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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퍼스널 컴퓨터 등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해서 표시를 실행하는 액정표시장치 등

의 화상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시의 샘플링클럭의 위상조절시에 특정 패턴의 영상신호의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상표시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샘플링클럭을 사용해서 샘플링하는

것에 의해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디지털 영상신호를 사용해서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

수단, 디지털 영상신호중 연속하는 2화소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을 검출하는 차분검출수단,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동기신호를 사용해서 샘플링클럭을 발생시키는 샘플링클럭 발생수단 및 차분량에 따라서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

하는 조절수단을 구비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아날로그 영상신호가 화소단위로 기억된 화상 데이터가 도트클럭마다 리드되

어 생성된 것인 경우에 특정 패턴의 입력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샘플링클럭의 위상조절을 실시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얻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A/D컨버터, 차분 검출부, 샘플링클럭 발생부, CPU, 표시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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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1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실시예 1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중 차분 검출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실시예 1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중 샘플링클럭 발생부(3)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5는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6은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7은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8은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9는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0은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1은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2는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3은 실시예 4에 관한 화상표시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14는 아날로그 영상신호(100)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5는 종래의 화상표시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16은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영상신호(100) 및 샘플링클럭의 위상 관계와 차분 데이터를 도시

한 도면.

<부호의 설명>
1; A/D컨버터, 2; 차분 검출부, 3; 샘플링클럭 발생부, 4; CPU, 5; 표시부, 6; 조정데이터 저장부, 50; 샘플링클럭, 52

; 동기신호, 100; 아날로그 영상신호, 101; 디지털 영상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이후, PC라 한다) 등에서 출력 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

신호로 변환해서 표시를 실행하는 액정표시장치 등의 화상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액정표시장치나 PDP 표시장치와 같은 디지털형의 화상표시장치에서 아날로그입력의 영상신호를 표시하

는 경우, 아날로그/디지털변환기(이후, A/D 컨버터라 한다)에서 아날로그 입력의 영상신호를 디지털의 영상신호로 변

환하는 처리가 실행된다. 이 때, 입력 영상신호가 TV 신호와 같이 촬상관에 의해 생성된 것이면 문제없지만, PC로 부

터의 출력신호와 같이 원래 디지털적으로 생성된 것을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한 것인 경우에는 A/D 컨버터에 있어서 

사용되는 샘플링클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PC의 영상신호는 일반적으로 CPU에 의해 화소(도트) 단위로 프레임 메모리상에 묘화되고, 그의 화상 데이터가 기준

클럭(도트클럭)마다 리드되어 출력된다. 즉, 도트클럭과 동기해서 화상 데이터가 출력된다. 이 때문에, 이 화상 데이

터의 신호를 샘플링하여 묘화된 영상을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하면, 도트클럭과 동일한 주파수의 도트클럭에 대해서 

적절한 위상차를 가진 샘플링클럭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도 15는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의 1예로서,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10-149130호에 기재된 화상표시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면에 있어서 (11)은 A/D컨버터, (12)는 A/D컨버터(11)에서 출력된 디지털 영상신호(101)을 1

라인씩 기억하는 라인메모리, (13)은 라인메모리(12)의 라이트 및 리드제어나 위상조정부(15)의 제어를 실행하는 CP

U, (14)는 라인메모리(12)로의 라이트클럭 WCK를 생 성하는 타이밍발생부, (15)는 입력신호의 수평 동기신호인 동

기신호(52) 및 CPU(13)으로 부터의 제어신호(30)에 따라서 샘플링클럭(50), (51)을 생성하는 위상조정부이다.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은 위상조정부(15)에서 출력되는 샘플링클럭(50)에 따라서 A/D 컨버터(11)에 있어서 디지털

영상신호(101)로 변환된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신호(101)은 샘플링클럭(51)에 따라서 타이밍발생부(14)에서 생성된

라이트클럭 WCK에 따라 라인메모리(12)에 라이트된다.

라인메모리(12)에 라이트된 디지털 영상신호(101)은 CPU(13)이 출력하는 리드클럭 RCK에 따라 라인메모리(12)에

서 리드되고, CPU(13)에 의해 신호(20)으로서 리드된다. CPU(13)은 리드한 1라인분의 디지털 영상신호중 임의의 

영상신호레벨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미리 구해져 있던 이상 신호레벨과 비교하여 그의 차분량을 차분신호(30)으로서 

위상조정부(15)로 출력한다. 그리고, 위상조정부(15)는 차분신호(30)과 동기신호(52)를 사용해서 샘플링클럭(50), (

51)의 위상을 조정한다.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으로서 예를 들면 「백(白)」의 영상신호레벨과 「흑(黑)」의 영상

신호레벨이 1화소마다 교대로 반복되는 영상신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아날로그/디지털변환기(11)로서 예를 들면 8

비트의 것을 사용한 경우, 출력되는 디지털 영상신호(101)은 R, G, B의 각각 있어서 이상적으로는 「백」레벨의 「2

55」와 「흑」레벨의 「0」이 교대로 반복된다. 그리고, CPU(13)은 라인메모리(12)에 교대로 라이트된 「백」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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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영상신 호 또는「흑」레벨의 디지털 영상신호중의 어느 한쪽만을 라인메모리(12)에서 리드하고, 1라인분

의 「백」레벨 또는 「흑」레벨의 신호레벨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그리고, 다음에 CPU(13)은 산출한 평균값을 이상 

신호 레벨인 「255」 또는 「0」과 비교하여 차분신호(30)을 생성한다.

여기서, 샘플링클럭(50)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에 대해서 최적한 위상으로 조정되어 있으면 차분량은

0으로 되지만, 최적한 위상으로 부터 어긋나(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차분량은 0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 16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샘플링클럭(50)의 리드위치의 위상이 a인 경우에는 차분량은 A로 된다. 마찬가지로 해서 샘플링

클럭(50)의 리드위치의 위상이 b인 경우에는 차분량은 B로 되고, 위상이 c인 경우에는 차분량은 C로 된다.

이와 같이, 차분량이 0이 아닌 경우에는 CPU(13)은 차분량의 값에 따른 차분신호(30)을 위상조정부(15)로 출력하고,

차분량이 0으로 되도록 위상조정부(15)를 제어한다. 이 결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위상에 대하여 최적한 값으로 되도록 조정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과 같이, 종래의 화상표시장치는 샘플링클럭의 위상조정를 위해 미리 결정된 영상신호 예를 들면 「백」과 「흑

」이 교대로 반복되는 신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안되어 사용자에게 있어서 용이하게 위상조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시의 샘플링클럭의 위

상조절시에 특정 패턴의 영상신호의 입력 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상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샘플링클럭을 사용해서 샘플링하는 것에 의해 디지

털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변환기,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를 사용해서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수단,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중 연속하는 2화소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을 검출하는 차분검출수단, 상기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동기신호를 사용해서 상기 샘플링클럭을 발생시키는 샘플링클럭 발생수단 및 상기 차분량에 따라서 상기 샘플링클럭

의 위상을 조절하는 조절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제1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로서,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차분량이 최대

로 되도록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제1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로서,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상기 차분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로 부터 180°어긋난 위치로 조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제1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로서,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차분량을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의 복수의 화소에 있어서 적산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적산 값이 최대로 되도록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5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제1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로 서,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차분량을 상

기 디지털 영상신호의 복수의 화소에 있어서 적산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적산 값이 최소로 되는 위치로 부터 180°

어긋난 위치로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제4 또는 제5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로서, 상기 복수의 화소는 1화면

분 전체의 화소인 것이다.

본 발명의 제7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제1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로서,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한 후,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중 1화면중의 특정 위치의 연속하는 2화소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을 정기

적으로 감시하고, 경시적으로 상기 차분량이 변화한 경우에는 그의 변화량에 따라서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재조

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는 제7 특징에 따른 화상표시장치로서, 상기 특정 위치의 연속하는 2화소는 

화상을 표시하는 범위인 유효 표시 영역의 끝부의 화소와 그의 인접하는 유효 표시영역 이외의 화소를 가리키는 것이

다.

<발명의 실시예>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샘플링클럭과 아날로그 입력 영상신호의 도트클럭의 위상 관계를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레벨의 샘

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에 의해, 특정 패턴의 입력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샘플링클럭의 위상조

절을 실시할 수 있는 화상표시장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하,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구성을 도 1∼도 3을 사용해서 설명 한다. 도 1에 있어서 (1)은 아날로그 영

상신호(100)을 디지털 영상신호(101)로 변환하는 A/D컨버터, (2)는 A/D 컨버터(1)이 출력하는 디지털 영상신호(101

)중의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을 검출하는 차분 검출부, (3)은 아날로그 영상신호

(100)의 생성에 사용된 도트클럭과 동기한 샘플링클럭(50)을 생성하는 샘플링클럭 발생부, (4)는 샘플링클럭(50)의 

도트클럭에 대한 위상을 제어하는 CPU, (5)는 디지털 영상신호(101)에 의해 화상의 표시가 실행되는 액정패널이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표시부이다.

또한, 이 중 차분 검출부(2)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회로이다. 즉, 차분 검출부(2)는 래치회로(2a) 및 감산기(2b)

를 구비하고, 디지털 영상신호(101)이 래치회로(2a)와 감산기(2b)의 한쪽의 입력단에 입력된다. 그리고, 래치회로(2a

)의 출력(101L)이 감산기(2b)의 다른 쪽의 입력단에 입력된다. 그리고, 감산기(2b)의 출력(53)이 CPU(4)로의 출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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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된다.

또한, 이 차분 검출부(2)는 하드웨어회로로서 구성해도 좋고, 또 CPU(4)의 연산기능과 CPU(4)내의 메모리를 사용해

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해도 좋다.

또, 샘플링클럭 발생부(3)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PLL(Phase Locked Loop)회로이다. 즉, 샘플링클럭 발생부(3)

은 1/N분주기(3a), 위상비교기(3b), 필터(3c),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3d) 및 1/M분주기(3e)를 구비하

고 있다. 그리고,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수평 동기신호인 동기신호(52)가 1/N 분주기(3a)에 입력되고, 1/N분주

기(3a)의 출력(52D)와 1/M분주기(3e)의 출력(50D)가 위상비교기에 입력된다. 또, 위상비교기(3b)에는 CPU(4)로 부

터의 제어신호(54)도 입력된다. 위상비교기(3b)로 부터의 출력은 필터(3c)에 입력되고, 필터(3c)의 출력은 VCO(3d)

에 입력된다. 그리고, VCO의 출력이 샘플링클럭(50)으로 된다. 또한, 샘플링클럭(50)은 1/M분주기(3e)에도 입력된

다. 또, N, M의 값은 예를 들면 동기신호(52)의 주파수에 따라서 CPU(4)에 의해 임의의 값으로 설정된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에 있어서 우선 입력된 아날로그 영상신호(1

00)은 A/D컨버터(1)에 있어서 샘플링클럭(50)을 사용해서 샘플링되고 디지털 영상신호(101)로 변환된다. 그리고, 디

지털 영상신호(101)은 표시부(5)에 입력된다.

또, 디지털 영상신호(101)은 차분 검출부(2)에도 입력된다. 차분 검출부(2)는 입력된 디지털 영상신호(101)중의 연속

하는 2화소의 각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을 검출한다. 즉, 차분 검출부(2)에서는 래치회로(2a)에 있어서 1화소분 전

의 디지털 영상신호(101)의 샘플링 데이터가 래치되고, 그 래치된 출력(101L)과 현재의 디지털 영상신호(101)의 화

소의 샘플링 데이터가 감산기(2b)에 있어서 비교되고 그 차분량이 구해진다. 그리고, 그 차분량의 데이터가 차분신호(

53)으로서 CPU(4)로 출력된다. 또, 래치회로(2a) 및 감산기(2b)는 샘플링클럭(50)과 동기한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작

한다.

그리고, CPU(4)는 도 1 및 도 3에 있어서 차분신호(53)의 값을 감시하면서 그 감시결과에 따라서 샘플링클럭 발생부

(3)으로 출력할 제어신호(54)의 제어값(설정값)을 결정한다. 샘플링클럭 발생부(3)에서는 동기신호(52)가 1/N분주기

(3a)에 있어서 1/N로 분주되어 출력(52D)로 되고, 또 샘플링클럭(50)이 1/M분주기(3e)에 있어서 1/M로 분주되어 출

력(50D)로 된다. 그리고, 출력(52D)의 위상과 출력(50D)의 위상이 위상비교기(3b)에 있어서 비교되고, 그 비교결과

의 신호가 필터(3c)로 출력된다. 또한, 비교결과의 신호는 CPU(4)로 부터의 제어신호(54)에 의해서 또 조정된다.

그리고, 그 비교결과의 신호가 필터(3c)에 있어서 평활화되어 VCO(3d)로의 제어신호로 되고, 동기신호(52)와 동기

하도록 샘플링클럭(50)의 주기 및 위상이 조절된다.

여기서, CPU(4)에 의한 샘플링클럭(50)의 제어에 대해서 도 4∼도 6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도 4∼도 6중의 부호(50)은 샘플링클럭의 파형, 부호(100)은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파형이다. 아날로그 영상신호(100

)은 도트클럭 단위로 임의의 영상신호 레벨을 갖는다. 여기서는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예로서 화소마다 교대로 신호 

강도가 오르내리는(상하하는)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 영상신호는 도트클럭의 1주기 동안에 동일 레벨

을 갖는 파형(100a)로 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송로의 임피던스에 의해 그의 파형에 변형(roundi

ng)을 발생시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서서히 레벨이 변화하는 파형(100)으로 된다.

그런데, 도 4는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과 샘플링클럭(50)이 위상에 관해서 180°어긋나 최적한 위상 관

계에 있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영상신호가 본래 갖는 신호레벨의 최대 진폭부를 샘플링할 수 있어 

변 형의 영향이 적은 영상신호 레벨을 샘플링할 수가 있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량은 샘플링클럭(50)중 N번째와 N+1번째, N+1

번째와 N+2번째, N+2번째와 N+3번째, N+3번째와 N+4번째, ····의 각 클럭의 상승 시점에 있어서의 영상신

호 레벨의 차분을 취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여기서는, 샘플링클럭(50)의 상승 시점에 샘플링이 실행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이하 동일). 즉,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은 예를 들면, N번째와 

N+1번째의 차분 및 N+1번째와 N+2번째의 차분이 A1, N+2번째와 N+3번째의 차분이 B1, N+3번째와 N+4번째

의 차분이 C1로 된다.

한편, 도 5는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으로 부터 180°어긋난 위치보다 

더욱 지연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은 N번째와 N+1번째의 차분 및

N+1번째와 N+2번째의 차분이 A2, N+2번째와 N+3번째의 차분이 B2, N+3번째와 N+4번째의 차분이 C2로 된다.

여기서, 도 4와 도 5를 비교하면 명확한 바와 같이, A2<A1, B2<B1, C2<C1로 되어 있다.

또, 도 6은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으로 부터 180°어긋난 위치보다 진

행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은 N번째와 N+1번째의 차분 및 N+1

번째와 N+2번째의 차분이 A3, N+2번째와 N+3번째의 차분이 B3, N+3번째와 N+4번째의 차분이 C3으로 된다. 이

경우도 도면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A3<A1, B3<B1, C3<C1 로 된다.

이상에서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 관계가 대략 180°어긋난 경우에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C 등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1화면중의 소정 개소의 연속하는 2화

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대로 되는 위상차를 찾는 것에 의해 변형의 영향이 적은 영상신호 레벨을 샘플링할 

수 있다. 즉, CPU(4)가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1주기분(±180°) 변화시키도록 제어신호(54)를 변화시키고, 1화

면중의 주목하는 연속 2화소에 있어서 출력되는 차분신호(53)을 감시하는 것에 의해서,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대로 되는 위상의 위치를 찾도록 동작하면 좋다. 이와 같은, 동작은 ROM 및 RAM 등을 CPU(4)에 

접속하여 적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는 것에 의해서 용이하게 실현할 수가 있다.

이 결과, 도트클럭과 샘플링클럭사이에 최적한 위상차를 설정할 수 있어 PC 등이 출력하는 영상신호에 충실한 영상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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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에 있어서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을 1개의 신호로 했지만, 아날로그 영상신

호(100)이 컬러신호인 경우에는 물론 R, G, B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상기 처리를 실행하면 좋다.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를 사용하면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에 따라서 샘

플링클럭과 아날로그 입력 영상신호의 도트 클럭의 위상 관계를 조절하므로, 특정 패턴의 입력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

고 샘플링클럭의 위상조절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대로 되는 위상의 위치

를 찾고 있으므로 변형의 영향이 적은 영상신호 레벨을 샘플링할 수 있다.

또한, 제어신호(54)에 의해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변화시켜 최적한 위치를 찾고 있는 기간에는 표시되는 영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기간은 디지털 영상신호(101)에 마스크처리(신호를 출력시키지 않도록 하는 처리)를 실시하여

흑표시로 해도 좋다.

<실시예 2>
본 실시예는 실시예 1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변형예로서,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대로 되는 위

상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 최소로 되는 위상 위치를 찾고 그 후 위상을 180°진행시키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것에 의해, 샘플링클럭과 아날로그 입력 영상신호의 도트클럭과의 위상 관계를 최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도 7∼도 10을 사용해서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를 설명한다. 도 4∼도 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 7∼도 10

중의 부호(50)은 샘플링클럭의 파형, 부호(100)은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파형이다. 또, 도 7중의 파형(100a)는 아날로

그 영상신호(100)의 이상 파형이다.

그런데, 도 7은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사이에서 어긋남이 없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 우,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을 샘플링하는 타이밍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상승 또는 하강

중 정확하게 중간의 신호제어값으로 되는 위치로 되어 있다. 이 때,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연속하는 2화소의 영

상신호 레벨의 차분중 N번째와 N+1번째의 차분 및 N+1번째와 N+2번째의 차분 A4, N+2번째와 N+3번째의 차분 

B4, N+3번째와 N+4번째의 차분 C4의 각 값은 모두 0으로 되어 버린다.

한편, 도 8은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보다 지연된 경우를 도시한 것이

다. 이 경우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은 N번째와 N+1번째의 차분 및 N+1번째와 N+2번째의 차분이

A5, N+2번째와 N+3번째의 차분이 B5, N+3번째와 N+4번째의 차분이 C5로 된다. 여기서, 도 7과 도 8을 비교하면

명확한 바와 같이, A4<A5, B4<B5, C4<C5로 되어 있다.

또, 도 9는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보다 진행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은 N번째와 N+1번째의 차분 및 N+1번째와 N+2번째의 차분이 A6

, N+2번째와 N+3번째의 차분이 B6, N+3번째와 N+4번째의 차분이 C6으로 된다. 이 경우에도 도면에서 명확한 바

와 같이, A4<A6, B4<B6, C4<C6으로 된다.

이상에서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사이에서 어긋남이 없는 경우에 연속

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소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 7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소로 되는 위상은 아날로그 영상신

호(100)을 샘플링함에 있어서는 최악의 조 건이다.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천이도중의 타이밍에서 샘플링하게 되

어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데이터가 본래의 값으로 되지 않아 정확한 값을 샘플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약간의

위상 어긋남에 의해 크게 샘플링 데이터값이 변화해 버리기 때문에 샘플링 데이터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최악의 

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샘플링 데이터값의 변화가 클 뿐이므로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은 용이하다. 즉, 차분이 최

소로 되는 위상 관계를 용이하게 검출한 후에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어긋나게 하면 최적한 위상 관계로 조절할 수

가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우선 CPU(4)가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1주기분(±180°) 변화시키도록 제어신호(5

4)를 변화시켜 차분신호(53)을 감시하는 것에 의해서 1화면중의 소정 개소의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

분이 최소로 되는 위상차를 찾는다.

다음에 CPU(4)가 제어신호(54)를 변화시켜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180°진행시키거나 또는 지연시킨다. 그러면,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7의 상태에서 도 4의 상태로 이행하고 샘플링클럭(50)과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

트클럭이 최적한 위상 관계로 된다.

따라서, 변형의 영향이 적은 영상신호 레벨을 샘플링할 수 있고 PC 등이 출력하는 영상신호에 충실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이 컬러신호인 경우에는 물론 R, G, B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상기의 처리를 실행하면 

좋다.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를 사용하면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소로 되는 위상의 위치를 

찾은 후에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180°진행시키거나 또는 지연시키므로, 샘플링클럭과 아날로그 입력 영상신호

의 도트클럭의 위상 관계를 용이하게 조절하여 변형의 영향이 적은 영상신호레벨을 샘플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제어신호(54)에 의해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변화시켜 위상 관계가 최악으로 되는 위치를 찾고 있는 기간에

는 표시되는 영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실시예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는 디지털 영상신호(101)에 마스크

처리를 실시하여 흑표시로 해도 좋다.

<실시예 3>
실시예 1 및 2에서는 1화면중의 소정 개소의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이 최대 또는 최소로 되도록 위

상을 조절하는 경우를 기술했지만, 실제의 영상신호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접하는 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이 다른 값을 

취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가령,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레벨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분량은 0으로 되어 조절이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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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에서는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량의 1화면분 전체에서의 적산을 취하고, 이 적산값이 최대 또는 최소로 되도록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조절한다. 이 경우에는, 모든 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이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차분이 얻어지기 때문에 최적한

위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도 11, 도 12를 사용해서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를 설명한다. 도 4∼도 9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 11, 도 12

중의 부호(50)은 샘플링클럭의 파형, 부호(100)은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파형이다.

도 11 및 도 12에 있어서는 샘플링클럭(50)의 N번째에서 N+7번째까지는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은

0이고, N번째에서 N+7번째까지중 어느 1개의 화소간의 차분을 사용해서 위상조절을 실행해도 최적의 위상 포인트

를 검출할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하여, 예를 들면 N번째에서 N+16번째까지의 인접하는 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을 적산하면, 우선 도 

11에서는 N번째와 N+1번째 사이가 0, N+1번째와 N+2번째 사이가 0, ····마찬가지로 해서 N+7번째와 N+8

번째 사이가 0, N+8번째와 N+9번째 사이가 D1, N+9번째와 N+10번째 사이가 E1, N+10번째와 N+11번째 사이

가 F1, N+11번째와 N+12번째 사이가 G1, N+12번째와 N+13번째 및 N+13번째와 N+14번째 사이가 0, N+14번

째와 N+15번째 사이가 D1, N+15번째와 N+16번째 사이가 E1로 되어 있다. 따라서, 차분의 적산값은 D1+E1+F1

+G1+D1+E1로 된다.

한편,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도 11의 경우보다 지연된 도 12에서는 마찬가지로 N번째와 N+1번째 사이 ∼ N+6

번째와 N+7번째 사이는 모두 0, N+7번째와 N+8번째 사이가 H, N+8번째와 N+9번째 사이가 D2, N+9번째와 N+

10번째 사이가 E2, N+10번째와 N+11번째 사이가 F2, N+11번째와 N+12번째 사이가 G2, N+12번째와 N+13번

째 사이가 0, N+13번째와 N+14번째 사이가 H, N+14번째와 N+15번째 사이가 D2, N+15번째와 N+16번째 사이

가 E2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차분의 적산 값은 H+D2+E2+F2+G2+H+D2+E2로 된다.

여기서, 도 11과 도 12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H+D2<D1, E2<E1, F2<F1, G2<G1이기 때문에 H+D2+E2

+F2+G2+H+D2+E2<D1+E1+F1+G1+D1+E1로 된다. 즉, 차분의 적산값에 있어서도 최대로 되는 위상차를 찾는

것에 의해 변형의 영향이 적은 영상신호 레벨을 샘플링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산값은 작아진다.

.

본 실시예에서는 CPU(4)에 버퍼 메모리를 접속하는 것 등에 의해 1화면분의 차분 데이터를 적산하는 기능을 갖게 한

다. 구체적으로는, 차분 검출부(2)가 1화면분 순차 출력한 차분신호(53)에 따라서 CPU(4)가 1화면분의 차분데이터를

적산한다. 그리고, CPU(4)가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1주기분(±180°)변화시키도록 제어신호(54)를 변화시켜 차

분신호(53)의 적산값을 감시하는 것에 의해서,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의 적산 값이 최대로 되는 위

상의 위치를 찾도록 동작하면 좋다.

이 결과, 도트클럭과 샘플링클럭 사이에 최적한 위상차를 설정할 수 있어 PC가 출력하는 신호에 충실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1화면분의 차분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복수 화소에 있어서 차분 데이터를 적산하는 경우, 그 복수 화소내에서 신

호의 강약이 있는 것이면 상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이 때, 차분 데이터가 샘플링되는 복수 화소의 장소는 임의

의 1라인분 또는 임의의 복수 라인분 또는 임의의 장소의 복수 화소분 등 임의로 서, 그 설정은 CPU(4)에 의해 실행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차분의 적산 값이 최대로 되는 포인트를 직접 찾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실시예 2와 같이 우선 

차분의 적산값이 최소로 되는 포인트를 찾은 후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180°진행시키거나 또는 지연시키도록 해

도 좋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실시예 2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이 컬러신호인 경우에는 물론 R, G, B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상기의 처리를 실행하면 

좋다.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를 사용하면 연속하는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량의 1화면분 전체에서의 적산을

취하고 이 적산 값이 최대 또는 최소로 되도록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조절하므로, 1화면중의 임의의 연속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량만을 검출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확실하게 최적한 위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제어신호(54)에 의해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기간에는 표시되는 영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실시예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는 디지털 영상신호(101)에 마스크처리를 실시하여 흑표시로 해도 좋다.

<실시예 4>
본 실시예는 위상조절후에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어긋나게 된 경우

에 자동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화상표시장치이다.

상기한 실시예 1∼ 3에 있어서는 위상조절의 과정에 있어서 한번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180°시프트시켜(어긋

나게 하여) 최적 포인트를 찾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조절의 기간내에 있어서는 화면이 흐트러져 버린다. 따라서, 이 조

절을 예를 들면 사용자가 수동조작에 의해서 실행하는 경우나 또는 자동 조절이더라도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

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 위상조절 동작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화면의 흐트러짐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

그런데, 입력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은 경시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입력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주기와 샘플링클럭(50)의 주기를 엄밀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오차가 누적되어 위상이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밖에도 

회로의 배치환경의 온도의 고저에 따라서도 위상이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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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시적 변화에 대해서 재조절하고자 하면, 상기한 화면의 흐트러짐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실시예 1∼3의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위상의 경시적 변화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인식시키지 않고 위상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이다.

도 13은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블럭도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도 1의 구성 요소에 부가해서 조정 데

이터 저장부(6)이 추가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1∼ 3에 있어서 설명한 위상조정 완료 후에 1화면중 의 특정 위치의 연속 2화소에 주목해서 

양 화소간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을 예를 들면 3프레임마다와 같은 일정 주기로 CPU(4)가 감시한다. 그리고, 아날

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의 경시적 변화에 의해 차분량에 변화가 생긴 경우

에는 CPU(4)가 차분량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위상 보정량을 사용해서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보정한다.

여기서, 차분량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위상 보정량이라는 것은 환경의 온도 변화나 도트클럭과 샘플링클럭 사이의 오

차에 기인하는 경시 변화에 의해 생긴 차분량의 변화량을 없애도록 작용하는 위상의 보정량을 의미한다.

이 차분량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위상 보정량은 미리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구해 두고, 차분량의 변화량마

다의 대응 데이터로서 조정 데이터 저장부(6)내에 저장해 두면 좋다. 그리고, 차분량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CPU(4)가

조정 데이터 저장부(6)으로 부터 위상 보정량 데이터(55)로서 페치(수신)하도록 해 둔다. 이와 같이, 일정 주기마다 

감시한 결과가 직전에 기억된 차분값에서 변화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위상조정을 실행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경시적으로 α만큼 지연되어 파형(50b)로 되었다고 

한다. 이 때, 1화면중의 특정 위치의 연속 2화소로서 N번째와 N+1번째의 화소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면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량은 A1에서 A2로 변화한다. 이 차분의 변화분β(=A1-A2)을 검출하면 CPU(4)는 조정 데이터 저장부(6

)에서 이 변화분에 대한 위상 보정량 데이터(55)를 리드하여 샘플링클럭 발생부(3)을 제어하고, 파형(50b)의 위상을 

α만큼 빠르게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한다. 이 결과, 샘플링클럭(50)과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

관계는 거의 적절한 관계로 되돌아간다.

또한, 이 때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내용에 따라서 주목하는 연속 2화소의 차분의 변화가 반드시 위상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력된 영상신호 레벨이 변화한 것에 의해 생긴 것인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위상의 경시적 

변화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주목하는 연속 2화소로서는 영상신호의 변화가 적은 것을 선택하면 좋다. 1예로서는 화상을 표시하는 범위

인 유효 표시 영역의 끝부의 화소와 그의 인접하는 유효 표시 영역 이외의 화소를 들 수 있다. 이들을 예로 든 이유는 

유효표시 영역 이외의 화소가 비표시부로서 통상은 데이터가 없는 즉 0과 같은 일정값을 취하는 부분인 것 및 유효표

시 영역의 끝부는 최근 PC의 주류인 윈도우표시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변화가 매우 적은 부분인 것에 의한다. 또, 유

효표시 영역 끝부의 화소와 그의 인접하는 유효표시 영역 이외의 화소를 선택하면, 화면 전체에 신호의 진폭의 변화가

없는 영상(예를 들면, 백색 한 종류의 영상 등 차분이 발생하기 어려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위상조절

을 실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관한 화상표시장치를 사용하면 차분량의 변화량마다의 위상 보정량 데이터를 저장한 조정 데이터 저장

부(6)을 구비하고, 위상조절후에 아날로그 영상신호(100)의 도트클럭의 위상과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이 어긋나게 

된 경우라 도 CPU(4)가 차분량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위상보정량 데이터를 사용해서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자동

적으로 보정한다. 따라서, 샘플링클럭(50)의 위상을 시프트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중에 자동적으로 실행해도 인식되지 않고 재조절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연속 2화소간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을 CPU(4)가 감시해 두면, 예를 들

면 특정 1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변화를 감시하는 경우 등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그 변화를 찰지(察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차분에는 양 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 14에 있어서 N번째의 

화소 또는 N+1번째의 화소 부분의 영상신호 레벨의 변화만을 감시한 경우에는 그 변화가 조금인 경우에 검출이 곤란

하지만, A1에서 A2로의 차분량의 변화에는 N번째 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변화와 N+1번째의 화소의 영상신호 레

벨의 변화의 양쪽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연속 2화소간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에 의해

민감하게 위상의 경시적 변화를 찰지(인식)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르면, 조절수단이 디지털 영상신호중 연속하는 2화소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에 따라서 샘

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므로, 아날로그 영상신호가 화소단위로 기억된 화상 데이터가 도트클럭마다 리드되어 생성

된 것인 경우에 특정 패턴의 입력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샘플링클럭의 위상조절을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조절수단이 차분량이 최대로 되도록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므로, 아날로그 영상

신호가 본래 갖는 신호레벨의 최대 진폭부를 샘플링할 수 있어 변형의 영향이 적은 영상신호레벨을 샘플링 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르면, 조절수단이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차분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로 부터 180°어긋난 위

치로 조절하므로, 용이하게 아날로그 영상신호가 본래 갖는 신호 레벨의 최대 진폭부를 샘플링할 수 있어 변형의 영

향이 적은 영상신호 레벨을 샘플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르면, 조절수단이 차분량을 디지털 영상신호의 복수의 화소에 있어서 적산하고 그 결과 얻어

지는 적산값이 최대로 되도록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므로, 1화면중의 임의의 연속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

분량만을 검출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확실하게 최적한 위상으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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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5 특징에 따르면, 조절수단이 차분량을 디지털 영상신호의 복수의 화소에 있어서 적산하고 그 결과 얻어

지는 적산값이 최소로 되는 위치로 부터 180°어긋난 위치로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므로, 1화면중의 임의

의 연속 2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량만을 검출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확실하게 최적한 위상으로 조절하는 것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르면, 조절수단이 차분량을 디지털 영상신호의 1화면분 전체의 화소에 있어서 적산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적산값을 사용해서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므로, 모든 화소의 영상신호 레벨이 동일한 경우를 제

외하고 반드시 차분이 얻어진다. 따라서, 최적한 위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7 특징에 따르면, 조절수단이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한 후 디지털 영상신호중 1화면중의 특정 위치의

연속하는 2화소의 샘플링데이터의 차분량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경시적으로 차분량이 변화한 경우에는 그 변화량

에 따라서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재조절하므로, 위상조절후에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도트클럭의 위상과 샘플링클럭의 

위상이 어긋나게 된 경우라도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자동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또,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시프트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중에 자동적으로 실행해도 인식되지 않고

재조절을 실행할 수 있다. 또, 특정 연속 2화소간의 영상신호 레벨의 차분을 감시하므로, 예를 들면 특정 1화소의 영

상신호 레벨의 변화를 감시하는 경우 등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그 변화를 찰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8 특징에 따르면, 유효 표시 영역의 끝부의 화소와 그의 인접하는 유효표시 영역 이외의 화소를 특정 위

치의 연속하는 2화소로 하므로, 특정 위치의 연속 2화소로서 영상신호의 변화가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차분의 변

화가 입력된 영상신호 레벨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위상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의 구별을 하기 쉽다. 또, 

화면 전체에 신호의 진폭의 변화가 없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라도 유효하게 위상조절을 실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샘플링클럭을 사용해서 샘플링하는 것에 의해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

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를 사용해서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수단;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중 연속하는 2화소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을 검출하는 차분검출수단;

상기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동기신호를 사용해서 상기 샘플링클럭을 발생시키는 샘플링클럭 발생수단 및;

상기 차분량에 따라서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하는 조절수단을 구비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조절한 후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중 1화면중의 특정 위치의 연속하는 2화

소의 샘플링 데이터의 차분량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경시적으로 상기 차분량이 변화한 경우에는 그 변화량에 따라

서 상기 샘플링클럭의 위상을 재조절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위치의 연속하는 2화소는 화상을 표시하는 범위인 유효 표시 영역 의 끝부의 화소와 그의 인접하는 유효표

시 영역 이외의 화소를 가리키는 화상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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