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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정가능한 광원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57) 요약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는 조정가능한 광원(BL), 상기 광원(BL)에서 나온 광을 변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패널(DP) 및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과 상기 광원(BL)에 연결된 처리 회로(P)를 포함한다. 상기 처

리 회로(P)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 상에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픽셀의 그레이 레벨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V1)를 수

신하기 위한 입력을 구비한다. 상기 프로세서(P)는: - 상기 이미지 픽셀의 그레이 레벨에 따른 광원(BL)의 흐려진 밝기 레

벨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회로(S), 및 -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에 따라 상기 입력 신호(V1)를 적응시키기 위한 적응 회로

(A)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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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로서, 조정가능한 광원(BL); 상기 광원(BL)으로부터 나온 광을 변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픽셀

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패널(DP); 및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과 상기 광원(BL)과 연결된 처리 회로(P)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 회로(P)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 상에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픽셀의 그레이 레벨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V1)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구비하며:

- 상기 이미지 픽셀의 그레이 레벨에 따라서 광원(BL)의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S), 및

-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에 따라 상기 입력 신호(V1)를 적응시키기 위한 수단(A)

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선택 수단(S)은,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 이상의 디스플레이 픽셀의 밝기에 대응하는 다수의 그레이 레벨

의 발생 및/또는 미리 결정된 밝기 레벨 이하의 디스플레이 픽셀의 밝기 레벨에 대응하는 다수의 그레이 레벨의 발생에 따

라서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하기 위해 적응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선택 수단(S)은 발생의 하나 이상의 수의 발생 각각을 가중 계수로 곱함으로써 형성된 발생의 하나 이상

의 가중된 수를 포함하는 오류 함수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오류 함수는 발생의 상기 하나 이상의 가중된 수를 더함으로써 형성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 함수는 실질적으로:

,

이며, x는 픽셀의 그레이 레벨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g(x) 및 f(x)는 가중 함수이며, p(x)는 상기 이미지 내의 픽셀의 전체

수에 의해 나뉘어진 그레이 레벨(x)을 가진 픽셀의 발생 회수이며, x1은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을 제공하는 그레이 레벨이

며, xmax는 상기 입력 신호(V1) 내에서 최대 이용가능한 그레이 레벨이며, xthresd는 상기 미리 결정된 밝기 레벨에 대응하

는 그레이 레벨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함수(f(x),g(x))는 실질적으로 1과 같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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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가중 함수(f(x),g(x))는 픽셀과 그 이웃하는 픽셀 사이의 그레이 레벨의 편차(d(k1,k2))의

합계(fij)에 의해 형성되고, k1,k2는 상기 이웃하는 픽셀을 식별하는 지수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은 이미지 내에 이러한 그레이 레벨을 가진 모든 픽셀의 가장 큰 합계(fij)를 가진 픽셀인, 디스

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가중 함수(f(x),g(x))는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에 대응하는 그레이 레벨로부터 그레이 레

벨의 편차에 의해 또는 상기 미리 결정된 밝기 레벨에 대응하는 그레이 레벨로부터 편차에 의해 형성된, 디스플레이 디바

이스.

청구항 10.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밝기 레벨은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과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의 최대 콘트래스트

비율에 의해 형성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V1)는 상기 이미지의 컬러 성분(R1,G1,B1)을 포함하며, 성분 오류 함수는 상기 컬러 성

분(R1,G1,B1) 각각에 대해 결정되며, 상기 오류 함수는 상기 성분 오류 함수를 더함으로써 형성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

스.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회로(P)는 이미지의 흐려진 밝기 레벨(Lbdim(n))에 따라 이미지에 대한 평활된(smoothed) 흐

려진 밝기 레벨(Lbdim S(n)) 및 이전 이미지의 이전의 평활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S(n-1))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n은 연속적인 이미지의 시퀀스 수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smoothing)은 후속 이미지의 감소하는 흐려진 밝기 레벨보다 후속 이미지의 증가하는 흐려

진 밝기 레벨에 대해 더 빠른 응답 시간을 갖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하는 수단(S)은 이미지의 일부의 내용에 따라서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

하도록 더 적응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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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의 광원(BL)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는 상기 광원(BL)에서 나온

광을 변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픽셀을 가진 디스플레이 패널(DP);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과 상기 광원(BL)과 결합된

처리 회로(P)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 회로(P)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 상에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픽셀의 그레이 레

벨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V1)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구비하며, 상기 방법은:

- 상기 이미지 픽셀의 그레이 레벨에 따라서 상기 광원(BL)의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하는 단계(S), 및

-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에 따라서 상기 입력 신호(V1)를 적응시키는 단계(A)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의 광원(BL)을 조정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청구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를 포함하는 제품(PR) 및 상기 입력 신호(V1)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 처리

회로(SPC).

청구항 17.

집적 회로(P)로서:

-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의 디스플레이 패널(DP) 상의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픽셀의 그레이 레벨을 나타내는 입력 신

호(V1)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으로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는 조정가능한 광원(BL)을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

이 패널(DP)은 상기 광원(BL)으로부터 나온 광을 변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비하는, 입력 신호(V1)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

-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DP)과 상기 광원(BL)을 연결하기 위한 출력;

- 상기 이미지 픽셀의 그레이 레벨에 따라 상기 광원(BL)의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S); 및

-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에 따라서 상기 입력 신호(V1)를 적응시키는 수단(A)

을 구비한, 집적 회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조정가능한 광원, 상기 광원에서 나온 광을 변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패널 및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과 상기 조정가능한 광원에 연결된 처리 회로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P 1,111,578 A1은 수동 광 변조부 및 광원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개시한다. 비디오 신호는 이미지를 생성하

기 위한 수동 광 변조부에 제공된다. 비디오 신호의 진폭은 검출된 최소, 최대 및 비디오 신호의 평균 밝기 값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조정가능하다. 광원의 밝기는 진폭의 동적 조정 이후에 수동 광 변조부가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가 비디오 신호

의 각 프레임에 대한 평균 밝기 레벨로부터 시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가능하다. 알려진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의 단점은 이러한 진폭의 조정 및 광원의 밝기의 대응 조정이 모든 이미지에 대해 광 변조부 상의 이들 이미지의 가능한 최

상의 렌더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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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개시 단락에서 기술한 종류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디오 신호의 진폭 및 광

원의 밝기를 조정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갖는다.

이 목적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조정가능한 광원; 상기 광원으로부터 나온 광을 변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비

한 디스플레이 패널; 및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과 상기 조정가능한 광원에 연결된 처리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 상에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픽셀의 그레이 레벨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구

비하며:

- 상기 이미지 픽셀의 그레이 레벨에 따라 상기 광원의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하는 수단, 및

-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에 따른 입력 신호를 적응하는 수단

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현된다.

본 발명은 독립 청구항에 의해 한정된다. 종속 청구항은 유리한 실시예를 한정한다.

우선 광원의 흐려진 밝기 레벨이 결정된다. 이는 광원이 제공할 수 있는 값의 선택을 가능케 하며,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작

동 조건 또는 광원의 동적 변경의 제한을 고려한다. 다음 단계로서, 처리 회로는 선택된 밝기 레벨을 고려하여 입력 신호를

적응시킨다. 이 시퀀스는 흐려진 밝기 레벨의 각 이미지와 적응된 입력 신호에 대한 매칭 결합의 선택을 가능케 한다. EP

1,111,578 A1에 개시된 종래 기술은 우선 입력 신호의 진폭의 적응을 결정하며 이후 입력 신호의 밝기 레벨을 매칭하기

위해 흐려진 밝기 레벨을 결정한다. US 5,717,422는 광 변조부에 광을 제공하는 광원을 구비한 디스플레이를 개시한다.

제어부는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밝기 특성의 기능으로서 광원의 강도를 제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편, 어떠한 것도 광원

의 강도의 제어에 대응하는 변조부와 연결된 입력 신호를 적응시키는 것에 관해 개시되지 않는다. US 6,631,995는 광원과

광 제어 디바이스를 구비한 디바이스를 개시한다. 비디오 신호 증폭기를 통해 광 변조 패널은 디바이스에 의해 디스플레이

될 이미지의 콘트래스트가 원하는 값을 갖도록 구동된다. 광-제어 디바이스를 통해, 변조 패널에 광원에 의해 제공된 광의

양을 제어하며, 디스플레이될 이미지는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밝기가 원하는 값과 대응하도록 정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 기술은, 우선 원하는 콘트래스트를 결정한 다음, 광원에 의해 제공된 광의 양을 어느 정도로 제어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

일 실시예에서 선택 수단은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 이상의 디스플레이 픽셀의 밝기에 대응하는 다수의 그레이 레벨의 발생

및/또는 미리 결정된 밝기 레벨 이하의 디스플레이 픽셀의 밝기 레벨에 대응하는 다수의 그레이 레벨의 발생에 따라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하기 위해 적응된다. EP 1,111,578 A1에 개시된 종래 기술에 비해,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광원의

추가적 흐려짐을 제공하며,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 근처의 밝기 레벨에 대응하는 그레이 레벨을 일부 감소시킴으로써 최소

밝기 레벨 근처의 밝기 레벨에 대응하는 어두운 그레이 레벨의 개선된 식별력을 야기한다. 미리 결정된 레벨은 고정된 레

벨, 또는, 더 바람직하게 조정가능한 레벨일 수 있으며, 이는 흐려진 밝기 레벨에 따라 결정된다.

일 실시예에서 미리 결정된 밝기 레벨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흐려진 밝기 레벨의 최대 콘트래스트 비율에 의해, 바람직하게

는 상기 흐려진 밝기 레벨을 콘트래스트 비율로 나눔으로써 형성된다. 흐려진 밝기 레벨을 선택할 때 재생될 수 있는 최종

최소 밝기 레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이 최소 획득가능한 밝기 레벨 이하의 밝기 레벨에 대응하는 그레이 레벨

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서 정확히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리 결정된 밝기 레벨을 결정할 때, 적정한 범위의 값은

흐려진 밝기 레벨의 비율의 50% 내지 150%이며, 콘트래스트 비율은, 특히 80% 내지 100%의 범위이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양상들은 도면을 참조하여 더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다른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는 동일한 신호 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를 말한다.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의 일 실시예는 조정가능한 광원(BL), 광원(BL)으로부터

나온 광(LB)을 변조하기 위한 픽셀을 가진 디스플레이 패널(DP) 및 처리 회로(P)를 포함한다. 처리 회로(P)는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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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DP)과 조정가능한 광원(BL)에 연결되며 디스플레이 패널(DP) 상에 디스플레이될 이미지를 나타내는 입력 신호(V1)

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구비한다. 이미지는 픽셀의 행과 열의 행렬에 의해 나타내질 수 있다. 동영상(비디오)의 경우, 입

력 신호는 이미지의 시퀀스를 나타낸다. 입력 신호가 예를 들어, 비디오 프레임의 짝수 및 홀수 필드와 같은, 이미지의 부

분의 시퀀스를 포함하는 경우, 이미지는 짝수 또는 홀수 필드와 같이 또한 해석될 것이다.

처리 회로(P)는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픽셀의 밝기 레벨(이하 또한 그레이 레벨이라고 함)에 따라서 광원(BL)의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선택 수단은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하드웨어 선택 회로(S)일 수

있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선택 수단은 입력 신호(V1)를 처리하며 흐려진 밝기 레벨

(Lbdim)을 선택하며, 이에 따라 나중에 설명되는 것처럼 오류 함수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한다. 선택 회로(S)는 광원(BL)의

밝기 레벨(LB)을 흐려진 밝기 레벨(Lbdim)로 적응시키기 위해 광원 구동 신호(BLD)를 제공한다.

처리 회로(P)는 선택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에 따라서 입력 신호(V1)를 적응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적응 수단은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하드웨어 적응 회로(A)일 수 있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선택 회로

(S)는 상기 선택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에 따라 적응 구동 신호(AD)를 적응 회로(A)에 제공한다. 적응 회로(A)는 입

력 신호(V1)를 적응시키며, 이에 따라 적응 구동 신호(AD)와, 디스플레이 패널(DP)을 구동하기에 적합한, 출력 신호(V2)

에 입력 신호(V1)를 적응시키는데 필요한 임의의 다른 변형을 고려한다. 이들 다른 변형들은, 특히, 감마 정정, 디스플레이

패널(DP)의 전송 특성으로 입력 신호(V1)의 적응 및/또는 디스플레이 패널(DP)의 원색으로 입력 신호(V1)의 컬러 성분의

적응을 포함할 수 있다. 광원(BL)으로부터 광의 밝기 레벨(LB)과 결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DP)을 구동하는 출력 신호

(V2)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픽셀 각각의 광 출력(L)을 결정한다.

입력 신호(V1)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일 수 있으며; 이는 흑백 이미지 또는 컬러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 입력 신호는 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리된 휘도 신호를 포함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적색 성분(R), 녹색 성분(G) 및

청색 성분(B)을 구비한 RGB 신호의 형태로 컬러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 "그레이 레벨"이라는 용어는

컬러 성분의 진폭 레벨로 해석될 것이다. 이들 그레이 레벨 또는 진폭 레벨은 디지털 입력 신호의 경우 이산적(discrete)

레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8 비트 디지털 신호의 경우, 28=256개의 그레이 레벨 또는 진폭 레벨이 가능하다.

광원(BL)은 전체 디스플레이 패널(DP)을 조명하기 위해 도 2A에 도시된 것처럼 하나의 램프(L1)를 가진 단일 램프 백라

이트 유닛(BL1)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도 2B에 도시된 것처럼, 복수의 램프(L1,L2,L3,L4)를 가진 복수의 램프 백라이트

유닛(BL2)일 수 있으며, 각각은 디스플레이 패널(DP)의 대응 영역(R1,R2,R3,R4)을 조명하기 위해 배향된다. 각 램프

(L1,L2,L3,L4)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으로 동시에 흐려질 수 있거나 다른 양으로 그리고/또는 시간상 다른 순간에 분

리되어 흐려질 수 있다. 영역(R1,R2,R3,R4)들이 부분적으로 서로 중첩된 경우, 영역(R1,R2,R3,R4) 중 특정한 하나에 대

한 램프(L1,L2,L3,L4) 중 하나를 흐리게 하는 효과는 이러한 특정 영역과 중첩하는 다른 영역 내의 밝기 레벨의 변경을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밝기 레벨의 변경은 출력 신호(V2)를 적응시킴으로써 정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적응은 변경을

중화시킨다. 하나 이상의 영역(R1,R2,R3,R4)이,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될 이미지 내의 수평(또는 수직) 검은색 막대에 대

응하는 경우, 대응 램프(L1;L2;L3;L4)는 완전히 턴오프될 수 있다.

도 2C에 도시된 것처럼, 다른 대안은 복수의 다른 컬러의 컬러 램프(LC1,LC2)를 가진 다색 백라이트 유닛(BL3)이며, 컬

러 램프(LC1,LC2)는 디스플레이 패널(DP)의 같은 영역을 조명하도록 배향된다. 물론, 광원은 또한 대안(예, 램프의 수, 유

형 또는 위치) 및/또는 전술한 백라이트 유닛의 결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램프의 수는 픽셀의 수와 같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미도시)은 실질적으로 일정한 밝기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램프를 구비하는, 백라이트 유닛이며, 한편, 광의

흐려짐은 광 셔터에 의해 얻어지며, 이는 램프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DP)로 전달될 광의 양을 제어한다. 광 셔터는 분리

되어 제어가능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어서, 광의 양은 조명될 영역의 부분마다 제어될 수 있다.

램프는, 형광등, LED 또는 OLED와 같이, 임의의 유형의 램프가 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DP)은 LCD 패널 또는, 예를 들어 디지털 미러 디바이스(Digital Mirror

Devices)를 구비한 프로젝터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이동가능 마이크로 미러를 구비한 패널과 같은, 임의의 다른 광-변조

패널일 수 있다. LCD 패널은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패널을 통과하는 광을 변조하기 위한 투과형 LED 패널이거나 패널

에 의해 반사된 광을 변조하는 반사형 LCD(미도시)이거나 투과된 광과 반사된 광을 모두 변조할 수 있는 반투과형

(transflective) LCD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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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패널(DP)은, 예를 들어, TV 세트, 모니터, 휴대용 컴퓨터(랩톱),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PDA 또는 휴대폰과 같

은, 디스플레이 제품(PR)에 응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제품은 입력 단말기(IN)를 통해 수신된 처리 신호를 위한 신

호 처리 회로(SPC)를 포함하며, 이들을 디스플레이 모듈의 입력 신호(V1)로 변환한다. 입력 단말기(IN)는 기저 대역 신호

가 수신되는 안테나 단말기 또는 커넥터일 수 있다. 제품(PR)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상의 이미지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

는 직접 시청 디스플레이 패널이거나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투영된 이미지를 스크린 상의 광학 시스템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션 기반 시스템일 수 있다. 프로젝션 시스템은 후면 또는 전면 프로젝션 시스템일 수 있다.

설명의 간략함을 위해, 도 1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D)의 작동의 원리는, 디지털 흑백 입력 신호(V1)를 구비한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며, 이는 이미지의 픽셀의 그레이 레벨(x)을 나타낸다.

광원(BL)을 최대 밝기 레벨(LBmax)로 설정할 때, 적응 회로(A)는 출력 신호(V2)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으며, 이는

첫 번째 커브(C1)를 따라 입력 신호 내의 대응 픽셀의 그레이 레벨(x)의 함수로서 디스플레이 픽셀의 광 출력(L)을 야기한

다. 이상적인 패널의 경우, 광 출력(L)은 0의 그레이 레벨(검은색 레벨)로부터 최대 이용가능한 그레이 레벨(xmax)(흰색 레

벨)까지의 그레이 레벨(x)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LCD 패널과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콘트래스트 비율(CR)은

대략 100 내지 200의 크기의 값으로 제한된다. 그 결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낮은 밝기는 Lbmax/CR이다. 이는 임계 레벨

(xthres) 이하의 값을 가진 그레이 레벨이 디스플레이 패널(DP) 상에 정확히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0부

터 xthres까지의 모든 어두운 그레이 값은 광출력(Lbmax/CR)을 가질 것이다.

일부 이미지에 대해 이들 어두운 그레이 값들의 재생을 개선하기 위해 광원(BL)의 광을 흐려진 밝기 레벨(Lbdim)로 흐려

지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곡선(C2)으로 도시된다. 흐려짐의 결과, 가능한 가장 낮은 밝기는 이제 도 3

에 도시된 것처럼 최소 밝기 레벨(Lbdim/CR)로 감소된다.

세 번째 곡선(C3)에 따른 광 출력(L)으로 입력 신호(V1)를 맵핑함으로써, 어두운 회색 레벨의 재생의 추가적 개선이 최소

그레이 레벨까지 얻어지며, 이는 xthres보다 작은 흐려진 임계 레벨(xthresd)이다. 이러한 흐려진 임계 레벨(xthresd)은 최소

밝기 레벨(Lbdim/CR)에 대응한다. 이러한 개선은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에 대응하는 레벨(x1) 이상의 그레이 레벨의

클리핑을 대가로 얻어진다.

입력 신호(V1)는 이미지가 얻어진 소스에 의해 제공된 감마 사전 정정 함수(Gs(Ls))를 포함할 수 있다. 용어 Ls는 소스에

서 이미지의 밝기를 나타낸다. 입력 신호(V1)의 최종 그레이 레벨(x)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Gs(Ls)

디스플레이 패널(DP)은 사전 정정 함수(Gs)와 다른 감마 특성(Gd)을 지닐 수 있다. 적응된 그레이 레벨(x')로 구동될 때 디

스플레이 패널(DP)은 다음의 광 출력(L)을 생성한다

L=(Lbdim/Lbmax).Gd(x')

광출력(L)을 이미지 소스의 밝기(Ls)에 매칭하기 위해 적응된 그레이 레벨(x')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x'=Gdi(Lbmax/Lbdim.Ls)=Gdi(Lbmax/Lbdim.Gsi(x))

Gdi 및 Gsi는 각각, Gd 및 Gs의 역함수를 나타낸다. 룩업표는 그레이 레벨(x)의 함수로서 적응된 그레이 레벨(x')을 결정

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이미지의 컨텐츠에 따라, 광(BL)은 흐려질 수 있다. 이미지가 xmax에 가까운 그레이 값을 가지며 xthres미만의 어떠한 값도

가지지 않은 많은 밝은 픽셀을 포함하는 경우, 광원(BL)은 최대값(Lbmax)으로 구동될 수 있다. 이미지가 x1이상의 그레이

레벨을 갖는 매우 적은 픽셀과 xthres이하의 그레이 레벨을 가진 많은 픽셀을 포함할 때, 광원(BL)은 흐려진 밝기 레벨

(Lbdim)로 구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흐려진 밝기 레벨(Lbdim)과 대응하는 그레이 레벨(x1)은 후속 이미지(또는 복수의

램프 백라이트 유닛(BL2)이 적용되는 경우 후속 이미지 각각의 영역마다)에 대해 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미지가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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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xthres 이하의 그레이 레벨을 가진 픽셀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열화(deterioration)는

불가피하며 절충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된 이미지의 인지된 열화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오류 함수가 적용되며 이 오류

함수는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열화 양에 대응한다. 각 이미지에 대해 이러한 오류 함수의 최소값을 야기하는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을 선택함으로써, 열화는 최소화된다.

오류 함수는 흐려진 밝기 레벨(Lbdim) 이상의 밝기 레벨(L)에 대응하는 다수의 그레이 레벨(x)의 발생 및/또는 미리 결정

된 밝기 레벨 이하의 밝기 레벨(L)에 대응하는 다수의 그레이 레벨(x)의 발생을 포함하며, 이는 최소 밝기 레벨(Lbdim/

CR)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류 함수(ETot(x1))의 일 실시예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g(x) 및 f(x)는 가중 함수이며, p(x)는 이미지 내의 전체 수로 나뉘어진 그레이 레벨(x)을 가진 픽셀의 발생 회수이다. ETot

(x1)는 그레이 레벨(x1)에 대응하는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을 선택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픽셀의 전체 수로 나누는 것은 생략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수가 합계 내의 모든 항에 대해 동일하며 단지 픽셀의 수로 측정

될 결과 오류 함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가중 함수(f(x),g(x))는 실질적으로 1과 같을 수 있으며, x1 이상 또는 xthresd 이하의 그레이 레벨 각각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대안적으로, 가중 함수는 이하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것처럼 동일한 그레이 레벨(x)을 가진 픽셀 주변의 픽셀에 관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도 7은 픽셀의 행(i)과 열(j)의 행렬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일부를 도시한다. 각 픽셀은 행 색인(i)과 열 색인(j)의 결합에 의

해 식별된다. 그레이 레벨(x1) 이상의 주어진 그레이 레벨(x)에 대해(따라서, 클리핑된 그레이 레벨이 됨), 색인(i,j)은 이

그레이 레벨(x)을 가진 픽셀에 대해 결정된다. 이후 이에 따라 결정된 색인(i,j)을 가진 픽셀 각각에 대해, 가중 인자(fij)가

결정된다. 이러한 가중 인자(fij)는 색인(i,j)을 가진 픽셀을 둘러싸는 픽셀의 그레이 레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주변 픽셀

의 행 색인의 범위는 가장 낮은 값인 i-il(정수값)으로부터 가장 높은 값 i+i2(정수값)까지 및 이를 포함한 값이다. 주변 픽

셀의 열 색인(j)의 범위는 가장 낮은 값 j-j1(정수값)에서 가장 높은 값 j+j2(정수값)까지이며 이를 포함한 값이다. 색인

(i,j)을 가진 픽셀은 물론 주변 픽셀(SP)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 가중 인자(fij)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색인(k1,k2)

을 가진 주변 픽셀(SP)과 색인(i,j)을 가진 픽셀 사이의 그레이 레벨의 차(d(k1,k2))를 합계하는 것이다. 색인(i,j)을 가진

픽셀의 그레이 레벨(x)보다 더 큰 그레이 값을 가진 주변 픽셀(SP) 만이 고려되었는데, 이는 이 클리핑으로 인한 클리핑 양

과 세부 손실 양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중 인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b는 b>=1 또는 b=0을 가진 지수이며, d(k1,k2)<0인 경우 d(k1,k2)=0이며, 합계는 k1=i와 k2=j의 결합은 제외해야 한다.

값(fij)은 그레이 값(x)을 가진 픽셀 각각에 대해 계산된다.

그레이 레벨(x)과 연관된 최종 가중 함수(f(x))는, 이 값(x)을 가진 픽셀에 대해 발견된 가장 큰 값(fij)일 수 있다. 대안적으

로, f(x)는 이 값(x)을 가진 픽셀에 대해 발견된 모든 가중 계수(fij)의 합계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가중 계수(f(x))는 이래의 식으로 나타낸 것처럼 클리핑의 양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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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1)항은 입력 신호의 그레이 값(x)으로부터 디스플레이된 그레이 값의 편차를 나타내며, 따라서 클리핑의 양에 대한 측

정이다. 가중치는 b=1을 선택함으로써 선형일 수 있거나, b>1을 선택함으로써 비선형일 수 있다. 가중 함수(f(x))에 대해

제공된 모든 실시예들은 가중 함수(g(x))를 준용해서 적용한다.

소프트 클리핑(soft clipping)을 이용한 다른 실시예는 도 4에 도시된다. 도 3에서와 같이, 그레이 레벨(x)의 함수로서의

광 출력(L)이 최대 그레이 레벨인 Xmax를 가지고 도시된다. 첫 번째 곡선(C1)은 또한 이상적 패널에 대한 곡선을 도시한

다. 네 번째 곡선(C4)은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에 대한 소프트 클리핑을 도시한다. 그레이 레벨(x3 및 x2) 사이에서 네

번째 곡선(C4)은 실질적으로 도 3에 도시된 것 같은 세 번째 곡선(C3)과 유사한, 첫 번째 곡선(C1)에 후속한다. 그러나, 세

번째 곡선(C3)과의 차이점은 그레이 레벨(x3) 아래에서 광 출력(L)과 그레이 레벨(x)의 관계는 점차 평평하게 된다

(flattened). 그레이 레벨(x)이 0에 가까워질 때 광 출력은 최소 밝기 레벨(Lbdim/CR)에 가까워진다. 도 3에 도시된 세 번

째 곡선(C3)에서, 0과 xthresd 사이의 모든 그레이 레벨들은 같은 최소 밝기 레벨(Lbdim/CR)로 렌더링된다. 도 4에 도시된

소프트 클리핑을 이용한 네 번째 곡선(C4)에서, 0과 xthresd 사이의 그레이 레벨은 다른 밝기 레벨로 렌더링된다. 따라서,

xthresd 이하의 그레이 레벨은 식별가능한 상태로 있으며, 이에 따라 인지된 이미지 품질을 개선한다. 유사하게, 네 번째 곡

선(C2)은 x1 이상의 그레이 레벨이 식별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x2 이상에서 평평해진다. 이렇게 평평해지는 것(flattening)

은 도시된 것처럼 비선형적일 수 있지만, 또한 요구된 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0에서 x3까지 및/또는 x2로부터 xmax까지

선형적일 수 있다.

도 3과 도 4에 도시된 실시예들은 룩업표를 가질 수 있다. 이들 룩업표들은 입력 신호(V1)의 각 그레이 레벨에 대해 출력

신호(V2)의 그레이 레벨의 대응값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패널(DP)이 출력 신호(V2)의 이들 대응 그레이값으로 구동될

때, 광 출력(L)은 룩업표에서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그레이 레벨(x)의 함수로서 곡선을 따른다.

소프트 클리핑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입력 신호(V1)의 그레이 레벨의 함수로서 광 출력(L)에서 도입된 오류의 양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오류는, 예컨대, 도 3의 세 번 째 곡선(C3)에서 도시된 것처럼, 0에서 xthresd 및 x1에서 xmax 범위

내에서 그레이 레벨의 클리핑으로부터 기인한다.

Bezier 곡선의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알려진 방법은 평활(smoothing) 알고리즘으로서, 특히 Bezier 곡선의 2차식 형태

로 응용될 수 있다. 이 2차식 형태는 단지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3개의 제어점(P0,P1 및 P2) 사이의 선형 보간의 선형 보간

이다. 아래 주어진 알고리즘은 반복되며, 출력 신호(V2)의 매끄러운 Bezier 곡선 상의 다수의 샘플에 대한 정수 h 및 t로

표시된다. 입력 신호(V1)의 그레이 레벨(x)의 함수로서 출력 신호(V2)의 출력 그레이 레벨(y)은 도 10에 도시된다. 기본

적으로, 곡선(C4)은 도 4에 도시된 곡선(C4)에 대응하지만, 이제 출력 신호와의 관계는 광 출력(L)과의 관계 대신에 도시

된다. 출력 그레이 레벨(y)은 대응 그레이 레벨(x)과 같은 색인이 주어졌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t=0,

h=1 내지 m에 대해 {

t=t+(1.0/m)}

흰색 레벨 상의 소프트 클리핑은 P0=y2(임의로 선택되지만 ymax보다 작고 0보다 커야 함; 도 10 참조), P1=ymax 및

P2=ymax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샘플의 수(m)는 xmax와 x2 사이의 그레이 레벨의 수와 같도록 선택될 수 있다.

어두운 그레이 레벨 상의 소프트 클리핑에 대해, P0=ythresd, P1=ythresd 및 P2=y3이다. 값(y3)은 2*ythresd일 수 있으며, x3

와 같은 다수의 샘플(m)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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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신호(V1)가 예를 들어 적색 성분(R1), 녹색 성분(G1) 및 청색 성분(B1)과 같은, 컬러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처리 회

로(P)는 도 5의 블록도에 도시된 것처럼 실현될 수 있다. 선택 회로(S)는 컬러 성분(R1,G1,B1) 각각의 오류 함수의 합계가

최소화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을 선택하기 위해 적응된다. 컬러 성분(R1,G1,B1)의 그레이 레벨은 컬러 성분

(R1,G1,B1)의 진폭 레벨로서 해석될 것이다. 합계는 오류 함수의 가중된 덧셈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가중치는 컬러

성분(R1,G1,B1) 각각의 밝기 기여도에 기초할 수 있다.

선택 회로(S)는 광원 구동 신호(BLD)를 제공하며, 이는 광원(BL)을 선택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로 조정한다. 선택 회

로는 또한 적응 구동 신호(AD)를 제공한다. 이러한 적응 구동 신호(AD)에 기초하여 적응 회로(A)는 각각의 컬러 성분 조

정 회로(AR,AG,AB) 내의 컬러 성분 각각의 그레이 레벨(진폭)을 적응시킨다. 흐려짐으로 인해 이미지의 어두운 회색 영역

내의 컬러는 더욱 정확히 재생되는데, 이는 컬러 성분 각각의 이들 어두운 그레이 레벨에 대응하는 진폭이 디스플레이된

이미지 내에서 식별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럼, 추가적 변환은 적응 회로(A)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

(DP)이 입력 신호(V1)의 원색과 다른 원색 및/또는 다른 수의 원색을 가진 경우, 또한 입력 신호(V1)의 원색에서 디스플레

이 패널(DP)의 원색으로의 변환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적 실시예는 도 6에 도시된 흐름도로 도시된다:

- 제 1 단계(M1)에서 입력 신호(V1)는 디스플레이될 이미지를 나타내며, 추가 분석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 이미지의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분석된다. 예를 들어, 비디오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미지의 시퀀스의 경우, 흐름도는 이미지의 시퀀

스의 각 후속 이미지에 대해 반복된다. 제외될 영역은 스크린의 상부 및 하부에 나타난 검은색 막대, 왼쪽 및 오른쪽의 검

은색 막대, 부제(subtitling),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및/또는 비디오 이미지 내에 삽입된 임의의 다른 정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은색 막대의 검출은 잘 알려져 있으며 더 설명되지 않는다.

- 제 2 단계(M2)에서, 히스토그램은 입력 신호(V1)의 컬러 성분(R1,G1,B1) 각각에 대해 결정된다. 각 히스토그램은 대응

컬러 성분(R1,G1,B1)의 그레이 레벨(진폭)의 발생의 회수를 제공한다. 히스토그램은 모든 영역에 대한 또는 오직 제 1 단

계(M1)에서 제외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 제 3 단계(M3)에서 오류 함수는 주어진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에 대해 각 컬러 성분(R1,G1,B1)에 대해 결정된다.

- 제 4 단계(M4)에서 컬러 성분(R1,G1,B1)의 오류 함수가 추가된다. 오류 함수의 값이 최소값이 아닌 경우, 제 3 단계

(M3)와 제 4 단계(M4)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오류 함수의 최소 값에 대응하는, 흐려진 밝기 레벨의 값(Lbdim)이 발견될

때까지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의 다른 값에 대해 반복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절전을 위해,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모듈

의 사용자가 절전 모드를 선택할 때, 흐려짐은 또한 이미지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흐름도에 따라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흐려짐의 양은 최종 오류 기능의 값에 따라서 만들어 질 것이다.

- 제 5 선택 단계(M5)에서 평활(smoothing)은 다음 이미지에 대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의 갑작스런 변화에 의해 디

스플레이된 이미지의 플리커(flicker)를 회피하기 위해 적용된다. 평활은 이전 이미지에 적용된 평활된 흐려진 밝기 레벨

(Lbdim)에 따라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의 값을 만들어서 얻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순서에서 n번째 이미지

에 대한 평활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S(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bdimS(n)=q. Lbdim(n)+(1-q). LbdimS(n-1)이며, 상수 q: 0<=q<=1.

제 5 단계(M5)로 인해 n번째 이미지에 대한 선택된 평활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S(n))의 값이 이용가능하다. 이 값은

광원(BL)에 인가될 때 이 밝기 레벨을 생성하는 광원 구동 신호(BLD)로 변환된다. 게다가, 제 5 단계(M5)에서, 적응 구동

신호(AD)는 생성되며, 이는, 예컨대, 선택된 평활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에 대응하는 그레이 레벨(x1)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제 6 단계(M6)에서 선택된 평활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에 대응하는 그레이 레벨(x1)은 어떤 곡선에 따라 입력 신호

(V1)의 그레이 레벨이 적응되어야 하는지(예,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제 3 곡선(C3))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택적

으로 소프트 클리핑은 도 4에 도시된 것처럼 제 4 곡선(C4)을 적용함으로써 이전에 설명된 것처럼 적용될 수 있다.

제 5 단계(M5)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평활은 다음 이미지동안 흐려진 밝기 레벨(Lbdim(n))의 증가에 대해 더 빠르게 응답

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이는 증가동안 다른 상수(q)를 선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점은 흰색 영역 내의 클리핑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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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운 이미지의 순서에 뒤이은 흰색 영역을 가진 이미지에 대해 감소된다. 동시에 후속 이미지에 대한 흐려진 밝기 레벨

(Lbdim(n))동안 비교적 느린 응답은,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플리커가 회피되는 것을 보장한다. 상수(q)에 대한 적절한 값

은 증가하는 흐려진 밝기 레벨(Lbdim(n))의 시퀀스 동안 0.95이며 다른 시퀀스 동안 q=0.05이다.

평활은 또한, 예를 들어 램프가 광 출력을 변경할 수 있는 비율 또는 램프의 적절한 수명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임의의 한계

와 같은, 램프 파라미터를 고려할 수 있다. 평활은 또한 램프의 실제 작동 조건 또는 이전 작동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도 9는, 피드백을 사용하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면은, 선택 회로(S)

에 대한 입력이 이제 출력 신호(V2)라는 것을 제외하고,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다. 이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선택 회로(S)는 (n-1)번째 이미지에 대응하는 출력 신호(V2)의 그레이 레벨에 기초하여 이미지 시퀀스의 n번째

이미지에 대한 흐려진 밝기 레벨(Lbdim(n))과 대응 적응 구동 신호(AD)를 결정한다.

광원(BL)을 흐려지게 하고 동시에 입력 신호(V1)를 적응시켜 흐려짐을 보상할 때, 디스플레이 패널은 더 높은 전송(또는

반사) 비율로 작동한다. 특히 LCD 패널에 대해, 이러한 더 높은 전송 비율에서 시야각은 증가한다. 이는 이전에 설명된 것

과 같은 입력 신호(V1)를 적응시키는 것과 결합한 흐려짐은 흐려진 이미지에 대한 시야각을 개선하는 추가적 이점을 지닌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광원의 램프는 흐려질 때 더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전력은 흐려짐이 적용될 때 절

약된다. 동시에 램프의 수명은 연장될 수 있다.

추가적 이점은, 흐려짐의 양이 광원의 작동 한계를 고려할 때, 광원이 따라갈 수 있는 흐려짐의 양을 우선 선택한 후, 입력

신호(V1)의 대응 적응을 결정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원이 다음 이미지의 요청된 밝기 변경에 후속할

수 없다는 사실로 야기된, 임의의 불일치는 회피되며, 이에 따라 화상 품질 저하를 회피한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제한하기보다는 설명하며 당업자는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에서 이탈하지 않은 많은 대안적인

실시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다양한 블록에서 특

성의 할당은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다. 청구항에서, 괄호 안의 임의의 참조 부호는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포함하다"라는 동사와 그 활용어의 사용은 청구항에 기술된 것 이외의 요소 또는 단계

의 존재를 제외하지 않는다. 단수 요소는 복수 요소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여러 수단을 열거하는 장치 청구항에서 여

러 가지 이들 수단은 동일한 하드웨어 항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특정 수단이 상호 다른 종속 청구항에 언급되었다는 사

실만으로 이들 수단의 결합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조정가능한 광원, 상기 광원에서 나온 광을 변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패널 및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과 상기 조정가능한 광원에 연결된 처리 회로를 포함하는 디스플

레이 디바이스에 이용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백라이트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의 작동을 도시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입력 신호의 그레이

레벨에 대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출력 휘도의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다른 실시예의 작동을 도시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입력 신호의 그레

이 레벨에 대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출력 휘도의 다른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적용된 처리 회로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흐름도.

도 7은 픽셀의 행(i)과 열(j)의 행렬을 포함하는 이미지의 일부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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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부드러운 클리핑(soft clipping)을 획득하기 위한 보간 접근 방식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피드백을 가진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10은 입력 신호의 그레이 레벨의 함수로서 출력 신호의 출력 그레이 레벨의 그래프.

도면

도면1

도면2a

공개특허 10-2007-0005637

- 12 -



도면2b

도면2c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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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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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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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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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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