝은 휘도에서 어두운 휘도로 이동함에 따라서, 목표 평균 휘도는 50%

만큼 변한다. 쿼드 픽셀 처리의 경우, 상기 블록 내의 각 픽셀이 밝은 휘도에서 어두운 휘도로 이동함에 따라서, 목표 평균

휘도는 25% 만큼 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 29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직각 입사로부터의 피크 휘도(peak luminance)

의 편이(excursion)는 약 절반 정도로 감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게 시야각 특성이 개선된다.

쌍형 픽셀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쿼드 픽셀 처리로부터 기인되는 패턴의 외형에

서의 개선이 도 30에 도시된 곡선을 적절하게 평탄하게 만들거나 수정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필요가 있

다. 가령, 목표 휘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픽셀이 턴 온되기 전에 쿼드 블록 내의 한 픽셀을 완전하게 턴 온시킬 필요는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 30에 도시된 4 개의 곡선은 중첩할 수 있으며, 이는 만일 중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4 개

의 곡선의 경계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칼라 및 휘도 변화를 더욱 개선시킬 수있다.

이미지 데이터에 의해 만족되는 소정 상태의 경우에는, 하프톤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턴 오프시켜야 한다. 가령, 이미지의

일부가 백색 배경 상에서 블랙 텍스트이면, 레벨 255 또는 0을 갖는 서브픽셀의 존재를 검출함으로써 상기 하프톤 알고리

즘 프로세스는 턴 오프되어야 한다. 서브픽셀 쌍의 처리의 경우, 어느 서브픽셀이 0 또는 255 레벨을 갖는다면, 이 서브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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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도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완전하게 포화된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일

부는 하프톤 프로세스를 받지 않으며, 서브픽셀들 간의 국부적인 콘트라스트가 보존된다. 폰트 평탄화(font smoothing)

또는 앤티얼리아징(antialiasing)의 존재에 대한 테스트를 함으로써 다른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자의

고 콘트라스트가 보존될 수 있으며, 포화된 칼라를 갖는 그래픽 이미지 블록이 또한 보존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디스플레이

모듈 내부의 제어 전자 장치의 데이터 처리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그러나, 본 기술의 당업자에게 있

어서, 본 발명이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 하드웨어,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내에서 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내에서 구

현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본 발명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중앙화된 방식으로 구현되거나 몇 개의 상호접속된 컴퓨터 시스템을 걸쳐서 상이

한 요소들이 분포해있는 분산형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임의의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본 발

명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도 적합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상적인 조합은 자신이 로딩되고 실행될 때 본 명

세서에서 기술된 방법을 실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는 범용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내에 내장될 수 있으며, 상기 제품은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로딩될 때 상기 방법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수단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특

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언어 또는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변환 후에 또는 상이한 데이터 형태로 재생성 후에 특정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스트럭션의 세트의 임의의 언어로된 임의의 표현법, 코드 또는 표기법을 의미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형태 및 세부 사항에 있어서 전술한 변경 및 다른 변경이 청구 범위에

서 제안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서브픽셀을 갖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 디스플레이용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도 값을 이에 대응하는 휘도 값과 관련시키는 휘도 데이터(luminance data)━상기 대응하는 휘도 값은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viewing angle) 방향에서 상기 강도 값의 범위에 걸쳐 상기 서브픽셀의 휘도의 특성을 나타냄━를 디지털 형식으

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이미지의 일부의 칼라를 나타내는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들의 그룹━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 각각은 강도 값을 포

함함━을 제공하는 단계와,

밝은 휘도 값과 어두운 휘도 값 간의 중간-톤의 휘도 값의 범위에 존재하는 휘도 값을 갖는 상기 서브픽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기 휘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상기 그룹 내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한 상기 강도 값을 수정하는 단계

와,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그룹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해 수정된 강도 값을 출

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수정 단계는

상기 이미지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이한 시야각에 걸쳐서 휘도 및 컬러 중 하나의 지각가능한 변화를 감소시키는 단계와,

사전결정된 기준 세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를 평가하는 단계와,

상기 기준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상기 강도 값을 수정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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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이 만족되면 상기 강도 값을 유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단계는

다수의 엔트리(entry)━상기 각 엔트리는 강도 값과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 방향에서의 상기 서브픽셀의 휘도의 특성을 나

타내는 대응하는 휘도 값 간의 관련성(association)을 제공함━를 제 1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단계와,

다수의 엔트리(entry)━상기 각 엔트리는 목표 강도 값(target intensity value)과 상기 목표 강도 값보다 큰 대응하는 강

도 값 및 상기 목표 강도 값보다 작은 대응하는 강도 값의 세트 간에 관련성을 제공함━를 제 2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단계

와,

상기 그룹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의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메모리 내에 저장된 특정 휘도 값을 식별하는 단

계와,

상기 제 1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특정 휘도 값을 기초로 하여 제 1 휘도 값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휘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메모리 내에 저장된 제 1 목표 강도 값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목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 2 메모리 내에 저장된 강도 값의 특정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강도 값의 특정 세트를 기초로 하여 상기 그룹 내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한 강도 값을 수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해 상기 수정된 강도 값을 디지털 형태에서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그룹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표현된 상기 이미지의 일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상기 아날로그 형태의 데

이터 신호를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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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내에 통합된 회로가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수행하고 상기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 신

호를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서브픽셀에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각 단계는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는 열 및 행의 어레이로 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의 그룹은 어레이의 열들 중 하나의 열 내의 데이터 요소의 쌍을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의 그룹은 어레이의 행들 중 하나의 행 내의 데이터 요소의 쌍을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로직은,

상기 휘도 값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이미지의 일부의 칼라를 나타내는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의 상기 그룹을 제공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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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휘도 값을 기초로 하여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해 상기 강도 값을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상기 그룹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해 수정된 강도 값

을 출력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싱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의 그룹은 어레이 내의 데이터 요소의 2×2 쿼드 블록(quad block)을 포함하는 완전 픽셀의 요

소인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1.

다수의 서브픽셀을 갖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 디스플레이용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도 값을 이에 대응하는 휘도 값과 관련시키는 휘도 데이터━상기 대응하는 휘도 값은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 방향에서 상

기 강도 값의 범위에 걸쳐 상기 서브픽셀의 휘도의 특성을 나타냄━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이미지의 일부의 칼라를 나타내는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들의 그룹━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 각각은 강도 값을 포

함함━을 제공하는 단계와,

밝은 휘도 값과 어두운 휘도 값 간의 중간-톤의 휘도 값의 범위에 존재하는 휘도 값을 갖는 상기 서브픽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기 휘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상기 그룹 내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한 상기 강도 값을 수정하는 단계

와,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상기 그룹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해 수정된 강도 값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수정 단계는

다수의 엔트리━상기 각 엔트리는 강도 값과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 방향에서의 상기 서브픽셀의 휘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응하는 휘도 값 간의 관련성을 제공함━를 제 1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단계와,

다수의 엔트리(entry)━상기 각 엔트리는 목표 강도 값(target intensity value)과 상기 목표 강도 값보다 큰 대응하는 강

도 값 및 상기 목표 강도 값보다 작은 대응하는 강도 값의 세트 간에 관련성을 제공함━를 제 2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단계

와,

상기 그룹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의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메모리 내에 저장된 특정 휘도 값을 식별하는 단

계와,

상기 제 1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특정 휘도 값을 기초로 하여 제 1 휘도 값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휘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메모리 내에 저장된 제 1 목표 강도 값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목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 2 메모리 내에 저장된 강도 값의 특정 세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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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도 값의 특정 세트를 기초로 하여 상기 그룹 내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한 강도 값을 수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내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는 상기 이미지 내에서 서로 인접하는 완전 픽셀(full pixels)의 요소인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단계는

상기 그룹 내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한 강도 값을 상기 강도 값의 특정 세트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휘도 값은 상기 제 1 메모리 내에 저장된 상기 특정 휘도 값들의 평균 휘도 값을 계산함으로써 유도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단계는 상기 이미지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이한 시야각에 걸쳐서 휘도의 지각가능한 변화를 감소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단계는 상기 이미지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이한 시야각에 걸쳐서 칼라의 지각가능한 변화를 감소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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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방법.

청구항 17.

디지털 처리 장치에 의해서 판독가능하며 제 11 항, 12 항 또는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기

디지털 처리 장치에 의해서 실행되는 인스트럭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가능한 저장 디바이스.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다수의 서브픽셀을 갖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강도 값을 이에 대응하는 휘도 값과 관련시키는 휘도 데이터(luminance data)━상기 대응하는 휘도 값은 적어도 하나의

시야각(viewing angle) 방향에서 상기 강도 값의 범위에 걸쳐 상기 서브픽셀의 휘도의 특성을 나타냄━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제 1 메모리와,

상기 이미지의 일부의 칼라를 나타내는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들의 그룹━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 각각은 강도 값을 포

함함━을 저장하는 제 2 메모리와,

밝은 휘도 값과 어두운 휘도 값 간의 중간-톤 휘도 값의 범위에 존재하는 휘도 값을 갖는 상기 서브픽셀의 수를 줄이기 위

해서, 상기 휘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상기 그룹 내의 상기 서브픽셀 데이터 요소에 대한 상기 강도 값을 수정하는 강도

제어기를 포함하되,

상기 수정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픽셀은 서브픽셀의 쌍들로 구성되며, 각 쌍의 서브픽셀에 대해서, 상기 서브픽

셀 쌍 중 제 1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밝으며,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제 2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어둡고,

하나의 픽셀 패턴은 상기 열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 및 상기 행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의 주기, 상기 열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 및 상기 행 방향으로 4 개의 완전 픽셀의 주기, 또는 상기 열 방향으로 4 개의 완전 픽셀 및 상기 행 방향으

로 2 개의 완전 픽셀의 주기 중 하나를 가지며, 상기 서브픽셀 쌍은 상기 이미지 내에서 서로 인접하는 완전 픽셀의 요소인

이미지 생성 장치.

청구항 22.

컴퓨터에 있어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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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는 상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데이터는

상기 이미지가 제 1 카테고리(a first category) 및 제 2 카테고리(a second category)로 논리적으로 분할된 다수의 서브

픽셀로서 디스플레이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서브픽셀의 제 1 카테고리에는 제 1 극성의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며,

상기 서브피셀의 제 2 카테고리에는 상기 제 1 극성과 반대되는 제 2 극성의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고,

상기 서브픽셀은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에서 감지되는 플리커 정도(flicker)를 감소시키도록 분할되며,

상기 서브픽셀은 상기 이미지의 적어도 일부의 칼라를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고,

상기 데이터 요소 각각은 강도 값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터 요소는 열 및 행으로 논리적으로 분할되고,

상기 서브픽셀 각각은 두 개 이상의 칼라의 그룹 내의 특정 칼라를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고,

완전 픽셀이 상기 그룹의 칼라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며,

상기 강도 값은 밝은 휘도 값과 어두운 휘도 값 간의 중간-톤 휘도 값의 범위에 존재하는 상기 강도 값에 대응하는 휘도 값

을 갖는 상기 데이터 요소의 개수를 감소시키도록 수정되며,

상기 수정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픽셀은 서브픽셀의 쌍들로 구성되며, 각 쌍의 서브픽셀에 대해서, 상기 서브픽

셀 쌍 중 제 1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밝으며,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제 2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어둡고,

픽셀 패턴은 상기 열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 및 상기 행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의 한 주기를 가지며, 상기 서브픽셀

쌍은 상기 이미지 내에서 서로 인접하는 완전 픽셀의 요소이며, 상기 수정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각

완전 픽셀에 대해서, 상기 완전 픽셀을 포함하는 상기 서브픽셀들은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2 서브픽셀과 상기 서브

픽셀 쌍 중 상기 제 1 서브픽셀 중 하나인

컴퓨터.

청구항 23.

컴퓨터에 있어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데이터는 상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데이터는

상기 이미지가 제 1 카테고리(a first category) 및 제 2 카테고리(a second category)로 논리적으로 분할된 다수의 서브

픽셀로서 디스플레이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서브픽셀의 제 1 카테고리에는 제 1 극성의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며,

상기 서브피셀의 제 2 카테고리에는 상기 제 1 극성과 반대되는 제 2 극성의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고,

상기 서브픽셀은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에서 감지되는 플리커 정도(flicker)를 감소시키도록 분할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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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브픽셀은 상기 이미지의 적어도 일부의 칼라를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고,

상기 데이터 요소 각각은 강도 값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터 요소는 열 및 행으로 논리적으로 분할되고,

상기 서브픽셀 각각은 두 개 이상의 칼라의 그룹 내의 특정 칼라를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고,

완전 픽셀이 상기 그룹의 칼라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며,

상기 강도 값은 밝은 휘도 값과 어두운 휘도 값 간의 중간-톤 휘도 값의 범위에 존재하는 상기 강도 값에 대응하는 휘도 값

을 갖는 상기 데이터 요소의 개수를 감소시키도록 수정되며,

상기 수정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픽셀은 서브픽셀의 쌍들로 구성되며, 각 쌍의 서브픽셀에 대해서, 상기 서브픽

셀 쌍 중 제 1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밝으며,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제 2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어둡고,

하나의 픽셀 패턴은 상기 열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 및 상기 행 방향으로 4 개의 완전 픽셀의 주기, 또는 상기 열 방향

으로 4 개의 완전 픽셀, 상기 행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의 주기를 가지며, 상기 서브픽셀 쌍은 상기 이미지 내에서 서로

인접하는 완전 픽셀의 요소인

컴퓨터.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각 완전 픽셀에 대해서, 상기 완전 픽셀을 포함하는 상기 서브픽셀

들은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2 서브픽셀과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1 서브픽셀 중 하나인

컴퓨터.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픽셀은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2 서브픽셀과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1 서브픽셀 중 하나의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인접하는 쌍들로 구성되는

컴퓨터.

청구항 26.

컴퓨터에 있어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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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는 상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데이터는

상기 이미지가 제 1 카테고리(a first category) 및 제 2 카테고리(a second category)로 논리적으로 분할된 다수의 서브

픽셀로서 디스플레이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서브픽셀의 제 1 카테고리에는 제 1 극성의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며,

상기 서브피셀의 제 2 카테고리에는 상기 제 1 극성과 반대되는 제 2 극성의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고,

상기 서브픽셀은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에서 감지되는 플리커 정도(flicker)를 감소시키도록 분할되며,

상기 서브픽셀은 상기 이미지의 적어도 일부의 칼라를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고,

상기 데이터 요소 각각은 강도 값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터 요소는 열 및 행으로 논리적으로 분할되고,

상기 서브픽셀 각각은 두 개 이상의 칼라의 그룹 내의 특정 칼라를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고,

완전 픽셀이 상기 그룹의 칼라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며,

상기 강도 값은 밝은 휘도 값과 어두운 휘도 값 간의 중간-톤 휘도 값의 범위에 존재하는 상기 강도 값에 대응하는 휘도 값

을 갖는 상기 데이터 요소의 개수를 감소시키도록 수정되며,

상기 수정된 강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서브픽셀은 서브픽셀의 쌍들로 구성되며, 각 쌍의 서브픽셀에 대해서, 상기 서브픽

셀 쌍 중 제 1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밝으며,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제 2 서브픽셀의 휘도는

상기 서브픽셀 쌍의 평균 휘도보다 어둡고,

하나의 픽셀 패턴은 상기 열 방향으로 2 개의 완전 픽셀 및 상기 행 방향으로 2 개의 서브픽셀의 주기를 가지며, 상기 서브

픽셀은,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2 서브픽셀 중 하나의 서브픽셀에 의해 분리되는,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1 서

브픽셀을 포함하는 인접하는 쌍들의 제 1 열과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1 서브픽셀 중 하나의 서브픽셀에 의해 분리되

는, 상기 서브픽셀 쌍 중 상기 제 2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인접하는 쌍들의 제 2 열 간에서 교번하는 열로 구성되는

컴퓨터.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열 및 상기 제 2 열은 하나의 그린(green) 서브픽셀에 의해 분리되는 블루(blue) 서브픽셀과 레드(red) 서브픽

셀의 인접하는 쌍을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열 및 상기 제 2 열은 하나의 레드 서브픽셀에 의해 분리되는 블루 서브픽셀과 그린 서브픽셀의 인접하는 쌍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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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열 및 상기 제 2 열은 하나의 블루 서브픽셀에 의해 분리되는 그린 서브픽셀과 레드 서브픽셀의 인접하는 쌍을

포함하는

컴퓨터.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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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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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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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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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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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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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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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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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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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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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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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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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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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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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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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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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도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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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8

도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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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0

도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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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2

도면33

도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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