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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구동 전압을 낮추고, 서브 프레임 간의 구동 전압 크기 변화율을 크게 낮추면서 계조 레벨의 
포화 영역 없이 전 계조를 표시할 수 있는 실효 전압 응답 특성을 갖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Grey 
scale)표시 구동방법에 관한 것으로, N비트 화상 데이터를 화상 표시장치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되, 이 최적 데이터 코드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위 M-n 비트 데이터의 최대값은 2진 
코드 쳬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화상 데이터의 최대값과 같아야 한다는 제1코드 선택 기준과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레벨들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계조 레벨들의 수가 가장 적어야 한다는 제2코
드 선택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선택된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와 공간 변조를 위한 n 비트의 부가 코
드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고, 더욱이 제1코드 선택 기준 및 상기 제2코드 선
택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코드 쳬계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선택된 코드의 최상위 비트와 최
하위 비트의 데이터 값 가중치 차를 최소화 하는 코드 쳬계이어야 한다는 제3코드 선택 기준과 그 선택된 
코드의 각 데이터 비트간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4코드 선택 기준을 만족시키
도록 N 비트 화상 데이터를 M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고, 최적의 M 비트로 변환된 화상 데이터
에서 오차 확산 처리값인 n비트 만큼을 오차 확산 처리한 다음, n비트가 오차 확산 처리된 M-n 비트의 화
상 데이터 코드를 전압 크기 변조방식 이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다계조 표시를 구현한
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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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전압 평균화법에 의한 매트릭스 선순차 구동 방식의 주사 전극 구동 신호와 데이터 전국 
구동 신호 및 화소에 인가되는 신호의 파형도이고,

제2도는 종래의 액티브 어드레스 구동 방식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적극 구동 방식을 나타내는 설명도이
며,

제3도는 8계조를 표시하는 종래의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 방식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파
형도.

제4도는 종래의 진폭 변조 계조 표시 방식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파형도.

제5도는 16계조를 나타내는 종래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 방식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 구
동 신호 파형도.

제6도는 종래의 전압 크기 변조 계조 표시 방식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파형도.

제7도는 오차 확산 계통의 블록다이어그램.

제8도는 오차 확산 방식의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

제9도는 8비트 데이터 처리계에서의 하드웨어 상의 계조 수와 실질적인 계조 표시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
프.

제10도는 3비트 최적 코드 쳬계를 사용한 16계조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설명도.

제11도는 4비트 최적 코드 쳬계를 사용한 16개조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설명도.

제12도는 종래의 오차 확산 방식에 의한 화상 데이터 처리 순서도.

제1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오차 확산 방식에 의한 화상 데이터 처리 순서도.

제1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계조화 표시 방식에 따른 주사 전극 구동 신호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의 예
를 나타내는 파형도.

제15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계조화 표시 방식에 따른 액정 표시 소자의 구동 장치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구동 전압을 낮추고, 서브 프레임 간의 구동 전압 크기 변화율을 크게 낮추면서 계조 레벨의 
포화 영역 없이 전 계조를 표시할 수 있는 실효 전압 응답 특성을 갖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Grey 
scale)표시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상  표시  장치로는  액정  표시  소자(Liquid  Crystal  Device),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lasma Display Panel), 전자 형광(Electro-Luminence) 표시기 등이 있다.  이들 화상 표시 장치들의 종
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화상 표시 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매트릭스 액정 표시 장치는 기본적으로 그 표시 장치의 주사
선들을 제어하는 주사전극들과 각 주사선들이 선택되었을 때 각 화소상의 데이터 표시를 제어하는 데이터 
전극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단순 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식으로는,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플렉싱에 의한 선 순차 구동방식을 사용한 전압평균화법이 현재 구동방식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1도는 전압 평균화법에 의해 2x6 화소로 구성된 단순 매트릭스 액정 표시 소자를 선순차 구동 방식으로 
구동할 경우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에 인가되는 구동 신호 파형도 및 상기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
극 구동 신호에 따라 화소에 인가되는 신호의 파형도이다.  선순차 구동방식은, 제1도의 (a)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주사 전극 (로우 번호 1,2,3,4,5,6)들에 전압 Vs의 펄스(주사 전극 구동 신호)가 순차로 인가됨
과 함께, 제1도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전극(칼럼 번호 1,2)들에 전압 +Vd,-Vd의 펄스(데이타 
전극 구동 신호)가 인가된다.  

따라서, 제1도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 Vs와 Vd의 평균화된 전압에 의해 형성된 화소 신호에 의
해, 제1도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자가 구동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액정의 응답속도
가 느린 경우, 즉 액정표시소자의 반응시간이 400msec정도인 경우에만 화상의 콘트라스트를 잃지 않고 사
용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컴퓨터의 마우스 이동속도 대응할 수 있고, 동화상 표시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등의 고속응
답 특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다중-선  주사(MLS:  Multi-Line  Scanning)  방식  혹은  액티브 어드레싱
(AA:Active Addressing)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제2도는 다중-선 주사(MLS: Multi-Line Scanning) 방식 혹은 액티브 어드레스 방식을 적용하여 액정 표시 

소자를 구동하는 경우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에 인가하는 신호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티브 어드레스 방식은 복수 개의 주사 전극(F1~F5)들이 시각 t에 동시에 선택되어 구

동되는 방식이다.  이때, 데이터 전극 G1에는 G1(t)=-cF1(t)+cF2(t)-cF3(t)+cF  4(t)+cF5(t)로 표시되는 데

이터 전극 구동 신호가 인가되어 두 개의 화소가 온된다.  

이와같이, 복수개의 주사 전극을 동시에 구동함으로써, 액정 표시 소자의 듀티(duty)비를 증가시켜 고속
응답 액정 표시소자에 적용할 수 있으나, 많은 수의 데이터 전압 레벨을 필요로 하고, 또한 현재의 구동 
환경에서는 화면 데이터들의 기억장치 및 연산 회로 등의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선 순차 구동방식을 사용한 전압평균화법은 한 주사전극만이 선택되어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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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사되는 방식이며, 액티브 어드레스(AA)방식은 복수개의 주사전극이 동시에 선택되어 순차 주사되는 
방식이다.

이와같은 선순차 구동 방식의 전압 평균화 구동법이나 다중선 구동 방식의 액티브 어드레스법으로 계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법, 진폭 변조 계조 표시법, 면적 분할 계조 표시법,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법, 전압 크기 변조 계조 표시법, 오차 확산에 의한 계조 표시법의 6가지 방법이 
있다.

1.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은 단순 매트릭스 구조와 액정 표시 소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
로, 복수개의 서브 프레임(sub-frame)들을 한 화면의 표시단위로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다.

즉, 복수개의 서브 프레임들 가운데 온(ON) 선택 서브 프레임수를 몇회로 하는가에 따라 계조 수준을 나
타낸다.  이 방식은 액정의 ON/OFF만을 제어할 수 있는 단순 매트릭스 구조의 액정표시장치 구동에 있어
서 주사 전극 구동 신호와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가 모두 2진(binary)값들 만을 가지므로 구동비용이 가
장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계조방식의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표시 계조 수가 증가할수록 한 화면의 
표시 주파수가 낮아져, 최근의 영상부문의 추세인 동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표시 속도를 실현하는데는 큰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화면 표시 주파수 저하로 인한 화면의 플리커 현상 발생이라는 문제점도 화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제3도는 7개의 서브 프레임을 8계조를 실현하는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사 전
극 구동 신호의 펄스 폭 및 전압은 각각 t(s) 및 V(s)이며, Vns는 기준 전압이다.

그리고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의 펄스 전압은 +Vd 및 -Vd로 구성된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번
째 및 7번째 계조 레벨(gray level) 의 표시에서 특히 화면 주파수(데이타 전극 구동 신호)의 감소가 두
드러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서브 프레임수를 늘려 2번째 및 7번째 계조 레벨 표시의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2. 진폭변조 계조표시방식

진폭 변조 계조 표시 방식은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X) 및 선택 펄스의 폭이 
d인 주사 전극 구동 신호(Y)가 모두 각각 두 개의 전압 레벨들로 만 구동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 
전압의 인가 폭(f)이 실현하고자 하는 계조수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므로 구동 주파수가 증가한다.  또한 
액정 표시 소자 자체가 빠른 데이터 전극 구동신호에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계조 수가 제한된다.

3. 면적분할 계조표시방식

면적 분할 계조 표시 방식은 구동 IC수의 증가 및 화면 주사선수 증가 등 해상도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4.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데이터 비트별로 한 회의 서브 프레
임을 할당하며 각 비트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구동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5도의 16계조를 
나타내는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에서는 데이터 체계가 8:4:2:1  이므로 프레임별 구동 전압

(Vs,Vd)의 크기비는 로 된다.  즉, 각 서브 프레임 간 구동 전압차가 크고 또한 구동 
전압의 크기도 증가하게 된다.  이 방식의 경우 주사 전압의 크기는 1/240 듀티,  Vth=2.0V인 조건에서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을 사용할 경우의 Vs=22.65V  에  대하여  최상위  비트(most  significant  bit: 
MSB)의 데이터를 구동할 경우 대략 Vs=35.4V 정도로서 약 1.56배 이상 증가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구동
전압 및 서브프레임별 구동전압의 크기차는 계조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므로 궁극적으로는 표시 계조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서브 프레임별 구동 전압의 크기차가 심하다는 문제점
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전극들의 구동 전위수를 극소화 할 수 있고, 서브프레임 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향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전압 크기 변조 계조표시방식

전압 크기 변조 계조표시방식은 최근 복수 전극 동시 선택방식(액티브 어드레스 방식)의 대두와 함께 고
속응답용 액정표시장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적용예로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펄스 높이 변조(PHM: Pulse Height Modulation)의 방식이 있다.  여기서, 주사 전극 구동 신호
(X)의 선택 펄스 폭(dt)의 절반 구간(dt/2) 별로 펄스 높이가 각각 다른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Y) 펄스
들이 데이터 전극들에 인가된다.  이 방식의 경우 데이터 전극의 구동 전위들의 수가 무수히 많이 필요하
므로, 구동 IC의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된다.  또한 아날로그 방식의 IC로 설계할 경우 데이터 처리 속도
에 한계가 있는 등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6. 오차확산법에 의한 계조표시방식

이 방식은 화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공간변조를 수행하여 계조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궁극
적으로 화상 표시 장치의 구동 비용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충분한 화상의 계조 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오차확산법에 의한 공간변조 계조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오차확산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표시하고자 하는 원래의 화소 데이터(Xm,n)에 앞의 화소들에서 발생한 오차
값(e'm,n)을 더하여 얻어진 실효값(um,n )을 양자화값(bm,n )으로 근사화하여 화면 표시 데이터로 사용하고, 

실효값(um,n )과 양자화값(bm,n )과의  차이를 새로운 오차값((em,n )으로  하여 적용하는 오차확산법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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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화소들에 임의 설정된 비율로 분산시킨다.  이러한 작용을 주사방향에 따라 순차 적용함으로써 원하
는 계조 레벨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Q(*)는 양자화기를 나타내며 hm,n은 오차 필터를 나타낸다.  

오차확산 시스템의 각 값들은 다음 식들로 정의된다.

um,n＝χum,n＋e'm,n

bm,n＝Q(um,n) (quantized)

em,n＝um,n－bm,n

e'm,n＝hm,n(em,n) (Lowpassfiltering)

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차값들을 주변  화소들에 분산시키는 방식은 플로이드 및  스타인베르그(Floyd   
Steinberg)  알고리즘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비스(Jarvis),  주디스 및 닌케
(Judice  Ninke) 알고리즘이나 스터키(Stucki) 알고리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알고리즘 외에
도 응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플로이드 및 스타인베르그(Floyd   
Stcinberg) 알고리즘은,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차분산을 화소 P에서 오차가 주변 화소 A,B,C,D로 
각각 7/16(eA), 1/16(eB), 5/16(eC) 및 3/16(eD)씩 확산되도록 행한다.  이 때 화상 데이터는 제12도의 
순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순서로 오차 확산 처리된다.  즉 먼저 N비트의 화상 데이타가 입력되면, N 비
트 중의 하위 n(n은 1,2,3,... 등의 정수) 비트가 오차 확산 처리되고, 이 오차 확산 처리된 n 비트를 제
외한 N-n 비트의 화상 데이터가 화상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최상위 계조 레벨에서 포화 영역을 갖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를 제9도의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9도는 8비트 데이터를 오차확산법을 적용하여 표시하였을 경우, 표시 장치가 갖는 기본적인 계조 표시 
능력에 따른 실질적인 계조 표현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a는 표시장치가 2계조를 가질 경우의 실질적

인 계조 표현 상태로서, 8비트 데이터의 최대 계조 표시 수인 2
8
=256의 1/2 이상 즉 128계조 수준 이상은 

포화상태가 되어 계조구분이 안된다.  b, c 및 d는 각각 표시 장치가 4계조, 8계조 및 16계조를 가질 경
우의 실질적인 계조 표현 상태로서 각각 192, 224 및 240 계조 수준 이상은 포화상태가 되어 계조 구분이 
안된다.  또한 e는 8비트 데이터의 표시 한계인 256 계조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구동전압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구동전압의 크기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발생 빈도수가 극히 낮은 계조 수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오차확산법을 적용함으로써 공간변조에 따른 화질 저하를 극소화할 수 있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
시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표시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은, 입력된 
N 비트 화상 데이터의 오차 확산 처리값을 N 보다 작은 n 비트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N비트 화상 데이터
를 N 보다 크거나 같은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되, 이 최적 데이터 코드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위 M-n 비트 데이터의 최대값은 2진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기 화상 데이터의 최대값과 같아야 
한다는 제1코드 선택 기준과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레벨들 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계조 레벨들의 수가 가장 적어야 한다는 제2코드 선택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선택된 M-n 비트의 화상 데이
터 코드와 공간 변조를 위한 n 비트의 부가 코드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
계, 상기 최적의 M 비트로 변환된 화상 데이터에서 상기 오차 확산 처리값인 n 비트 만큼을 오차 확산 처
리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n 비트가 오차 확산 처리된 상기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를 계조 표시 방
식에 의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최적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1코드 선택 기준 및 상기 
제2코드 선택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코드 체계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선택된 코드의 최상
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의 데이터 값 가증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3코드 선택 기준
과 그 선택된 코드의 각 데이터 비트간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4코드 선택 기
준을 만족시키도록 상기 N 비트 화상 데이터를 상기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상기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에서 상기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를 전압 크기 변조 방식이나 전
압 및 프레임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계조화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액정 표시 소자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은, 입력된 N 비트 화상 데이터의 오차 확산 처리값을 N보다 작은 n 비트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N 
비트 화상 데이터를 N 보다 크거나 같은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되, 그 선택된 코드의 최상
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의 데이터 값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3코드 선택기준과 
그 선택된 코드의 각 데이터 비트간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4코드 선택 기준
을 만족시키도록 선택된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 및 공간 변조를 위한 n비트의 부가 코드로 이루어
지는 최적의 M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최적의 M 비트로 변환된 화상 데이터에서 상기 오
차 확산 처리값인 n 비트 만큼을 오차 확산 처리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n 비트가 오차 확산 처리된 상기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를 계조 표시 방식에 의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최적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3코드 선택 기준 및 상기 
제4코드 선택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코드 체계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상기 최적 M 비트 데이
터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위 M-n 비트 데이터의 최대값은 2진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
기 화상 데이터의 최대값과 같아야 한다는 제1코드 선택 기준 및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레벨들 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계조 레벨들의 수가 가장 적어야 한다는 제2코드 선택 기준을 만족시
키도록 상기 N 비트 화상 데이터를 상기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에서 상기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를 전압 크기 변조 방식이나 전압 및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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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계조화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  및  그  장치를 
설명한다.

본 발명은 제한된 계조 표시 능력으로 2배 이상의 계조 수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하여 오차 확산법과 같은 
공간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계조 표시 방법에 있어서 화상 데이터를 종래의 화상의 2진(binary) 데이터 
코드 체계를 화상 표시 장치의 특성, 계조화 구동을 위한 서브 프레임수 및 구동전압 조건 등의 표시기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코드로 변환하고, 이들 변환된 코드값들을 사용하여 계조를 표시하는 새로
운 계조 표시 방식이다.  즉, 상기 변환된 코드값들 중에서 발생빈도가 낮은 계조 레벨들에 대하여 부분
적으로 오차확산법으로 처리한 후,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에 의하여 다계조 구동을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화상 데이터 코드 변환 기준(코드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적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데이터의 최대값은 종래의 2진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화상 
데이터의 최대값과 같아야 한다.

2.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레벨들 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계조 레벨들의 수가 가장 
적어야 한다.

이러한 코드 선택 기준 1 및 코드 선택 기준 2의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 체계들이 2개 이상의 존재할 경우
는 다음의 선택 기준들을 통하여 최적 코드 체계를 결정한다.

3. 최상의 비트와 최하위 비트의 데이터 값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

4. 각 데이터 비트간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열거된 4개의 코드 선택 기준들 중에서 코드 선택기준 1은 오차 확산법 적용에 의한 계조의 
포화 영역 발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코드 선택 기준 2는 계조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화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는 다음의 16계조 코드 체계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코드 선택 
기준 3 및 4는 구동 전압 특성의 개선을 위한 기준이다.

16계조 표시를 위한 코드 체계 변환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3비트 코드 체계와 4비트 코드 체계를 들 수 
있다.  16계조 표시를 위한 종래의 2진 코드 체계는 8:4:2:1의 4비트 코드로 구성된다.  한편, 2진 코드 
체계의 최하위 1 비트 만을 오차 확산 처리한 경우는 8:4:2:의 3 비트의 데이터 코드만이 남게 되고, 이 
3비트의 데이터 코드로 15계조를 실현할 수 있는 화상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계조 값 14 
이상은 포화 영역이 된다.

1. 3비트 코드 체계

3비트 코드 체계로 16 계조를 표현하기 위한 최적 코드 체계는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선택된다.  먼저 16
계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값들 중 상기 선택 기준 1을 만족시키면서 계조값들의 중복을 발생시키지 
않는 3비트 데이터 코드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12개의 코드 체계들이 도출된다.

위의 각 데이터 코드들에 대하여 오차 확산법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값들을 도출하면 표1
과 같다.  표1에서 밑줄에 의하여 표기된 값들은 서로 인접하는 계조값들을 나타내며, 인접하는 계조값들
의 연속성이 2계조 이하인 경우가 계조 표현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코드 선택 
기준2에 의거).  따라서, 데이터 코드 (9,4,2), (8,5,2), (8,4,3)과 (7,5,3) 중에서 최적 코드 체계가 선
택된다.

(여기서, 오차 확산법에 의한 계조값은 데이터 코드의 각 비트값의 조합에 의해 구해지지 않는 값들로 구
해진다.  예를 들면, 데이터 코드(12,2,1)의 경우 조합에 의해 구해지는 값들은 1,2,3(=1+2), 
12,13(=12+1), 14(=12+2), 15(=12+2+1)이다.  여기서 16비트의 모든 계조값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4, 5, 
6, 7, 8, 9, 10, 11의 값들이 필요하다.  이 계조값들은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채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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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들 *이 표시된 4개의 데이터 코드(선택 기준2를 만족시킴)들 중에서 (9,4,2)는 최하위 비트에 대한 최
상위 비트의 데이터 값 비율이 4.5(=9/2)로서 종래의 2진 코드 체계에서 최하위 비트를 오차 확산 처리한 
경우의 4보다 커서 상기 선택 기준 3,4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만 계조 레벨의 포화 영역 만을 해결하는 
(선택 기준 1 만을 만족시키는) 코드 체계이므로 최적 코드 체계 선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데이터 
코드 체계(8,4,3)는 2계조 이하의 인접하는 계조값들은 4개 가지므로 화질 저하의 정도가 남은 2개 코드 
체계에 비하여 크다(선택 기준2를 불만족). 결과적으로 최적 코드 체계는 (8,5,2)와 (7,5,3) 코드 체계중
에서 선택된다.  이들 코드 체계들은 모두 인접하는 계조 값들의 연속성이 최다 2계조 이하로 같고 발생 
계조 수도 같으므로 선택 기준 3과 4에 의하여 최적 코드 체계를 선택한다.

코드 체계 (8,5,2)와 (7,5,3)에 대하여 최하위 비트에 대한 최상위 비트의 데이터 값 비율을 구하면 각각 
4(8/2) 및 7/3이고, 또한 데이터 비트 간의 데이터 값의 가중치 차는 각각 3 및 2로서 코드 체계 (7,5,
3)이 최적 코드 체계로 선택된다. 제10도는 이러한 (7,5,3)의 3비트 코드 체계를 사용한 경우의 16계조 
표현을 나타낸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간이 변환된 코드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계
조수는 8계조(0,3,5,7,8=3+5,10=3+7,12=5,7,15=3+5+7)이며,  또한 오차 확산법에 의한 공간 변조 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되는 계조 수도 8계조(1,2,4,6,9,11,13,14)이다.

다음 [표2]는 종래의 2진 코드 체계에서 최하위 비트를 오차 확산 처리한 계조 표시 방식(8:4:2 가중치 
코드 사용)과 본 발명에 따른 계조 표시 방식(7:5:3 가중치 코드 사용)의 계조 표현 상태를 나타낸다.

[표 2]

이 [표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방식의 경우 제조값 14 이상이 포화 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오차 확산법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된 계조 값들에 대응하는 휘도 레벨의 재현성은 오차 확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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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발생된 새로운 계조 값들중 서로 인접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조 값들의 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 예로서, 데이터 코드 체계 (7, 5, 3)을 사용할 경우, 계조값 4가 오차 확산 처리에 의하여 공간 변조
된 값으로 발생하며 계조값 4를 화면상에 표현할 경우 실질적으로 계조값 3과 계조값 5가 50대 50의 비율
로 화면상에 나타나므로 계조값 4에 대응하는 휘도 레벨의 표현이 가능하다.  반면에 같은 코드 체계에서 
계조값 1은 계조값 2와 함께 오차 확산 처리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화면상에 계조값1을 포함할 경우 실질
적으로 계조값 0과 계조값 3이 대략 66.6% 대 33.3%의 비율로 화면 상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계조값
의 차가 3인 휘도를 갖는 화소들이 화면의 1/3과 2/3을 점유하게 되므로 이들 소수를 점하는 화소들이 화
면상에서 식별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결과적으로 계조값 1의 정확한 휘도 표현은 더욱 어려워진다.

2. 4비트 코드 체계

4비트 코드 자체만으로 16계조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는 (8,4,2,1)한 개 만 존재한다.  이 코드 체계는 
정확한 16계조 표현이 가능하나 최하위 비트에 대한 최상위 비트의 데이터값 비율이 8(8/1)로서, 구동 전
압이 크며 서브 프레임 간의 구동 전압 변화를 또한 크다([표5] 참조).

이러한 4비트 코드 체계의 적용예로서, 16계조 표현들 중 최소한의 계조값들에 대하여 오차 확산법을 적
용하여 공간 변조시키고, 구동 전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코드 체계를 선택하여 최적 코드 체계로 결정한
다.  4비트 코드 체계에 의하여 최적 코드 체계 선택 기준 1을 만족시키면서 16계조를 표현할 수 있는 코
드 체계들은 다음과 같이 18개가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 코드 체계들 중 최하위 비트에 대한 최상위 비트의 데이터 값 비율이 종래의 2진 코드 체
계에서의 비율과 같거나 큰 코드 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코드 체계들에 대하여 오차 확산법의 적용에 의하
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값들을 도출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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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 [표3]에서 오차 확산법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값들의 수가 가장 적은 코드 체계들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MSB,LSB+2,LSB+1,LSB)=(7,5,2,1),(6,5,3,1),(6,4,3,2)

이들 코드 체계들은 모드 오차 확산 처리에 의하여 2개의 새로운 계조값들을 가지므로 최적 코드 선택 기
준 3 및 4에 의하여 최적 코드 체계를 선택한다.  따라서 최하위 비트에 대한 최상위 비트의 데이터 값 
비율이 가장 작은 코드 체계인 (6,4,3,2)가 최적 코드 체계로 선택된다.  코드 체계(6,4,3,2)에 대한 16 
계조 표현은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다.

본 발명에서 정의한 최적 코드 선택 기준은 16계조 이상 및 16계조 이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최
적 코드 체계를 이용한 계조화 실현은, 제1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오차 확산 방식이 N 비트의 화
상 데이터 중 최하위 비트(LSB: least significant bit)로부터 n(n은 1,2,3,... 등의 정수) 비트를 오차 
확산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  처리한  후  얻어진  변조된  화상  데이터에서  최상위  비트(MSB:  most 
significant bit)로부터 N-n 비트를 화상 표시기에 출력하는데 비하여, 제1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알고
리즘으로 구현된다.  즉, 

1. N 비트의 2진(binary) 화상 데이터를 액정 표시 장치의 계조 표시에 최적인 M비트 코드로 화상 데이터
의 코드를 변환한다.  즉, N 비트의 화상 데이터를 최적 코드 선택 기준에 의하여 선택된 최적 코드 체계
(M-n)와 공간 변조 처리를 위한 부가 코드(n 비트)로 변환한다.

2. M 비트로 변환된 화상 데이터 중 공간 변조 처리를 위한 n(n은 1,2,3,... 등의 정수) 비트의 부가 코
드에 대하여 공간 변조를 수행한다. 공간 변조 방식은 종래의 오차 확산법이나 사용되는 표시기의 특성에 
맞는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최적 코드 체계(M-n 비트)에 의하여 표현된 화상 데이터를 계조 표시 방식에 의하여 구동함으로써 계
조화를 실현한다.

이와 같은 최적 코드 체계로 구성된 화상 데이터를 종래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과 같이 3개
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16계조로 실현하고자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코드 변환이 수행될 수 있다.  

먼저 상기와 같은 최적 코드 변환 방법의 실제예로서, 앞서 [표1]에서 구한 3비트 16계조 표현을 위한 최
적 코드 체계(7,5,3)와 부가 코드(1,1)로의 화상 데이터 변환은 [표4]와 같다.

20-8

1019950032496



[표 4]

이 [표4]로 부터의 코드 변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또한, 상기와 같은 최적 코드 변환 방법의 또 다른 실제예로서, 앞서 [표3]에서 구한 4비트 16계조 표현
을 위한 최적 코드체계(6,4,3,2)와 부가 코드(1)로의 변환도 상기와 같은 방식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상 데이터를 최적 코드로 변환한 다음에는 플로이드(Floyd) 및 스타인버그(Steinberg) 알고
리즘과 같은 종래의 오차 확산 처리 방식들을 이용하여 공간 변조를 행함으로써 화상 데이터를 변조한다.

다음으로, 변조된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계조화 구동을 수행함으로써 화상의 계조 표현을 구현한다.  여
기서, 계조 표현을 위하여 전압 크기 변조(Amplitude Modulation) 계조 표시 방식, 전압 및 프레임 변조
(Voltage  Frame rate Modulation) 계조 표시 방식 등 대부분의 계조화 구동 방식들이 사용될 수 있다.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 방식의 적용예로서 3비트 최적 코드 체계 (7,5,3)를 사용하여 16계조를 
액정 표시 장치에 표현하는 경우의 액정 표시 장치의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전압 및 구동 신호 
파형은 각각 아래 [표5] 및 제14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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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 [표5]의 선택된 최적 코드 체계 (7,5,3)에 대한 구동 저압은 다음 식들에 의하여 산출된다.

또한, 4비트 최적 코드 체계 (6,4,3,2)를 사용한 16계조를 액정 표시 장치로 표현할 때의 주사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전압 특성을 종래의 2진 코드 체계를 사용한 경우의 구동 전압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상과 같은 본 별명에 의한 계조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표7]을 이용하여 종래
의 계조 표시 방식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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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 [표7]에서, 빙식1 및 방식2는 종래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 방식으로, 방식1은 화상 데이터
를 8:4:2:1의 가중값으로 4개의 서브프레임을 구성하여 16계조를 표시한 경우이며, 방식2는 방식1의 종래
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 방식에서, 가중 데이터값 8:4:2:1의 최하위 1비트(LSB)를 오차 확산 
처리한 후(공간 변조 후), 나머지 3비트 즉 4:2:1(8:4:2????)의 가중값으로 3개의 서브 프레임을 구성하
여 16계조를 표시한 경우이며, 방식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로서 종래의 8:4:2:1의 가중값을 갖는 화상 
데이터 코드를 7:5:3의 가중값을 갖는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한 후, 3개의 서브 프레임을 구성하여 16
계조를 표시한 경우이며, 방식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로서 종래의 8:4:2:1의 가중값을 갖는 화상 데이터 
코드를 6:4:3:2의 가중값을 갖는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한 후, 4개의 서브 프레임을 구성하여 16계조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 4개의 방식들에 대하여 주사 전극 구동 전압의 최대치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전압의 
최대치, 그리고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표시방식에 있어서 각 서브 프레임간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의 변화량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의 변화량을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방식3 즉, 3비트 최적 코드 체계(7,5,3)를 사용한 16계조
화 구동 방식은 최대 주사 전극 구동 전압이 26.8V이고, 최대 데이터 전극 구동 전압이 1.729k로서 종래
의 방식1에서의 최대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및 최대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과 비교하여 81% 수
준이며, 종래 방식2에서의 최대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및 최대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과 비교하
여 90.4% 수준으로 낮다.  또한, 각 서브 프레임간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변화량 및 데이터 전극 구
동 신호 전압 변화량은 제안된 방식3의 경우 각각 9.255V 및 0.597V로 각각 종래 방식 1 및 방식 2의 
43.3% 및 62.4% 수준이다.

또한 4비트 최적 코드 체계(6,4,3,2)를 사용한 계조화 구현 방식인 방식4는 최대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
압이 28.65V이고, 최대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이 1.85V로서 종래 방식1에서의 최대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및 최대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과 비교하여 86.6% 정도로 낮다.  종래 방식2에서의 최대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및 최대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과 비교하여 방식4의 최대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및  최대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은  각각  28.65V  및  1.85V로서  96.6%  정도로  낮다.   
그리고, 각 서브 프레임간 주사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변화량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 변화량은 제
안된 방식4의 경우 각각 12.11V 및 0.782V로 각각 종래 방식1 및 방식2의 56.6% 및 81.7% 수준으로 낮다.

따라서, 전극 구동 IC들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변화율이 낮은 안정된 전극 구동 신호의 사용으로 
표시 화상의 안정화 및 작은 구동 신호에 의한 크로스토크 감소 효과(구동 신호가 작을수록 이웃 전극에 
발생되는 비분과 유도 전압이 작으므로) 등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다계조 표시 방식은 표시 계조 수가 증가할수록 그 실효성이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정의한 최적코드 체계 선택 기준 1,2,3,4를 역순으로 활용하여 선택 기준 4,3,2,1의 
순으로 코드 체계를 선택하여 다계조 표시 구동 전압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코드 변환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다계조 표시 방식을 적용한 액정 표시 소자의 구동 장치의 일례가 제15도에 도시되
어 있다.  제15도의 블록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코더(1,Encoder), 오차 확산 논리(2,Error diffusion 
logic)부 및 오차 버퍼 메모리(3, Error Buffer memory)의 추가만으로 구현되며, 그 외의 NxM 프레임 버
퍼 메모리(4), XOR 어레이(5), 합 논리(6 SUM LOGIC),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7), 전압 제어기(8), 표시 
제어기(9), 로우 함수 ROM(10), 로우 함수 레지스터(11), 칼럼 구동부(12, 데이터 전극 구동부), 로우 구
동부(13,  주사 전극 구동부) 및 NxM  액정 표시 소자(14)  등의 블록들은 다중선 주사(MLS:  multi  linr 
scanning) 혹은 AAT 방식 적용시의 회로들을 나타낸다.

여기서, 인코더(1)는 입력되는 8:4:2:1의 2진 코드 화상 데이터를 7:5:3:1:1의 최적 코드로 변환(인코
딩)한다.  오차 확산 논리(2)는 오차 버퍼 메모리(3)에 기억된 오차 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7:5:3:1:1의 
하위 2비트를 오차 확산 처리하여 7:5:3의 오차 확산된 코드를 NxM 프레임 버퍼 메모리(4)로 출력한다.  
NxM 프레임 버퍼 메모리(4)는 인가되는 7:5:3의 오차 확산된 코드를 일시 저장하여 데이터 처리가 원활하
게 진행되도록 한다.  XOR(exclusive OR) 어레이(5)는 NxM 프레임 버퍼 메모리(4)로부터 인가되는 오차 
확산된 코드와 로우 함수 레지스터(11)로부터 인가되는 로우 함수 정보(F(t)~F(t))를 XOR 논리로 처리하
여 합논리(6)에 제공한다.  합논리(6)는 XOR 어레이(5)에서 처리된 오차 확산된 코드와 로우 함수 정보
(F(t)~F(t))를 XOR 논리값들(-cF(t), cF(t), -cF(t), cF(t) 및 cF(t))을 합성하여 제2도에 도시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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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G(t)=-cF(t)+cF(t)-cF(t)+cF(t)+cF(t)의 액티브 어드레스 방식의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를 만든다.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7)는 합논리(6)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전극 구동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칼럼 구동부(12, 데이터 전극 구동부)에 제공한다.  칼럼 구동부(12)는 상기 아날로그 변환된 신호 및 전
압 제어기(8)로부터 제공되는 적절한 전압으로 표시 제어기(9)의 제어 신호에 따라 순차로 액정 표시기
(14)의 데이터 전극들을 구동한다.  로우 구동부(13, 주사 전극 구동부)는 로우 함수 ROM(10)의 주사 전
극 선택용의 로우 함수 및 전압 제어기(8)로부터 제공되는 적절한 전압으로 표시 제어기(9)의 제어 신호
에 따라 순차로 액정 표시기(14)의 주사 전극들을 구동한다.  전압 제어기(8)는 칼럼 구동부(12) 및 로우 
구동부(13)에 필요한 전압을 제공한다. 로우 함수 ROM(10)은 주사 전극 선택용의 함수(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며, 로우 함수 레지스터(11)는 XOR 어레이(5)에 제공될 로우 함수를 일시 저장한다.  그리고, 표시 
제어기(9)는 주사 전극들 및 데이터 전극들을 적절한 순서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신호를 각각 제
공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의 구동 시스템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코더(1)에 N 비트의 2진 코드(예, 가중치 8:4:2:1의 4비트 2진 코드)의 화상 데이터가 입력되면 
인코더(1)가 M비트의 최적 코드(예, 가중치 7:5:3:1:1의 5비트)로 변환(인코딩)한다.  이 M비트(5비트)의 
최적 코드에서 오차 확산 논리(2)는 오차 버퍼 메모리(3)에 기억된 오차 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M비트의 
하위 n비트(7:5:3:1:1의 하위 2비트)를 오차 확산 처리하여 M-n 비트(7:5:3)의 오차 확산된 코드를 만든
다.   M-n  비트의  오차  확산된  코드는  로우  함수  ROM(10)으로부터  제공되는  주사  전극  선택용  로우 
함수예, (F(t)~F(t))와 함께 XOR 논리 처리되어(예, -cF(t), cF(t), -cF(t), cF(t) 등의 XOR 논리값으로 
됨). 합논리(6)에서 디지탈의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예, G(t)=-cF(t)+cF(t)-cF(t)+cF(t)+cF  (t))로 합
성된다.  이 합성된 디지탈의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는 D/A 변환기(7)에 의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
어 칼럼 구동부(12)에 제공되고 이 신호에 의해 데이터 전극들이 구동된다.  칼럼 구동부(12)에 제공된 
상기 아날로그 변환된 신호는 전압 제어기(8)로부터 제공되는 적절한 전압으로 변환되어 표시 제어기(9)
의 제어 신호에 따라 순차로 액정 표시기(14)의 데이터 전극들을 구동한다.  한편, 주사 전극들은 로우 
함수 ROM(10)에서 제공되는 주사 전극 선택용 로우 함수가 전압 제어기(8)로부터 제공되는 절절한 전압으
로 변환되어 표시 제어기(9)의 제어 신호에 따라 로우 구동부(13)에 의해 순차로 선택되어 구동된다.

이상과 같이 종래의 2진 화상 데이터 코드 체계를 다른 형태의 코드 체계로 변환하여 구동하는 장치는 다
양한  응용이  가능하여,  액정  표시  소자  뿐  아니라  음극선관(Cathod-Ray  Tube),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PDP), 전자 형광(Electro-Luminence;EL) 표시기 등의 모든 표시 장치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표시 장치의 계조 표시 구동 방법은 종래의 2진 코드
(binary code)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2진 데이타 코드 체계의 N 비트 화상 데이터를 화상 표시 장치의 
특성 및 계조 표시 구동을 위한 서브 프레임수 및 구동전압 조건 등 화상 표시 장치의 시스템 환경을 고
려하여 N보다 크거나 같은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되, 이 최적 데이터 코드에 의하여 표현되
는 상위 M-n 비트 데이터의 최대값은 2진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기 화상 데이터의 최대값과 같
아야 한다는 제1코드 선택 기준과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레벨들 중에서 서로 인접
하는 계조 레벨들의 수가 가장 적어야 한다는 제2코드 선택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선택된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와 공간 변조를 위한 n 비트의 부가 코드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
고, 더욱이 상기 제1코드 선택 기준 및 상기 제2코드 선택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코드 체계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선택된 코드의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의 데이터 값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3코드 선택 기준과 그 선택된 코드의 각 데이터 비트간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
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4코드 선택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상기 N 비트 화상 데이터를 상기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고, 상기 최적의 M 비트로 변환된 화상 데이터에서 상기 오차 확산 처리값인 n 
비트 만큼을 오차 확산 처리한 다음, 상기 n 비트가 오차 확산 처리된 상기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
를 전압 크기 변조 방식이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다계조 표시를 구현함으로써, 전압 크
기 변조 계조 표시 방식 등 모든 계조 표시 방식에 대하여 제한된 계조 표시 능력으로 공간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2배 이상의 계조 표현을 실현할 경우 발생되는 계조 값들의 포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계조화 
방식으로 전압 및 프레임 변조 계조 표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주사 전극 및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 전압
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서브 프레임별 구동 전압의 크기 차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공간변조에 따른 
화질의 저하를 극소화 할 수 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계조 수가 증가할수록(서브 프레임 수가 증가할수
록) 구동 효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N 비트 화상 데이터의 오차 확산 처리값을 N보다 작은 n 비트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N 비트 화
상 데이터를 N 보다 크거나 같은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되, 이 최적 데이터 코드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위 M-n 비트 데이타의 최대값은 2진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기 화상 데이터의 최대값
과 같아야 한다는 제1코드 선택 기준과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레벨들 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계조 레벨들의 수가 가장 적어야 한다는 제2코드 선택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선택된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와 공간 변조를 위한 n 비트의 부가 코드로 이루어 지는 최저의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최적의 M 비트로 변환된 화상 데이터에서 상기 오차 확산 처리값인 n 비트 만큼을 
오차 확산 처리하는 단계; 상기 M-n 비트의 오차 확산된 코드는 주사 전극 선택용 로우 함수와 함께 XOR 
논리 처리되어 디지털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를 합성하는 단계; 상기 디지탈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를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아날로그 변환된 신호를 일정한 전압들로 변환하여 제어 신호에 따라 
순차로 데이터 전극들을 구동하는 단계; 상기 주사 전극 선택용 로우 함수를 일정한 전압들로 변환하여 
제어 신호에 따라 주사전극들을 순차로 선택하여 구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
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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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1코드 선택 기준 및 상기 
제2코드 선택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코드 체계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선택된 코드의 최상
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의 데이터 값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3코드 선택 기준
과 그 선택된 코드의 각 데이터 비트간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4코드 선택 기
준을 만족시키도록 상기 N 비트 화상 데이터를 상기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에서 상기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를 전압 
크기 변조 방식이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계조화를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

청구항 4 

입력된 N 비트 화상 데이터의 오차 확산 처리값을 N 보다 작은 N 비트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N 비트화상 
데이터를 N 보다 크거나 같은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되, 그 선택된 코드의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의 데이터 값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3코드 선택기준과 그 선택된 
코드의 각 데이터 비트간 가중치 차를 최소화하는 코드 체계이어야 한다는 제4코드 선택 기준을 만족시키
도록 선택된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 및 공간 변조를 위한 n 비트의 부가 코드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최적의 M 비트로 변환된 화상 데이터에서 상기 오차 확산 처
리값인 n 비트 만큼을 오차 확산 처리하는 단계; 상기 M-n 비트의 오차 확산된 코드는 주사 전극 선택용 
로우 함수와 함께 XOR 논리 처리하여 디지털 데이터 전극 구동 신호를 합성하는 단계; 상기 디지탈의 데
이터 전극 구동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아날로그 변환된 신호를 일정한 전압들로 
변환하여 제어기의 제어 신호에 따라 순차로 데이터 전극들을 구동하는 단계; 및 상기 주사 전극 선택용 
로우 함수를 일정한 전압들로 변환하여 제어 신호에 따라 주사전극들을 순차로 선택하여 구동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 M 비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3코드 선택 기준 및 상기 
제4코드 선택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코드 체계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상기 최적 M 비트 데이
터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위 M-n 비트 데이터의 최대값은 2진 코드 체계에 의하여 표현되는 상
기 화상 데이터의 최대값과 같아야 한다는 제1코드 선택 기준 및 오차 확산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계조 레벨들 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계조 레벨들의 수가 가장 적어야 한다는 제2코드 선택기준을 만족시키
도록 상기 N 비트 화상 테이타를 상기 M 비트의 최적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에서 상기 M-n 비트의 화상 데이터 코드를 전압 
크기 변조 방식이나 전압 및 프레임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계조화를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의 다계조 표시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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