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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결함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는 픽셀 어레이(200)를 포함하고, 각 완전한 픽셀은 어드레싱 설비에 의한 입력 데이타에 응답하여 광이 

관측면으로 향하는 '온' 상태와 광이 관측면으로 향하지 않는 '오프' 상태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작동가능하다. 결함은 

어드레싱 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입력 데이타에 응답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연속적으로 '온' 또는 '오프' 상태를 유지하

는 결함 픽셀(202)의 결과이다. 각 결함 픽셀(202)은 중앙의 결함 픽셀(202)에 인접한 제 1 보상 픽셀(204)링에 의해

바로 둘러싸인다. 보상 픽셀(204)은 중앙의 결함 픽셀(202)로부터 간격을 두고 떨어진 제 2 기준 픽셀링(206)에 의해

바로 둘러싸인다. 결함 픽셀(202)을 둘러싸는 제1 링에서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204)의 어드레싱 회로 결정값은 

정정값으로 변경되어 결함의 시각적 영향이 감소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8개의 개별 부프레임 주기로 구성되는 하나의 프레임 주기를 보여주는 종래 기술에 따르는 타임 라인을 도

시한 도면.

제 2 도는 결함 픽셀, 보상 픽셀 및 기준 픽셀의 위치를 도시하는 직교 또는 맨하탄 포맷의 픽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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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도는 제2도의 픽셀 어레이상에 강도값의 매트릭스를 디스플레이한 도면.

제 4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5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6 도는 사인 함수의 플롯도이다.

제 7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8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9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 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10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11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12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13 도는 제 2 도의 픽셀 어레이상에 디스플레이될 강도 경사도를 가지는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14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1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

를 도시한 도면.

제 15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1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

를 도시한 도면.

제 16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1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

를 도시한 도면.

제 17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1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

를 도시한 도면.

제 18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픽셀과 보상 픽셀간의 가능한 하나의 대응을 보여주는 직교하는 픽셀 어

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 19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 라 변형된 제 1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20 도는 결함 픽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제 13 도의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면.

제 21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픽셀과 보상 픽셀간의 또다른 가능한 대응을 보여주는 직교하는 픽셀 어

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 22 도는 3개의 결함 픽셀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변형된 강도값 매트릭스를 도시한 도

면.

제 23 도는 결함, 보상 및 기준 픽셀의 위치를 도시하는 스태거, 기본 또는 브릭 포맷의 픽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 24 도는 결함, 보상 및 기준 픽셀의 위치를 도시하는 육각형 포맷의 픽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 25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픽셀과 보상 픽셀간의 가능한 하나의 대응을 보여주는 스태거 픽셀 어레

이를 도시한 도면.

제 26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픽셀과 보상 픽셀간의 가능한 또다른 대응을 보여주는 스태거 픽셀 어레

이를 도시한 도면.

제 27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픽셀과 보상 픽셀간의 가능한 하나의 대응을 보여주는 육각형 픽셀 어레

이를 도시한 도면.

제 28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기준 픽셀과 보상 픽셀간의 가능한 또다른 대응을 보여주는 육각형 픽셀 어레

이를 도시한 도면.

제 29 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블럭도.

제 30 도는 광학적 투사 경로 및 귀환 경로에서의 광학적 검출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따르는 디스플레

이 시스템의 블럭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8: 비트면 200, 2300: 픽셀 어레이

2910: 결함 픽셀 맵 3004: 빔 스플리터

3008: 디스플레이 스크린 3012: 검출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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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간 광 변조기(spatial light modulator: SLM)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결함(defect)의 시각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탈 마이크로미러 장치(digital micromirror device: DMD) 또는 변형가능한 미

러 장치(deformable mirror device)(또한 DMD) SLM의 부절하게 동작하는 미러의 관찰자에 대한 시각적인 영향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 부적절한 동작은 부적절한 위치, 즉, 적절한 위치가 비반사적['오프(off)']일때는 

반사적['온(on)'] 위치를 차지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인 하나 또는 그이상의 미러로 인한 결과이다.

SLM은 전자-광학, 자기-광학, 액정 및 DMD의 적어도 4가지 종류를 가진다. 후자 종류인, DMD는 전자적으로 어드

레스가능한(addressable) 미러 소자의 마이크로기계적 어레이를 포함한다. 미러 소자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사기이다. 각 미러는 광을 반사하는 픽셀이고, 전기적 입력에 응답하여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각 미러에 입사

되는 광은 각 미러로부터 반사되어 그의 방향(또는 위상)이 변조될 수 있다. 오늘날까지, DMD SLM은 광학적 상관관

계, 스펙트럼 분석, 크로스바 스위칭(crossbar switching), 주파수 절제(frequency excision), 디스플레이 투사, 인쇄

및 신경망과 같은 응용에 사용되어 왔다.

'DMD SLM'은 캔틸레버 빔(cantilever-beam), 비틀림 빔(torsion-beam) 및 굴곡 빔(flexure-beam)형뿐만 아니라,

엘라스토머형(elastomer type), 막형(membrane type)을 포함하는 소정 종류를 가진다. DMD SLM 픽셀의 선택적 

제어 또는 어드레싱은 전자빔 입력에 의해 광학적으로 성취되거나 또는 오늘날 바람직하게는 DMD 기판으로 집적화

되는 회로에 의해 성취된다.

각 DMD SLM 어레이의 각 픽셀은 픽셀의 위치 또는 방위(orientation)에 의한 경로를 따라 입사광을 반사시킨다. 전

형적으로, 각 미러는 정규의 제 1 위치 또는 방위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위치 또는 방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거나 또

는 반사할 수 있다. 정규 위치 또는 제 2 위치중 하나인 단지 하나의 위치에서, 미러는 선택된 경로를 따라 주 광수신 

위치, 예를 들면, 광학 시스템으로 입사광을 향하게 하고,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관측면(viewing surface) 또는 감광성

드럼으로 향하게 한다. 모든 다른 픽셀 위치에서, 입사광은 선택된 경로를 따라 주 위치로 향하지 않으며, 다른 경로를

따라 광을 흡수 또는 제거하는 '광 싱크(light sink)'또는 2차 위치로 향한다.

DMD는 정사각 또는 거의 정사각의 미러 어레이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관련된 어드레싱 설비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어가능한 픽셀의 위치는 비디오 상영을 발생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공동으로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

5,079,544호, 제5,061,049호, 제4,954,789호, 제4,728,185호, 제3,600,798호를 참조한다. 또한, 미합중국 특허 제4

,356,730호, 제4,229,732호, 제3,896,338호, 제3,886,310호를 참조한다. 미라 어레이는 또한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선형 어레이 또는 폭보다 큰 길이를 가지는 행보다 더많은 열을 가지는 어레이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련된 어드레

싱 설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미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어, 반사광은 감광성 드럼상에 동시 준라인 방식(quasi-line

-at-a-time fashion)으로 문자를 인쇄한다. 공동으로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5,101,236호 및 제5,041,851호를 참

조한다. 두 경우 및 다른 사용 환경에서, 미러를 적절히 구성하면 DMD는 진폭-기본(amplitude-dominant) 또는 위상

-기본(phase-dominant) 모드로 광을 변조할 수 있다.

종래의 MOS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상부에 미러를 가지는 기판(예를 들면, 실리콘 또는 GaAs)상에 어드레싱 회로를 

형성하므로써 미러를 가지는 모놀리틱 집적 어드레싱 회로를 생성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드레싱 회로

는 평면화(planarize)되고 그들 제각기의 미러에 의해 덮혀져, 이 회로로의 광 침투가 제한되고 장치 크기가 최소화된

다. 장치 유형 및 인가된 어드레싱 전압에 따라, 픽셀은 아날로그, 삼중안정(tristable) 또는 쌍안정(bistable)(이진) 방

식으로 어드레싱될 수 있다.

막형 DMD SLM은 스페이서 그리드(spacer grid) 또는 다른 지원 구조상에 펼 쳐지는 금속화 폴리머 막(metallized p

olymer membrane)을 포함한다. 그리드에서의 개구부는 변조기 셀 또는, 어드레스 전극 및 스페이서 그리드에 의해 

지지되는 폴리머 막 부분을 포함하는 소자를 정의한다. 스페이서 그리드는 막의 세그먼트와 아래에 놓인 대응하는 어

드레스 전극 사이의 에어갭(air gap) 또는 분리를 가져온다. 바이어스 전압이 어드레스 전극에 인가되어 어드레스 회

로의 어드레스 전극이 에너지화될때, 정상적으로 막 세그먼트는 막과 어드레스 전극간의 정전력에 의해 정상적인, 펴

지지 않은 평면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 소형의 구형 미러로 동작하는 곳에서의 에어갭으로 곡선적으로 변형된다. 이러

한 변형은 변형된 막에 퍼텐셜 에너지(potential energy)를 저장한다. 어드레스 전극이 비에너지화될때, 막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는 막을 그의 정상적인 평면 위치로 회복시킨다. 각 소형의 구형 미러가 반사시키는 입사광은 거울의 

반사된 광에 대하여 회전상으로 대칭적인 상대적으로 좁은 콘(cone)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픽셀 어레이는 플랫하거

나 또는 변조되지 않은 픽셀에 의한 거울 반사로 인한 광 소오스의 이미지를 방해하는 위치 및 크기를 가지는 하나의 

중앙 차폐를 구비하는 쉴러렌 스탑(Schlieren stop)과 관련될 수 있다. 변조되거나 또는 구형으로 변형된 픽셀은 광의

원형 패치(circular patch)가 스탑의 평면으로 향하도록 하고, 패치는 집중되지만 스탑의 중앙 차폐보다는 크므로, 선

택된 경로를 순행하여 선택된 위치에 도달한다.

막 DMD는 또한 실리콘 또는 다른 기판위에 상대적으로 얇은 폴리머막상에 지원되는 상대적으로 두껍고 분리되며 플

랫한 미러 어레이를 형성하므로써 생성된다. 기판상에 형성되는 기초 어드레스 회로는 관련된 픽셀이 정상 위치에 상

주할때 이 관련 픽셀로부터 에어갭에 의해 분리된다. 어드레싱 회로가 적절히 에너지화될때, 그의 미러 또는 픽셀은 

정전력에 의해 기판을 향하여 변위 또는 편향된다. 미러의 바로 주위의 막은 미러를 피스톤과 같은 방식(piston-like f

ashion)으로 상-하 편향되게 하는 동안, 미러는 여전히 플랫하다. 결과적인 변위 형태는 반사된 광에 대한 대응하는 

위상 변조 형태를 생성한다. 이러한 형태는 쉴러렌 투사 기법에 의해 아날로그 강도 변동(analog intensity variation

s)으로 변환되거나 또는 광학 정보 처리기에 대한 입력 트랜스듀서(transducer)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막형 DMD에 대

한 그이상의 정보는 공동으로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441,791호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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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형 DMD는 각각 상대적으로 두꺼운(견고성을 위함) 미러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대적으로 얇은[유연성(compl

iance)을 위함] 적분 빔 또는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는 금속 부재를 구비한다. 각 미러 및 그의 빔은 그와 관련된 어드

레싱 회로와, 스페이서 또는 빔을 지지하는 스페이서 또는 지지 포스트(support post)에 의해 어드레싱 회로의 부분

인 어드레스 또는 제어 전극상에 구조적으로 지지되고 분리된다.

미러 또는 금속 부재에 인가되는 편향력이 없는 경우, 빔은 기판에 평행한 정상적인 일반적인 수평 위치에서 미러를 

유지한다. 어드레스 또는 제어 전극이 어드레싱 회로가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에너지화될때, 결과적인 정전장의 라인

을 따르는 전극과 정렬된 미러부는 정전기적으로 전극을 향하여 이끌린다. 얇은 빔에서 우선적으로 캔틸레버 및/또는

비틀리는 횡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휨은 편향된 미 러와 관련된 빔에 퍼텐셜 에너지를 저장한다. 미러를 그의 정상 

위치로 복귀시키는 경향이 있는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는 제어 또는 어드레스 전극인 더이상 미러를 끌어당기지 않을

때 미러를 복귀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본 발명은 SLM의 모든 유형에 관하여 유용한 것으로 증명있고, 빔형 DMD를 가지는 특정 유틸리티를 알 수 있다. 이

러한 유형의 DMD의 부적절한 동작은 전형적으로, '고정(stuck)'되고, 적용가능한 어드레싱 회로의 동작에 관계없이 

고정된 위치에서 유지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미러의 어레이와 관련이 있다. 밀러는 입사광이 관측면으로 반사되는 

위치인 '온' 위치이거나 또는 입사광이 관측면으로 반사되지 않는 '오프'로 고정될 수 있다. 전술한 학술용어에 따르면,

'온' 위치에 고정되는 미러 또는 픽셀은 픽셀이 '오프'이여야 하는, 즉, 관측면으로 광을 전송하지 않아야 할때 조차, 

연속된 '밝은 스폿(bright spot)'으로 광을 관측면으로 연속적으로 반사시킨다. 또한, '오프' 위치에 고정된 미러 또는 

픽셀은 관측면으로 광을 반사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픽셀이 '온'이여야 하고 관측면으로 광을 전송시켜야 

할때조차 연속된 '어두운 스폿(dark spot)'이 된다. 이들 원치않는 부적절한, 밝고 어두운 스폿은 본 명세서에서 '결함

(defect)'이라고 한다.

DMD 디스플레이에서의 결함은 최소한 시청자를 성가시게 한다. 결함은 발생되는 시각적인 변경에 관계없이 디스플

레이 잔류물로 지속되는 어두운 영역 또는 진행중인 광을 생성한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결함은 디스플레이가 의미

있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DMD SLM의 제조방식 때문에, 픽셀을 동작시키기 위해 고정된 픽

셀을 액세스할 수 없다. 또한, DMD SLM 디스플레이가 먼저 서비스에 들어갈때, 적절히 동작하는 픽셀은 차후에 고

정될 수 있다. 또한 역으로도 가능하다. 즉, 이전에 고정된 미러는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가시게 하지 

않고 의미있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에게 이러한 결함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이 방법은 

필요한 원리로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목적중의 하나이다.

본 발명은 이미지 디스플레이상에 나타나는 결함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공한

다. 디스플레이는 픽셀 어레이를 포함하고, 각 무결함 픽셀은 어드레싱 설비의 입력 데이타에 응답하여 광이 관측면

으로 향하는 '온' 상태와 광이 관측면으로 향하지 않는 '오프' 상태 간에 선택적으로 동작될 수 있다. 결함은 전형적으

로 '온' 또는 '오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유지되므로써 어드레싱 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입력 데이타에 응답하지 않는 

결함 픽셀의 결과이다. 각 결함 픽셀은 중앙의 결함 픽셀에 인접한 제 1 보상 픽셀링(a first ring of compensation pi

xels)에 의해 바로 둘러싸인다. 보상 픽셀은 중앙의 결함 픽셀로부터 간격을 두고 떨어진 제 2 기준 픽셀링(a second 

ring of reference pixels)에 의해 바로 둘러싸인다. 결함 픽셀을 둘러싸는 제 1 링에서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의 

어드레싱 회로 결정값은 그의 원하는 값 또는 예정된 값으로부터 정정된 값으로 변경되어, 결함의 시각적 영향을 감

소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보상 픽셀과 결함 픽셀의 모두에 대한 평균적인 시각적으로 검출된 값이 결함 픽셀의 예정된 값과 동

일하도록 오프셋이 선택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보상 픽셀의 값은 각 보상 픽셀의 원하는 값에 오프셋(offset)을 가산하므로써 조정된다. 오프셋 값

의 합이 결함 픽셀의 예정된 값 결함 픽셀의 시각적으로 검출된 값과 동일하도록 오프셋이 선택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사인 함수(sine function)를 기본으로 한 스케일링 함수(scaling function)는 보상 픽셀의 값 또는

이 보상 픽셀에 적용되는 오프셋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작동할 수 없는 픽셀과, 이 작동할 수 없는

픽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을 포함하는 픽셀 어레이로 구성되는 변조기는 픽셀 어레이에 대응하는 이미

지 데이타값 세트를 수신하고, 이미지 데이타값을 표시하는 픽셀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 프로세서는 이미지 신

호를 수신하고, 상기 보상 픽셀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타값을 변경한 후에 이미지 데이타값 세트를 변조기로 출력시

키므로써, 결함 픽셀을 보상한다.

하나의 DMD 디스플레이 유형에서, 다중 비디오 이미지(multiple video image)가 전형적으로 초당 50 내지 60 프레

임의 속도로 투사되어 실제 움직임 효과를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각 프레임은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의 완전한 '스냅

숏(snapshot)' 또는 '프레임-그레브(frame-grab)'를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쌍안정 DMD 변조기의 DMD 소자 

또는 미러는 온 또는 오프의 두 위치중의 하나만을 취할 수 있고, 한 프레임내의 각 변조기 소자의 듀티 사이클(duty 

cycle)은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gray scale images)를 투사하기 위하여 변조된다. 제 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형

적으로 이것은 각 프레임 주기(100)를 다수의 부프레임 또 는 '비트면(bit-plane)' 주기(102, 104, 106, 108)로 분할

시키므로써 행해진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레임내의 각 비트면동안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타는 고유하다. 다수의 프

레임이 통합되어 전체 움직임의 비디오 효과가 성취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청자의 눈 및 두되는 다수의 비트

면을 통합시켜 하나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픽셀의 바람직한 강도 또는 강도 워드(intensity word)를 표시하는 이진 코드화 워드로부터 비트면을 생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강도 워드의 각 비트를 사용하여 하나의 비트면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다음, 각 비트는 하나의 부프레

임 또는 비트면에 대한 미러의 위치를 제어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강도 워드의 각 비트가 미러 위치를 제어하는 시간

은 비트 유의값(bit significance)에서 각 두배씩 된다. 예를 들면, 최상위 비트는 부프레임(102)동안 디스플레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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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최상위 비트는 부프레임(102)의 주기의 절반인 주기를 가지는 부프레임(104)동안 디스플레이된다. 모든 부프레

임이 디스플레이될 때까지, 각 연속적인 부프레임은 이전 부프레임 주기의 절반인 주기동안 디스플레이된다. 이것은 

통합된 디스플레이 강도가 강도 워드의 선형적 표현이 되게 한다. 제 1 도에는 8 비트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하나

의 샘플된 타임라인이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동안 강도 데이타값은 8비트값으로 표시되지만, 전술한 방법은 다

른 워드 길이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비록 제 1 도의 부프레임은 최상위 비트(102) 내지 

최하위 비트(108)의 순서로 디스플레이되었지만, 실제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하강 순서로 데이타 비트를 디스플레이 

하지 않거나 또는 각 부프레임 주기가 반드시 인접한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소정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다수의

비트면 부분은 동시에 디스플레이되어 소정 시간에 어레이의 상이한 부분들이 각종 유의값의 데이타 비트를 디스플

레이한다. 분할되는 비트면에 대한 그외의 정보는 공동으로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5,278,652호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선택된 미러 또는 픽셀이 하나의 프레임 주기동안 온, 온, 오프, 오프, 오프, 온, 오프, 온의 위치를 가진다고 가

정하자. 이러한 위치열은 십진수 197과 동등한 8비트 이진수 11000101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수 197은 그 프레임

동안 인간의 눈/두뇌가 평가하는 픽셀의 그레이 스케일값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것과 동일한 픽셀이 온으로 고정되

어 발생되는 결함은 연속된 그레이 스케일 프레임값 255를 가질 것이고, 이 픽셀이 오프로 고정되면 결함의 값은 0이

될 것이다.

DMD 디스플레이의 연구 및 분석으로 몇몇 중요한 관찰 결과를 얻었다. 먼저, 부적절하게 동작하는 미러 부근의 한 

미러의 상황, 온 또는 오프가 적절히 조정되어 결함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킬때 결함의 영향은 개선될 수 있다.

제 2 도에 도시된 픽셀 어레이(200)에서 고정된 픽셀 또는 결함 픽셀(202)의 영향을 개선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중의 

하나는 결함 픽셀(202) 주위의 픽셀(204)을 사용하여 결함 픽셀(202)로부터의 반사광의 증가 또는 감소를 보상한다. 

예를 들면, 제 2 도에 도시된 각 픽셀에 대한 바람직한 강도가 제 3 도의 매트릭스에 도시된 대응하는 강도값과 동일

하다고 가정하자. 제 3 도에 도시된 경우에서, 모든 픽셀의 예정된 강도값은 180이다. 제 3 도의 요소(C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함 픽셀(202)의 예정된 강도값이 180인 경우, 픽셀(202)은 온으로 고정되지만(강도 = 255), 디스플레이

의 각 프레임에서의 75비트 주기의 과도한 광이 있다. 과도한 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 4 도에 도시된 실제 강도값

매트릭스와 같이, 결함 픽셀(202) 주위의 8 픽셀(204)의 각각은 9 비트 주기만큼 감소된다. 이결과, 결함 픽셀(202) 

및 8 주위 픽셀(204)로부터의 총 광이 원래의 75 주기에 비하여 단지 3LSB 주기만큼 크게 된다. 결함 픽셀(202)주위

의 8 픽셀(204)이 결함 픽셀(202)을 보상하는데 쓰였으므로, 이 8 픽셀(204)은 보상 픽셀(204)로서 참조된다. 제 5 

도는 픽셀(C3)이 오프로 고정되는 경우, 디스플레이되는 강도값을 도시하고 있다.

결함 픽셀의 영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동작하는 보상 픽셀상에 부가된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화와 평균화 유형

을 수행하는 전기적 로우 패스 필터(low pass filters)간의 유사함이 도시되었다. 로우 패스 필터가 수행하는 평균화 

유형으로부터 유도된 각종 평균화 기법이 픽셀 프레임값에 적용되었다. 효과적인 로우 패스 필터는 소위 사인 함수 

특성, 즉, 단위 임펄스(unit impulse)를 로우 패스 필터링하므로써 발생되는 함수와 일치하는 응답 특성을 가지는 로

우 패스 필터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는 제 6 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Y는 응답의 크기이고, X는 결함 픽셀(202)로부터의 거리이다. 사인 함수 파

형(600)은 1의 값을 가지는 중앙의 곡선부(602)와 양쪽에 있는 일반적으로 대칭적으로 정(positive) 및 부(negative)

를 향하는 감쇠 부분(604)으로 특징지어 진다. 감쇠 부분(604)은 보상 픽셀이 취하는 적절한 값과 관련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알았다. 사실, 결함 픽셀(202)의 일정한 온 또 는 일정한 오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상 셀(204)에 할당하는

경우, 감쇠쪽 부분의 근사치는 결함 픽셀(202)의 실제 강도값과 원하는 강도값 간의 차이, 또는 그 대신에, 결함 픽셀(

202)의 실제 강도값과 하나 또는 그이상의 바로 가까운 기준 픽셀(206)의 강도값간의 차이를 오프셋하는 '보상'값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기법 및 그의 개량의 적용은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이다.

사인 함수를 픽셀 매트릭스에 관련시키기 위하여, 수직으로 인접한 픽셀들간의 거리는 3π/2 라디안(radians)과 동일

하게 설정된다. 제 6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직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에 대하여 X = 3π/2 라디안이고 함수는 -0.2

122 이다. 대각선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에 대하여, X = 2 1/2 3π/2 라디안이고, 함수는 0.0558이 된다.

사인 함수 형태의 정정(correction)을 구현하는 다수의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상 픽셀(204) 또는 기준 

픽셀(206)의 원하는 강도를 알 필요가 없다. 이 제 1 방법에 따라, 단위 임펄스 응답(Y=1)은 결함 픽셀의 실제 강도와

기준 픽셀의 원하는 강도간의 차이에 비례하도록 가정된다. 그러면, 보상 픽셀의 강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결정된

다:

여기서, X는 보상 픽셀(204)에 할당된 강도값, A는 보상 픽셀에 대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 B는 결함 픽셀(202)의 실

제 강도값, 그리고, C는 결함 픽셀(202)의 원하는 강도값이다. 수직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에 대하여 A = -.2122이고,

대각선 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에 대하여 A = .0558이다. 제 7 도는 픽셀(C3)이 온으로 고정될때 제 3 도에 도시된 원

하는 강도를 가지는 픽셀 어레이를 디스플레이하는 실제 강도값 매트릭스이다. 제 7 도에서, 8 보상 픽셀(204) 및 결

함 픽셀(202)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평균 강도는 원하는 강도 180에 비하여 183이다. 제 8 도에서, 평균 강도는 원

하는 강도 180에 비하여 평균 강도 179.6이다.

제 7 및 제 8 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각선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로 할당되는 강도값은 보상 픽셀의 예정된 

강도값에 상당히 근접하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은 결함 픽셀(202)의 보상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요구되는 처리능력의 양을 감소시키고, 4개의 수직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의 강도값만을 단지 조정하므로써 대략적으

로 동일한 보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9 도 및 제 10 도는 4개의 수직으로 인접한 픽셀만을 사용하여 온으로 고정(

제 9 도) 또는 오프로 고정(제 10 도)되는 결함 픽셀(202)을 보상할시에, 제 3 도의 매트릭스에 대하여 실제 디스플레

이되는 강도값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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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결함 픽셀을 보상하는 다른 방법은 8 보상 픽셀(204)의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강도값을 사용하는 것

이다. 이 방법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인접한 픽셀에는 수직으로 인접한 보상 픽셀과 동일한 값이 할당된다. 이 방법은 

8 보상 픽셀(204)을 제공하고, 단지 하나의 보상값만 계산하면 된다. 이 방법에 따라, 제 11 및 제 12 도는 픽셀(C3)

이 온(제 11 도) 또는 오프(제 12 도)될때, 제 3 도의 매트릭스에 대하여 실제 디스플레이되는 강도값을 도시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법이 결함 픽셀(202)의 예정된 또는 원하는 강도값과 결함 픽셀(202)의 실제 디스플레이되는 

강도값만을 사용하여 보상 픽셀의 값을 결정했는 반면, 제 2 방법은 결함 픽셀(202)의 실제 디스플레이되는 강도 및 

원하는 강도를 사용하여 보상 픽셀(204)에 적용되는 오프셋을 결정한다. 인접한 및 직교하는 보상 픽셀(204)에 관하

여 전술한 선택사항이 이 제 2 방법에 사용될 수 있지만, 모든 8 보상 픽셀(204)이 직교하는 보상 픽셀로 처리된다. 제

1 방법 및 제 2 방법의 차이는, 제 1 방법은 결함 픽셀(202)의 원하는 값 및 실제 값을 사용하여 보상 픽셀에 할당할 

값을 결정하였고, 본 발명에 따르는 제 2 방법은 결함 픽셀(202)의 원하는 값 및 실제값을 기반으로 오프셋을 결정하

여, 다음의 공식에 따라 보상 픽셀의 원하는 값에 이 오프셋을 가산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X n 은 보상 픽셀(204)로 할당되는 값, A는 보상 픽셀에 대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예에서는 -.2122), B는 결

함 픽셀(202)의 실제 강도값, C는 결함 픽셀(202)의 원하는 강도값, 그리고, D n 은 보상 픽셀의 원하는 값이다.

제 2 방법은 원래의 강도값 세트에 포함된 이미지 정보를 상실하지 않는 이점을 가진다. 제 3 도에서와 같이 모든 픽

셀에 대하여 원하는 값이 동일할 경우 원래의 보상 강도값에 포함된 정보의 손실이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를 변경시

키지 않지만, 정보손실은 제 1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강도 '에지(edges)' 또는 강도 '윤곽(contour)'에 포함된 이미

지, 특히, 강도 윤곽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연속적인 이미지들간의 이미지 움직임에 수반되는 경우에 화질을

저하시킨다. 제 14 및 제 15 도는, 8 보상 픽셀이 온으로 고정(제 14 도) 또는 오프로 고정(제 15 도)되는 결함 픽셀을

보상하기 위하여 전술한 공식에 따라 오프셋될때, 제 13 도의 매트릭에 대한 실제 디스플레이되는 강도값을 도시한다

. 제 14 및 제 15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상 픽셀(204)은 결함 픽셀(202)을 보상하기 위하여 오프셋되는 동안 원래

의 강도 윤곽을 유지한다. 제 14 도의 보상 픽셀(204)의 강도값은 각각 27만큼 감소되는 반면에, 제 15 도의 보상 픽

셀(204)의 강도값은 각각 27 만큼 증가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제 3 방법은 주위의 기준 픽셀(206), 즉, 픽셀 A1 내지 A5, B1, B5, C1, C5, D1, D5 및 E1 내지 E5

을 사용하여, 보상 픽셀의 값 또는 보상 픽셀(204)에 대한 오프셋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음의 공식에 따라 보상 픽셀

에 값이 할당된다:

여기서, X는 보상 픽셀(204)에 할당되는 강도값, A는 보상 픽셀에 대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이 예에서는 -.2122), B

는 결함 픽셀(202)의 실제 강도값, C는 16 기준 픽셀(206)의 평균값, 그리고, D는 결함 픽셀(202)의 원하는 강도값이

다. 보상 픽셀을 오프셋하여 결함 픽셀(202)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식이 사용된다:

여기서, X n 은 보상 픽셀(204)로 할당되는 강도값, A는 보상 픽셀에 대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이 예에서는 -.2122),

B는 결함 픽셀(202)의 실제 강도값, C는 기준 픽셀(206)의 평균값, 그리고, D n 은 보상 픽셀의 원하는 값이다. 이 제

3 방법 의 대안은 전술한 공식의 C 대신에 16 기준 픽셀(206)의 평균값과 결함 픽셀(202)의 원하는 값을 사용하여 

보상 픽셀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 16 및 제 17 도는 8 보상 픽셀(204)을 전술한 공식에 따라 오프셋하여 온으로 

고정(제 16 도) 또는 오프로 고정(제 17 도)되는 결함 픽셀(202)을 보상할때, 제 13 도의 매트릭스에 대하여 실제 디

스플레이되는 강도값을 도시한 것이다. 제 16 도의 보상 픽셀(204)의 강도값은 각각 20 만큼 감소되고, 제 17 도의 

보상 픽셀(204)의 강도값은 각각 34 만큼 증가된다.

실시예가 원래의 보상 픽셀(204)로부터의 정보를 보존하려 하지만, 여전히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에서 중요한 강도 

윤곽 또는 강도 에지가 있을때, 여전히 보상 픽셀(204)에 포함된 정보를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제 13 도는 컬럼(3)과

(4)간의 뚜렷한 강도 변화를 디스플레이 하는 직교하는 픽셀 어레이(200)에 대한 원하는 강도값을 도시한다. 픽셀(C

3)가 온으로 고정될때, 이전의 알고리즘은 모든 보상 픽셀(204)을 20 만큼 감소시킬것을 요구한다. 컬럼(3)과 컬럼(4)

간의 뚜렷한 에지때문에, 기준 픽셀(206)을 평균화시키면 보상 픽셀(204) B2, B3, C2, D2 및 D3는 너무 작게 감소되

고, 보상 픽셀(204) B4, C4 및 D4는 너무 많이 감소된다.

원래의 강도값 데이타 세트에 제공될 수 있는 에지 및 윤곽을 보존하면서 결함 픽셀(202)을 보상하는 본 발명에 따르

는 제 4 방법은 개별 보상 픽셀(204)에 대하여 오프셋 또는 값을 계산할때 단지 기준 픽셀(206) 부분만을 사용한다. 

제 18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4 방법은 각 보상 픽셀(1804)에 관하여 결함 픽셀(1802)의 반대편에 있는 기준 픽

셀(1806)만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단지 기준 픽셀(1806) A3의 값은 보상 픽셀(1804) B3의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

된다. 제 18 도의 각 화살표(1808)는 기준 픽셀(1806)로부터 이 기준 픽셀(1806)에 의해 변형되는 보상 픽셀(1804)

로 향한다. 제 13 도에 도시된 강도 데이타 세트에 제 4 방법을 적용하면, 픽셀 C3가 온으로 고정될때는 제 19 도에 

도시되고, 픽셀 C3가 오프로 고정될때에는 제 20 도에 도시된 보상 픽셀(204)의 값이 된다.

전술한 예는 하나의 기준 픽셀을 사용하여 하나의 보상 픽셀(204)의 강도값을 유도해냈지만, 다수의 픽셀이 사용될 

수 있다. 제 21 도에 도시된 하나의 예에서는 기준 픽셀(2106)로부터 변경할 보상 픽셀(2104)로 지시되는 화살표(21

08)를 다시 한번 사용한다. 제 2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상 픽셀 각각의 강도값은 세 기준 픽셀(2106)의 값에 따

른다. 많은 다른 그룹의 기준 픽셀(2106)은 보상 픽셀의 강도값을 보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전술한 방법에 벗어나

지 않고서 기준 픽셀(2106) 주위 영역의 픽셀을 기준 픽셀로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전술한 예들은 고립된 결함 픽셀(202)의 영향에 대한 보상을 도시하였지만, 동일한 보상 기법이 서로 가까운 또는 인

접한 다수의 결함 픽셀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원하는 강도값 180을 각각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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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 8 픽셀 어레이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제 22 도는 온으로 고정되는 픽셀 C3와 오프로 고정되는 픽셀 D5, C6를 

취하여 디스플레이되는 실제 강도값을 보여준다. 본 발명에 따라, 픽셀 C3를 보상하는데는 -17의 오프셋이 사용되고

, 픽셀 D5 및 C6을 보상하는 데는 +38의 오프셋이 사용된다. 픽셀 C4 및 D4는 두 픽셀 C3 및 D5를 보상하는데 사용

된다. 따라서, 픽셀 C4 및 D4는 원하는 강도값 180에 부가되는 순 오 프셋(net offset) +22를 가진다. 픽셀 C5 및 D

6는 두 픽셀 D5 및 C6를 보상하는 데 사용되므로, 원하는 강도값 180에 부가되는 +76의 순 오프셋을 가진다. 여기의

예는 최대 강도값 255를 가지는 8비트 강도 데이타 워드를 가지므로, 픽셀 C5 및 D6가 디스플레이하는 실제 강도값

은 256의 계산값 대신에 255이다.

전술한 보상 기법은 직교 픽셀 어레이에서 결함 픽셀의 보상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기법은 쉽게 변형되

어 어떤 형태의 픽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23 도의 픽셀 어레이(2300)는 벽돌1/2 픽셀만큼 쉬프트(shif

t)되고 엇갈리게 배열된 픽셀행(row)을 가진다. 이러한 형태의 어레이는 일반적으로 브릭(brick) 어레이, 스태거(stag

gered) 어레이 및 기본(cardinal) 어레이를 포함하는 몇몇 이름으로서 참조된다. 제 23 도에서, 픽셀(2302)은 결함 것

으로 간주된다. 본 발명에 따라, 결함 픽셀(2302)을 둘러싸는 픽셀은 보상 픽셀(2304)이고, 보상 픽셀(2304)을 둘러

싸는 픽셀은 기준 픽셀(2306)이다.

전술한 방법의 장점일 수 있는 픽셀 어레이의 제 2 형태는 사각형이 아닌 픽셀로 구성되는 어레이, 예를 들면, 제 24 

도에 도시된 육각형 픽셀 어레이(2400)이다. 제 24 도에서, 픽셀(2402)은 결함 것으로 가정된다. 결함 픽셀(2402)을 

둘러싸는 픽셀은 보상 픽셀(2404)이고, 보상 픽셀(2404)을 둘러싸는 픽셀은 기준 픽셀(2406)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준 픽셀(206)의 부집합을 사용하여 보상 픽셀(204)의 오프셋을 결정하는 것은 제 25 내지 제 28

도에 도시된 비직교(non-orthogonal) 픽셀 그리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제 25 내지 제 28 도의 각각에서, 화살표

는 각 보상 픽셀과 관련된 기준 픽셀을 식별한다. 제 25 도는 스태거 픽셀 어레이(2500)를 도시하는데, 하나의 기준 

픽셀(2506)이 사용되어 각 보상 픽셀(2504)에 적용되는 오프셋이 결정된다. 제 26 도는 스태거 픽셀 어레이(2600)를

도시하는데, 세 기준 픽셀(2606)이 사용되어 각 보상 픽셀(2604)에 적용되는 오프셋이 결정된다. 제 27 도는 육각형 

픽셀 어레이(2700)을 도시하는데, 하나의 기준 픽셀(2706)이 사용되어 각 보상 픽셀(2704)에 적용되는 오프셋이 결

정된다. 제 28 도는 육각형 픽셀 어레이(2800)을 도시하는데, 세 기준 픽셀(2806)이 사용되어 각 보상 픽셀(2804)에 

적용되는 오프셋이 결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기준 및 보상 픽셀의 다수의 다

른 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예들은 온으로 고정되거나 또는 오프로 고정되는 결함 픽셀을 참조하였지

만, 본 발명은 또한 완전히 온(fully on)이든지 또는 완전히 오프일 수 있는 상태의 사이일 수 있는 출력을 가지는 결함

또는 실행할 수 없는 픽셀을 보상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발광 다이오드(LED) 또는 

액정 장치(LCD)는 기초 어드레싱 회로의 누설 전류때문에 완전히 밝게 된다거나 또는 완전히 어두워 질 수 없다.

제 29 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디스플레이 시스템(2900)의 한 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아날로그 비디오 데이타는 아

날로그-디지탈 변환기(2902)에 의해 프로세서(2904)로 입력된다. 프로세서(2904)는 종래기술로 잘 알려진 데이타 

조절, 감마 정정(gamma correction),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및 데이타 포맷팅과 같은 다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 프로세서(2904)가 수행하는 현 기능에 부가적으로, 본 발 명에 따르는 보상픽셀에 오프셋을 계산하여 적용시킨다. 

그후, 보상된 디지탈 비디오 데이타는 RAM(2906a; 2906b)에 저장된 후에 SLM(2908)로 구동된다.

결함 픽셀(202)을 보상하기 위하여, 프로세서(2904)는 여기서 제안되없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주로,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의 유형 및 사용가능한 처리량에 따라 주로 선택된다. 예를 들면, 결함 픽셀 부근에 이미

지 움직임이 있을때, 프로세서는 모든 기준 픽셀(206)을 사용하여 보상 픽셀에 대하여 공통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너무 많은 처리력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장면의 움직임이 있을때 다른 처리에 요구

되는 처리력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장점이 된다. 또한, 인간의 눈은 장면에서 움직임이 있을시 많은 해상도를 잃어버

리므로, 시청자는 간단한 보상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되는 결함은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프로세서는 결함 픽셀 맵(2910)의 내용을 판독하므로써 결함 픽셀을 결정한다. 디스플레이가 통합될때 결함 픽셀(20

2)의 위치는 결함 픽셀 맵(2910)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DMD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DMD 동작동안 픽셀은

고정되지 않거나 또는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간헐적인 결함 픽셀에 대한 보상은 주기적으로 결함 픽셀 맵(2910)을 

갱신하여 현재 결함 모든 픽셀의 위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제 30 도는 픽셀의 동작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도시되어 있다. 제 30 도에서, SLM(2908)로부터 광(3002)은 빔 스플리터(beamsplitter)(3004)를 통과하고, 이

빔 스플리터는 대다수 광(3006)이 디스플레이 스크린(3008)으로 향하게 한다. 광(3010)의 소정량은 빔 스플리터(30

08)에 의해 검출기(3012)로 향한다. 제 1 검파 예에서, 검출기(3012)는 검출기 픽셀과 SLM 픽셀간에 1 대 1 대응을 

가지는 검출기 어레이이다. 검출기 어레이(3012)의 출력을 감시하므로써,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프로세서(2

904)는 결함 픽셀을 결정한다. 이 실시예는 비싼 검출기 어레이(3012)를 사용하지만, 단일 이미지 프레임의 결함 픽

셀의 검파가 가능하다. 검출기 어레이(3012)를 사용하는 시스템(3000) 대신에, 하나의 검출기 소자(3012)를 사용하

여 전체 이미지로부터의 광을 측정한다. 제 2 검파 실시예에서, 프로세서(2904)는 데이타에 대하여 다수 프레임을 감

시하여 고정된 픽셀을 추정한다. 이 제 2 실시예는 결함 픽셀을 검출하는데 상당한 처리력을 사용하는 단점을 가진다.

제 3 실시예는 하나의 검출기 소자(3012)를 사용하여 전용 비디오 테스트 프레임열을 디스플레이하므로써 결함 픽셀

의 위치를 알아낸다. 이들 테스트 프레임은 시청자가 알아채지 못할만큼 느린 속도로 실제 이미지 프레임이 섞여있을

수 있다. 텔레비젼 시스템에서, 테스트 프레임은 채널 변경동안 삽입될 수 있다. 대신에, 테스트 프레임은 실제 이미지

데이타를 디스플레이하기전에 시스템이 턴온될때마다 실행되는 자체시험 루틴(self-test routine)동안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빔 스플리터(3004)를 사용하여 광(3010) 부분을 검출기로 향하게 하면 스크린(3008)으로 향하는 광(3006)의 양이 

감소되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스크린(3008)으로 향하는 광(3006)의 양이 감소되지 않도록, 빔 스플리터(3004)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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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고 검출기(3012)가 위치되어 스크린(3008)으로부터의 반사광이 검파된다.

따라서, 본 발명이 공간 광 변조기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결함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특정 실

시예를 기술하였지만, 특정 참조는 다음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하려는 것이지 본 발명의 범

주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업자라면 소정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술한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 청구범

위의 범주내에서 변형 및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픽셀 어레이를 포함하는 유형의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존재하는 결함들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 무결함(n

on-defective) 픽셀 각각은 어드레싱 설비가 제공하는 입력 데이타에 응답하여 광이 관측면으로 향하는 '온' 상태와 

광이 상기 관측면으로 향하지 않는 '오프' 상태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작동가능하며, 상기 어드레싱 설비의 상기 입력 

데이타 또는 동작에 관계없이 '온' 또는 '오프'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결함 픽셀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고, 결함 픽셀 각

각은, 사실상, 인접한 제1 보상 픽셀링에 의해 바로 둘러싸이는 중앙의 결함 픽셀이고, 상기 제1 보상 픽셀링은 상기 

중앙 결함 픽셀로부터 이격된 제2 기준 픽셀링에 의해 바로 둘러싸임 -

에 있어서,

(a) 결함을 생성하는 결함 픽셀을 식별하는 단계; 및

(b) 상기 결함 픽셀을 둘러싸는 제1 링의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의 어드레성 회로 결정값을

으로 주어지는 정정값으로 변경시키는 단계 - 여기서 C NEW 는 상기 보상 픽셀에 할당되는 강도값이고, C SINC 는 

상기 보상 픽셀에 대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이고, DACT는 상기 결함 픽셀의 실제 강도값이고, D INT 는 상기 결함 픽

셀의 예정된 강도값 임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픽셀 어레이를 포함하는 유형의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결함들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

무결함(non-defective) 픽셀 각각은 어드레싱 설비가 제공하는 입력 데이타에 응답하여 광이 관측면으로 향하는 '온'

상태와 광이 상기 관측면으로 향하지 않는 '오프' 상태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작동가능하며, 상기 어드레싱 설비의 상

기 입력 데이타 또는 동작에 관계없이 '온' 또는 '오프'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결함 픽셀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고, 결함

픽셀 각각은, 사실상, 인접한 제1 보상 픽셀에 의해 바로 둘러싸이는 중앙의 결함 픽셀이고, 상기 제1 보상 픽셀링은 

상기 중앙 결함 픽셀로부터 이격된 제2 기준 픽셀링에 의해 바로 둘러싸임 -

에 있어서,

(a) 결함을 생성하는 결함 픽셀을 식별하는 단계; 및

(b) 상기 결함 픽셀을 둘러싸는 제1 링의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의 어드레싱 회로 결정값을

으로 주어지는 정정값으로 변경시켜 상기 결함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단계 - 여기서, C NEW 는 상기 보상 픽

셀에 할당되는 강도값이고, C SINC 는 상기 보상 픽 셀에 대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이고, D ACT 는 상기 결함 픽셀의 

실제 강도값이고, R AVG 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픽셀의 평균값이고, D INT 는 상기 결함 픽셀의 원하는 강도값임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가, 상기 결함 픽셀에 의해 상기 관측 스크린으로 향하는 상기 실제 광과, 상기 결함 픽셀의 어드레싱 회

로 결정값을 비교함으로써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픽셀의 위치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적어도 하나의 결함 픽셀, 상기 결함 픽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에 인

접하며 상기 결함 픽셀로부터 이격된 적어도 하나의 기준 픽셀을 포함하는 픽셀 어레이로 구성되고, 상기 픽셀 어레

이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타값들의 한 세트를 수신하고 상기 픽셀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상기 이미지 데이타값

들의 한 세트를 나타내는 변조기; 및

이미지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이미지 데이타값들의 한 세트를 상기 변조기로 출력하기 위한 프로세서 -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보상 픽셀들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터값을

에 따라 변경하고, C NEW 는 상기 보상 픽셀에 할당되는 상기 이미지 데이타값이고, C SINC 는 상기 보상 픽셀에 대

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이고, D ACT 는 상기 결함 픽셀의 실제 강도값이고, R AVG 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준 픽셀의

평균값이고, D INT 는 상기 결함 픽셀의 원하는 강도값임 -

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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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픽셀의 원하는 강도값 D INT 이 상기 보상 픽셀의 초기값 C ORG 에 의해 대치되는 방법 또는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R AVG 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픽셀의 평균값 및 상기 결함 픽셀의 원하는 값인 방법 또는 시스템.

청구항 8.
적어도 하나의 결함 픽셀, 상기 결함 픽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 셀,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보상 픽셀에 인

접하며 상기 결함 픽셀로부터 이격된 적어도 하나의 기준 픽셀을 포함하는 픽셀 어레이로 구성되고, 상기 픽셀 어레

이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타값들의 한 세트를 수신하고 상기 픽셀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상기 이미지 데이타값

들의 한 세트를 나타내는 변조기; 및

이미지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이미지 데이타값들의 한 세트를 상기 변조기로 출력하는 프로세서 -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보상 픽셀들에 대응하는 상기 이미지 데이터값을

에 따라 변경하고, C NEW 는 상기 보상 픽셀에 할당되는 상기 이미지 데이타값이고, C SINC 는 상기 보상 픽셀에 대

해 계산된 사인 함수값이고, D ACT 는 상기 결함 픽셀의 실제 강도값이고, D INT 는 상기 결함 픽셀의 원하는 강도값

임 -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9.
제5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픽셀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결함 픽셀의 위치를 상기 프로세

서로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0.
제5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픽셀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검출 수 단은 상기 결함 픽셀의 위치를 상기 프로

세서로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픽셀의 위치를 검출하는 수단이 카메라(camera)인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2.
제1및 제2항 중의 어느 한 항 또는 제5 및 제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모든 보상 픽셀에 동일한 값이 할당되는 방법 또는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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