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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액정을 사용한 표시장치에 있어서, 계조(階 ) 재현성이나 색 재현성이 좋고, 경시적으로 안정하여 온도 변화
의 영향도 받기 어려운 계조 표시를 행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전체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일괄 변조하는 수단과, 각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개별로 변조하는 수단에 의해 계조를 행한다. 예컨대, 1 표시주기를 8개의 구간으로 등

분할하고, 구간 k(0 ≤ k ≤ 7)에서의 광원(일괄 광변조수단)의 휘도가 1/2
K
에 비례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구간에서는 액정(이차원 광변조수단)이 OFF가 되는 전압 V 또는 ON이 되는 전압 V의 어느 것인가를 인가한다. 

이렇게 하면 2
8 
= 256가지의 전압이 걸리는 쪽에 따라서 디지털적으로 선형의 256 계조를 얻을 수 있다.

대표도대표도대표도대표도

도10도10도10도10

색인어색인어색인어색인어

계조, 선형성, 액정, 표시장치, 표시방법, 단위구간, 표시주기, 재현성

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TN 액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VA 액정의 전압에 대한 응답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수직배향(VA) 액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상에 형성된 전기회로의 도면, 

도 5는 도 8의 회로에서 화소전극으로의 전압신호의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도 6은 종래 기술에서 계조(階 )표시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파형도, 

도 7은 표시장치로 외부에서 주는 신호와 밝기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8은 각 전압파형에 대한 샘플패널의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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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로서 표시장치의 화소의 휘도의 계조표시의 기본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0은 상기 실시형태의 표시에서 계조가 얻어지는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1-4 실시예에서 계조가 얻어지는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1-7 실시예에서 계조가 얻어지는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1-8 실시예에서 계조가 얻어지는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의 일례로서 레이저광을 사용하는 경우의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로서 발광 다이오드와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를 사용한 장치의 구성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2-1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단면도, 

도 17은 상기 실시예에서의 광원 발광휘도와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각 화소에서 반사율의 타이밍을 나타내
는 파형도, 

도 18은 상기 실시예에서 액정의 상승시간(τr)과 강하시간(τd)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도 19는 상기 실시예에서 액정의 상승시간과 강하시간을 고려할 때 액정 반사율의 시간변화와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2-2 실시예로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상에 형성된 전기회로의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제2-3 실시예로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상에 형성된 전기회로의 도면, 

도 22는 상기 실시예의 광원 발광휘도와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각 화소에서 반사율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파형도, 

도 23은 본 발명의 제2-4 실시예로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상에 형성된 전기회로의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제2-5 실시예로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상에 형성된 전기회로의 도면, 

도 25는 상기 실시예의 변형예로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상에 형성된 전기회로의 도면, 

도 26은 DMD의 구조와 작용을 설명하는 도면, 

도 27은 본 발명의 제2-6 실시예로서 DMD를 사용한 표시장치의 구성도, 

도 28은 본 발명의 제2-7 실시예로서 회전필터를 사용한 표시장치의 구성 및 회전필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제2-8 실시예로서 광 셧터를 사용한 표시장치의 구성도, 

도 30은 상기 실시예에서 액정을 사용한 광 셧터의 구성도, 

도 31은 본 발명의 제2-9 실시예로서 자발광형( 光 )의 공간 광변조소자를 사용한 표시장치의 구성도, 

도 32는 본 발명의 제2-10 실시예로서 액정을 사용한 표시소자의 단면도, 

도 3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의 샘플패널의 특성 측정계의 개념도, 

도 34는 상기 실시형태에서 사용한 VA 액정의 전압-투과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35는 상기 실시형태에서의 샘플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전압파형의 도면, 

도 36은 상기 실시형태에서의 저계조영역에서 표시 화소수를 저감한 경우의 샘플패널의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
프, 

도 37은 상기 실시형태에서의 샘플패널의 Al 전극측과 ITO 전극측의 전위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때의 전압파형
도, 

도 3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형태에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이나 SRAM 기판과 VA 액정을 조합한 액정패널을 구
동하기 위한 전압 파형의 도면, 

도 3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형태에서의 SRAM 기판의 화소구조와 논리회로의 도면, 

도 4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형태에서의 영상 표시장치의 단면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41은 상기 실시형태의 영상 표시장치의 표시 제어수단의 회로의 평면도, 

도 42는 상기 실시형태의 상기 영상 표시장치의 각종 구동신호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 

도 43은 상기 실시형태의 영상 표시장치의 계수기(計 ), 치수기( ), 비교기( 較 )의 출력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 

도 44는 종래 예에서 계조의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 

도 45는 본 발명의 제7 실시형태로서 영상 표시장치의 표시 제어수단의 회로도, 

도 46은 본 발명의 제8 실시형태로서 영상 표시장치의 표시 제어수단의 회로도, 

도 47은 계수기, 치수기, 비교기의 출력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 

도 48은 계수기, 치수기, 비교기의 출력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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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는 비교기와 화소전극과의 사이에 XOR(배타적 논리화)게이트를 마련한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 

도 50은 본 발명의 영상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51은 본 발명의 영상 표시장치의 다른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52는 본 발명의 액정 필름시트겸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사용하여 투여 디스플레이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 

도 53은 상기 실시형태의 주요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54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겸 휴대투사형 디스플레이로서 사용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 

도 55는 본 발명의 몇개인가 실시형태에서의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계조화하여 표시시의 처리순서의 개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관측자, 11 광검출기,

100 기판(대향기판), 102 투명전극,

104 화소전극, 105 차광층,

106 신호선, 107 층간절연층,

108 드레인, 109 게이트,

110 소스,

111 화소 스위칭소자, MOS 트랜지스터,

112 Si 기판, 121 주사선,

122 쌍안정소자, 123 메모리 회로,

124 액정기록 스위칭소자, 125 일괄 기록선,

126 일괄 소거선, 127 일괄소거 스위칭소자,

128 클록 신호선, 132 제1 치수기,

133 제2 치수기, 134 비교기,

135 계수기, 150 Si 기판,

151 단결정 Si 반도체 기판, 200 대향기판,

206 샘플패널, 화소, 207 구동전원,

212 스위치, 213 표시제어 단위회로,

2131 표시제어 단위회로(2 화소분),

2132 표시제어 단위회로(4 화소분),

300 액정분자, 액정층, 400 일괄 광변조수단,

401 광원(발광 다이오드), 401, 401r, g, b LED(발광 다이오드),

402 발광휘도 제어수단, 403 광원(일정 휘도),

404 적외선 레이저, 405 비선형 광학소자,

406 편광 회전소자, 41 필터,

410 회전필터, 411 중심축,

412 광 셧터, 413 투명기판,

4131 투명기판, 4132 투명기판,

414 투명전극, 4141 투명전극,

4142 투명전극, 415 액정,

416 구동전원, 417 편광필름,

4171 편광필름, 4172 편광필름,

45 편광빔 스플리터, 450 일괄변조 광속,

500 이차원 광변조수단, 501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

502 자발광형 공간 광변조수단,

5131 투명기판, 5132 투명기판,

5141 투명전극, 5142 투명전극,

88-3

1020000056092



5172 편광필름, 530 라이트밸브 구동회로,

5401 DMD 구동회로, 541 DMD,

550 개별변조 출력광속, 552 미소 미러,

554 투과광, 60 렌즈,

61 투사렌즈, 70 스크린.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프로젝터, 직시형의 액정 디스플레이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의 표시장치와 그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장치로서는, TFT(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패널이나 전기 기록형의 액정라이트 밸
브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액티브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는 기판과 대향측의 투명전극 기판과의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구조이다. 여기서 액티브 매트릭스 구조란, 액정층의 인가전압을 화소 단위로 제어하기 
위해, 2차원적으로 전극, 트랜지스터가 배열된 구조이다. 그리고, 주로 유리나 석영 등의 투명기판상에 형성된 
TFT 어레이나, 다결정 또는 단결정의 Si상에 형성된 MOS(금속-산화물-반도체) 트랜지스터 어레이가 이용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는 투과형이고, 후자는 반사형이 된다. 또, MOS 트랜지스터나 TFT는 화소 스위칭소
자라고 불린다. 

다음에, 액정으로서는, 네마틱(nematic)상의 것이 널리 이용된다. 이 이유는, 예컨대 스멕틱(smectic)상의 
액정(강유전성 액정 등)과 달리 자발분극( 極)에 의거하여 이온분해나, 충격에 대한 내성의 낮음 등 불안
정 요소를 갖지 않아, 이것 때문에 동작이 매우 안정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네마틱상의 액정중에서도, 현재는 특히 TN(twisted nematic)모드의 것이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것은, 
대향하는 2개의 기판 사이에서 액정의 배향 방향에 각도차(일반적으로 90°)를 갖게하여 액정이 층의 두께방향
으로 나선 형태로 비틀어져 배열하도록 한 것이다. TN 모드의 액정에 전압을 인가한 때의 전압과 투과율(또는 
반사율)과의 관계, {전압-투과율 특성, 전압-반사율 특성, 또는 CRT에서의 전압과 휘도의 특성 등과 같이 이

것을 (감마)특성이라고 부른다}는, 예컨대 도 1과 같이 된다. 이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모드에서는 
전압 0일때 종축( )에 나타나는 투과율(TR)(또는 반사율)이 충분히 크고, 횡축( )에 나타나는 전압의 

절대치를 크게 함에 따라서 투과율이 작게 된다는, 소위 노멀리(normally) 온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한편, 마찬가지로 네마틱상의 액정의 일종으로서, VA(수직배향)모드라고 불리는 액정모드가 있다. 이것은 유전
율 이방성 △ε(=[분자 장축방향의 유전율]-[분자 단축방향의 유전율])가 부( )인 네마틱 액정(300)을 이용
한 모드이고, 도 2 의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계 무( )인가시에는 액정분자(300)가 기판(100, 200)의 
면( )에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 극히 조금(일반적으로, 0.01°∼ 10°정도) 경사진 상태로 배향하도록 한 것
이다. 

그리고, 상하의 기판 내면의 투명전극, 화소전극에 전압을 가하고, 이 VA 액정층에 전압을 인가하면 도 2의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정의 분자가 기판에 평행한 방향으로 넘어져 복굴절 효과가 발생하여, 투과율이 증

대한다. 이때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도 3의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멀리 오프형(전압 0일때 투과율(T)이 
최소)의 특성이 된다. 

VA 모드는 이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낮은 전압 범위내에서 최소투과율(OFF)과 최대투과율(ON)간의 
투과율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투과율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컨대 도 3의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또한, TN 모드의 경우에는, 액정층의 두
께(셀갭)이 작으면 충분한 선광효과( 光 果)가 얻어지지 않게 되어 최대투과율(전계 무인가시에 대응)이 작
게 된다는 결점이 있지만, VA 모드의 경우는 선광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점이 없이 액
정층을 얇게 할 수 있어, 따라서, 고속 응답이 얻어진다는 이점도 있다. 

다음에, 소위 주지( )기술이기는 하지만, 본 발명의 취지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상의 액정을 구동하기 위한 
일반적인 장치의 구조, 구동의 원리 등의 개략을 설명한다. 

도 2에 나타내는 액정층(300)을 사이에 두고 상하 2장의 기판중 한쪽, 예컨대 하방의 기판(100)에 도 4에 나
타내는 MA ×NA의 매트릭스 형태의 화소전극(104)을 배열하고, 다른쪽의 기판(200)(대향기판이라고 부른다)에

도 전극을 구성하여(또, 대향기판의 전극은 일반적으로 전면( ) 공통전위인 것이 많다), 화소 단위로 액정
에 전압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자( )의 기판에는 화소전극에 대응시킨 n형 MOS 트랜지스터 
어레이(완전하게는 도시하지 않지만, 기판상에는 주사선(121)은 MA개, 신호선(106)은 NA개, MOS 트랜지스터

(111)는  MA ×N    A개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를 액티브 매트릭스 구조라 한다)의 구조로 하여, 각 

화소전극(104)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을 기초로, 도면 상방의 횡방향에 나란한 제1에서 제MA의 주사선(121)중제m번째만의 전압을 높게 하고, 그 

이외는 낮게함으로써, 제m번째의 주사선(121)이 선택된다. 즉, 이 행( )에 속하는 MOS 트랜지스터가 ON 상
태가 되어, 각 화소전극(104)이 대응하는 신호선(106)과 연결되고, 화소(m, n)에 속하는 화소전극(104)의 전
위는 그 때의 신호선(106)의 전위 Vm, n(0)이 될 때까지 충전된다. 이 모양을 도 5에 나타낸다. 그리고, 제m
번째의 주사선(121)이 저전압이 되면 MOS 트랜지스터(111)는 OFF 상태가 되어, 화소전극(104)은 전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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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상태가 되어 이 화소전극에 축적된 전하가 유지되며(일종의 기록이 행해지고),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
이 유지되게 된다(또 이때, 다른쪽의 기판의 전극은 일정 전위, 예컨대 0V로 고정해 놓는다). 

이상의 동작을 MA개의 주사선 전체에 대해서 도면의 4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반복함으로써 어레이 전체의 

각 화소전극에 소망의 전압신호를 기록할수 있다. 그리고, 다음 표시주기에서 주사선(121)이 선택되어 MOS 트
랜지스터(111)가 ON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되게 된다(지금 여기서, MOS 트랜지스터의 기생용량에 의한 
크로스토크(cross talk)나 리이크(leak)전류의 영향에 의한 전압변동이나 1행(열) 걸러 비월의 가동(稼 )이
나 간헐 표시 등의 특별한 구동은 무시한다). 또, 예컨대 VA 액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상과 같이 하여 기록

되는 전압치를 0V와 도 3의 (1)의  특성의 피크 위치에서의 전압치인 Vmax로 나타나는 전압치와의 사이에서 
적절한 값이 되도록 조정, 제어를 행함으로써, 액정의 투과율(계조)를 아날로그적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진
다. 

또, 실제로는 액정으로의 인가전압의 직류성분이 0V 부근이 되도록 하여 차지업(charge-up)에 의한 전압-투과
율 특성의 시프트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수번째의 프레임과 기수번째 프레임에서는 극성을 반대로 하는 등의 
제어도 행해진다. 단, 차지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소위 주지기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적인 전압제어의 경우에는, 이하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액정의 차지업이나 온도변화 등에 의해  특성이 변동한 경우에, 계조 재현성(계조 안정성)이 나쁜 화상
(백( )레벨이 뜨거나 흑( )레벨이 찌그러지거나 한 화상), 혹은 색 재현성이 나쁜 화상(적색(R), 녹색(G), 
청색(B)의 혼색 밸런스가 무너진 화상)으로 되어 버린다. 

[2] 마찬가지로, 패널 면내에서 러빙이나 셀갭의 불균일 등에 기인하는  특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휘도 
불균일이나 색 불균일이 현저히 나타난다. 

[3] 액정을 구동하기 위한 액티브 매트릭스 TFT 어레이에 있어서, 인접 화소간이나 배선간의 기생용량에 기인
하는 크로스토크가 발생하여, 영상에 노이즈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이상의 [1]∼[3]을 해결하기 위해, 액정을 디지털적으로 구동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예컨
대 특원평09- 190837호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취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내용
을 설명한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프레임을 예컨대 8개의  구간(이것을 단위구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으로 

분할하여, 그것들의 시간 폭이 2
7
: 2

6
: 2

5
: 2    

4
: 2

3
: 2

2
: 2

1
: 2

0 
= 128: 64: 32: 16: 8: 4: 2: 1이 되

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구간내에서 액정이 OFF(암)상태가 되는 전압 VOFF(예컨대 도 3의 (1)에서는 

-Vth와 Vth 사이의 어떤 전압에 대응) 또는 ON(명)상태가 되는 전압 VON(예컨대 도 3의 (1)에서는, Vmax 또

는 -Vmax에 대응)의 어느 것인가에 인가한다. 이것 때문에 1 프레임내에서 액정으로 전압이 걸리는 방법 2
8 
= 

256가지 발생한다. 

지금, 시간 폭 2
K
(k = 0, 1, 2..., 7)에 대응하는 단위구간을 Ik로 하여, 이 단위구간에서의 액정의 상태를 

bk로 표시하고, OFF 상태가 되는 경우를 bk = 0, ON 상태가 되는 경우를 bk = 1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 1 

프레임내에서 전압이 걸리는 방법은 [b7b6b5b4b3b2b1 b     0 ]이라는  8자리수의 2진수에  대응시킬수 있다

(000000002 = 010 ∼ 111111112 = 25510). 그리고, 1 프레임내에서 액정이 ON으로 되어 있는 합계의 시각 tON

은, (수학식 1)로 표시되며, 바로 이 2진수에 비례한 값, 그리고 그 계조가 된다. 

사람의 눈으로 감지되는 밝기는, 1 프레임의 사이에 액정을 통과하는 광에너지, 즉 액정을 통과하는 광강도의 
1 프레임 동안의 시간 적분치에 대응한다. 지금의 경우 밝기는 Ton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도 7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횡축에 나타나 주어진 외부신호 강도 [b7b6b5b4b3b2 b1b0]에 대해서 종축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실상 

정확히 비례하거나 혹은 선형성을 가진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256단계의 밝기 레벨(즉 256계조)를 가지는 밝
기, 혹은 출력이 얻어지게 된다. 

이 방법의 경우, 앞의 아날로그적인 전압제어의 경우와 같이  특성의 연속적인 영역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VON과 VOFF의 어느 것인가의 전압밖에 인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아

날로그적 전압제어의 경우에 있었던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 즉, 

[1] 가령 액정의  특성이 경시적으로 변동하여도, 이 2점에서의 투과율까지 안정하고 있으면 계조의 선형성

은 유지되고, 계조(階 ) 재현성이나 색( ) 재현성이 좋은 영상이 얻어진다(또 일반적으로,  특성이 경시적
인 변화는 횡방향(전압축 방향)의 시프트인 것이 많다. 따라서, 도 3의 (1)과 같이 전압의 변화에 대한 투과

율 변화(｜dTR/dV｜)가 작은 영역에 VOFF와 VON을 설정하면, 다소  특성이 변동하여도 이들 점에서의 투과율

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안정한다). 

[2] 마찬가지로, 가령  특성에 패널면내에서의 분포가 있더라도, VOFF와 VON 에서의 투과율이 대개 균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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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내에서 균일한 계조가 얻어진다. 

[3] 크로스토크에 따른 노이즈가 가해져 액정으로의 인가전압이 V OFF 혹은 V ON 에서 어긋나더라도, 도 3의 

(1)과 같이 전압의 변화에 대한 투과율 변화가 작은 영역에  VOFF와 VON을 설정하고 있는 한, 투과율은 거의 변

화하지 않고, 따라서 노이즈가 적은 고품질의 영상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디지털적인 구동방법은, 컴퓨터의 고성능화나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 미디
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에도 적합하고 있다. 실제, 영상소스가 디지털신호로 
입력되면, 그 이후의 처리를 전부 디지털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면에서 본 배경기술)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가장 폭이 작은 단위구간의 시간은 1 프레임의 약 1/256으로 매우 짧게 된다. 가령 
프레임 주파수가 현행의 NTSC 방식의 텔레비젼방송과 같이 60Hz에서 1 프레임을 16.7msec로 하면, 이 단위구
간의 폭은 16.7msec  × 1/256  = 65usec  이다. 그러나, 액정의 응답속도는 빠르더라도 겨우 100usec  ∼ 
1msec 정도이다. 이 때문에, 절각( 角) 이상의 방식으로 구동을 행하여도 액정은 완전히 선형적으로는 응답
하지 않고, 그 결과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히 낮은 계조레벨에서는 그 선형성이 붕괴도어 화질이 저하한
다. 

또한, 액정에 한정되지 않고, 본원 출원시점에서는, 액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발광 다이오드 등 다른 수단, 
재료 구성이라도 낮은 계조를 얻기 위해서 극히 짧은 시간에서의 발광, 광의 투과나 산란시에, 즉 저기동 신호

영역에서의 응답의  특성의 선형성이 손상된다. 

그런데, 컴퓨터의 모니터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의 직선성에서의 엇갈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TV 
등 고품질에서의 영상의 표시가 요구되는 용도 혹은 기기에 사용한 경우에는 충실한 재현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하이비젼 방송에서의 영화 등의 경우는 낮은 계조레벨의 충

실한 재현성 등이 중요해지고, 또 다시  특성의 선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것 이외에,  특성의 선형성의 열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액정의 차지업 등이 극히 적게 되는 기술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었다. 

또한, 예컨대 액정이 경년(經 )변화, 온도변화, 차지업 등에 의해 전압과 투과율 특성에 시프트 등이 발생하
였다고 하여도, 우수한 계조표시가 가능한 기술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었다. 

또한, 특히 액정을 사용한 디지털 계조표시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서는 계조의 반전이 보이는 일이 있지만, 
화상이 보기 흉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요망되고 있었다. 

또한, 액정을 표시 사용한 표시장치에서는, 디지털 계조에 한정되지 않고 높은 정밀도로 보기 쉬운 표시를 위
해, 종래 이상으로 차지업을 방지하는 기술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플리커 등이 발생하기 어려운 기술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었다. 

게다가, 액정에 한정되지 않고, 저기동 신호영역, 고기동 신호영역을 불문하고 여하튼 전체 영역에서의  특
성의 선형성의 유지가 곤란한 소자를 사용하여도, 전체 영역에서 고계조의 표시를 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었다. 

게다가 또, 그것들의 요망을 충족시키고, 더구나 물론 염가인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제조기술의 개발이 요망되
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상의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액정을 사용하여완전히 선형인 계조를 실현하여, 
이것에 의해 고화질의 화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표시장치의 변조를 2단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이하와 같이 하고 있다. 

1의 발명에 있어서는, 단시간 작동이나 저기동 신호영역 등에서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거나 
혹은 손상될 수 있는 소자, 예컨대 액정소자 등을 사용하면서 고계조의 디지털표시를 행하기 위해, 표시장치는 
영상신호에 따르는 등으로, 영상, 동화상이 형성되게 되는 개개의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표시면 전체의 전
체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대응하는 광학적 상태를 원칙으로 하여 화상과 관계없이 소정의 규칙, 프로그
램, 법칙 등에 따라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특히 영상신호나 화상에 대응하여 일괄 광변조수단에서
의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더우기 이

때,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상술의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거나 혹은 손상될 수 있는 소자를, 그 
우려가 있는 단시간 작동이나 저기동 신호영역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즉 그것들의 범위 밖에서 사용하여 화소
마다 개별적으로 변조를 행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의 1 표시주기내에서 시간변화는, 각 
표시주기에서 같게(이것은 다른 발명에서도 같지만, 제조, 제어, 기기의 내용( ) 연수 등의 관계에서 엄밀
하게 같지는 않고, 실용상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예컨대 0.1 ∼ 0.2% 이내, 경우에 따라서는 1% 이내의 오
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나 제어의 면에서 유리해진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영상의 1 표시주기는 2개 이상의 단위구간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변조율의 파형은, 각 단위구간에서 그 단위구간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유한개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파형이 있어도, 일정한 값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광량 0의 지속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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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집합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예컨대 명( )(100%나 90%)와 암( )(0%나 10%)의 어느 것인가를 선택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화상의 1 표시주기내의 단위구간의 수를 N(N은 2이상의 정수)으
로 하고, 각 단위구간을 IK(k는, 0 ≤k ≤N - 1을 만족하는 정수)로 표시하며, 각 k에 대해서 단위구간 IK에 

속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수를 MK(MK는 2이상의 정수)로 표시하고, 단위구간 IK에 있어서, 각각의 단위 광

변조율 파형에 대한 광출력 에너지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EK(0), EK(1),..., EK(MK - 1)로 할 때, k = 0, 

l,... N - 2에 대해서 (수학식 2)의 관계를 만족하고, (이것은 다른 발명에서도 같지만, 계조 재현성, 균일
성 등 본 발명의 효과 발휘라는 면에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정도로 개략, 즉 사실상 만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EK(0)은(마찬가지로 개략 혹은 사실상을 포함한다) 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거의 완전히 

상술의 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밝기의 저하방지, 콘트라스트의 향상 등의 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코스트, 
내용연수 등의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MK = 2이면, [{EK+1(1)}]/[EK(1)] = 2로 되어, 2진 표시가 된다. 또 각 k에 대해서 EK(0)는 0, 즉 

표시를 위한 광에너지는 외부, 관찰자의 쪽으로는 방출되지 않게 된다. 

또한, 예컨대 n = 3인 경우, n = 1일 때에는 M0 = 2, 2일 때는 M1 = 4, 3일 때에는 M2 = 3 등, MK는 각 n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것에는 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4계조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표시장치에 있어서 단위구간IK(k는, 0 ≤k ≤N - 1을 만족하는 정수)에 

속하는 각각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물론, 단위구간내에서 광에너지가 일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광출력 
에너지 EK(mK)(mK 는, 0 ≤mK ≤MK- 1을 만족하는 정수)는, mK에 비례하는(포함하는, 실용상 지장이 없는 한 

개략 비례한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MK가 3인 경우, 외부로 출력되는가 아닌가는 어쨋든 채용할 수 있는 광

에너지는 0, a, 2a(여기서 a는, 바람직하게는 앞의 발명에서의 N이나 MK에 정합한 어떤 값)가 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N개의 단위구간의 시간 폭은 전부 같고(이 경우도, 사실상 개략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각 단위구간에 속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은 어느 단위구간에서도 
같다. 

단위구간의 시간 폭이 전부 같기 때문에, 제어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인가전압, 기준전압의 
반전 등도 단위구간이나 복수의 단위구간마다 행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위구간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
이 같기(즉, 선택적으로 1개 채용할 수 있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내용 혹은 종류는 전부 같다) 때문에, 이
것 또한 제어 등이 용이해진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0 ≤k ≤N - 1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MK = 2이다. 

이것 때문에, 2진수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의 디지털 신호로의 대응이 용이해진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일괄 광변조수단과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모두 발사되거나 투과하
거나 하여 나오는 광강도를 변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에너지 밀도가 소정의 법칙으로 변화하거나, 지속시간
이 변화하거나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괄 광변조수단에서는, 각 단위구간마다 일정한 에너지 밀도의 광의 
발광 지속시간이 순서대로 짧게 되고, 이차원 광변조수단에서는 각 화소마다 ON, OFF가 행해지든지 한다. 그
리고 이것에 의해, 각 색( )마다 휘도의 계조표시가 행해지든지 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각 단위구간 IK내에서 일정한 값

(상술의 이유로, 사실상 일정한 값인 경우도 포함한다)이고, 그 광변조율은 2
K
(마찬가지로, 개략 비례하는 것

을 포함한다)에 비례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과는 다소 다르게, 각 단위구간 IK는,..., I1, I0과 1 표시주기내에서 시간

적으로 내림 차순으로 배치되고,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1 표시주기내에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쇠하며, 
그 감쇠의 시정수에 ln2(ln은 자연대수)를 곱한 것이 단위구간의 간격(단위구간의 전후에 비표시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표시 구간을 제외한 간격)과 같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과는 반대로, 각 단위구간 IK는 1 표시주기내에서 시간적으로 올림 차순으로 

배치되고,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상기 1 표시주기내에서 지수함수적으로 증폭하여, 그 증폭의 시정수
에 ln2을 곱한 것이 단위구간의 간격과 같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0(단, 화상을 표시해야할 타이밍내에서는 이 값을 채용
하지 않는 일도 있다) 또는 광원강도 등으로부터 정해지는 어떤 유한치의 어느 것인가의 값을 취하고, 더구나 

단위구간 IK내에서 그 유한치를 취하고 있는 시간은(포함하는, 실용상 지장이 없는 한 개략) 2
K
에 비례하며, 

각 단위구간 IK내에서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이 그 유한치를 취하고 있는 동안은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

변조율은 일정한 값(모든 광을 투과시키는, 투과시키지 않는, 절반 투과시키는 등이 지속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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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다소 비슷하여도,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어떤 펄스 파형을 기본
단위로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가 0(시원스럽지 못하지만, 사실상의 0을 포함한다)의 어느 것인가 이고, 더구나 

단위구간 IK내에 포함되는 상기 펄스 파형의 갯수는 2
K
에 비례하고 있어 각 단위구간 IK내에서 일괄 광변조수단

의 광변조율이 펄스 파형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동안은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앞의 발명과 같이 
일정한 값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단위구간이 명( ) 표시이면,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2치를 채용하면 개(開) 그대로이고, 해당 
단위구간에 속하는 모든 펄스 파형의 광이 출력되게 된다. 반대로 폐( )이면, 모든 펄스 파형의 광이 출력되
지 않게 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모두  강도변조하는  것이고,  N개의 
단위구간은, N1개(N1은, 1 ≤N1 ≤N - 1을 만족하는 정수)의 제1종 단위구간과 (N - N1)개의 제2종 단위구간

을 구성요소로서 가진다. 

그리고, 제1종 단위구간 IK(k = N - N1, N - N1 + 1,..., N - 1)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일

정하고, 또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수는 MK = 2이며, 그 시간 폭은 2
K
에 비례한다. 

제2종 단위구간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시간적으로 변동하고, (N - N1)개의 각 제2종 단위구간

의 시간 폭은 전부 같고, 그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은 어디에서도 같은 것이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표시의  특성이 반드시 선형이 아닌 소자를 사용하는 표시장치는 영상을 구성하
는 각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한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
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일괄 광변조수단으로부터 광속을 받아, 각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마다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원을 가지고, 그 발광상태를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제어한다.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일괄 광변조수단으로
부터의 광의 투과 등을 제어하는 수동형의 광변조소자이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화상이 표시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광원은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광원의 어
느 하나이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표시장치의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원의 발광휘도를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회로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의해, 광원은 1 표시주기내의 각 단위구간내에서 일정한 휘도로 발광하
거나, 또 단위구간의 간격으로 발광을 정지하거나, 케이스에 따라서는 광도가 1 표시주기를 통하여 지수함수적
으로 저하하거나 하는 등의 제어 등이 행해진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서의 이차원 광조정수단으로서 수동형의 광변조소자는, 2개의 기판(포함한
다, 한쪽의 기판은 투명한 수지막 등의 경우)의 사이에 액정층을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액정층이 각 표시주
기나 그 각 단위구간내에서 각 화소마다 영상신호의 계조에 따라서 개(開), 폐( ), 1/2 투과 등의 상태로 되
고, 이것에 의해 일괄 광변조수단에서 사용자(관찰자)에게 향하는 광의 통과 등의 제어가 행해진다. 

또한, 다른 1군의 발명에서는, 액정층을 가지는 수동형의 광변조소자를 사용하는 액정층 혹은 그 주성분은, 자
발분극을 갖고 있지 않은 액정이다.

또한, 다른 1군의 발명에서는, 액정은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무엇인가의 특성  개선을 위해, 미량의 첨가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정이 중량으로서 98% 이상을 점유하는 등의 주성분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안료는 액정에 포함한다)이다. 

또한, 다른 1군의 발명에서는, 액정은 수직배향 액정이다. 

또한, 다른 1군의 발명에서는, 앞의 각 발명의 액정층은 그 두께가, 2㎛ 이하이고 바람직하게는 1. 5㎛ 이하, 
더 바람직하게는 1㎛ 이하, 그리고 이것에 의해, 액정층의 고속 응답성이 양호해지며, 특히 휘도의 계조가 작

을 때(어두운 경우)의  특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영상의 계조표시가 우수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독립의 발명에서의 표시장치의 이차원 광변조수단으로서의 수동형 광변조수단은, 
제1 기판과, 제2 기판과,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의 사이에 놓여진 액정층을 구비하고, 제1 기판에는 액정
층과 대향하는 측에 투명한 전극이 형성되어 있고, 제2 기판에는 액정층과 대향하는 측에 복수의 광반사형 화
소전극이 매트릭스 형태(포함하는, mosaic 이외에 delta 등)로 형성되어 있고, 또 이 기판에는 복수의 반사 
화소전극으로의 인가전압을 제어하는 전기회로부가 광반사형 화소전극의 배열에 따라서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되
어 있다. 즉, 통상의 액정 표시장치와 같다.

이것을 토대로, 투명한 전극과 반사 화소전극과의 사이에 화상의 표시상태, 계조에 대응하여 전압을 인가하여, 
이 인가전압에 따라서 액정층의 광학적 상태를 변화시켜 표시가 행해지게 된다. 즉, 입사광속은 제1 기판측에
서 입사하여 투명한 전극과 액정층을 통과하고, 제2 기판에 형성된 광반사형 화소전극에서 반사하여, 다시 액
정층과 투명한 전극을 통과하고, 제1 기판을 통과하여 관찰자나 스크린의 쪽으로 사출( )한다. 이때, 액정
층의 상태에 따라서, 반사광은 0이 되거나, 100% 반사하거나, 50% 반사하거나 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표시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광반사형 화소전극으로의 인가전압을 제어하
는 전기회로부는, 표시면상에서 종, 횡으로 배열된 각 화소에 대응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반사 화소전극
에 대응하여 형성되었다. 그 결과 이것 또한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화소 스위칭소자와,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행(열)방향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선된 주사선과, 열(행)방향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선된 신호선을 구
비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반사 화소전
극과 대응하는 신호선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연결하거나 끊거나 한다. 그리고, 화소 스위칭소자가 광반사형 화
소전극과 신호선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광반사형 화소전극의 전압은 신호선의 전압까
지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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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편, 화소 스위칭소자가 광반사형 화소전극과 신호선과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비접속으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광반사형 화소전극은 전기적으로 (개략)고립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은 반사 화소전극에 축적된 전하
에 의해서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을 다소의 누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2개의 앞의 발명에서의 표시장치의 복수의 광반사형 화소전극으로의 인가전압을 제어
하는 전기회로부는,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반사 화소전극에 대응하여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화
소 스위칭소자 및 쌍안정소자와,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매트릭스의 행(열)방향으로 배선된 주사선과, 매
트릭스의 열(행)방향으로 배선된 신호선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의 고저)에 따라서 쌍안정소자와 대응하는 신호선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연결하거나 끊거나 한다. 쌍
안정소자는, 광반사형 화소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상기 쌍안정소자의 2개의 안정상태에 따라서 반
사 화소전극의 전압을 다른 값으로 설정한다. 

화소 스위칭소자가 쌍안정소자와 신호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쌍안정소자는 신호선의 전압
에 따라서 2개의 안정상태중 어느 것인가 한쪽의 상태로 천이하며, 전기적으로 비접속으로 하고 있는 기간 동
안은 쌍안정소자는 다른 안정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3개의 앞의 발명에서의 표시장치의 복수의 광반사형 화소전극으로의 인가전압을 제어
하는 전기회로부는,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광반사형 화소전극에 대응하며 이것 또한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화소 스위칭소자, 메모리 회로 및 액정기록 스위칭소자를 가지고, 또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매트릭스의 
행방향으로 배선된 주사선과, 매트릭스의 열방향으로 배선된 신호선을 구비하고 있다.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메모리 회로와 대응하는 신호선과의 전기적 접속
을 개폐한다. 그리고, 화소 스위칭소자가 전기적 접속을 개(開)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메모리 회로의 출력
전압은 신호선의 전압에 대응한 어떤 전압까지 충전되며, 전기적으로 폐( )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메모리 
회로의 출력전압은 유지된다. 

액정기록 스위칭소자는, 메모리 회로의 출력과 광반사형 화소전극과의 전기적 접속을 전체 화소를 일괄로 개폐
하는 소자이다. 그리고, 액정기록 스위칭소자가 전기적으로 개(開)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반사 화소전극의 
전압을 메모리 회로의 출력전압에 대응한 어떤 전압까지 충전한다. 전기적으로 폐( )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은, 반사 화소전극은 전기적으로 고립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은 광반사형 화소전극에 축적된 전하에 의해 액
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이 유지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4개의 앞의 발명에서의 복수의 반사 화소전극으로의 인가전압을 제어하는 전기회로부
는,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반사 화소전극에 대응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화소 스위칭소자, 메모리 
회로, 액정기록 스위칭소자 및 쌍안정소자와,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행방향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
선된 주사선과, 열방향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선된 신호선을 구비하고 있다.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메모리 회로와 대응하는 신호선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개폐한다. 

화소 스위칭소자가 메모리 회로와 신호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메모리 회로의 출력전압은, 
신호선의 전압에 대응한 어떤 전압까지 충전되어, 전기적으로 비접속인 기간 동안은 메모리 회로의 출력전압은 
유지된다. 

액정기록 스위칭소자는,  메모리  회로의  출력과  쌍안정소자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전체  화소를  일괄로 
개폐한다. 

쌍안정소자는, 그 안정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광반사형 화소전극의 전압을 다른 값으로 설
정한다. 

액정기록 스위칭소자가 쌍안정소자와 메모리 회로의 출력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쌍안정소자
를 메모리 회로의 출력전압에 따라서 2개의 안정상태중 어느 것인가 하나의 상태로 천이시킨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독립의 발명에서의 수동형 광변조소자는, 표시면의 각 화소에 대응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되고, 각 화소를 대상으로 광학적 상태를 영상신호에 따라서 개별로 변조하기 위해, 제어신호 등에 
따라서 작동하는 형(type)의 미소한 경면(鏡 )을 구비한 소자이다. 그리고 물론, 이 경면을 움직이는 회로 
등도 가지고, 제어신호에 따라서 그 회로 등이 미소한 경면의 입사광에 대한 각도 등을 변경하며, 더 나아가서
는, 반사광의 방향이, 그리고 관찰자 쪽으로 향하는 광이 각 화소마다 변조된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표시면을 대상으로 전체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일괄 변
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일괄 광변조수단으로부터 광속을 받고, 또 화상의 내용을 기초로 각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마다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괄 광변조수단은 일정 광
원인가 변조하는 광원인가는, 그리고 화상의 내용과도 다른 목적의 표시 등의 경우는 별도로 해서 원칙으로는 
관계없고, 어쨌든 광원으로부터 방사되어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쪽으로 향하는 광의 광학적 상태를, 예컨대 광
량이나 각 성분광으로 분리하여 성분광마다의 광량 등을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제어한다. 이차원 광변조수
단은, 수동형의 광변조소자이고, 각 화소마다 등, 화상의 내용을 기초로 이 제어된 광을 또, 100% 투과시켜, 
흡수하는 등의 제어를 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서의 일괄 광변조수단은, 단순히 광원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류
측(광속의 관찰자측)에 있는, 그리고 어떤 축의 주위를 1 표시주기 혹은 그 정수배의 주기로 회전하는 원칙으
로서 얇은 회전체이며, 또 이 회전체는 회전방향에 나란한 창( )이나 건반(鍵)이나 필터 등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의해 광을 투과시키거나 반사하거나 하여 하류측으로 향하는 광의 휘도나 색채에 관한 광학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은 그 회전에 따라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그 광학적 상태가 
변조되는 회전체 이용형의 일괄 광변조수단이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회전체 이용형의 일괄 광변조수단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3종류의 부
분, 특히 원칙으로서 부채모양 형상의 부분, 창군에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부채모양 부분은, 각각 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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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방사된 광중적색성분, 녹색성분 및 청색성분을 (주로)투과시키는 창군이다. 또, 이들 3개의 부채모양의 
창군은, 모두 회전방향에 작은 부채모양 부분, 소창문을 몇개인가 가지고, 이들 각 소창문은 예컨대 회전방향
에 따라 순서대로 면적이나 폭이 좁은 등의 이유로, 각 성분광마다 투과율이 회전에 따라 소정의 법칙으로 작
게 되어 있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 셧터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광 셧터의 개폐
로 광을 변조시키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광 셧터는 강유전성 액정 또는 반강유전성 액정을 사용한 것이다.

또, 1의 독립 발명에서는, 영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표
시면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순, 프로그램, 법칙에 맞추어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마찬가지로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화상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각 화소마다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한 표시장치로
서,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영상신호에 따라서 등 어쨌든 소정의 신호로 소정의 발광을 행하는 자발광형 표시소
자를 가지고 있으며, 일괄 광변조수단은 자발광형 표시소자로부터 방사된 광의 광학적 상태를, 투과율이나 반
사율을 변조하는 등으로 하여, 수동적으로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제어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표시장치의 자발광형 표시소자는,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소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전계방출형 디스플레이, 브라운관의 어느 하나이다. 또 물론, 이것들에 따른 제어부, 필요에 
따라서 렌즈 등의 광학계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2개의 발명의 일괄 광변조수단은, 어떤 축의 주위를 회전하는 회전체이고, 회전
체는 회전방향에 특정한 파장, 색채의 광을 통과시키는 필터가 붙은 창이 대면적의 것에서 소면적의 것의 순서
대로 병렬되어 있는 등 투과광에 대해서 광학적 성질에 대한 소정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광원으
로부터 방사된 광은 회전체의 회전에 따라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그 광학적 상태가 화상의 계조표시에 편리
하도록 변조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 셧터이다. 이것에 의해, 소정의 창으로부터의 투
과광만이 하류측으로 통과시키는 등 한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화상의 복수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는 1 표시주기내에서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하여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마찬가지로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한 표시장치이다. 그리고,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원의 상태 혹은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의 상태를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1 표시주기
인가 단위구간인가를 불문하고 어쨌든 제어한다.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2개의 기판 사이에 네마틱상을 나타내
는 액정층을 가지고, 이 액정층의 응답에 의해 각 단위구간에서 그 단위구간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유한개의 단
위 광변조율 파형, 예컨대 개와 폐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또, 물론 이 액정층의 응답은 모두 단위구간중 가장 
짧은 것의 시간 이하이다). 

또, 1의 독립 발명에서는, 영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전체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해서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각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
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괄 광변조수단은,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표시면을 대상으로 1 표시주기
내에서 광원을 제어하는 등 하여 광변조율을 소정의 수순으로 시간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화상의 1 표시주기는 2개 이상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고,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1 표시주기내에서 
광변조율의 파형으로서, 각각의 단위구간에서 그것에 속하는 2개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중에서 1개를 선
택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또, 영상의 1 표시주기내의 단위구간의 수를 N(N은 2이상의 정수)로 하여, 각각의 
단위구간을 IK(k는, 0 ≤k ≤N - 1을 만족하는 정수)로 표시하며, 각 단위구간 IK에서, 각각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에 대한 광출력 에너지중 작은 것을 EK(0), 큰 것을 EK(1)로 할 때, k = 0, 1,..., N - 2에 대해서 수

학식 3

의 관계를 만족한다. 

N개의 단위구간의 시간 폭은 전부 같고, 각 단위구간에 속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은 어느 단위구간에
서도 같다. 

그런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2개의 기판 사이에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층을 형성하고, 그 액정층은 노멀
리 오프형의 전압-투과율(또는 반사율) 응답을 나타내는 소자이다. 그리고, 또한 단위 광변조율 파형중 광출력 
에너지가 작은 쪽에 대응할 때 인가전압의 절대치는 액정층의 스위칭 문턱치 전압 이하이다. 이 아래에서, 전
압 인가의 유무 등으로 각 화소마다 영상, 화상신호에 따라서 투과광이나 반사광을 제어하여, 화면에 계조를 
준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광출력 에너지가 큰 쪽에 대응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을 실현할 
때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의 절대치는 최소변조전압 이상이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2개의 기판 사이에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층을 형성한 표시장치인 등은 앞의 2
개의 발명과 같지만, 액정층은 노멀리 온형의 전압-투과율(또는 반사율) 응답을 나타내는 점이 앞의 2개의 발
명과 다르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광출력 에너지가 작은 쪽에 대응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을 실현
할 때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의 절대치는 최소 변조 전압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4개의 발명의 표시장치에 있어서, 액정층에 인가하는 전압은, 1 표시주기마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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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를 자연수로 하여 q 표시주기마다나 q 단위구간마다 반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표시장치에 있어서, 액정층에 인가하는 전압의 반전은, 2개의 기판 혹은 
이것에 밀착하는 등하여 마련된 전극의 전위가 함께 예컨대 1 표시주기마다 혹은 q를 자연수로 하여 q 단위구
간마다 등으로 반전한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원의 발광상태를 제어하여 표시면을 대상으로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일괄 광변조수단으로부터의 광의 투과율, 반사율 등의 비율
을 제어하여 혹은 이용하여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관찰자가 화상을 볼 때 이것을 광학적으로 확대하는 확대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다른 발명에 있어서는, 앞의 발명에서의 확대수단은 볼록( ) 렌즈(포함하는, 보조적인 다른 종류의 렌
즈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예컨대, 휴대기기 내부의 작은 표시면에 표시된 화상을, 사용자는 그 기기의 케
이스에 부착된 볼록 렌즈를 통해서 확대해서 보거나 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다른 발명에 있어서는, 2개의 앞의 발명에서의 확대수단은, 투사 디스플레이에서의 렌즈와 광원계 등이
고, 투명한 액정막에 표시된 화상이 원칙으로서 흰( ) 스크린에 정확히 영화의 필름의 화상과 같이 확대되어 
표시된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표시면을 대상으로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일괄 변조 가
능한 일괄 광변조수단과,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조 가능한 이차원 광변조수단과, 
화상의 계조표시를 위한 영상신호, 특히 계조도에 대응하여 일괄 광변조수단과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양쪽을 제

어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반드시 표시소자의  특성의 선형성이 유지되지 
않아도, 양호한 계조를 얻고 있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서의 일괄 광변조수단과, 이차원 광변조수단과는 액정을 사용한 표시소자
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괄 광변조수단과 이차원 광변조수단으로서의 액정쌍은 평행 혹은 일체로서 구성되
어, 그 양쪽의 액정층을 제어하여 백라이트 등( )을 제어하는 등에 의해 계조 표시하고 있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앞의 2개의 물건의 발명을 방법의 발명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1의 독립 발명에서는, 화상 표시장치는 그 화소는 예컨대 (2 ×2 =)4개 등 복수의 부분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분화소 대응 인가전압 파형 결정수단이, 화상신호의 휘도나 색채 등에 따라서 1 표시주기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압변조 기간마다 어떤 부분화소에 전압을 인가하는가, 즉 표시에 기여시키는가를 결정한다. 또, 부분
화소 대응 인가수단이, 그 결정에 의거해서 전압을 인가하지만, 이때 인가하는 전압은, 미리 정해진 것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부분화소에 의해서는, 각 전압변조 기간에서 개폐만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부분화소는 
개(開), 50% 폐( )중에서 1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고계조도의 표시가 행해지게 
된다. 그 결과, 낮은 계조레벨(예컨대 16 이하)의 표시에는 면적 비율에 의한 계조표시를 행함으로써 전체 영

역에서  특성의 직선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화소수는 증가해 버리지만, 최
근의 반도체의 진보에 기초하여, 고속 신호처리가 가능해져 있기 때문에, 제조나 응답성의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1의 발명에 있어서는, 앞의 발명에서의 단위 전압파형에서는, 제조, 제어 등의 면에서 전압변조 기간(단
위구간)내에서 일정전압의 구형(矩 ) 펄스이다. 

또한, 다른 발명에 있어서는, 앞의 2개의 발명의 각각의 전압변조 기간에 대해서 화소의 단위 전압파형은 4개
이고, 제1 및 제3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은 역극성이며, 제2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은 역극성이고, 제1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의 절대치는 제2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의 절대치보다도 크고, 제3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
의 절대치는 제4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의 절대치보다도 크다. 그리고, 기수번째 표시주기는(물론 어떤 화상을 
기준으로 하는가로서, 우수번째로 될 수 있다) 각각 상기 전압변조 기간에 대해서 상기 제1 및 제2 단위 전압
파형중 어느 것인가를 영상 입력신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의해 구성되며, 우수번째의 표시주기는 각각의 
전압변조 기간에 대해서 상기 제3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중 어느 것인가를 영상 입력신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주의를 위해 기재하면, 플리커 발생이나 차지업 방지 등을 위해, 표시주기마다 교대로 
교체한다는 것이고, 기수번째, 우수번째의「기( ), 우( )」에 특별히 큰 의미는 없다. 또, CM이나 프로그램
이 새로 바뀌고 그 밖에 무엇인가 다른 목적 등으로, 몇초인가 마다 「기, 우」를 교체하여도 좋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제1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액정층의 광학적 상태와 제3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액정층의 광학적 상태는 동일하고, 제2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액정층의 광학적 상
태와 제4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상기 액정층의 광학적 상태는 동일하다. 이것 때문에, 제어, 제조 등도 
용이해진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1 표시주기내의 전압변조 기간은 M개이고(M은 2이상의 정수), M
개의 전압변조 기간의 폭은 공비(公 ) 1/2의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것에 의해, 제조, 제어도 용이하고 
또 CPU의 2치 논리에도 적합하여 쉽게 된다. 

또한, 다른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영상 입력신호는 2
M
개 있고, 2

M
개의 영상 입력신호를 휘도가 작

은 것부터 순서대로 S0 , S1 ,..., S 2M- 1로 하고, M개의 전압변조 기간을 폭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P0 , 

P1,..., PM- 1로 하며, j = 0, 1,..., 2
M
- 1에 대해서, 1 표시주기내의 전압파형의 전압변조 기간 PK(k = 0, 

1,..., M - 1)에 서의 단위 전압파형을, j를 2진수 표시할 때 제2
K
위( )가 1일 때에는 제1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3 단위 전압파형으로 하고, 0일 때에는 제2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4단위 전압파형으로서 구성한 상기 

전압파형을 Vj로 할 때, 표시 제어수단은 영상 입력신호 Si(i = 0, 1,..., 2
M
- 1)에 대해서, 전압파형 Vj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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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의 발명에 있어서는, 앞의 발명에서,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휘도의 계조는 2
M
개(단계) 있고, 2

M
개의 영

상 입력신호를 휘도가 작은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S0, S1,..., S2M-1로 하고, M개의 전압변조 기간을 폭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P0, P1,..., PM-1로 하며, j = 0, 1,..., 2
M
- 1에 관해서, 1 표시주기내의 전압파형의 전압

변조 기간 PK(k = 0, 1,..., M - 1)에서의 단위 전압파형을, j를 2진수 표시할 때 제2
K
위( )가 1일 때에는 

제1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3 단위 전압파형으로 하고, 0일 때에는 제2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4단위 전압파형
으로서 구성한 전압파형을 Vj로 하며, 전압파형 Vj에 대응하는 액정층의 투과 혹은 반사 광강도의 1 표시주기

에 걸치는 적분치를 Ij로 할 때, 표시 제어수단은 영상 입력신호 Si(i = 0, 1,..., 2
M 
- 1)에 대해서 어느 

것인가의 정수 j를 대응시켜 j(i)로 하여, 전압파형 Vj(i)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Ij(i)가 i에 대해서 증가 

함수로 되어 있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4개의 앞의 발명에 있어서, 제n(n = 1, 2, 3, 4)의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은 1 표시
주기내의 모든 전압변조 기간에 있어서 일정하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5개의 앞의 발명에 있어서, 표시 제어수단은 표시 제어(어레이)기판과 투명전극 기판을 
구비하고, 액정층은 통상의 액정 표시장치와 같이 표시제어 기판과 투명전극 기판에 의해 양측에서 끼워져 있
고, 투명전극 기판은 전면이 등전위이다. 그리고 VS 및 VB를, Vs 〉｜VB｜≥0을 만족하는 전압치로 하여, 투명

전극 기판의 전위는, 제1 및 제2 단위 전압파형일 때에는 -VB이고, 제3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일 때에는 VS이

며, 표시제어 기판의 전위는, 제1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일 때에는 VS-VB이고, 제2 및 제3 단위 전압파형일 때

에는 0이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광변조층은 액정층(포함하는, 그 밖의 액정에 부수하는 구성기기 등)으로 
하고 있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액정층은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의 액정은 분자 장축방향의 유전율이 상기분자 장축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
향의 유전율보다도 작은 액정이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1 표시주기는 복수의 단위구간인 전압변조 기간으로 분할되어, 단위구간마다 소정
의 전압이 인가된다. 또, 각 전압변조 기간은 그 구간에 인가할 수 있는 복수의 전압의 파형은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1의 파형은 선택된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광변조층을 가지는 화소와, 입력신호에 따라서 각 화소의 광변조층의 휘도나 색채
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제어하는 표시 제어수단을 구비한 표시장치에 있어서, 광변조층은, 각 화소마다 2
개의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이고, 표시 제어수단은, 각 화소마다, 각 표시주
기내에서 입력신호에 대응한 어떤 시간에서만 대응하는 광변조층을 한쪽의 광학적 상태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쪽의 광학적 상태로 하는 2치형 표시 제어수단이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서의 광변조층은 액정층이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2개의 발명에서의 광변조층은, 1의 광학적 상태에서의 출력 광강도를 영으로 하는 
0출력 가능형 광변조층이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에 있어서, 1 표시주기내에서 화소의 계조표시를 위해 광변조층으로 입력하는 
신호에 앞에서 혹은 뒤에서 등으로 0, 1, 2, ...로 번호 붙임을 행하여, 번호 j의 입력신호에 대해서 1 표시
주기내에서 광변조층이 0이 아닌 다른 광학적 상태를 취하는 시간을 T(j)로 표시할 때, T(j)는 j에 비례한다. 

또, 1의 발명에 있어서는, 앞의 발명의 2변종형의 광변조층은, 화소로의 표시 제어수단으로부터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고, 표시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대응하여 치
수기( ), 계수기(計 ) 및 비교기( 較 )를 구비하고 있고, 치수기에는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
가 치수( )되며, 계수기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그 제시 수치가 증가 또는 감소해 가고, 비교기는 치
수기의 치수치와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로 하는 전압을 인가한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2개의 앞의 발명의 2변종형의 광변조층은 각 화소에서의 표시 제어수단으로부터의 인가
전압에 따라서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고, 표시 제어수단은 계수기를 각 화
소 공통으로 구비하고 있고, 또 각각의 화소에 대응하여 치수기 및 비교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치수기에는 영
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가 치수되며, 계수기에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그 제시 수치가 증가 또는 감소
해 가고, 비교기는 치수기의 치수치와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광변조층의 광학
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로 한다.

또한, 1의 발명에 있어서는, 앞의 2개의 발명에서의 표시 제어수단은, 광변조층을 사이에 두고 2개의 전극을 
구비하고 있고, 광변조층으로의 인가전압은 2개의 전극의 양쪽 전위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제어한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광변조층과, 영상 입력신호에 따라서 광변조층의 면내의 각각의 화소의 광학적 상
태를 제어하는 표시 제어수단을 구비한 영상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광변조층은,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이고, 표시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있어서, 1 표
시주기내에서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어떤 시간에서만 광변조층을 제1 광학적 상태로 하고, 다른 시간에서는 
제2 광학적 상태로 한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치수기, 계수기, 비교기 및 이들을 상호 접속하는 배선을 1단위로 하는 표시제어 
단위회로를 Si 기판상에 집적하여 복수 제작하는 복수 제작스텝과, 각각의 표시제어 단위회로마다 분리하는 분
리스텝과, 화상 표시장치의 각각의 화소(또는 부분화소)마다 소정 위치에 배치하는 배치스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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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상의 것 이외에, 필요한 배선이나 전극을 형성하는 스텝 등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 1의 독립 발명에서는, 앞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치수기, 비교기 및 이들을 상호 접속하는 배선을 1단위로 
하는 표시제어 단위회로를 Si 기판상에 집적하여 복수 제작하는 복수 제작스텝과, 각각의 표시제어 단위회로마
다 분리하는 분리스텝과, 화상 표시장치의 각각의 화소마다 배치하는 배치스텝을 가지고 있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2개의 앞의 발명에서의 표시제어 단위회로가, 복수의 화소를 단위로 하여 형성된다. 예
컨대, 4개의 화소나 부분화소를 1개로 통합해서 행해진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2개의 앞의 발명에서의 표시제어 단위회로가, 복수의 화소를 단위로 하여 형성된다. 예
컨대, 4개의 화소나 부분화소를 1개로 통합해서 행해진다. 

또한, 1의 독립 발명에서는, 1 밀리초 혹은 100 마이크로초 등의 단시간, 통상의 텔레비젼 방송에서의 휘도를 
1에서 100까지 변화한다고 할 때 1∼5 등의 저기동 신호영역이나 98∼100 등의 고기동 신호영역 등의 일정한 

조건에서는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는 표시소자를 사용하여 디지털 영상의 계조표시를 행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화소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화상의 
내용과는 달리 표시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표시주기의 경과시간에 따라 미리 프로그램이나 물리의 법칙 등의 
규칙에 맞추어, 각 색마다(적색, 청색, 녹색마다)인가 백색광마다인가를 불문하고 어쨌든 광을 일괄 광변조하
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일괄 변조된 광속을 대상으로 하여, 화상(신호)의 내용을 기초로 각 화소마다 광속이 

최종적으로는 표시면에서의 표시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일정한 조건에서는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
지되지 않는 표시소자를 그 일정한 조건의 범위 밖에서 기능을 발휘시키고, 더구나 이때 일괄 광변조수단의 경
과시간에 따른 소정의 규칙에 맞추어 변조를 이용하여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컬러 표시의 경우, 일괄 광변조수단이 백색광을 일괄 변조하면,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각 
색마다의 컬러 필터를 가지거나 하고 있다. 또한, 일괄 광변조수단이 타임 쉐어링(time sharing)으로 3원색
마다 소정의 수순으로 일괄 변조를 행하면,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각 원색마다 이것 또한 타임 쉐어링으로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의 변조를 행한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1 표시주기는 예컨대 8개 등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고,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개별의 변조를 위해 각 단위구간마다 미리 정해진 복수의 광변조율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위구
간내 단위 광변조율 파형선택 소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혹은 이 전제로서, 일괄 광변조수단은, 단위

구간내에서 순서대로 2
7
, 2

6
,...,2

0
의 휘도로 빛나거나 한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화소는 예컨대 2 ×2 혹은 3 ×3 등 복수의 부분화소로 이루어지고, 또 이차원 광변조
수단은, 이들 각 부분화소를 다른 부분화소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어하여 높은 계조표시를 행하게 하는 
부분화소 독립구동소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계조도가 작은 표시일 때에는, 일부의 화소만이 
빛나고, 높을 때에는, 모든 화소가 빛나거나 한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3개의 앞의 발명에 2개의 앞의 발명을 조합한 구성으로 되어있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4개의 발명에 있어서,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일괄 광변조수단으로부터의 광을 각 
화소의 각 표시주기나 또는 그 단위구간마다 개(100%투과), 폐(0% 투과)하는 광 셧터 등의 광투과 제어소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다시 50% 투과로 하는 반스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조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4개의 발명에 있어서,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일괄 광변조수단에서 광을 받아 반사
하지만, 이때 각 표시주기마다는 그 단위구간마다 그 광이 반사하는 각도를 제어 가능한 반사각 제어 가능형 
반사소자를 가지고 있다. 한편, 반사기구는 금속 도금 등 소위 거울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4개의 발명에 있어서,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액정을 사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2개의 발명에서는, 앞의 5의 발명에 있어서,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액정의 특성의 시프트가 발생하기 어
려운 영역을 사용하고, 또 2장의 기판의 + -도 소정의 규칙으로 교대시킨다. 

또한, 1의 발명에서는, 앞의 2개의 발명의 표시특성 개선에 궁리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그 실시형태 등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제1 실시형태)

본 발명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형태로서 표시장치 전체의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우선 그 근본이 되는 계조 표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1 실시예)

(여기서, 「1-1」은 「제1 실시형태의 제1 실시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2-2」이면 「제2 실시형태의 제2 
실시예라는 의미이다.)

본 실시예는 [2치 논리의 경우](혹은 2진수에 따라서 디지털 계조 표시의 경우)이다.

지금, 도 9의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괄 광변조수단(400)로부터의 광(450)을, 이차원 광변조수단(500)을 
통해서 출력(550)시키는 광학계를 생각한다. 여기서 일괄 광변조수단이란, 실질상 표시면 전체로의 전체 광속
의 강도를 시각 t의 함수로서 일괄해서 변조하여 출력할 수 있는 광출사 물체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레이
저나 발광 다이오드와 같이 전기적인 제어에 의해 그 휘도를 변화시키는 것, 휘도가 일정한 광원의 앞에 가변
투과율을 가지는 물체를 놓고 투과하는 광강도를 제어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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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차원 광변조수단이란, 일괄 광변조수단에서 사출된 광속(이것을 일괄 변조광속(450)이라 부르는 것으
로 한다)를 2차원적으로 각 부분마다 혹은 표시평면에 배열된 각 화소마다 역시 시각 t의 함수로서 변조하여 
출력할 수 있는 물건이고, 가장 간단한 예로서는 액정패널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통과한 
광(이것을 개별변조 출력광속(550)이라 부른다)이 최종적으로 화상 혹은 다수의 조금씩 상위( )하는 화상이 
연속하여 표시되기 위해 동작이나 움직임이 인식되는 영상의 개개의 화소의 광으로서 관측된다. 따라서, 실제
의 표시장치에서의 이차원 광변조수단(500)(혹은 이것을 구성하는 각 소자)는, 표시소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표시장치의 큰 구성부분)으로서는 도 9의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소에 대응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예컨대 
mosaic의 경우) 여러 행( ), 여러 열( )에도 소정 색채의 화소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G. H.셀형 표시장
치나 고정밀표시형장치 등과 같이 케이스에 따라서는, 광의 진행방향을 따라 복수의 평면층을 이루어 (다단)배
열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화상 혹은 영상은, 몇개의 그리고 조금씩 다른 정지화상을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표시함
으로써 얻어지지만, 그 때 1개의 정지화상을 표시하는 시간 단위를 1 표시주기(1 프레임 혹은 1필드라고도 부
른다)라고 한다. 이 1 표시주기내에 있어서, 일괄 광변조수단의 출력 광강도와,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어떤 부
분, 예컨대 특정한 화소에 착안할 때의 광강도 변조율이 모두 시간의 함수로서 변화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P(t) 및 μ(t)로 표시한다. 그렇게 하면, 개별변조 출력광속의 어떤 부분의 강도는 CP(t)μ(t)(C는 어떤 정
수)로 표시되게 된다.

지금, 1 표시주기를 예컨대 N개(N은 2이상의 정수)의 등폭의 단위구간으로 나눈다. 이 단위구간의 폭은, 1 표
시주기의 시간 폭을 T라고 하면, T/N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k번째의 단위구간 IK(여기서 k는,0 ≤k ≤N - 1

을 만족하는 정수로 한다. 또한, IK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k에 관하여 올림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열거하고 있

을 필요는 없다)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400)의 출력 광강도는 P02
K
(P0는 어떤 정수)로 표시되는 것으로 하고, 

이차원 광변조수단(500)의 광강도 변조율은 0(OFF 상태에 상당) 또는 어떤 유한치 μ0(ON 상태에 상당) 어느 

것인가의 값이 되는 것으로 한다. 즉, 수학식으로 표시하면 (수학식 4)와 같이 된다.

여기서, bK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상태를 표시하는 값이고, 광강도 변조율이 0일 때는 bK = 0, 유한치 μ0일 

때는 bK = 1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1 표시주기에서의 광강도 변조율(혹은, 휘도의 계조)의 패

턴은 2
N
개이고, 각각 [bN-1bN-2bN-3...b1b0]라는 2진수 표시의 수에 대응시킬수 있다. 그리고, 1 표시주기에서의 

전체 출력 광에너지 E는 CP(t)μ(t)의 시간 적분으로서 (수학식 5)와 같이 계산되며, 종래 기술의 경우의 
(수학식 1)과 같고, 바로 이 2진수 [bN-1bN-2bN-3 ...b1b0]에 비례한 것으로 된다.

이상에 의해, 2
N
계조가 실현되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경우, 각 표시주기에서 일괄 광변조수단의 출력 광강도의 변조율 P(t)는 각 단위구간에서는 동일하
게 하고 있어,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강도 변조율의 신호 [bN-1bN-2bN-3...b1b0]만을 화상의 계조에 따라서 변

화시키면, 표시주기마다 계조를 취한 동화상을 얻을 수 있다. 

예로서, 도 10에  N  =  8인  경우 P(t),  μ(t)  및  P(t)μ(t)의  시간변화의 모양을 나타낸다. 본 도면의 
상단은, 일괄 광변조수단의 각 단위구간에서의 출력 광강도를 나타내고, 중단( )은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
의 투과의 bK = 1 또는 0, 즉 ON, OFF(개폐)를 나타낸다. 그리고, 최하단의 P(t)μ(t)의 해치(hatch)부의 

합계 면적이, μ(t)의 패턴에 대응한 출력 광에너지, 10진수치 표시로 164(의 계조)로서 표현되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또, 본 도면의 종축은 모두 임의의 단위이다.

이 출력 광에너지와 2진수 [b7b6b5b4b3b2b    1b0]의 관계는, 종래 기술의 경우와 같이, 도 7의 그래프와 같이 

정확한 선형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종래의 경우에는, 단위구간의 최소폭은 T/2
N
(의 정도)이었지만, 본 발명의 경우는 T/N이고, 종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값으로 할 수 있다. 예컨대 N = 8인 256계조 레벨에서는, 종래 기술에서는, 프레임 주파
수 60Hz에서는 T = 16.7msec로 되고, 이것 때문에, 각 단위구간의 최소폭은 T/256 ≒ 65usec 이지만, 본 
실시예와 같이 하면 T/8 ≒ 2msec 이다. 따라서, 이차원 광변조수단으로서 예컨대 액정을 사용하는 경우, 예
컨대 응답속도가 수msec 정도(물론, 바람직하게는 수 10usec ∼ 2msec 정도)의 것이라도 충분히 계조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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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

(제1-2 실시예)

본 실시예는, 앞의 제1-1 실시예의 [2치 논리의 경우]를 약간 일반화한 경우 이다.

앞의 [2치 논리의 경우](제1 실시예)의 경우와 같은 광학계이지만, 광원으로서 일괄 광변조수단(400)의 출력 
광강도는, 도 11의 상단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단위구간내에서는 일정이지만, 각 단위구간 그 자체의 광도는 
2에 역비례하여 변화한다.

지금, 단위구간 IK(또, 일반화한 경우에는, 이 단위구간은 반드시 등간격(폭)이 아니라도 좋다)에서의 일괄 광

변조수단의 출력 광강도를 PK(t)로 한다. 또한, 이 단위구간에서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강도 변조율 μ(t)의 

시간변화 패턴(이것을 단위 광변조율 파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는 MK개인 것으로 하고(MK는 2이상의 정

수. 단, 도 11에서는 2), 각각 μK, mK(t)(mK는 0 ≤mK ≤M    K-1을 만족하는 정수이다)로 표시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1 표시주기에서의 μ(t)의 파형은, 각 단위구간에서 MK개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중에서 1개를 선

택하는 것으로 한다. 즉, 1 표시주기 전체로 볼 때의 μ(t)의 파형은, 전부 (수학식 6)으로 표시되는 L개뿐인 
것으로 되고, 이때 μ(t)의 파형은 [mN-1mN- 2mN-3....m1m0 ]라는 N개의 정수의 조합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단위구간 IK에서의, 파형 μK, mK(t)에 대응하는 광출력 에너지를 EK(mK)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수학식 7)과 같이 되고, 1 표시주기에서의 전체 광출력에너지 E[mN-1mN-2mN-3....m1m0]는 (수학식 8)로 

표시된다. 또, 여기서 (수학식 7)에 나타내는 C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어떤 정수이다.

이것은, 이차원 광변조수단에 주는 신호 [mN-1mN-2mN-3...m1m    0]에 따라서, (수학식 8)로 결정되는 출력에너

지가 얻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특히 EK(mK)은 단위구간 IK에서 mK에 관해서 올림차순으로 번호 붙임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하며(이렇게 하여도 일반성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수학식 2) 및 (수학식 9)로 표시되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
를 생각한다.

여기서, εK는 k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정수이다. (수학식 9)는, 단위구간 IK내에서 각 레벨이 정수 mK에 비

례하여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수학식 1)은 k가 1씩 올라갈 때마다 그 에너지가 MK배씩 커지

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수학식 9)를 (수학식 1)에 대입하면 (수학식 10)의 관계식이 얻어지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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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0)에서, εK는 점화적( )으로 (수학식 11)에서 주어진다(k = 1, 2,..., N - 1).

그리고, (수학식 8)의 E는 (수학식 12)에서 주어진다.

여기서, 이상의 (수학식 11)과 (수학식 12)는, (수학식 6)에서 주어지는 레벨 수의 계조가 얻어지는 것을 나
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간단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지금, 예컨대 N = 3으로 하고, 단위구간 I0, I1 및 I2를 생각하여, 각각의 단위구간에 속하는 단위 변조율 파

형의 갯수를, M0 = 2, M1 = 4 및 M2 = 3으로 한다. 이때, 각 단위구간에서의 신호파형은, I0에 있어서 m0 = 0, 

1(μ0, 0(t) 및 μ0, 1(t)), I1에 있어서 m1 = 0, 1, 2, 3(μ1, 0(t), μ1, 1(t), μ1, 2(t) 및 μ1, 3(t)), I2에 

있어서 m2 = 0, 1, 2(μ2, 0(t), μ2, 1(t) 및 μ2, 2)로 주어진다. 그리고, μ(t) 파형의 수, 즉 외부에서 주

는 신호의 수는(수학식 6)에 의해, L = 2 ×4 ×3 = 24이다. 또한, (수학식 11)에 의해, ε1 = 2ε0, ε2 = 

8ε0이기 때문에, (수학식 12)는 (수학식 1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지금, 24가지의 [m2m1m0]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수학식 13)의 값을 계산한 것을 (표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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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표 1][표 1][표 1]

이것에 의하면, E/ε0은, 0에서 23까지의 모든 정수의 값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m2m1m0]의 할당 방법에 따라 

등간격의 24계조가 얻어지는 것을 안다. 

이상의 예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N이나 MK가 취하는 방법이 어떠한 경우 에도, 등간격의 계조가 얻어지는 

것이 나타난다.

그런데, 모든 k에 대해서 단위구간 IK의 시간 폭이 같고, MK의 값도 같으며(이것을 M으로 한다), 이 단위구간

에 속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이 전부 동일한 경우는, (수학식 11) 및 (수학식 12)는 M진법의 수( )
표시 이외에는 없다. 실제로,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구동으로서는, 전부 동일한 처리(즉, 어떤 결정된 단위 광
변조율 파형의 집합중에서 하나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을 선택하여 준다는 처리)를 반복한다는 패턴으로 하면 
회로도 간단해지고, 현실적으로 된다. 또한, 그 중 특히 M = 2인 경우는 2진법에 상당하며, 2치 논리를 기본
으로 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된다. 앞의 [2치 논리의 경우]는 정확히 이 경우에 상당한
다.

(제1-3 실시예)

본 실시예는,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이다.

앞 실시예의, (수학식 7)의 EK(mK)의 식에 나타나는 PK(t)와 μK, mK(t)는 (수학식 2) 및 (수학식 9)를 충족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지만, M = 2인 경우에 대해서, 예컨대 (수학식 14)와 같이 해놓으면 좋
다(각 IK는 등폭으로 한다. 이것은 [2치 논리의 경우]에서의 (수학식 4) 이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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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실시예)

본 실시예도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이다. 

앞의, 각 단위구간에서 PK(t)의 할당 방법으로서, 펄스 파형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단위구간 IK의 

시작시간을 tK1, 종료시간을 tK2로 할 때(단위구간 IK는 tK1t ≤t ≤tK2로 표시된다),  tK1 ≤tKA 〈 tKA + TA ≤

tK2를 만족하는 시각 tKA 및 시간 폭 TA를 생각하여, (수학식 15)와 같이 해놓는다(M = 2로 한다). 즉, 단위

구간 IK중, 시간 폭 2
K
/2

N 
×TA의 부분만 P0이라는 강도를 가진다.

여기서, P0은 어떤 정수이다. 이것은, 단위구간 IK에서 2
K
에 비례하는 시간만 어떤 유한치를 취하고, 그 이외

에서는 0이라는 구형 펄스파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놓으면 (수학식 2) 및 (수학식 9)가 만족된다. 도 
11에, N = 8인 경우 예를 나타낸다. 본 도면에서는, 각 단위구간마다 펄스 파형의 계속시간은 1/2로 되어 있
다. 이 방식의 경우, 일괄 광변조수단도 2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신호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된다. 또한, 일괄 광변조수단이 본래적으로 2치적인 안정상태를 가지는 것인 경우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 펄스 파형으로서는, (수학식 2) 및 (수학식 9)가 만족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구형의 펄스파가 아니라도 좋
고, 예컨대, 삼각파형, 톱니파형, 정현파형, 가우스(Gauss)분포형 파형, 로렌쯔 분포형 파형, sinc형 파형, 
exp형 파형 혹은 매우 날카로운 임펄스형 파형 등이라도 좋다.

(제1-5 실시예)

본 실시예도,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이다.

PK(t)의 또 다른 할당 방법으로서, PK(t)는 어떤 기본파형을 단위로 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하고, 단위구간 IK

에는 2
K
에 비례하는 갯수만 이 기본파형의 단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기본파형으로서는, 구형 펄스 

파형, 삼각파형, 톱니파형, 정현파형, 가우스 분포형 파형, 로렌쯔 분포형 파형, sinc형 파형, exp형 파형 
혹은 매우 날카로운 임펄스형 파형 등이 좋다.

(제1-6 실시예)

본 실시예도,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이다. 

PK(t)의 또 다른 할당 방법으로서, 각 단위구간에 걸쳐 연속적으로(증가형의) 지수함수로 준다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N개의 단위구간은 어느 것이라도 등폭 T/N이라고 하고, 단위구간 IK(k = 0, 1,... N - 1)은 (k/N)T 

≤t ≤〔(k + 1)/ N]T의 시간 영역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한다(각 단위구간 IK는 시각 t에 관하여 올림차순으

로 배열된다). 그리고, PK(t)를 (수학식 16)와 같이 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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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0는 어떤 정수이다. 또한, ln은 자연대수를 표시한다. 실제로, (수학식 16)을 (수학식 7)에 대입하

여 계산하면(수학식 17)과 같이 되고, (수학식 2) 및 (수학식 9)를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다.

(제1-7 실시예)

본 실시예도,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이다.

PK(t)의 또 다른 할당 방법으로서,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감쇠형의 지수함수로 준다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N개의 단위구간은 어느 것이라도 등폭 T/N이라고 하고, 단위구간 IK(k = 0, 1,..., N - 1)는 [(N - k - 

1)/N]T ≤t ≤[(N - k)/N]T의 시간 영역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한다(각 단위구간 IK는 시각 t에 관하여 내림

차순으로 배열된다). 그리고, PK(t)를 (수학식 18)과 같이 해 놓는다.

여기서, P0는 어떤 정수이다. 실제로, (수학식 18)을 (수학식 7)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수학식 19)와 같이 되

어, (수학식 2) 및 (수학식 9)를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다.

도 12에 본 방식에서의 P(t) 및 μ(t)의 변화의 모양(N = 8인 경우의 예)을 나타내 놓는다. 또, CRT(브라운
관)에 이용되는 형광체나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재료의 경우, 또 컨덴서로부터의 방전에 의한 발광 등 이들에 
가까운 감소의 경우에는 광원의 강도, PK(t)의 변화는 실제로 (수학식 18)과 같은 형으로 표시되고, 이와 같

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이 유효하다. 또 또한, 1 표시주기로 정확히 소정의 채광휘도에서 0까지 
되기 위해서는, 인가전압, 발광원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할 수 있다. 또, 소위 홀드형 표시장치
의 경우, 적분효과에 의한 동화상의 불선명의 대책으로서 각 표시주기의 사이에 흑( )표시부분(기간)을 삽입
하는 일이 있지만, 이 흑( )표시부분의 장단을 조정하여 광의 감쇠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본 도
면의 중단( )과 하단( )의 의미, 내용은, 도 10, 도 11의 그것들과 동일하다.

다음에 또, 앞의 제1-6 실시예의 수학식 16은, 본 도 12의 휘도가 시간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되어 있다(시간
과 함께 증대한다).

(제1-8 실시예)

본 실시예도,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단위구간의 폭을 개략 같게 하여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강도 변조율을 변화시킨다는 방법
과, 종래 기술과 같이 단위구간의 폭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병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예컨대, 1 표시주기
에 포함되는 단위구간 수를 N개로 하고, 후자와 같은 변조을 행하는 것(이것을 제1종 단위구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이 N1개(N1은, 1 ≤N1 ≤N - 1을 만족하는 정수), 전자와 같은 변조을 행하는 것(제2종 단위구간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이 (N - N1)개인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제1종 단위구간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강도 변조율은 일정하게 하고, 단위구간의 폭을 2
K
에 비례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2종 단위구간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강도 변조율을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한다. 이때, (N - N1)개의 제2종 단위구간은 등폭으로 

하고, 이용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도 동일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학식 7)의 E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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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를 계산할 때 제1종 및 제2종의 단위구간 전체로서 (수학식 2) 및 (수학식 9)를 만족하도록 한다. 

도 13에, 본 방식을 사용한 경우의 P(t), μ(t) 및 P(t)μ(t)의 1 표시주기에서 시간변화의 모양의 예를 각 
상단, 중단, 하단에 나타낸다. 이것은, M = 2, N  = 8, N1 = 3인 경우의 예이다. 제1종 단위구간에서는 구간 

폭의 비가 4 : 2 : 1, 제2종 단위구간에서는 구간 폭은 전부 동일하고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강도 변조율만이 
2의 누승에 비례하여 변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로서 256 계조가 얻어지는 것으로 된다. 또, 하단에
서는 10진수 표시로 164가 표시되어 있다. 

(제2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앞의 제1 실시형태(본 발명의 원리에 대해서)의 보충이다. 

여기까지의 설명에서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2차원 광변조수단은 어느 것이라도 광강도에 의한 변조인 것으로 
해 왔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 변조일 필요는 없고, 광의 편광상태의 변조, 편향방향의 변조, 위상 변조, 주
파수 변조(파장 스펙트럼 분포의 변조 등도 포함된다), 광학적 코히어런스나 장래의 기술적 발달에 기초해서양
자역학적 코히어런스의 변조 등, 다른 수단이라도 좋다. 혹은 예컨대 레이저광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광의 발
진모드를 변화시키는 등 하여도 좋다. 요는, 최종적으로 영상이나 화상으로서 관측되는 단계에서 광에너지(밝
기)로서 (수학식 2) 혹은 (수학식 9)가 만족되도록 되어 있으면 좋다.

예컨대,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원으로서 파장 1.06㎛에서 발진하는 적외선 레이저(404)를 이용하고, 
일괄 광변조수단로서 비선형 광학소자(405)를 이용하여, 이것을 기계적으로 회전(진동)시켜 위상정합 조건을 
조정하여 파장 530nm의 2차 고조파 발생의 유무를 제어한다는 것은 위에서 기술한 파장 스펙트럼 분포의 변조
의 일종이다. 비선형 광학소자를 통과한 후에 적외 차단필터(41)를 통과시키면, 파장 530nm의 광의 ON/OFF라
는 형으로 P(t)를 얻을 수 있다. 본 도면의 (1)은, 위상정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다. (2)는, 결정축
과 광의 진행방향이 특정한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충족되는 경우이고, 파장 530nm의 광이 ON으로 되어있다. 
또, 406은, 편광 회전소자이다.

또한, 예컨대 2차원 광변조수단으로서 액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액정만을 보면 편광상태의 변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2색성 액정이나 산란모드의 고분자 분산형 액정 등과는 달리), 통상은 편광자·검광자 혹은 편광빔 
스플리터와 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변조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9에 나타내는 계(系)에서는, 광은 2차원 광변조수단(500)을 투과할 때 투과율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
해 강도를 변조하고 있지만, 달리 반사율이나 회절 효율 등에 의해 강도를 변조하여도 상관없다. 또, 예컨대, 
음향광학 효과나 광유기굴절율 효과(광반사 효과)를 사용한 회절 효율의 변조 등도 생각된다. 이하, 본 실시형
태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다.

(제2-1 실시예)

본 실시예는, 표시장치의 구성 및 동작에 관한 것이다.

도 15에 본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구성예를 나타낸다.이것은, 각각 적색, 녹색 및 청색으
로 발광하는 발광 다이오드(401r, 401g, 401b)에서 출사된 광속이 편광빔 스플리터(45)에서 반사하여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로 입사하고, 그 때의 반사광이 재차 편광빔 스플리터(45)를 통과해서 렌즈(60)에 의해 
확대되어 관측자(10)에게 도달한다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구성이다(이것 때문에, 관측자(10)는 반사형 액정
라이트 밸브(501)의 상을 보게 된다). 

편광빔 스플리터(45)는, 발광 다이오드(401r, 401g, 401b)에서의 광중 S편광성분(도면에 수직한 편광성분)만
을 반사하고, P편광성분(지면에 평행한 편광성분)은 통과시킨다. 따라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로 입
사하는 광은 S편광성분뿐이다.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는 수동형의 공간 광변조소자(스스로 발광하지 않
고, 외부에서 입력된 광의 광학적 상태를 면상( )의 각 점마다 변조하는 소자)의 일종이고, 입사해 온 광의 
편광상태를 평면 형태로 배열된 각 화소마다 영상신호에 따라서 변조하여, 그 중 P 편광으로 변환된 성분만이 
재차 편광빔 스플리터(45)를 통과하며, 또 렌즈(60)를 통과하는 것에 의해 확대된 영상이 관측된다는 구조이
다. 

또한 이것 때문에, 영상신호와 그것에 부수하는 동기신호가 외부에서 공급되지만, 영상신호는 반사형 액정라이
트 밸브(501)로 보내지고, 동기신호는 이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를 구동하기 위한 라이트밸브 구동회로(53
0)와, 발광 다이오드(401r, 401g, 401b)의 휘도를 제어하기 위한 발광휘도 제어회로(402)의 양쪽으로 공급
된다. 

이 계(系)에서는, 발광 다이오드(401)와 발광휘도 제어회로(402)를 합친 것을 일괄 광변조수단(400)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와 라이트밸브 구동회로(502)를 합친 것을 이차원 광변조수단
(500)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하, 이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한다. 도 16에, 이 단면을 나타낸다.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것은 ITO(IndiumㆍThinㆍOxide)나 ZnO 등의 투명전극(102)이 형성된 유리, 플라스틱 
혹은 석영 등의 대향기판(200)과, 표면에 매트릭스 형태의 MOS 트랜지스터(111), 화소전극(104), 차광층
(105) 혹은 층간절연막(107) 등의 제조를 행한 Si 기판(112)(제2 기판에 상당한다)의 사이에, VA(수직배
향)액정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정층(300)을 삽입한 구조이다.

Si 기판(112)상에 제조된 MOS 트랜지스터(111) 등은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회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주사선(121)과 신호선(106)이 매트릭스 형태로 배선되어 있고, 그 교점 부근에 MOS 트랜지스터(111)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MOS 트랜지스터(111)의 게이트(109)가 주사선(121)에 접속되고, 드레인(108)은 신
호선(106)에 접속되며, 소스(110)는 화소전극(104)에 접속된다.

이것을 토대로, 종래 기술의 란에서 설명하였던 일련의 과정에 의해 각 화소에 전압신호를 기록할 수 있다. 

이상을 기초로, 앞의 제1 실시형태의 설명대로 안정인 동작이 가능하지만,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각 화소
로 정보의 기록타이밍을 고려하여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타이밍을 나타내면 예컨대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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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본 도면에서는, 제1행의 화소에는[10100100](10진수의 164)를, 제MA행의 화소에는 [01001010](10

진수의  74)를  기록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또,  액정층의  응답시간은  무시하고  있다.  또한,  본 
도면에서는,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가 MA행 ×NA열의 화소배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1 표시주기가 8개의 등간격의 단위구간(I0 ∼ I7)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인접하는 각 단위구간

의 사이에,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전체에 걸쳐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구간(기간)(W0 ∼ W7)을 

마련하고 있다.

 각 기록구간에서 최상부의 행(제1행)에서 최하부의 행(제MA행)까지의 기록이 행해지지만, 제1행은 선두(

), 제MA행은 가장 후미( )이기 때문에, 각각의 액정층 반사율(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강도 변조율에 

상당)의  변화는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광원의 휘도(일괄 광변조수단의 출력  광강도에 상당. 
여기서는, 도 15에 나타내는 3색의 광원(401의 r, g, b)중 1개만이 발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각 단위구
간 내에서만 유한한 값을 가지므로, 개별변조 출력광속의 강도 P(t)μ(t)는 각각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되고, 결과로서 1 표시주기에 기록된 신호에 대응한 출력 광에너지가 각 화소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된다.

또, 이상에서는 광원의 휘도는 단위구간에서만 유한한 값을 가진다고 하였지만, 달리 기록기간에서도 유한치를 
취해도 상관없다. 또한, 이상에서는 기록구간이 종료한 시점에서 단위구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달리 
이들이 오버랩(overlap)하거나 혹은 이들의 사이에 유한한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또한, 액정반사율의 변화가 행마다 약간 어긋나는 것에 대응시켜, 광원에서의 광이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
(501)로 입사하는 타이밍을 각 행마다 엇갈리게 하는 등의 수법을 채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도 광원은 본질
적으로는 일괄로 변조를 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또, 이상에서는 제1 실시형태의 2치 논리를 기본으로 하여 설명을 행하였지만, 본 구성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로서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 1(제1-3 실시예)] ∼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 6(제
1-8 실시예)]도 포함한다)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 15에 나타내는 표시장치의 구성은, 일괄 광변조수단이 광원 자체의 발광휘도(일반적으로는, 광학적 
상태)를 변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일정한 휘도로 발광하는 광원과 그 광원에서의 광을 강도 변조하여
(예컨대, 백라이트의 광을 액정층에서 변조하는 구성) 일괄 광변조수단을 행한다는 구성과 대비하면 이하의 이
점이 있다. 어느 방법도 일괄 변조광속의 강도는 1 표시주기내에서 같은 시간변화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괄 변조광속은, 광원에서의 광이 강도변조에 의해서 그 강도를 감소시킨 결과가 얻어지는 것(강도 변조하는 
수단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은 한 강도 변조율은 1을 초과하는 일은 없다)인 것에 대해서, 전자의 경
우는 광강도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후자는 광원의 소비전력은 시간적으로 일정하지만, 
전자는 광원의 소비전력이 휘도에 따라서 1 표시주기내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소비전력량(소비전력을 시간에서 
적분한 것)은, 적어지게 된다.

(액정층으로 전압 인가방법의 설명)

여기서, 도 17에 나타내는 μ(t)의 파형을 얻기 위해서 액정층으로 인가하는 전압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다. 

액정층의 반사율은 (수학식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0(bK = 0에 대응)또는 어떤 정수 μ0(b7 = 1에 대

응)이다. VA 액정의 전압-반사율 특성(  특성)은 일반적으로 도 3의 (1) 또는 도 3의 (2)와 같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상의 2치중 0을 실현하기 위한 전압 VOFF로서는, ｜VOFF｜≤Vth 가 되는 전압치 VOFF를 선택하면 

좋다. 또, Vth는 반사율이 상승을 시작하는 전압이고, 스위칭 문턱치 전압이라고 불린다. 또한, 액정반사율 
μ0을 실현하기 위한 전압 VON으로서는, 반사율이 충분히 크고,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반사율의 변화가 작은 것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도 3의 (1)과 같이 투과율이 극치(極 ) Tmax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90%의 투과율 9Tmax/10를 나타내는 전압 VM을 최소변조 전압으로 정의하여, ｜VON｜≥VM이 되는 값으로 하면 

좋다. 

또한, 도 3의 (2)같은  특성의 경우에는, 충분히 큰 전압(예컨대 10V)를 인가할 때의 반사율을 Tmax로 하
고, 역시 그 90%의 투과율을 나타내는 전압 VM을 최소변조 전압으로 정의하며, 마찬가지로 ｜VON｜≥VM이 되는 

값으로 하면 좋다. 이상과 같이 설정하면, 종래 기술의 경우에서도 기술한 이유에 의해, 계조의 선형성이 유지
되어 계조 재현성이나 색 재현성이 좋은 영상이 얻어진다.

또, 액정층으로서, 예컨대 TN 액정과 같이 노멀리 온형(전압 0에서 극대에 가까운 투과율을 가진다)의  특성
을 취하는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VON은 반사율이 감소를 시작하는 전압(이것을 스위칭 문턱치 전압이라고 부른

다)Vth에 대해서 ｜ VON｜≤Vth가 되도록 설정하면 좋다. 또한, VOFF는, 최대 투과율 Tmax에 대해서 10%의 투

과율을 나타내는 전압 VM을 최소변조 전압으로 정의하여, ｜VOFF｜≥VM이 되도록 설정하면 좋다. 이 경우에도 

VA 액정과 같은 노멀리 오프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계조의 선형성이 유지되어 계조 재현성이나 색 재현성이 
좋은 영상이 얻어진다. 

그런데, 이들 액정으로 전압의 인가 방법으로서는, 각 표시주기 및 단위구간에서 전부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
도 좋지만, 전압을 공급한 결과로서의 반사율이 개략 혹은 실용상 동일하면, 다른 전압이라도 상관없다. 예컨
대, 도 3의 (1) 또는 도 3의 (2)에 있어서, VOFF는 ｜VOFF｜≤Vth의 범위내이면 사실상 반사율은 0이므로, 각 

단위구간에서, 이 범위내에서 다른 전압치를 인가하여도 상관없다.

실제,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으로서는, 차지업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초라는 장시간에서 볼 때의 직류성
분이 거의 0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1 표시주기마다 인가전압의 극성을 반전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예컨대, 노멀리 오프형의  특성의 경우로 말하면, 어떤 표시주기에서 ｜VO｜≤ Vth, V1 ≥ V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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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는 전압치 V0 및 V1을 선택하여 VOFF 및 VON을 각각 VOFF = V0, VON = V1 로 하면, 다음 표시주기에서는 

역극성의 전압 VOFF = -V0, VON = -V1 을 인가하도록 하면 좋다. 노멀리 온형의 경우에도 거의 같다. 또, 1 표

시주기마다가 아니고, 1단위구간마다 극성을 반전시키더라도 물론 좋다. 또한 일반적으로, q 단위구간마다 극
성을 반전시키더라도 좋다(q는 자연수).

또, 이상과 같은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대향기판에 형성된 투명전극의 전위를 0으로 고정하고, 화소전극
의 전위를 VOFF 또는 VON 등으로 하여도 좋지만, 달리 화소전극과 투명전극의 양쪽의 전위를 제어하여 액정으로

의 인가전압을 컨트롤하여도 좋다. 

지금, 노멀리 오프형의  특성의 경우를 예로 들어, 도 16의 이외에 도 1, 도 2, 도 3과 (표2)를 참고하여 
이것을 설명한다.

[표 2][표 2][표 2][표 2]

예컨대, V0 및 V1을 ｜VO｜≤Vth 및 VM ≤V1을 만족하는 전압치로 하고, 어떤 표시주기로 투명전극(102) 전위

를 -VO로 한다. 그리고, 반사율을 0으로 하였을 때(VOFF에 상당)에는 화소전극(104)의 전위를 0으로 하고, 반

사율 μ0을 실현하였을 때(VON에 상당)에는 V1 - VO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액정으로의 인가전압은 각각 VOFF = 

V0 및 VON = V1이 된다. 또한, 다음 표시주기에서는 투명전극(102)의 전위를 V1 로 한다. 그리고, 반사율을 0

으로 하였을 때에는 화소전극(104)의 전위를 V1 - V0으로 하여, 반사율 μ0을 실현하였을 때에는 0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역시 액정으로의 인가전압은 각각 VOFF = -VO 및 VON = -V1이 된다.

이와 같이 투명전극(102) 전위도 변화시키도록 하면, 화소전극(104)에 인가하는 전압은 0 또는 V1 - V0만이라

도 좋고, 더구나 극성반전 구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 16에 나타내는 Si 기판(112)측의 차지업 회피를 
도모하면서 2치 논리적으로 구동시킬수 있다. 또한, Si 기판측의 구동전압의 범위(range)는 최소로 도 3에 나
타내는 VM - Vth(대향기판의 전위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최소라도 2VM의 범위가 필요하다)이므로, 저전압 구동

이 가능해지고, Si 기판측 구조의 미세화, 전력 절감화에도 유리해진다. 

또, 이상의 것은 노멀리 온형의 액정의 경우라도 거의 같다. 또한, 1 표시주기마다가 아니고, q개의 단위구간
마다 극성 반전시켜도 좋다(q는 자연수). 

또 또한, 이상에서는(본 발명의 원리설명)의 [2치 논리의 경우](제1- 1 실시예)를 기본으로 하여 설명을 행하
였지만, 이것은(본 발명의 원리설명)의 [일반적인 경우](제1- 2 실시예, 또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
의 예1(제1-3 실시예)] ∼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의 예6(제18 실시예)]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액정으로의 인가전압에 관한 사항은, M = 2(2치 논리)인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액정의 응답속도에 대한 설명)

이상의 설명에서는, 액정층의 응답시간은 단위구간의 폭에 비해 매우 작고, 단위구간의 변화시 순간적으로 응
답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시간이 단위구간의 폭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 

도 18은, 액정에 인가하는 전압을 갑자기 변화시킬 때의 액정의 시간적인 응답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지금, 시각 t0까지는 액정에는 투과율(또는 반사율)이 0이 되는 전압이 인가되고 있고, 시각 t0에서 갑자기 투

과율이 T0가 되는 전압이 인가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액정의 투과율은 이 도면의 좌측부분의 곡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서서히 상승하여 어떤 시간에 도달하면 T0에 안정된다. 또한, 그 후 시각 t1에서 재차 투과

율이 0이 되는 전압으로 갑자기 되돌리면, 마찬가지로 투과율은 서서히 작아지게 되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
서 0이 된다. 이 때, 시각 t0를 기점으로 하여 투과율이 T0의 90%에 도달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을 상승시

간(도면의 τr로 표시한다)이라고 부르고, 시각 t1을 기점으로 하여 투과율이 T0의 10%에 도달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을 강하시간(도면의 τd로 표시한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간단히 하기 위해 단위구간의 폭이 모두 같고, M = 2(2치 논리)인 경우에 대해서, 이상과 같은 액정 
반사율의 상승시간과 강하시간을 고려하였을 때의 반사율 μ(t)의 모양을 그리면 도 19의 중단( )과 같이 
된다. 또, 본 도면에 서도 입력신호의 계조는 10진수 표시로 164이고, 종축은 임의 단위의 휘도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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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위구간(예컨대 I5)에서 액정층의 반사율이 μ0이고, 다음 단위구간(I4)에서 액정층의 반사율을 0으로 하

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단위구간 I4의 기점에서 반사율을 0으로 하기 위한 전압신호를 액정에 인가하여, 단위

구간 I4가 종료할 때까지는 액정은 충분히 반사율 0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I4의 종점에서 반사율이 0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본 도면의 상단에 나타내는 P(t)와 같이 광원을 임펄

스적으로 발광시키면, 개별변조 출력광속의 강도는 본 도면의 하단에 나타낸 바와 같이 I4 종점에서의 반사율만

을 반영한 임펄스 형태로 되어, 출력은 희망한 대로 값 0이 된다((수학식 7)에서 E4(0)에 상당하다. P4(t)를 
Dirac의 δ함수와 같이 생각하면 좋다). 따라서, 강하시간 τd는, 단위구간의 간격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반사율이 0에서 μ0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상승시간 τr도 역시 단위구간의 간격 이하인 것

이 바람직하다. 단위구간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τr과 τd가 함께 가장 짧은 단위구간의 폭 이하라면 

좋다(이 조건을 응답시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본 실시형태에서는, 단위구간의 최소 폭은 종래 기술에 비교하여 매우 크게 할 수 있다. 예컨대(본 발
명의 원리)의 [2치 논리의 경우]에서 기술한 예(N = 8)의 경우, 단위구간의 최소 폭은 종래 기술에서 65usec 
인데 반하여, 본 발명에서는 2msec이다. 따라서, 상술의 응답시간 조건은 매우 느슨한 것이 된다. 

또, 일반적으로 응답시간은 액정층 두께의 2승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다. 도 16과 같은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
의 경우에는, 광은 액정층을 왕복하기 때문에, 투과형에 비교하여 액정층의 두께를 절반으로 하여도 동일한 광
의 변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액정의 응답시간은 투과형의 1/4로 되어, 응답시간 조건은 더 충족하기 쉽게 
된다. 

다음에,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로 VA 액정(멜크사의 MJ951152를 사용)을 사용하여, 그 층 두께를 2㎛로 하
여, τr과 τd를 측정한 바, 모두 2.0msec이라는 값을 얻었다. 앞의 (본 발명의 원리)의 [2치 논리의 경우]에

서 기술한 예(N = 8)에서의 단위구간의 폭이 정확히 2msec이므로, 이 응답시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응답시
간과 액정층 두께의 2승 비례규칙을 고려하면, 2㎛ 이하의 층 두께의 경우에 응답시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고, 이것 때문에 계조의 선형성, 안정성, 균일성 등의 현저한 효과가 얻어지게 된다. 

또, 이상은 M = 2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광원은 반드시 임펄스 형태의 발광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도 10과 같이 단위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발광
을 하는 경우라도, 계조의 선형성은 약간 붕괴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대로의 효과는 얻어진다. 

(보충)

또, 도 15에서는 광원으로서 적색, 녹색 및 청색의 3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시분할적으로 1 표시주기마
다 순서대로 발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경우도, 1개의 색( )에 대해서 보면 각 표시주기에서의 발광휘도의 
시간변화는 개략 같다). 그러나, 3개의 색( ) 각각에 대해서 1 표시주기내의 단위구간이 시간적으로 뒤섞이는 
구동방법도 물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광학계에 따라서는 색마다의 시분할은 행하지 않아도 좋다. 예컨대,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각 화소
마다 적색, 청색, 녹색의 컬러필터를 붙이면, 색시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컬러영상의 관찰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원평09-292160호의 도 4와 같은 색분해ㆍ합성계를 포함하는 광학계로 구성하여도 좋다. 이 경우는, 
각 색 사용에 3계통의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가 있으므로, 각각에서 독립적으로 각 색 성분의 이차원 광변조
를 행하면 좋다. 

또한, 도 15의 표시장치에서는 그 광원은 발광 다이오드로 하였지만, 그 이외에도 레이저(반도체 레이저가 저
소비 전력, 소형, 염가인 것이 바람직하다)나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광원, 형광체 등이라도 좋다. 이들은 휘도 
변화의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본 발명과 같은 구동방법에서는 이상적인 광원이 된다. 또한, 이들 광원의 
경우, 발광휘도 제어회로도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발광휘도 제어회로는 광원의 발광휘도를 전기적으로 제어를 행하는 회로이지만, 달리 전기적일 필요는 
없고, 광학적ㆍ열적ㆍ자기적ㆍ화학적ㆍ기계적으로 제어를 행한다든지 하여도 좋다. 

또한, 액정층으로서는 응답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또 고콘트라스트가 얻어지는 VA 액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달리 어떠한 액정이라도 상관없다. 본 발명 출원시점에서는, 예컨대, TN(트위스티드ㆍ네마틱)액
정, STN(슈퍼ㆍ트위스티드ㆍ네마틱)액정, VA 액정(수직배향 액정, 또는 호메오트로픽 액정)이나 호모지니어스 
배향 액정 등을 포함하는 ECB(전계제어 복굴절)형 액정,  벤트액정, IPS(면내 스위칭)액정, 
GH(게스트ㆍ호스트)액정, 고분자 분산형 액정, 강유전성 액정, 반강유전성 액정, OCB 액정, 디스코틱 액정 및 
그 밖의 여러가지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액정 이외에도 인가전압에 의해 광학적 특성이 변화하는 재료라면,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BSO(비스무
스 실리콘옥사이드) 등의 전기광학 결정을 들 수 있다. 단, 본 발명 출원시점에서는 액정이 가장 염가이고, 이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액정층으로서는, 자발분극을 갖지 않은 액정, 특히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상기 VA 액정, 
TN 액정 등도 포함된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것도 본 발명의 출원시점에서는 강유전성 액정이
나 반강유전성 액정과 같이 자발분극을 가지는 액정은 균일하게 배향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충격에 약하
다는 점에서 약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이차원 광변조수단으로서 Si 기판을 사용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가 아니고,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수동형의 공간 광변조소자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예컨대, 다결정 Si나 SOI(실리콘ㆍ온ㆍ인슐레이터) 베이스
의 반사형 라이트밸브라도 좋고, 이들을 베이스로 한 투과형의 액정패널이라도 좋다. 혹은, 예컨대 특개평07-
013188호에 있는 것과 같은 광기록형의 라이트밸브라도 달리 상관없다. 

또한, 편광빔 스플리터 대신에 통상의 빔 스플리터와 편광자ㆍ검광자의 조합을 사용하여도 좋다. 혹은, 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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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기 위해, 홀로그램(hologram) 분리소자 등을 사용하여도 좋다. 혹은, 경사 입사(오프액시스)광학계로
서 빔 스플리터없이 편광자ㆍ검광자만으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반사율 제어를 하여도 좋다.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화소 스위칭소자로서의 MOS 트랜지스터는 n형이 아니고 p형이라도 좋다. 또한, 예컨
대 특원평10-327770호에 있는 바와 같이, n형과 p형의 양쪽을 사용하고 있어도 좋다. 또한, TFT(박막 트랜지
스터)라도 좋다. 또한, 화소전극의 전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용량을 갖고 있더라도 좋다. 

또한, 표시장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예컨대 프로젝터 등이라도 좋다. 

(제2-2 실시예)

본 실시예의 표시장치는, 기본적으로는 도 15에 나타내는 제2-1 실시예의 표시장치와 동일하지만, 반사형 액정
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측의 전기회로부가 도 20에 나타내는 SRAM(StaticㆍRandomㆍAccessㆍMemory)형으로 
되어 있는 점이 상이하다.

이것은, 매트릭스 형태의 화소전극(104)의 배치에 대응하여 화소 스위칭소자(MOS 트랜지스터)(111)와, 2연
( ) 인버터로 이루어지는 쌍안정소자(122)가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행방향의 주사선(121)
과 열방향의 신호선(106)에 접속된 것이다. 이 경우, 각 화소전극으로 전압신호의 인가 방법 및 동작타이밍은 
도 4에 나타내는 구조의 것과 동일하지만, 쌍안정소자 있기 때문에, 2치 논리(디지털)형의 구동이 된다. 즉, 
전압신호로서는 고전압(HI로 표시한다) 또는 저전압(LO로 표시한다)의 어느 것인가가 된다. 

본 도면의 화소 스위칭소자(111)는, 주사선(121)에 인가되는 전압의 HI 또는 LO에 따라서 ON 상태가 되거나 
OFF 상태가 되거나 한다. 즉, 지금 도면중의 Gm으로 주어지는 주사선(121)이 선택되어, HI가 될 때, 이 주사
선 Gm에 연결되는 화소 스위칭소자(111)가 ON 상태가 되어, 화소(m, n)에 속하는 쌍안정소자(m, n)는 신호선
(Dn, Dn')에 접속되고, 쌍안정소자(m, n)는 신호선(Dn, Dn')의 값에 따라서 2개의 안정상태 HI 또는 LO중의 
어느 것인가로 천이한다(Dn = HI, Dn' = LO일 때, 쌍안정소자(m, n)는 HI 상태로, Dn = LO, Dn' = HI일 
때, 쌍안정소자(m, n)는 LO 상태가 된다). 

또, 신호선(Dn, Dn')에는 반드시 역상의 신호가 입력된다. 주사선 Gm이 LO로 되어 비선택 상태가 되면, 화소
(m, n)의 화소 스위칭소자(111)는 OFF 상태가 되고, 쌍안정소자(m, n)는 신호선(Dn, Dn')에서 분리되어, 
HI 또는 LO의 어느 것인가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 쌍안정소자에 접속되는 화소전극은, 쌍안정소자의 
2개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전압치로 설정된다. 

이상의 동작을 모두 주사선에 대해 반복함으로써 모든 화소에 HI 또는 LO의 전압신호를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도 17에 나타내는 것과 모두 동일한 타이밍 동작이 가능해지고, 앞의 제2-1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이 
거의 전부 적용되게 된다. 특히, 앞의 액정층으로 전압 인가의 방법의 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차지업 회
피를 도모하면서 2치 논리에서의 저전압동작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서는, Si 기판상의 회로구조의 미세화, 
전력 절감화, 저코스트화에 유리해진다. 

또, 본 구성의 회로의 경우에는, 도 4에 나타내는 회로와 달리, 각 화소가 비선택 상태일 때라도 화소전극은 
전기적으로 고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쌍안정소자에 연결되어 있다. 즉, 쌍안정소자로의 전원공급선(도 20에
서는 도시하지 않고 있다)의 전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토크의 영향을 받기 어렵고, 보다 노이즈가 
적은 영상이 얻어진다. 

또, 도 20에 나타내는 회로는, 어디까지나 일례이고, SRAM형의 동작을 하는 회로라면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모두 적용된다. 예컨대, 특원평09- 190837호의 도 7과 같이 쌍안정소자와 화소전극의 사이에 인버터를 삽입하
여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그 밖에, 지금까지 설명해 온 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제2-3 실시예)

본 실시예의 표시장치도, 기본적으로는 도 15에 나타내는 제2-1 실시예의 것과 동일한 구성이다. 단,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Si 기판측의 전기회로부에 특징이 있다. 이것을 도 21에 나타낸다. 이것은, 매트릭스 형태
의 화소전극(104)의 배치에 대응하여 화소 스위칭소자(MOS 트랜지스터)(111)와, 용량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회로(123),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가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행방향(도면상 좌우방향)의 
주사선(121) 및 일괄기록선(1257)과 열방향(도면상 상하방향)의 신호선(106)에 접속된 것이다. 이 경우, 메
모리 회로, 액정기록 스위칭소자 및 일괄기록선이 있기 때문에, 도 4에 나타내는 것과 약간 다른 작용이 된다. 

우선, 도 21에 나타내는 회로에서, 일괄기록선(125)이 저전위 상태이고, 모든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가 
OFF 상태인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에서 우측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면, 메모리 
회로(123)는 도 4의 화소전극(111)과 등가가 되며, 도 4의 경우와 전부 동일한 과정에서 전체 화소의 메모리 
회로에 전압신호를 기록할 수 있다. 

한편,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에 의해 분리된 화소전극(104)은 모두 전기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회로(123)로의 기록 동작중에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축적된 전하는 보존되며, 액정
층으로 인가한 전압은 유지되게 된다. 

다음에, 메모리 회로(123)로의 기록을 종료하고,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가 전체 화소를 동시에 ON으로 하
였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각 화소의 메모리 회로(123)에 축적되어 있던 전하는 화소전극(104)의 쪽으로 유
입되며, 화소전극(104)은 메모리 회로(123)의 당초의 전위에 대응한 어떤 전위까지 충전된다. 이 동작은 전체 
화소에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에, 액정으로의 인가전압은 전체 화소를 동시에 변화시켜, 거의 일순간에 전체 화
면의 액정 상태를 변화시킬수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 이해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특징은 일단 메모리 회로에 순서대로 기록을 행하고 나서, 
그 정보를 일괄하여 화소전극에 기록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도 17에 나타내는 동작타이밍에서는, 단위구간 
IK와는 달리 기록구간 WK를 마련하는 필요가 있지만, 본 구성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도 22에 나타내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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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으로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단위구간 IK에서 판독(광의 변조)을 행하고 있는 동안 다음 단위구간 

IK - 1을 위한 전압정보를 메모리 회로(123)에 기록해 놓고(즉, 단위구간 IK와 기록구간 WK - 1이 시간적으로 

겹치는 것으로 보여도 좋다), 단위구간 IK에서 IK - 1로 이행하는 일순간에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를 ON으

로 하여 액정으로의 기록을 행하면 좋다. 또, 본 도면에 있어서, 중단( )과 하단의 액정층 반사율 μ(t)에
서의 각 구간을 나타내는 종선( ) 상부의 하향의 화살표(삼각형)는, 액정기록 스위칭소자를 일순간 ON으로 
하는 시점(타이밍)이다. 또한, 중단은 10진수으로 164, 하단은 마찬가지로 74가 되는 계조이다. 

본 구성의 경우, 도 17의 경우에 비교하여 단위구간 IK를 길게 할 수 있고, 앞의 (액정의 응답속도에 대해서) 

설명(제2-1 실시예)의 부분에서 기재한 액정의 응답조건을 더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액정으로의 기
록은 전체 화면에서 동일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면내에서의 균일성이 도 4의 경우보다도 더 향상하게 된다. 

(제2-4 실시예)

본 실시예는, 앞 실시예에서 잔상의 발생의 방지에 연구를 집중한 것이다. 

도 21에 나타내는 구성에 있어서,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가 ON으로 되어 메모리 회로(123)에 축적되어 있
던 전하가 화소전극(104)의 쪽으로 유입될 때, 메모리 회로(123)의 용량이 화소전극(104)이 가지는 용량(액
정을 사이에 둔 대향측의 기판이나, 주위의 배선에 대해서 용량을 가진다)에 비해 충분히 크면, 메모리 회로
(123)와 화소전극(104)의 전하가 조화( )된 것의 전위는 메모리 회로(123)의 당초의 전위와 그 만큼 변하
지 않지만, 화소전극(104)이 가지는 용량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화된 때의 전위가 그때까지 화소전극
(104)에 남아 있던 전하의 영향을 받아버리고, 잔상( )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서는 도 23에 나타내는 회로 구성으로 하고 있다. 즉, 도 21의 구성에서 화
소전극(104)과 어떤 정전위 공급선(도 23인 경우는 접지전위로 하고 있다)의 사이에 일괄소거 스위칭소자
(127)를 마련하고, 이것을 일괄소거선(126)의 전위에 의해 제어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의 동작에서는, 화
소전극(104)으로의 일괄기록을 행하기 직전에, 일괄소거선(126)의 전위를 고전압으로 하고 모든 일괄소거 스
위칭소자(127)를 ON으로 하여 화소전극(104)에 축적되어 있던 전하를 방출시켜, 일정한 전위까지 리셋시킨다. 
이것에 의해, 다음에 일괄기록을 행할 때 그 이전의 화소전극 전위의 영향은 받지 않고, 잔상이 없는 영상이 
얻어진다. 

또, 이 일괄소거 스위칭소자는 예컨대 다이오드 등으로 치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화소전극과 어떤 배
선의 사이를 다이오드로 접속하고, 배선의 전압을 컨트롤하여 소거타이밍일 때만 순( )바이어스 상태로 하며, 
그 이외일 때는 역( )바이어스 상태로 하면, 리셋 및 전하의 유지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21 및 도 23에서는 메모리 회로의 일단은 접지전위로 하고 있지만, 달리 접지전위가 아니더라도 어
떤 일정한 전압이라면 좋다. 또한, 도 21이나 도 23에 있어서, 메모리 회로는 용량으로서 설명하였지만, 이것
은 예컨대 인버터에 의한 쌍안정소자(래치회로) 등으로도 치환할 수 있다. 

그 밖에, 각 실시형태, 실시예에서 설명한 방법, 구성이 적용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제2-5 실시예)

도 24에 본 실시예의 회로구성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는, 기본적으로는 제2-3과 제2-4 실시예에, 제2-2 실시
예의 특징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와 화소전극(104)의 사이에 쌍안정소자
(122)가 삽입되어 있다. 또한, 쌍안정소자(122)가 있으므로서 기본적으로는 2치 논리(디지털)형의 구동이 된
다. 전압신호로서는 고전압(HI)또는 저전압(LO)의 어느 것인가로 된다. 

이 구성에서의 동작으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제2-2 실시예)와 동일하다. 즉, 메모리 회로(123)에 순차 기록을 
행하고, 그 후 액정기록 스위칭소자(124)를 일괄해서 ON으로 하며, 쌍안정소자(122)의 상태를 메모리 회로
(123)에 기록되어 있던 전압의 정보에 따라서 HI 또는 LO의 어느 것인가의 상태로 한다. 그리고, 액정기록 스
위칭소자(124)가 OFF인 동안은 화소전극(104)의 전위는 쌍안정소자(122)의 상태에 대응한 어떤 전압치가 된
다. 

이것들 때문에, 앞의 실시예 제2-3, 제2-4와 같이, 도 22에 나타내는 타이밍으로 구동시킬수 있다. 따라서, 
앞의 실시예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액정 응답조건을 더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 면내에서의 균일성이 
향상한다. 

또한, 앞의 실시예 제2-2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각 화소가 비선택 상태일 때라도 화소전극은 쌍안정소자
(122)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적은 영상이 얻어진다. 

또, 도 24에서는 메모리 회로(123)의 일단은 접지전위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달리 접지전위가 아니더라도 어
떤 일정한 전압이라면 좋은 것은 물론이다. 

또한, 메모리 회로는 용량으로서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예컨대 인버터에 의한 쌍안정소자(래치회로) 등이라도 
좋다. 

또한, 도 20과 같이 Dn 및 Dn'의 2개의 신호선을 마련하여 서로 역상의 신호를 입력하도록 하여도 좋다. 예컨
대, 1 화소를 도 25의 (1), (2)와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들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는 도 24의 경우와 
동일한 동작이 된다. 

또, 도 23과 같이 일괄소거 스위칭소자를 마련하여도 상관없다. 

그 밖에, 선행하는 각 실시형태, 실시예에서 설명한 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제2-6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가동형 미소( )경면을 구비한 소자를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텍사스 인스트루먼

트사의 MD
TM
(디지털ㆍ마이크로미러ㆍ디바이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DMD는, 도 26의 (1)과 같이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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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150)상에 미소미러(552)가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소자이고, 일반적으로 1개의 미소( )미러
가 1 화소에 상당한다. 

이 미소미러는 가동(可 )되고, 도 26의 (2) 또는 (3)에서 나타내는 2개의 (OFF 및 ON의) 안정상태를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의 구동신호에 의해 이들 2개중의 어느 것인가의 상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입사광(450)에 
대해서 반사광(550)의 방향이 OFF 상태와 ON 상태에서 다르다. 즉, OFF의 경우 반사광(551)은 관찰자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혹은 버리고, ON의 경우 반사광만 눈에 들어오는 혹은 취하는 광학계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입사광에 대해서 2치 논리적으로 0 또는 어떤 유한치 μ0의 강도 변조율(반사율)로 광변조할 수 있다. 

이하, 이 DMD를 이용한 표시장치의 구성의 일례를 도 27에 나타낸다. 이것은, 광원으로서 발광 다이오드(40
1)를 이용하고, 이 광을 DMD(551)에 입사시켜, ON의 경우 반사광(552)만을 렌즈(60)를 통해서 관측자(10)의 
눈으로 안내하고, 이것에 의해, 관측자(105)는 DMD(551)의 상( )을 보는 것이다. 또, OFF의 경우 반사광
(551)은 렌즈(60)를 통과하지 않고, 관측자(10)의 눈에는 닿지 않도록 하고있다. 발광 다이오드(401)의 휘도
는, 발광휘도 제어회로(402)에 의해 제어되고, DMD(541)의 상태는 DMD 구동회로(540)에 의해 제어한다. 

이 계(系)에서는, 발광 다이오드(401)와 발광휘도 제어회로(402)를 합친 것이 도 9의 일괄 광변조수단(400)
에  상당하고,  DMD(541)와  DMD  구동회로(540)를  합친  것이  이차원  광변조수단(500)에  상당한다.  또한, 
DMD(541)로의 입사광(450)이 일괄변조 광속에 상당하며, ON의 경우 반사광(552)이 개별변조 출력광속(550)
에 상당한다. 

DMD의 Si 기판(150)상에 형성된 전기회로는,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로 말하면 도 20 또는 도 24와 같은 
SRAM형의  구성이고,  도  17  또는 도  22의  타이밍으로 동작시킬수 있다(단,  μ(t)는  액정층의 반사율이 
아니고, DMD의 반사율이다). 그리고,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경우와 같이 계조의 선형성이 유지되어 계조 
재현성이 좋은 영상이 얻어진다. 

그런데 종래는, DMD도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위구간의 폭을 2의 누승의 비( )로 변화시켜 계조
를  얻고  있었지만,  [예컨대,  Larry  J.  Hornbeck  :  Digital  Light  Processing  and  MEMS  :  Time1y 
Convergence  for  a  Bright  Future(MICROMACHINING  AND  MICRO-FABRICATION,  '95  Part  of  SPIE's 
Thematic  Applied  Science  and  Engineering  Series  Plenary  Session  Paper)참조],  본  실시예와 같이 
구동으로 함으로써, 단위구간의 최소폭을 크게 할 수 있어, 구동회로의 동작속도도 종래의 경우와 같이 빠르게 
할 필요가 없이, 제어도 용이하며, 동작도 확실해진다. 

또,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출력 파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해 온 각 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제2-7 실시예)

본 실시예는, 투사형의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제2 실시형태의 각 실시예는, 광원의 휘도(일반적으로는 광학적) 자체를 변조하는 것이었지만, 본 실
시예에서는 개략 일정한 휘도의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일괄 제어한다. 

도 28의 (1)에 본 실시예의 표시장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개략 일정한 휘도로 발광하는 광원(403)(예컨대 메
탈 핼라이드 램프, 할로겐 램프, UHP 램프, Xe램프, 백열등, 형광램프,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광원, 일렉트
로 루미네선스 광원 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으로부터의 광을 회전필터(410)를 통해서 편광빔 스플리터(45)를 
통해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2)로 입사하고, 그 때 반사한 광을 투사렌즈(61)를 통해서 스크린(70)상에 투
사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스크린(70)상에는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의 상이 결상된다. 여기서, 편광
빔 스플리터는, 도 15에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회전필터(및 이것을 제어하는 전기회로부. 도 28의 (1)에는 도시하지 않음)가 일괄 광변조
수단에 상당하고,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및 이것을 제어하는 전기회로부. 도 28의 (1)에서는 도시하지 
않음)가 이차원 광변조수단(500)에 상당한다. 또한, 회전필터(411)에서 출력되는 광이 일괄변조 광속(450)에 
상당하고,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에서 출력되어 편광빔 스플리터(45)를 통과한 광이 개별변조 출력광속
(550)에 상당하게 된다. 

회전필터(410)는, 도 28의 (2)에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원반 형태의 필터(410)가 그 축(411)을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원반부의 일부만 광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도 28의 (3)에 이것을 더 상세하게 
나타낸다. 이 원반 형태의 필터는, 그 중심축(411)을 중심 혹은 소위 매듭(結 )부로 하는 어느 것이라도 중
심각 120˚의 3개의 부채형상( )부로 분할되고, 각각의 부채형상부는 주로 적색(R), 녹색(G) 및 청색(B) 
성분을 통과시키는 필터로 한다. 그리고, 각 부채형상부를 또 8등분하여 Rk, Gk, Bk(k = 0, 1,...,7)로 하

여, 각각의 색에 대해서 각 부채형상부의 투과율이 2
K
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의 부채형상

부 단위의 중심각은 15˚로 된다. 

그리고, 실제의 구동이 되어서는,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가 3표시주기분의 동작을 하는 동안에 회전필터
(410)가 1회전한다. 즉, 1 표시주기마다 적색, 녹색, 청색의 각 색이 통과한다. 지금, 예컨대 녹색의 표시주
기를 생각하면, 광은 회전필터(410)의 G7, G6, G5,..., G0의 부분을 순서대로 통과하게 된다. 광이 Gk의 부
분을 통과할 때를 단위구간 IK라고 생각하면, 일괄변조 광속(450)의 강도의 1 표시주기에서의 변화는 정확히 

도 22의 P(t)와 같이 된다. 따라서,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의 동작도 이것에 맞추어 도 22의 μ(t)가 
되도록 하면, 녹색에 대해서 선형성이 좋은 256계조를 얻을 수 있다. 적색, 청색에 대해서도 같다. 결과로서 
색 재현성이 좋은 영상이 얻어진다. 

또, 광이 회전필터를 통과할 때 공간적인 퍼짐이 크면, 부채형상부의 경계부를 통과할 때, 일괄변조 광속
(450)의 시간 응답이 도 22의 P(t)와 같이 명확한 스텝 형상으로 되지 않고, 이것에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도 28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렌즈에서 묶어 회전필터의 위치
에서 초점을 맺도록 하여 입사하면 좋다. 

또, 도 22에 나타내는 타이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501)의 전기회로부(도 28에서는 
도시하지 않음)는 도 21, 도 23 혹은 도 24와 같이 일괄로 액정에 기록을 하는 액정기록 스위칭소자를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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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17과 같이, 암부( )를 마련하여 구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예컨대 회전필터의 
각 부채형상부의 경계에 광이 투과하지 않은 부분을 형성하면 좋다. 이 경우는, 도 4 혹은 도 20의 회로에서
도 실현 가능하다(물론, 도 21, 도 23 혹은 도 24의 회로에서도 좋다). 

또한, 회전필터에서 2
K
의 비의 투과율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투과율이 1/2 인 판( )을 준비하고, 이것을 소

정 매수 포개면 좋다. (예컨대, h매 포개면 1/2의 h승의 투과율이 얻어진다.)

또한, 회전필터상에서의 부채형상부의 열거 방법은, 반드시 도 28의 (3)에 나타내는 것과 같지 않아도 좋고, 
예컨대 B3, G4, R0, G2, B6,...와 같이 각 색의 각 부채형상부가 뒤섞여 열거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회전필터의 회전방향은 광원에서 보아 시계회전이라도 반시계회전이라도 좋다. 

또한, 회전필터는 단색이라도 좋다. 예컨대, ND 필터라도 좋다. 이 경우, 컬러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사
형 액정라이트 밸브의 각 화소별로 적색, 녹색 및 청색의 색필터를 붙이거나, 회전필터를 통과한 후의 광을 색
분해소자(예컨대 다이크로익 미러)로 3색으로 분해하여, 3개의 각각의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로 변조을 행하
고, 재차 색합성 프리즘에서 합성을 행하거나 하는(예컨대, 특원평09- 292160호의 도 4와 같은 광학계를 
사용)것이 된다. 

또한, 단위구간의 수 N은 무엇이라도 8 즉 256계조가 아니더라도 좋다. 

또한, 이상은 2치 논리의 경우의 설명이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라도 좋다. 

또한, 제1-3에서 제1-8 실시예의 어느 것이라도도 좋다. 예컨대, 회전필터의 투과율이 회전각의 지수함수로 
변화하는 분포로 되어 있으면, 제1-6 실시예나 제1-7 실시예로 된다. 

또한, 제2-1 실시형태의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에 관해서 설명한 것은, 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
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특히, 액정으로 전압의 인가방법의 설명, 액정의 응답속도에 대해서의 설명에 관하여서
는 본 구성의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에 이용한 액정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상의 설명해 온 것은,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수동형의 공간 광변조소자에 대
해서 성립한다. 예컨대, 도 26에 나타내는 DMD를 이차원 광변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예컨대, 발광 다이오드를 도 28의 램프와 회전필터로 치환한 광학계로 된다. 

또한, 이상과 같은 프로젝터가 아니고, 예컨대 도 15에 나타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도 채용 가능하다. 

또한, 도 28에 있어서, 광을 반사형 액정라이트 밸브를 통과한 후에 회전필터를 통과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 회전필터의 고속회전으로 흐미해짐(blurring)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 처럼, 각 부의 중량, 질량을 잘 제
거하도록 무게 등을 붙이고 있어도 좋다.

(광의 이용효율에 관한 설명)

앞의 제2-1 실시예 등의 구성 및 동작의 설명중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광원자체의 발광휘도를 제어하는 경우
와, 본 실시예와 같이 광원의 휘도는 일정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의 광을 강도 변조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명백히 전자의 쪽이 소비 전력이 적다. 실제로, 본 구성에 있어서 간단히 하기 위해, 녹색 단색만을 고려하여, 
G7,  G6,  G5,...의  투과율을  각각  1,  1/2,  1/4,...이라고  하면,  회전필터(2102)의   시간평균  투과율 
Pav는, (수학식 20)에 의해 약 0.25가 된다. 

즉, 광원인 광의 고작 25%밖에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밝기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제2-1 실시예의 약 4배의 
전력이 필요해진다. 

이와 같은 전력의 손실을 개선하는 것이, 도 13에 나타내는 제1-8 실시예와 같이, 1 표시주기를 단위구간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부분(제1종 단위구간)과 일괄 광변조수단의 휘도를 변화시키는 부분(제2종 단위구간)으로 
나누는 방법이다(이것을 혼합 구동법이라 부르고, 앞의 구동법을 단일 구동법이라 부르는 것으로 한다). 지금, 
실제로 회전필터의 투과율 분포가 예컨대 도 13(단위구간의 총수 N = 8, 제1종 단위구간의 수 N1 = 3에 
상당)과 같은 P(t)를 주는 것으로 하여 시간평균의 투과율 Pav를 계산하면, (수학식 21)에서 약 0. 66이 된
다.

단, 투과율이 가장 밝은 부분이 1이 되도록 규격화하여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구동법에서는 25%밖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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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광이용 효율이, 혼합구동법에서는 66%까지 향상하게 된다. 한편, 가장 짧은 단위구간의 폭은 단일구
동법의 경우 1 표시주기의 1/8이었던 것이 혼합구동법에서는 1/12이 되지만, 종래 기술의 경우 1/256에 비하
면 훨씬 크다. 이것 때문에 응답시간 조건에 대해서의 제약은, 종래 기술에 비하면 역시 훨씬 작고, 사실상 문
제가 되지 않는다. 

또, 혼합구동법에서 예컨대 N = 8, N1 = 5의 경우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산하면 Pav = 255/272 ≒ 0.938로 
되고, 또, 가장 짧은 단위구간의 폭은 1 표시주기의 1/34이다. 이렇게 하면 광이용 효율은 회전필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6% 저하할 뿐이고, 효율 손실로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레벨이다. 한편, 가장 짧은 단위구간의 
폭도 종래 기술의 경우에 비교하여 약 8배이고, 이 경우도 응답시간에 대해서의 제약은 사실상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이상, N = 8으로 N1 = 3 또는 5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이것 이외의 어떠 경우라도 상기 광이용 
효율 개선의 효과는 얻어진다. 

(제2-8 실시예)

본 실시예는, 광 셧터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실시예의 표시장치의 구성을 도 29에 나타낸다.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표시장치는, 기본적으로는 
도 28에 유사하고 있지만, 일괄 광변조수단으로서 광 셧터(412)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르다. 광 셧터
로서는, 기계적인 셧터라도 좋지만, 예컨대 액정패널 등도 이용할 수도 있다. 액정패널이 투과율 가변이라면, 
적색, 녹색 및 청색의 색분해는 별도로 하여, 앞의 제2-7 실시예와 전부동일한 원리로 선형성이 좋은 256계조
가 얻어진다. 또, 이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은 본 실시예에도 거의 적응된다. 

본 실시예에서 광 셧터로서 이용하는 액정패널의 단면구조를, 도 30에 나타낸다. 이것은, ITO 등의 투명전극
(414)을 형성한, 예컨대 유리, 석영,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지는 2장의 투명기판(413)에서 액정층(415)을 
사이에 둔 구조이고, 2장의 투명전극(414)의 사이에 구동전원(416)으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액정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액정의 상태 변화를 투과율의 변화로서 도출하기 위해, 투명기판(413)의 양 외측
의 표면에는 편광필름(417)을 부착하고 있다. 

액정으로서는, 응답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또 고콘트라스트가 얻어지는 VA 액정을 사용하여도 좋고, 다른 액정
이라도 좋다. 예컨대, TN(트위스티드ㆍ네마틱)액정, STN(슈퍼ㆍ트위스티드ㆍ네마틱)액정, VA 액정(수직배향 
액정 또는 호메오트로픽 액정)이나 호모지니어스 배향 액정 등을 포함하는 ECB(전계제어 복굴절)형 액정, 벤트
액정, IPS(면내 스위칭)액정, GH(게스트ㆍ호스)액정, 고분자 분산형 액정, 강유전성 액정, 반강유전성 액정, 
OCB 액정, 디스코틱 액정 및 그 밖의 여러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액정 이외에도 인가전압에 의해 
광학적 특성이 변화하는 재료라면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BSO(비스무스 실리콘옥사이드) 등의 전기광학 결정
을 들 수 있다. 단, 본 발명의 출원시점에서는 액정이 가장 염가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액정은, 예컨대 도 10∼도 13의 P(t)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 표시주기내에서 신속히 응답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출원시점에서는 매우 고속응답이 가능한 강유전성 액정 혹은 반강유전성 
액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단, 강유전성 액정의 경우에는 ON이나 OFF의 2치적인 동작을 하기 때
문에, 예컨대 도 12와 같이 시간 폭 변조적인 구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9 실시예)

본 실시예는, 자발광형의 공간 광변조소자로부터의 광이 일괄 광변조수단에 의해 변조되는 것이다. 

본 제2 실시형태의 각 실시예중 제2-1에서 제2-6 실시예는, 광원의 휘도(일반적으로는 광학적) 자체를 변조하
는 것이고, 제2-7과 제2-8 실시예는, 개략 일정한 휘도의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변조하는 것이었다. 본 실시예
는, 이들과는 다른 구성이다.

도 31에, 본 실시예의 원리를 나타낸다.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표시장치는, 자발광형의 공간 광변
조소자(502)와 일괄 광변조수단(40)을 조합한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도 10을 예로 들면, 자발광형의 공간 
광변조소자(502)가 이차원 광변조수단에 상당하고, 그 각 부를 μ(t)로 표시되는 발광휘도의 변화로 하여, 그 
전의 사용자측에 놓여진 일괄 광변조수단(400)이 P(t)로 표시되는 투과율 변화를 한다. 그 결과, 출력광은 
P(t)μ(t)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되고, 선행하는 실시예와 같이, 단위구간의 폭을 단축하는 일 없이 선형성이 
좋은 계조가 얻어진다. 또, 도 10에 한정되지 않고, 도 11, 도 12, 도 13, 도 17 및 도 22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다음에, 자발광형의 공간 광변조소자의 구체적 구성이지만, 이것은,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소자(유기EL 소자를 
포함한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전계방출형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레이저 다이오드 어레이, 발광 다이
오드 어레이, 스캔된 레이저 광원 등이 있다. 

또한, 일괄 광변조수단으로서는, 제2-8 실시예에서 설명한 회전필터나, 제2-9 실시예에서 설명한 광 셧터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자발광형의 공간 광변조소자는, 휘도의 공간적 분포를 발생하는 것이라도 좋지만, 예컨대 편광상태, 편광
방향, 위상, 파장 스펙트럼, 광학적 코히어런스, 또 장래적으로는 양자역학적 코히어런스 등의 면내 분포를 주
는 것이라도 좋고, 혹은 레이저 어레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광의 발진모드의 분포를 발생하는 것이라도 좋
다. 최종적으로 영상으로서 관측되는 단계에서 광에너지(밝기)로서 (수학식 9) 혹은 또는 (수학식 10)이 만족
되도록 되어 있으면 좋다.

(제2-10 실시예)

본 실시예는, 액정패널을 적층하는 것이다. 

실시예의 표시소자의 단면을, 도 32에 나타낸다.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것은, 2개의 투과형 액정패
널을 대립시킨 것이고, 각각의 패널이 일괄 광변조부 및 이차원 광변조부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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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광변조부(400)는, 투명전극(4141, 4142)이 붙은 2장의 투명기판(4131, 4132)의 사이에 제1층 액정
(415)을 사이에 둔 구조이다. 또한, 이차원 광변조부(500)도 마찬가지로 투명전극(5141, 5142)이 붙은 2장
의 투명기판(5131, 5132)의 사이에 제2층 액정(515)을 사이에 둔 구조이다. 그리고, 투명기판(5132)은, 화
소마다 분할되어 있고, 각 화소전극마다 개별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 투명기판(5132)상에는 TFT 
등으로 구성된 액티브 매트릭스 구동회로가 있지만, 자명하고 또 번잡해지기 때문에 도시는 생략하고 있다. 그
리고, 일괄 광변조부(400)의 입력측, 일괄 광변조부(400)와 이차원 광변조부(500)의 경계, 이차원 광변조부
의 출력측에는 편광필름(4171, 4172, 5172)이 부착되어 있다. 

여기서, 일괄 광변조부(400)의 구성은 도 30에 나타내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전부 동일하다. 또한, 이차원 광
변조부(500)는 수동형의 공간 광변조소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면에서 좌측으로부터 광을 입사하여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부분을 구동하면, 선형성이 좋은 계조를 얻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도 10, 도 11, 도 
12, 도 13, 도 17 혹은 도 22와 같은 구동이 가능해진다. 이 소자는 프로젝터로서 이용하는 것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직시( )형의 액정패널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제1액정층은, 제2-8 실시예에서 이용한 광 셧터와 같은 액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본 발명의 출
원시점에서는, 강유전성 액정이나 반강유전성 액정이 고속응답 가능하며 본 구성에 가장 적합하다. 또한, 제2
액정층에도 VA 액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의 액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 32은 투과형이지만, 반사형 등으로 하여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또, 본 소자는 우측에서 광을 입력하고, 좌측에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소자와 광원을 조합하여, 조광기능을 가진 광원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이 영상 표시장치에서는, 시야각 개선를 위해 위상차 보상필름을 구비하더라도 물론 상관없다. 특히, 2
치적인 구동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한 액정의 배향상태는 사실상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의 리타데션
(retardation)을 설계할 때 이 2개의 상태에 대한 위상차 보상효과만을 생각하면 좋고(아날로그적인 구동의 
경우는 연속적인모든 상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설계의 자유도가 높게 된다. 또한, 중간적인 상
태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구동의 경우에 발생하고 있던 경사로부터 볼 때의 계조반전(예컨대, C. 
Heinmullse 이외, SID 99 DIGEST, p90 -93(1999)에서 기술되어 있다) 등도 개선된다.

또한 예컨대, 아시다( )), 영상정보 미디어학회지 vol. 52, No. 7, 99. 992-995(1998)에 있는 용량결
합 구동법 등과 조합한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예컨대, 앞의 표 3에서 나타낸 방법으로 
ITO의 전위를 변화시키는 대신에, 용량결합 구동에서의 보상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액정에 걸리는 전압을 
표 3과 전부 동일하게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드라이버 IC의 저전압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얻어진다.

또, 장치의 구동을 항상 이렇게 하여 행하는 경우, 원래의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고 나서 이차원 변
조수단으로 전송하게 된다. 예컨대, 원래의 영상신호 1 프레임분(화소수 MA ×NA, N비트 계조로 한다)이 시계

열에서, [화소(1, 1)의 신호] [화소(1, 2)의 신호] [화소(1, 3)의 신호]...[화소(MA, NA)의 신호]와 같이 

열거되어 있던 것으로 한다(여기에, []는 N비트의 영상신호로 한다. 즉, 패러티 등은 별도로 하고, 0 또는 1
이 MA ×NA ×N개 열거된 신호이다). 

이것을 이차원 광변조수단으로 전송할 때에는, 신호의 열거 전환을 행해, [{화소(1, 1)의 신호의 N위비트}{화
소(1, 2)의 신호의 N위비트}{화소(1,3)의 신호의 N위비트}...{화소(MA, NA)의 신호의 N위비트}] [{화소(1, 

1)의  신호의  (N  -  1)위비트}{화소(1,  2)의  신호의  (N  -  1)위비트}{화소(1,3)의  신호의  (N  - 1)위비
트}...{화소(MA, NA)의 신호의 (N - 1)위비트]...[{화소(1, 1)의 신호의 1위비트}{화소(1, 2)의 신호의 1

위비트}{화소(1,3)의 신호의 1위비트}...{화소(MA, NA)의 신호의 1위비트}]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

련의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 처리용의 메모리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각 화소를 기하학적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도 33에, 본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다. 

우선, 본 실시형태에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 4행, 4열로 합계 16개의 전극을 형성한 샘플패널(206)에 대해서 
설명한다. 

샘플패널(206)은, 유리기판(100)상에 4행, 4열로 16개의 Al 전극(1041)을 형성하여 배향막(도시하지 않음)
을 도포해서 배향처리를 행한 것과, 별도의 유리기판(200)상에 ITO(102)를 형성하여 동일하게 배향막(도시하
지 않음)을 도포하여 배향처리를 행한 것을 어떤 갭을 갖게 하여 서로 붙여 합치고 그 간극에 VA 액정(300)을 
주입한 것이다. 여기서, 셀갭은 d = 1.3㎛이고, VA 액정으로서는 △n = -0.12인 것을 사용하였다. 이때 16
개의 Al 전극에는 독립하여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배선(도시하지 않음)을 내장하고 있고 각각에 스위치(21
2)가 붙어 있다. 이 샘플패널(206)을 구동전원(416)에 접속하며, 광원(403)으로부터의 광을 필터(41) 및 편
광빔 스플리터(45)를 통해 샘플패널(206)로 입사하고, 그 때의 반사광을 광검출기(11)로 관찰한다. 광원
(403)은 할로겐 램프를 이용하며, 필터(41)는 중심파장이 λ= 540nm인 것을 이용하고 있다. 

우선, 매우 저주파(∼0.1Hz)의 삼각파인 전압신호를 이용하여 샘플패널의 16개의 Al 전극을 동시에 구동시켰
다. 이때의 양자의 관계를 도 34에 나타낸다. 본 도면에서는, 구동전압을 X축, 광검출기(211)로 관측되는 반
사광강도를 Y축으로 하고 있다. 이 결과, Y축(전압)에 대해서 정부( ) 대칭인 도형이 얻어졌다. 이때, 반
사광강도가 상승을 시작하는 전압(문턱치 전압)은 VT = 1.9V, 극대가 되는 전압(최대전압)은 VM = 7.0V 가 

되었다. 

다음에, 이 액정의 응답속도(VT에서 VM으로 및 VM에서 VT로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반사 광강도의 상승 및 강하

시간)을 측정한 바, 약 0.5msec이었다. 이것은 통상의 TN 액정(수 msec ∼ 10msec)에 비교하여 매우 빠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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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셀갭이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이 샘플패널을 구동하기 위해 도 35와 같이 각 프레임마다 정부( )나 반대의 전압파형에 대해서 생
각한다. 이 전압파형은 16.6667msec(=1/60초)가 1개의 단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영상 표시장치의 1 표시주
기(1  프레임)에  상당한다.  각  프레임은,  8개의  전압변조  기간 P7 , P6,...,P1 , P0 와,  1개의 예비기간

(blanking) PB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8개의 전압변조 기간의 폭은 P7에서 순서대로 각각 8msec,  4msec, 

2msec, 1msec, 0.5msec,  0.25msec,  0.125msec,  0. 0625msec이고, 공비 1/2의 등비수열로 되어 있다. 예
비기간의 폭은 0. 7292msec이다.

기수번째 프레임에서는 각 전압변조 기간의 전압은 VS 또는 VB이고(VS 〉 VB ≥0), 우수번째의 프레임에서는 

-VS 또는 -VB이다. 예비기간의 전압이지만 이것은, 기수번째 프레임에서는 VB이고, 우수번째의 프레임에서는 

-VB이다. 이와 같은 우기( ) 반전의 전압파형으로 하는 것에 의해, 1초 등 1 프레임에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에서 보면 직류성분을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할 수 있어, 경시적인 액정의 차지업이 방지된다. 또, 여기
서는 VS와 -VS 혹은 VB와 -VB와 같이 완전히 정부 대칭으로 하고 있지만, 우기 각 프레임에서(절대치가 다르더

라도) 부호만이 반대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얻어진다. 

그런데, 전압-반사율 특성(  특성)은, 도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부 대칭이다. 이것 때문에, 기수프레임에
서의 VS 인가시와 우수프레임에서의 -VS 인가시에서는 액정은 전부 동일한 광학적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반사

광강도는 동일하게 된다. VB와 -VB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액정의 광학적 상태가 우기 각 프레임에서 

동일하게 함으로써, 표시의 가물거림(플리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압파형은, (기수프레임 및 우수프레임 각각에 대해서 2
8 
= 256개 존재한다. 여기서, j = 

0, 1,...,  255에 대해서, j를 2진수 표시할 때의 8자리수의 숫자의 각 위치에 대해서, 제2
K
위(k =0, 1, 

…,7)의 숫자가 1의 경우에는 전압변조 기간 PK의 전압을 VS(또는 -VS)로, 0의 경우에는 VB(또는 -VB)로 하는 

것에 따라 얻어진 전압파형을 Vj로 한다. 

실제로 16개의 Al 전극을 동시에 구동하여, 256개의 전압파형 Vj의 각각에 대해서 그 때의 출력 Ij(반사광강

도의 1 프레임 동안의 적분치에 상당)을 측정하였다. 전압치는, VS = 7.0V, VB = 1.5V로 하였다. 이때의 j와 

Ij의 관계를 도 8에 나타낸다. 이것에 의하면, 낮은 계조레벨을 제외한 범위에서 대략 선형에 가까운 관계가 

얻어지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16 이상의 계조에서는 16개의 전극을 동시에 구동하는 것으로 하고, 15 이하의 계조에서는, 구동방법
은 16 이상과 동일하고 또 표시하는 화소수를 변화시키도록 하였다. 예컨대 1에서는 1개의 화소만을 구동시키
고, 다른 화소는 비표시상태로 한다. 2에서는 2개의 화소만 구동시키고, 3에서는 3개의 화소만을... 표시하는 
화소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표시화소의 면적에 따라서 반사율이 직선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도 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영역에서 직선적인 계조 재현성이 얻어지게 된다. 

여기서, 이 j와 Ij의 대응을 몇번인가 반복하여 측정해 본 바, 매회 전부 동일한 관계가 얻어졌다. 또한, 이 

샘플패널의 온도를 - 20℃ ∼ 70℃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이 측정을 행해도, 온도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샘플패널의 면내의 여러 점에서 측정을 행해도 전부 동일한 특성이 얻어졌다. 본 방식의 구동의 경우, 
액정의 상태로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ON(±VS에 대응)과 완전히 OFF(±VB에 대응)의 2개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특성의 중간조부에 변화(온도, 차지업, 면내 불균일성 등에 의한)가 있어도, 그 영향이 
종래의 아날로그적인 구동의 경우에 비해 나타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도 33에 나타내는 샘플패널(206)의 Al 전극(104)과 ITO(102)의 전위를 접지전위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한다. 이때의 변화시키는 방법의 예를 (표 3)에, 실제의 파형도를 도 37에 
나타낸다.

[표 3][표 3][표 3][표 3]

이것에 의하면, 확실히 Al 전극의 전위와 ITO의 전위의 차를 취하면 도 34와 같은 파형이 되는 것을 안다. 이
렇게 하면, Al 전극의 전위가 0과 VS - VB의 2종만으로 끝나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에

서 구동시킬 때 주변 드라이버 회로가 간단히 된다. 또한, 전위가 2치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디지털 회로와의 
정합이 좋게 되고, 특히 SRAM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후술)에 유효하게 된다. 

또, 여기까지의 실험에 있어서, VB 및 VS의 전압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고, ｜VB｜는 0V ∼ 문턱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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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의 근방이라도 좋고, VS도 최대전압 VM의 근방이라도 좋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성 곡선이 반드시 극

대치를 갖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 때는, 충분한 반사율을 갖는 전압치를 VS로 하면 좋다. 

또한, 여기서는 8비트 계조를 예로서 기술하였지만, 달리 8비트일 필요는 없고, 2비트 이상이면 어느 것이라도 
좋다. 

또, 여기서는 1 프레임의 시간은 현행의 텔레비젼 방송에 맞추어 16. 6667msec로 하였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 값일 필요는 없다. 

또한, 1 프레임내에서의 전압변조 기간의 배열은 반드시 폭이 큰 것부터 순번( )일 필요는 없고, 예컨대 폭
이 작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나 혹은 제어는 번거롭게 되지만 랜덤(random)하게 배열하는 것도 물론 상관
없다. 

또한, 이상의 실험에서는 1 프레임내에서 이웃하는 전압변조 기간은 어느 것이라도 시간적으로 접하고 있지만, 
달리 이들 사이에 적당한 예비기간(비변조기간; blanking)이나, 적분효과에 의한 동화상의 희미해짐을 해소하
기 위한 흑( )표시기간을 마련하여도 상관없다. 또, 적분효과의 방지를 위해서는, 계조가 작은 단위가 되는 
단위구간이 1 표시주기의 후(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1 프레임내의 전압변조 기간의 높이는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지만, 액티브 매트릭스의 주
변 드라이버 회로의 구성이 약간 복잡하게 되지만, 이것도 반드시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다. 

또한, 회로가 다소 복잡하게 되지만, 각각의 전압변조 기간내에서 반드시 일정한 전압으로 할 필요도 없다. 
(물론 엄밀하게는, 트랜지스터의 기생용량이나 리이크 전류 때문에, 전압변조 기간내에서 약간의 전압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무시할 수 있다). 

이상의 실험은, 셀갭 d = 1.3㎛, 복굴절 △n = -0.12, 광의 파장 λ= 540nm의 경우에 대해서 행하였지만, 
이것도 반드시 이들 값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셀갭 d는, 0.05㎛ ∼ 50㎛의 사이라면 좋다. 

또한, 이상의 실험은 모두 VA 액정에 대해서 행하였지만, TN액정, STN(슈퍼트위스티드네마틱) 액정, IPS(면
내 스위칭)액정, GH(게스트ㆍ호스트)형 액정, 고분자 분산형 액정, 호모지니어스 액정, 하이브리드 액정, OCB 
액정, 디스코틱 액정 등의 네마틱상 액정에 관해서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출원시점에
서는, 충격에 대한 안정성이나 배향 안정성 등에 어려움은 있지만, 예컨대 강유전성 액정나 반강유전성 액정 
등의 비네마틱형의 액정이라도 본 발명의 효과가 얻어진다. 따라서, 장래의 기술발달에 의거해서 이들의 액정
이 채용되어도 좋다. 

또한, 이상의 실험은 반사형의 표시장치로 행하였지만, 이것은, 투과형이라도 전부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샘플패널의 Al 전극 대신에 ITO를 이용하여, 이 샘플패널을 2장의 편광판의 사이에 두고 그 때의 투과 
광강도를 측정하면 좋다. 단, 투과형으로 하는 경우, VA 액정과 같이 복굴절 효과를 사용할 때의 변조도가 반
사형 경우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효율의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반사형의 
쪽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상에서는 각 전압변조 기간내에서 2치 논리적으로 2 종류의 단위 전압파형(우기프레임에서의 반전을 
제외한다)중에서 선택을 행하고 있지만, 구태여 3치 논리, 4치 논리적으로 복수의 단위 전압파형중에서 선택을 
행하여도 상관없다. 

또한, Al 전극의 수를 4행, 4열의 16개로 하였지만 이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2행, 2열의 4개 등이라도 
좋다. 또한, 각 최소 화소는 동일한 면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15 이하의 계조에서 면적에 의한 계조 표시방법으로 하였지만 이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의한 계조방법(본 실시형태에서는 4비트분)과 펄스 폭에 의한 계조방법(예컨대 4비트분)을 항상 
조합하여도 좋다. 예컨대 면적에 의한 계조방법을, 본 실시형태와 같이 4비트분으로 하고, 펄스 폭에 의한 계
조방법을 예컨대 4비트분으로 하여, 그들의 조합에 의해 8비트(256계조)를 표시하여도 상관없다. 

(제4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앞의 제3 실시형태의 소자를, 실제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에 사용한 액정패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입력되어 오는 영상신호가 A ×B개의 표시화소의 신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A의 4배를 M, B의 4배를 
N으로 한다. 이 경우, 전체로 256계조(8비트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면적으로 1 ∼ 16(4비트분),나머지 4비
트분을 시간 계조(펄스의 폭)로 표시하면 좋은 것이 된다. 도 4에 나타내는 투과형의 M ×N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아모르퍼스 Si, 혹은 다결정 Si 등으로 형성)과 투명전극(ITO) 기판의 사이에 VA 액정을 주입하여 액정
패널을 구성하고, 각각의 화소를 앞의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전압파형으로 구동한다. 이와 같은 구동 타이밍 챠
트의 일례를 도 37에 나타낸다. 

이것은, 위의 단( )으로부터 순서대로 제(1, n)화소, 제(2, n)화소,..., 제(M, n)화소(여기에, n = 1, 
2,..., N)의 액정으로의 인가전압을 나타내는 파형이지만, 각각 앞의 실시형태에서 설명하였던, 1 프레임(T로 
나타낸다)이 8개의 전압변조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압파형이 TS라는 시간씩 지연되면서 동작하는 모양을 나타내

고 있다(간단히 하기 위해, 전압파형으로서는 어느 것이나 2진수 표시로 1 x x x 0101인 경우에 대해서 나타
내고 있다). 각 단의 꺾인 선의 상부에 하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내어 있는 것이, 그 화소가 속하는 게이트선이 
선택되어 있는 순간이다. 이것은, 제n의 데이터선은 TS라는 시간마다 각 화소에서 발생해야 할 전압파형 번호

(15∼255)의 2진수 표시시의 그 자리수의 값(0, 또는 1)에 대응한 전압치(±VB 또는 ±VS)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0 ∼ 14 계조의 표시에는,4 ×4로 구성된 화소의 표시면적(표시 화소수)에 의해 표시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구동이 유효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하의 조건이 만족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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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S라는 시간내에서 각 화소로의 충전이 거의 완료할 것(단, 액정분자의 응답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TS라는 시간내에서 N개의 데이터선에 공급되어야 할 신호(0, 또는 1)을 구하고, 그것에 대응한 전압치(±

VB 또는 ±VS)로 할 것. 

[3] MㆍTS가 최소의 전압변조 기간(P0)보다도 짧을 것.

이들 조건은, M, N이 큰 만큼 만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지만, 데이터 처리 시프트 레지스터의 병렬처리 비트
수를 크게 하거나, 트랜지스터 자체의 충전능력을 크게 하거나(즉, 이동도를 크게 하여 RC 시정수를 작게 
한다) 하는 것에 의해, 큰 M, N이라도 실현 가능하게 된다. 또한, M, N으로서는, 4 ∼ 40000 정도가 바람직
하다. 

또, 이와 같은 M ×N 화소의 표시단위를 또 2차원적으로 몇쌍인가 열거하면, 보다 큰 화소수의 표시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실제로, M = N = 64의 경우에 대해서 256계조의 화상의 표시를 행 한 바(R, G, B의 3색 구성으로 
한다), 종래의 아날로그 계조에 비해 균일성이 좋고, 색조( )의 불균일이 적은 영상이 얻어졌다. 또한, 장
시간 동작을 행해도 색조나 계조 특성에 변화가 없고, 매우 안정한 영상이 얻어졌다. 

또,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사용한 패널에서도, 각 화소 단위의 실제 구동이 되어서는, 앞의 실시형태에서 설
명한 것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5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1 화소당 1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대신에, 결정 Si 기판상에 형성한 
CMOS에 의한 SRAM 어레이 기판으로 화소 패턴을 형성한 것이다. 

본 실시형태의 회로의 일례를 도 39에 나타낸다.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회로는, 게이트선(121)이 
선택된 순간 데이터선(106)의 논리치(0 또는 1)가 그대로 화소전극(104)의 논리치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동작은 앞의 실시형태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과 동일하다. 또한, SRAM을 채용한 효과 등도 본질적으로는 앞의 
제2-2 실시예에서 제2-5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도 39의 예에서는 영상 입력신호상의 1 화소(206)를 본 도면의 좌상의 사각 점선의 포위로 나타내는 4 ×4의 
합계 16개의 부분화소로 형성하여 정확한 계조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204는 CMOS 회로이다. 

이 회로가 액티브 매트릭스와 다른 점은,

[1] 기본적으로 디지털 회로이고, 화소전극 전위는 2치(예컨대 0V와 5V)밖에 없다. 

[2] 반도체소자로서 큰 결정Si를 사용한 회로이고, 이동도가 아모르퍼스 Si나 다결정 Si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소자에 비교해서 각별히 크고, 이것 때문에 고속스위칭 응답이 가능하다. 

[3] 액티브 매트릭스의 경우는 게이트선의 비선택 기간에는 화소전극이 전기적으로 고립하고 있어 전하를 유지
하는 것에 의해 전위를 일정에 유지하고 있지만, SRAM의 경우는 화소전극이 게이트선의 비선택 기간에도 항상 
2치의 어느 것인가의 전원공급선에 접속되어 있어 전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즉 
액티브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게이트선의 선택 기간내에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통해서 액정을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SRAM의 경우에는 게이트선의 선택 기간에 화소의 CMOS 회로부(204)의 스위칭만 완료하면 이후 액정의 
충전은 선택 기간이 종료하여도 계속할 수 있어, 선택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

[4] Si 기판상이므로, 특수한 프로세스를 행하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는 반사형이 된다.

[5] 1 화소당 트랜지스터의 수가 많아 구성이 복잡해지므로 미세화 대응, 수율 향상이라는 점에서는 액티브 매
트릭스로 할 필요 없다. 

등이다. 

이 중, [1]의 제한에 관해서는, 앞의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Al 전극측(SRAM 기판측)과 ITO측의 전위를 독립적
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해결된다.

따라서, [4]. [5]의 약간의 제한을 제외하면 앞의 제3과 제4 실시형태에서 기술한 것은 거의 모두 보다 우위
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2], [3]의 장점이 있으므로 앞의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3개의 조건중 [1]이 불필요
하게 되고, 큰 화소수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실제로 이 SRAM 기판(예컨대 1280 ×1024 화소)와 VA 액정을 조합하여 액정라이트 밸브를 형성하고, 도 
38의 전압파형으로 구동하여 프로젝터에 조립하여 투사한 바, 매우 균일하게 색 불균일이나 계조의 손상이 없
고 또 경시적으로도 안정한 영상이 얻어졌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앞의 제2-10 실시예의 최후에 기재한 것과 같이, 시야각 개선을 위해 위상차 보
상필름을 구비하거나 용량결합 구동법 등과 조합하거나 하여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제6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투과형의 액정패널에 관한 것이다.

도 40에 본 실시형태의 형상 표시장치의 단면을 나타낸다. 이것은, 화소전극(104)을 형성한 투명기판(100)과 
대향전극(102)을 형성한 대향하는 투명기판(200)의 사이에 액정층(300)을 형성하여 액정패널로 한 것이다. 1 
화소(206)중에는 화소전극(204)과 그것에 부수하는 표시제어 단위회로(213)가 있고, 화소전극(104)으로의 인
가전압은 표시제어 단위회로(213)에 의해 제어된다. 액저패널을 2장의 편광판 사이에 두면, 투과광(554)의 강
도(투과율)는 액정층(300)으로의 인가전압(즉, 화소전극(104)로의 인가전압과 대향전극(102)으로의 인가전압
의 차( ))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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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향전극을 형성한 투명기판, 화소전극, 표시제어 단위회로 및 이들의 상호접속 배선(도 40에 나타내지 않
음)을 통합해서 표시 제어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 또한, 액정층은 보다 일반적으로 광변조층이라고 부
를 수도 있다.

그런데, 투명기판상에 형성된 화소전극 및 표시제어 단위회로가 형성된 기판의 도면을 도 41에 나타낸다.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기판에서는 수직(상하) 방향으로 영상신호 공급선(106)이 배선되고, 수평(좌우) 
방향으로 라인 선택선(211), 기록 신호선(125) 및 클록 신호선(128)이 배선되어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간격에 화소전극(104) 및 표시제어 단위회로(213)가 형성되어 있다. 또, 본 도면에서는, 
영상 입력신호는 4비트로 하고 있다. 즉, 영상의 계조는 0(2진 표시로 0000) ∼ 15(2진 표시로 1111)의 16
레벨로 표시된다. 

도 42에, 각 신호의 타이밍 챠트를 나타낸다. 

(타이밍 t1) 지금, 1 표시주기내에서 라인 선택선(121)이 순차 선택되어 가지만, m번째의 라인 G(m)이 선택
될 때, 그 순간에서의 영상입력 신호공급선 D1(n), D2(n), D3(n) 및 D4(n)의 신호치(0 또는 1의 어느 것인
가)가 화소(m, n)의 제1 치수기(132)에 기억된다. 신호공급선 D1(N - 1), D2(N - 1), D3(N - 1) 및 D4(N 
- 1) 등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타이밍 t2) 모든 라인 선택선(121)의 선택이 끝나고 전체 표시영역의 제1 치수기(132)로의 신호 기록이 완
료하여 1 표시주기가 종료하면, 모든 기록 신호선(125)에 일제히 신호가 가해져, 제1 치수기(132)에 기억되어 
있던 신호는 전체 화면 일제히 제2 치수기(133)로 보내진다. 기록 신호선(125)은 계수기(135)의 리셋 단자에
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동시에 계수기(135)의 리셋도 행한다(제시 수치가 0이 된다). 

그런데, 클록 신호선(128)에는 항상 클록 펄스가 공급되고 있고, 계수기(135)는 카운트업 하며, 그 제시 수치
는 16을 규칙으로 하여 0, 1, 2, 3,...(실제는 4비트의 2진수 값이기 때문에, 0, 1, 10, 11)으로 증가해 
가게 된다. 이 제시 수치의 시간적 변화를 도 43의 (1)의 그래프의 실선으로 나타낸다. 한편, 제2 치수기
(133)에는 타이밍 t2에서 일제히 신호가 기록되므로 동( )그래프의 파선으로 표시된다. 비교기(134)는, 제2 
치수기(133)의 치수치(출력치)와 계수기(135)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는 1을 출력하고, 후
자가 큰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 따라서, 1 표시주기의 초기에서 계수기(135)의 제시 수치가 작은 동안은 1을 
출력하고, 제2 치수기(133)의 치수치와 같게 될 때에 비로소 0이 되어, 도 43의 (2)에 나타내는 출력이 얻어
진다. 

그런데, 액정층의 투과율은 비교기(134)의 출력(즉 화소전극(104)의 전위)에 대응한 값이 되지만, 예컨대 비
교기(134)의 출력이 0일 때에는 액정층의 투과율이 0(암( )상태 = 제2 광학적 상태), 1일 때에는 투과율이 
1(명( )상태 = 제1 광학적 상태)이라고 하면, 액정층의 투과율의 시간변화는 도 43의 (3)과 같이 된다. 이
들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액정층이 ON으로 되어 있는 시간 폭은 제2치수기의 치수치(즉, 입력 
계조레벨)에 비례한다. 따라서, 1 표시주기에서의 투과율의 시간 적분치(이것은 관측자가 느끼는 밝기에 대응
한다)는 제2 치수기의 치수치에 비례하는 것으로 되며, 이것에 의해 계조표시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은, 간단히 하기 위해 4비트의 계조로 설명하였지만, 이것도 다른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6비트 계조, 7비
트 계조, 8비트 계조, 10비트 계조 등 다른 값이라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이 구동방식은, 명( )과 암( )의 2개의 광학적 상태만을 사용하여 계조표시를 행하는 디지털적인 것이고, 이 
점에 한해서 말하면 종래 예의 특원평09- 190837호와 같다. 따라서, 아날로그적인 구동에 비교하여 계조 재현
성이나 색 재현성이 양호하고, 또한 균일성도 좋으며, 크로스토크도 적은 영상이 얻어진다. 

그런데, 종래 예의 경우에서는 계조레벨이 역전한다는 현상(특원평09- 190837호의 도 4의 (b). 8비트 계조를 
채용)이 있었지만, 이것은 액정층의 상승과 강하의 응답시간이 다른 것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즉, 지금 예컨대 특원평09-190837호의 도 4의 (b)에서, 계조레벨 입력(11, 12)에 대한 출력이 역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본다. 11과 12는 8비트의 2진 표시로 각각 00001011 및 00001100
이고, 아래 4자리 만큼(전압변조 구간 P0 ∼ P3에 대응)의 전압파형은 도 44의 (1) 및 (2)의 상측( )의 

그래프와 같이 된다. 그리고, 액정층의 투과율은 이 전압변화에 대해서 어떤 시정수를 가지고 지연되어 응답하
므로, 각각의 하측( )의 그래프 같은 응답이 된다. 

그렇게 하면, 출력 계조레벨, 즉 1 표시주기에서의 투과율의 시간 적분치는, 도 44의 (1)의 11의 경우에는 
11 + 2{(B) - (A)}, 마찬가지로 (2)의 12 경우에는 12 + (B) - (A)이 된다{(A) 및 (B)는, 각각 도면중에
서 해치를 시행한 부분의 면적. 또한 면적은, 투과율의 최대치를 1, P0의 시간 폭을 1로 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만일 상승과 강하의 응답시간이 동일하다면 (A)와 (B)의 면적은 거의 같게 되고, 각각의 출력 계조레
벨은 11 및 12로 되어 계조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컨대 상승 쪽이 강하보다도 빠른 경우에는 
(A)의 면적이 (B)보다도 작게 되어, 출력계조가 역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A)의 면적이 0.5, (B)의 면적이 2이라고 하면, 

입력 계조레벨 11 →출력 계조레벨 = 11 + 2{(B) - (A)} = 14

입력 계조레벨 12 →출력 계조레벨 = 12 + (B) - (A)= 13. 5

로 되어, 확실히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전압파형으로 나타나는 펄스의 산( )(전압레벨 = 
1인 구간의 연속한 합침)의 수가 입력 계조레벨마다 다르면, (A)와 (B)가 나타나는 회수가 다르고, 계조의 선
형성이 나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계조의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특원평09- 190837호의 
도 4의 (b)중에서, 상기 예 이외에서도, 23(2진 표시로 00010111)과 24(00011000),  혹은 27(00011011)과 
28(00011100)의 부분에서 역전이 발생하고 있지만, 23과 27은 산이 2개, 24와 28은 산이 1개이므로, 상기 
예와 같이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형태의 경우에는, 도 43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계조레벨 0을 제외하고, 어떤 입력 계조레벨
에 대해서도 전압파형의 산은 단 1개이다. 따라서, 어떤 입력 계조레벨이라도 투과율의 응답파형에 있어서, 
(A) 및 (B)와 같은 지연은 1회씩이며, 계조레벨 0과 1을 제외하고, 서로 인접하는 입력 계조레벨에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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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회수가 다르다는 일은 없다. 이것 때문에, 계조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선형성에 관해서는, 종래 예보다는 개선되지만, 반드시 각별히 개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상기한 
바와 같이 (A)의 면적이 0.5, (B)의 면적이 2인 경우, 입력 계조레벨 x(≥1)에 대해서 출력 계조레벨은 y = 
x + (B) - (A) = x + 1.5로 되어, 항상 오프셋이 가해지게 된다(입력 계조레벨 0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력 
계조레벨도 0이다. 또한, (A)보다도 (B)의 쪽이 작은 경우에는 부( )의 오프셋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보정하는 것은 용이하다. 예컨대 계수기에 리셋을 거는 타이밍과 제2 치수기에 기록을 행하는 
타이밍을 비키어 놓거나, 계수기에 리셋을 건 후 잠시동안 클록펄스에 공백(blank)기간을 넣거나, 영상입력 
신호공급선으로부터 신호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오프셋만큼을 보정한 신호를 입력하거나 하여 보정할 수 있다. 

혹은, 비교기에 단순한 대소 비교가 아니고, 한쪽의 신호가 다른쪽의 신호보다 어떤 일정한 값 이상 클 때에 1
을 출력시킨다는 것과 같은 오프셋 포함의 대소를 비교하는 기능을 갖게 하여도 좋다. 또는, 비교기에, 계수기
의 제시 수치의 쪽이 제2 치수기의 치수치보다도 큰 경우에 1을 출력시킨다는 기능을 갖게 하면(즉, 지금까지 
기술해온 예와는 반대의 출력패턴), 1 표시주기의 후반에서 1이 출력되는 것이 되어, 1 표시주기내에서 클록펄
스의 수를 바꾸는 것에 의해 오프셋 보정을 행 할 수 있다. 계수기에, 카운트업이 아니고 카운트 다운의 기능
을 갖게 하여도 동일하다. 

이상과 같은 보정을 행해도, 액정층이 ON으로 되어 있는 시간 폭은 사실상 제2 치수기의 치수치(즉, 입력 계
조레벨)에 개략 비례한 것이라고 간주하여도 실용상 지장이 없다. 

또, 실제 문제로서 계조의 역전만 발생하지 않으면, 출력 계조레벨에 다소의 오프셋이 가해지고 있어도 그 만
큼 부자연한 영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그 만큼 엄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비교기의 출력이 0일 때에는 액정층은 암( )상태로 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것은 콘트라스트를 향상
시키기 위함이고, 이것 때문에 반드시 암상태가 아니더라도 본 발명의 효과는 얻어진다. 단, 입력 계조레벨이 
0이라도 출력이 0이 아닌 것으로 되어, 콘트라스트가 저하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제7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앞의 실시형태와 비교하여 치수기가 1개 적은 것이다. 

도 41에 나타난 앞의 실시형태에서는, 1 화소에 2개의 치수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 화면에서 표시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함이고, 치수기는 1개만 사용하여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도 45에 나타내는 회로
가 생각된다. 이 경우, 각 라인이 선택되는 순간에 영상 입력신호가 치수기(1321)에 기록되고, 동시에 계수기
(135)가 리셋되며,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하여 카운트업 되게 된다. 도 41에 나타내는 회로와 달리, 각 라인마
다 1 표시주기의 기점이 다른 것이 되지만, 각 화소에서 도 41의 경우와 같이 계조표시를 행할 수 있는 것에
는 변함이 없고,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제8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계수기가 표시영역 밖에 있다. 

영상 표시장치로서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 40에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지만, 투명기판상에 형성된 화소전극(104) 
및 표시제어 단위회로(213)의 구성이 도 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되어 있다. 본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회로에서는, 계수기(135)가 표시영역의 외측( )에 있고, 그 출력신호는 배선에 의해 표시영역내로 공급되고 
있다. 도 41에 나타내는 표시장치에서는 각 화소마다 계수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동상( )으로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도 46과 같이 표시영역의 외측에 통합하여도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경우도, 전부 
동일하게 작동하며, 전부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 이 구성에서는, 1 화소내용의 회로를 간단히 감소시킬수 있기 때문에, 미세화에는 유리하다. 

(제9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의 극성반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은 앞의 제2-1 실시예의(액정
층으로의 전압의 인가방법의 설명)에서 기재한 기술 내용의 실시형태이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투과율이 0(암상태 = 제2 광학적 상태)와 투과율이 1(명상태 = 제1 광학적 상태)의 2개의 
상태를 사용하고, 각각을 실현하기 위해 0 및 1이라는 전압(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치이고, 각각의 구체적인 
전압치는 광변조층에 적합한 것으로 하면 좋다. 예컨대,0 →1V, 1 →5V 등.)을 이용하였지만, 이용하는 광학
적 상태가 실질적으로 2종류이면, 각각의 광학적 상태에 대해서 인가하는 전압이 복수 종류라도 좋다. 예컨대, 
강유전성 액정 등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원칙으로서 액정에서는, 극성이 다른 동일한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여
도, 동일한 광학적 상태가 얻어진다. 이것 때문에, 예컨대 명상태 = 제1 광학적 상태 5V와 -5V라는 2종류의 
전압을 이용하고, 암상태 = 제2 광학적 상태 1V와 - 1V라는 2종류의 전압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표시주기에서 5V와 1V에 의해 2개의 광학적 상태를, 다음 표시주기에서는 -5V와 - 1V에 의해 2개의 광
학적 상태를 얻는 것과 같이, 1 표시주기마다 극성을 반전하는 경우,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압의 평균(적분)치
가 실질적으로 0이므로, 차지업에 의한 액정층의 경시적인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표시 제어수단에 의해 이와 같은 인가전압을 걸게 하기 위해서는, 표시 제어수단을 4치 논리형의 회로로 하여
도 좋다. 그러나, 표시제어 단위회로에 부가하여 대향기판의 전위도 제어하면, 종래와 같이 2치 논리형의 회로
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도 47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본 도면는, 도 4, 도 41 또는 도 46에 나타내는 회로(4비트 계조의 예)를 이용할 때의 파형도이다. 여기서, 
본 도 47의 (1)은 계수기의 제시 수치 및 치수기의 치수치이다. 또한 (2)는 비교기의 출력이다. 그리고 이들
은 도 42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단, 각 논리치에 대한 출력전압은 각각 0V 및 4V로 한다). (3)은 대향기판
의 전위가 1 표시주기마다 5V와 - 1V라는 값을 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은 비
교기의 출력과 대향기판 전위와의 차( )이고, (4)와 같이 된다. 이 도 47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1번째의 
표시주기(일반적으로는, 기수번째 표시주기)에서는 최초는 5V, 계수기의 제시 수치가 치수기의 치수치에 일치
하고 이후는 1V가 된다. 그리고, 2번째의 표시주기(일반적으로는, 우수번째의 표시주기)에서는 최초는 -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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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기의 제시 수치가 치수기의 치수치에 일치하고 이후는 -5V 가 된다. 액정층의 투과율은, 이들 전압치에 따
라서, 도 47의 (5)와 같이 된다. 

이것으로부터 이해되는 바와 같이, 기수번째 표시주기에서는 표시주기의 초기가 명( )상태, 우수번째의 표시
주기에서는 표시주기의 종반이 명( )상태이다. 따라서, 우수번째의 표시주기에 있어서, 영상 입력신호를 반전
하여 입력시키면 {예컨대, 영상 입력신호 5(2진수 표시로 0101)에 대해서 10(2진수 표시로1010)를 입력한
다}l, 우수번째, 기수번째에 관계없이, 액정층은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시간만 명( )상태를 취하는 것이 되
어, 소망의 계조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도 48에 나타낸다. 이것은, 도 4, 도 41 혹은 도 46에 나타내는 회로에서, 1 표시주기마다 비
교기의 출력을 반전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비교기의 출력은 기수번째 표시주기에서는 초기가 1, 우수번째
의 표시주기에서는 종반이 1이 되지(본 도면의 (2))만, 대향기판의 전위를 도 4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화시
켜 주면(도 47의 (3)),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 및 투과율은 도 47의 (4) 및 (5)와 같이 되어, 역시 소망의 
계조표시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도 47에 나타내는 경우와 달리 영상 입력신호를 반전시키는 필요
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도 47에 나타내는 경우에는, 1 표시주기내에서 명상태를 취하고 있는 시간이 전반에 치우치거나 후반에 치
우치거나 하기 때문에, 외관상 가물거림(플리커)이 발생하기 쉽지만, 본 도 48에 나타내는 경우에는, 1 표시
주기내에서 편차는 반드시 전반이기 때문에, 플리커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점(이것은 먼저 설명한 도 45의 경
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이 있다. 또, 비교기의 출력을 1 표시주기마다 반전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예컨대 도 
49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각 화소에 있어서, XOR(배타적 논리화)게이트를 마련하여, 비교기(134)
의 출력과 우기( ) 제어신호 P를 입력하고, 그 때의 출력을 화소전극(104)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기수번째 
표시주기에서는 P = 0을 입력하고, 우수번째에서는 P = 1을 입력하면, 우수번째의 표시주기만으로 비교기의 
출력을 반전시켜 화소전극에 공급할 수 있고, 소망의 계조표시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향전극으로 공급하
는 전압신호와, 우기제어신호 P는 대응한 것이 된다. 

또, 액정층의 2개의 광학적 상태로서는, 투과율이 다른 상태로 하였지만, 달리 투과율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편광상태, 편향방향, 위상, 주파수(파장 스펙트럼 분포도 포함된다), 광학적 코히어런스, 반사율, 회절 효율, 
굴절율 등이 다른 상태라도 좋다. 또한, 영상의 표시장치로서는, 투과형이라도, 반사형이라도 좋다. 반사형이
면, 예컨대 Si 기판이나 SOI 기판상에 회로를 제조하고, 화소전극을 반사 화소전극으로 구성한다는 방법도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시야각 개선을 위해 위상차 보상필름을 구비하여도 좋다. 특히, 2치적인 구동을 시킬 경우에는 안정한 
액정의 배향상태는 사실상 2개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알맞은 리타데션을 설계할 때 이 2개의 상태에 대한 
위상차 보상 효과만을 생각하면 좋다. 

(제10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영상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화면의 액정패널과 같은 영상 표시장치를 제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유리나 석영의 기판상에 아모르퍼스 
Si나 다결정 Si를 사용한 반도체소자로 회로를 제조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들 반도체는 이동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본 발명과 같이 복잡한 회로로 이루어지는 표시제어 단위회로를 한정된 화소 면적내에서 형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본 실시형태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본 실시형태의 제조방법은, 도 50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단결정 Si  반도체기판(151)  혹은  SOS(실리콘ㆍ온ㆍ글라스)기판, SOI(실리콘ㆍ온ㆍ인슐레이터) 기판 
등에, 통상의 반도체소자 제조 프로세스에 의해 표시제어 단위회로(213)를 다수 제조한다. 또, 이들 기판은 
이동도가 크고, 복잡한 구조의 회로를 집적하여 적은 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이것을 절단하여, 개개의 표시제어 단위회로(213)로 분리한다. 또, 반드시 절단이 아니라도 좋고, 에칭 
등으로 기판상의 회로가 형성된 피상( )부분만 을 박리시킨 뒤에 분리한다는 방법이라도 좋다. 

(3) 분리된 표시제어 단위회로를 유리 등의 별도의 큰 기판(도 40의 투명기판(100)에 상당한다)의 필요한 개
소에 필요한 방향으로 부착한다. 

또, 이렇게 부착하고 있지만, 정전기적인 결합, 열압착, 그 이외에 용착이나 접착제의 사용 등이 있다. 

(4) 필요한 배선을 형성하여, 대화면의 영상 표시장치의 기판을 제작한다. 

또, 이와 같이 배선하고 있지만, 표시 제어회로 형성의 전후에, 도전체막을 CVD, 증착, 스퍼터 등으로 형성하
고,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등으로 형성한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기판과 대향기판을 붙여 합쳐서 패널을 제작하고, 내부에 액정을 주입함으로써 영상 표시
장치를 제작한다. 

또, 이상의 수순의 경우에는, 부분화소를 형성할 때에는 부분화소마다 하는것으로 된다. 

또, 도 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컨대 2화소분이나 4화소분을 대상으로 배치하여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화소분의 표시 제어회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상술의 제작을 행해도 좋다. 본 도면의 (1)은, 1 화소
(206)마다 표시제어 단위회로(213)를 제작하는 경우이다. (2)는, 인접한 2화소마다 이것 또한 인접한 2개의 
표시제어 단위회로(2131)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작하는 경우이다. (3)은, 상하좌우에 인접한 4화소마다 이것 
또한 4개의 인접한 표시제어 단위회로(2132)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작하는 경우이다. 

(그 밖의 실시형태나 실시예)

이상, 본 발명을 몇개의 실시형태나 또 그 실시예에 의거해서 설명하여왔지만, 본 발명 실시형태 등은 기타 여
러가지의 양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하, 그것들에 대해서 개략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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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는, 스크린에 영상을 크게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괄 광변조수단으로서의 광원(400)은, 예컨대 
도 12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1 표시주기마다 점멸하고, 이때 지수 함수적인 감쇠를 한다. 이차원 광변조수단
(500)으로서의 액정층은 단지 필름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본 도면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각 화소가 
12 부분화소로 분할되고, 이 분할된 소화소는 4개 1조로 적색(R), 녹색(G), 청색(B)의 표시를 행한다. 그리
고, 각 원색마다 4개 1조로 대응하는 색채광에 대해서, 예컨대 100%통과, 67%통과, 33%통과, 폐( )와 4단계
로 투과율이 변화한다. 이것 때문에, 광원의 4단계와 더불어 64계조로 화상, 영상의 표시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 본 도면의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는, 어디까지나 광의 확산수단과 평행광의 작성수단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계(系)이기도 하다. 

도 53은, 각 적색, 녹색, 청색 광만 투과시키던가 모든 광을 통과시키던가 액정제 필터를 합계 3장, 또 몇 단
계인가의 개폐 스위치 역할을 담당하는 액정필터를 1장, 합계 4장의 액정필터를 포개서, 1 표시주기를 단순히 
몇 개인가의 단위구간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각 원색마다 시분할하여 각 색마다의 계조표시를 행하는 
것이다. 

도 54의 (1)은, 휴대기기 내부에 표시부를 마련하여, 렌즈(60)를 통해서 사용자가 화상을 확대해서 보는 경우
이지만, (2)는 다시 근처의 백색 벽이나 종이에 화상을 투사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본 도면에 있어서, 63은 휴
대기기의 외벽이고, 64는 휴대기기이며, 65는 스크린의 역할을 담당하는 평면이다. 

도 55는, 아날로그 영상의 각 화상의 각 화소마다 그 표시에 관계하는 색채와 휘도를 정확하게 디지털 계조화 
하여 표시할 때의 처리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또, 본 도면에 나타내는 처리는, 어디까지나도 개략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위에서 2번째와 3번째의 처리를 반대로 하여 각 화면마다 3원색으로 분할하고, 또 이 3
원색의 신호를 각 화면마다 분할하여도 좋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3번째와 제4번째의 처리의 전후가 반대로 되
더라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다음에, 본 발명을 도면, 표를 참조하면서 그 몇개의 실시형태, 실시예나 그것들의 변형, 응용예에 따라서 설
명하여 왔지만, 본 발명은 어느 것도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즉, 예컨대 이하와 같이 하여도 좋
다. 

1)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건물 벽면에서의 표시 등에 있어서는, 제조의 형편도 있어, 일괄 광변조수
단,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물리적으로 복수의 물건으로 하고 있다. 

2) 상기 1)의 경우 특히 그렇지만, 일괄 광변조수단,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보다 높은 계조표시를 위해 더 복
수단으로 되어 배열되어 있다. 

3) 액정 표시소자가 형성된 어레이 기판의 능동소자는, 본래는 다결정 실리콘이지만, 기판을 석영으로 하고 이
것을 토대로 열처리 온도 800℃ 정도로 하여, 응답성이 우수한 것을 채용하고 있다. 

4) CRT와 달리, 액정과 같이 홀드형의 표시소자를 사용하면, 동화상에서는, 적분 효과에 의한 화면의 흐려짐
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대책으로서, 각 화상 사이에 흑( )표시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런데, 
본 발명의 계조표시에서는 실제의 동화면에 있어서 계조도 100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계조
표시에 기여하는 부분(빛나는 부분) 도 13이라면 I5 ∼ I7을 각 표시주기로 앞 쪽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의해, 겸해서 흑표시기간의 길이(지속시간)의 극한을 도모하고 있다. 

5) 화면의 위치에 의해, 계조도를 변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통상은 표시화면 중앙부의 계조도가 
크고, 케이스에 의해 이동하는 부분의 계조도를 올리고 있다. 또, 이동하는 부분의 인식은 MPEG의 기술을 유
용하는 등하여 행해진다.

6) 화소 배열의「매트릭스 형태」는, 델타나 스트라이프나 그 밖에 도 52에 나타내는 배열을 포함한다. 이것 
때문에, 신호선의 종방향, 횡방향이란 이들의 배열에 대응하여 방향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7) 스위치는, 개폐가 아니고 특정한 색채의 광만의 통과와 모든 광의 통과 등이다. 

8) 액정소자는, 횡전계방식의 것이다. 

9) 쌍안정소자, 비교기 등의 제작, 기판상에의 형성은, 포토리소그래피와 에칭, 설치 등의 방법을 불문한다. 

10) 발명의 내용에도 의하지만, 액정 표시장치의 경우에는, 반사형, 투과형, 겸용형을 불문한다. 

11) 액정 표시장치의 형식에도 의하지만, 특정한 색채는 투과하지만 다른 색채는 반사하는 컬러필터를 사용하
고 있다.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특히 액정을 사용한 소자 등 저기동 신호영역

에서는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는 표시소자를 이용한 표시장치에서 그렇지만,  특성의 선형성

이 좋고 그리고 고계조도라도 안정한 표시가 얻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근래 사용자의 엄한 계조 재현성이나 색 
재현성, 균일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영상이 얻어진다. 또한, 경시적으로도 안정하고 온도 변화의 영향도 받기 
어렵다는 효과도 얻어진다. 

또한, 화상의 디지털 계조표시에 한정되지 않고, 플리커, 계조반전, 차징 등이 없는 우수한 표시가 얻어진다. 

또한, 일단 큰 입자로 이루어지는 응답성이 우수한 반도체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우수한 표시 특성을 가지는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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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각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순으로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일괄 변조한 광속을 대상으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마다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1 표시주기내에서 광변조율의 시간적 변화가 각 표시주기에서 같은 등시간변화형 일
괄 광변조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1 표시주기는 복수의 단위구간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고,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상기 1 표시주기내에서 광학적 상태의 변조는 상기 단위구간의 각각에 있어서 그 단
위구간에 속하는 복수개의 광변조율 (단위 광변조율 파형)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위구간내 단위 광변조율 파형
선택형 이차원 광변조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구간의 수를 N(N은 2이상의 정수)으로 하고, 그 단위구간을 각각 IK(k는, 0 ≤k ≤N - 1을 만족하

는 정수)로 표시하며, 각 k에 대해서 그 단위구간 IK에 속하는 광변조율 파형의 수를 MK(MK는 2이상의 정수)로 

표시하고, 그 단위구간 IK에 있어서, 각각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에 대한 광출력 에너지를 작은 것으로부터 순

서대로 EK(0), EK(1),..., EK(MK- 1)로 할 때, 

k = 0, l,..., N - 2에 대해서 (수학식 2)의 관계를 충족하고,

 또 EK(0)는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구간 IK에 속하는 각각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에 대한 광출력 에너지 EK(mK)(여기서, 0 ≤mK ≤MK- 

1)는, mK에 비례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단위구간 IK의 시간 폭은 전부 같고, 또 각 단위구간 IK에 속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은 모

두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든 단위구간 IK에 있어서, 상기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수 MK는 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과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모두 광학적 상태의 변조로서, 광강도를 변조하는 것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각 단위구간 IK내에서는 일정하고, 그 절대치는 2
K
에 비례 혹은 반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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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위구간 IK는, 1 표시주기내에서 시간적으로 내림 차순으로 배치되고,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

조율은 1 표시주기내에서 지수 함수적으로 감쇠하며, 그 감쇠의 시정수에 ln2을 곱한 것이 단위구간의 간격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1 청구항 11 청구항 11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위구간 IK는, 1 표시주기내에서 시간적으로 올림 차순으로 배치되고,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

조율은 1 표시주기내에서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며, 그 증가의 시정수에 ln2을 곱한 것이 단위구간의 간격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2 청구항 12 청구항 12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상기 단위구간 IK에서 0 또는 어떤 일정한 값중 어느 하나이고, 더구나 단

위구간 IK내에서 그 일정한 값을 취하고 있는 시간은 2
K
에 비례하며,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각 단위구간 IK내에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이 일정한 값을 

취하고 있는 동안은 소정의 일정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3 청구항 13 청구항 13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어떤 펄스 파형을 기본단위로 하고, 그 펄스 수가 상기 단위구간 IK내에

서 변화하거나 0인  어느 하나이고,  또  상기 단위구간 IK 내에 포함되는 상기 펄스 파형의 갯수는 2
K
에 

비례하며,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은 각 단위구간 IK내에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변조율이 상기 펄스의 

갯수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동안은 그 광변조율이 소정의 일정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14 청구항 14 청구항 14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단위구간 IK는,  그 시간 폭이 2
K
에 비례하는 N1개(N1 은, 1 ≤N1 ≤N - 1을 만족하는 어느 정수)

의 제1종 단위구간과 그 시간 폭이 전부 같은 (N -N1)개의 제2종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과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모든 광의 변조로서 광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그 광변조율이 상기 제1종 단위구간 IK(k = N -N1, N - N1 + 1,..., N - 1)에

서는 일정하고, 또 각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수는 MK  = 2이며, 상기 제2종 단위구간에서는, 상기 일괄 광변조

수단의 광변조율은 시간적으로 변동하고, 또 어느 단위구간에서도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5 청구항 15 청구항 15 청구항 15 

영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
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
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원의 발광상태를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소정의 수순으로 제어하는 발광원 제어
형 일괄 광변조수단이고,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에서 발광된 광의 투과, 산란, 반사 등을 각 화소마다 제어하
는 수동형 광변조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6 청구항 16 청구항 16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발광원은,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광소자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7 청구항 17 청구항 17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발광원의 휘도를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회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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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청구항 18 청구항 18 청구항 18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형 광변조수단으로서의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2개의 기판 사이에 존재하는 액정층을 가지고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9 청구항 19 청구항 19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형 광변조수단으로서의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2개의 기판 사이에 존재하는 액정층을 가지고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0 청구항 20 청구항 20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형 광변조수단으로서의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2개의 기판 사이에 존재하는 액정층을 가지고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1 청구항 21 청구항 21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자발분극을 갖지 않은 액정 혹은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2 청구항 22 청구항 22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자발분극을 갖지 않은 액정 혹은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3 청구항 23 청구항 23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자발분극을 갖지 않은 액정 혹은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4 청구항 24 청구항 24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 혹은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5 청구항 25 청구항 25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 혹은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6 청구항 26 청구항 26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 혹은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7 청구항 27 청구항 27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수직배향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8 청구항 28 청구항 28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수직배향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9 청구항 29 청구항 29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수직배향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0 청구항 30 청구항 30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그 두께가 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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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청구항 31 청구항 31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그 두께가 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2 청구항 32 청구항 32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그 두께가 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3 청구항 33 청구항 33 청구항 33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으로서의 수동형 광변조수단은, 제1 기판과, 제2 기판과, 이들 양 기판 사이에 액정층
을 가지고,

또, 상기 제1 기판은, 상기 액정층과 대향하는 측에 투명한 전극을 가지며,

상기 제2 기판은, 상기 액정층과 대향하는 측에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된 광을 반사하는 형의 화소전극과, 그 
광반사형 화소전극으로의 인가전압을 제어하는 전기회로부를 가지고,

상기 액정층은,  상기  제1  기판측에서 입사하고,  상기  제2  기판에 형성된 상기  광반사형 화소전극에서 
반사되며, 다시 상기 액정층을 통과하여, 상기 제1 기판을 통과하여 나오는 광속을, 상기 전기회로부에 의한 
양 기판의 전극으로의 인가에 따라서 변조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4 청구항 34 청구항 34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회로부는, 상기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광반사형 화소전극에 대응하여 배치된 화소 스위칭소자와, 

그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매트릭스의 행방향으로 배선된 주사선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의 열방향으로 배선된 신호선을 가지고,

또,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상기 광반사 화소전극과 대응하
는 신호선과의 전기적 접속을 개폐(開 )하는 소자이며, 개(開)인 경우에는 상기 광반사 화소전극의 전압이 상
기 신호선에 의해 충전되고, 폐( )인 경우에는 상기 광반사 화소전극은 전기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상기 광반
사 화소전극에 축적된 전하에 의해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이 유지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5 청구항 35 청구항 35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회로부는,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광반사형 화소전극에 대응하여 배치된 화소 스위칭소자 및 쌍안정
소자와,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매트릭스의 행방향으로 배선된 주사선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의 열방향으로 배선된 신호선을 가지고,

또,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상기 쌍안정소자와 대응하는 신
호선과의 전기적 접속을 개폐하는 소자이며,

상기 쌍안정소자는,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에 의해 상기 신호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상기 
신호선의 전압에 따라서 어느 것인가 한쪽의 안정상태로 천이하며, 전기적으로 비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다른쪽의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이 2개의 안정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된 상기 광반사형 화소전극의 전
압을 다른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6 청구항 36 청구항 36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회로부는,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광반사형 화소전극에 대응하여 배치된 화소 스위칭소자, 메모리 
회로 및 액정기록 스위칭소자와,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매트릭스의 행방향으로 배선된 주사선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의 열방향으로 배선된 신호선을 가지고,

또,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 회로와 대응하는 신호선
과의 전기적 접속을 개폐하는 소자이며,

상기 메모리 회로는,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에 의해 상기 신호선과 전기적 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출력
전압이 상기 신호선의 전압에 대응한 소정의 전압까지 충전되고, 전기적으로 비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출력전압이 유지되며, 

상기 액정기록 스위칭소자는, 상기 메모리 회로의 출력과 상기 광반사형 화소전극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전체 
화소를 일괄로 개폐하는 소자이고,

상기 광반사형 화소전극은, 상기 액정기록 스위칭소자에 의해 상기 메모리 회로의 출력과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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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출력전압을 상기 메모리 회로의 출력전압에 대응한 어떤 전압까지 충전하고, 비
접속으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상기 광반사형 화소전극은 전기적으로 고립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광반사
형 화소전극에 축적된 전하에 의해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7 청구항 37 청구항 37 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회로부는,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광반사형 화소전극에 대응하여 배치된 화소 스위칭소자, 메모리 
회로, 액정기록 스위칭소자 및 쌍안정소자와,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에 대응하여 매트릭스의 행방향으로 배선된 주사선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의 열방향으로 배선된 신호선을 가지고,

또,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는, 대응하는 주사선으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 회로와 대응하는 상기 신
호선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개폐하는 소자이고,

상기 메모리 회로는, 상기 화소 스위칭소자에 의해 상기 신호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출력전압을 상기 신호선의 전압에 대응한 어떤 전압까지 충전하고, 전기적으로 비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출력전압이 유지되며,

상기 액정기록 스위칭소자는, 상기 메모리 회로의 출력과 상기 쌍안정소자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전체 화소를 
일괄로 개폐하는 소자이며,

상기 쌍안정소자는, 상기 액정기록 스위칭소자에 의해 상기 메모리 회로의 출력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상기 메모리 회로의 출력전압에 따라서 2개의 안정상태중 어느 한쪽의 상태로 천이하고, 전기적
으로 비접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다른쪽의 상태를 유지하며, 이 2개의 안정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된 
상기 광반사형 화소전극의 전압을 다른 값으로 설정하는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8 청구항 38 청구항 38 청구항 3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형 광변조수단은,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되고, 각 화소를 대상으로 광학적 상태를 개별로 변조하기 위
한 가동형의 미소경면을 가지는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9 청구항 39 청구항 39 청구항 39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
순으로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화상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한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원에서 방사된 광의 광학적 상태를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제어하는 광원광 제어
형 일괄 광변조수단이고,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에서 방사되고, 제어된 광의 투과, 산란, 반사 등을 더 제어
하는 수동형 광변조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0 청구항 40 청구항 40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1 표시주기 혹은 그 정수배의 주기로 축의 주위를  회전하고, 또 광원으로부터의 광
의 광학적 상태를 변조하는 창( )이 회전방향에 배열되어 있는 회전체 이용형 일괄 광변조수단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1 청구항 41 청구항 41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체 이용형 일괄 광변조수단은, 발광원으로부터 적색, 녹색 및 청색의 각 성분광의 어는 것인가를 투
과하는 각 성분광용의 3종류의 창군을 가지고, 또 이들 각 성분광용의 창군은 해당 성분광의 투과율이 소정의 
법칙에서 상이하여, 그래서 회전방향에 배열된 작은 창을 가지고 있는 3원색용 계조창 보유형 회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2 청구항 42 청구항 42 청구항 42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 셧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3 청구항 43 청구항 43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광 셧터는 강유전성 액정 또는 반강유전성 액정을 사용한 액정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4 청구항 44 청구항 44 청구항 44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
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일괄 광변조수단으로부터 광을 받아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속의 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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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한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자기 자신이 소정의 휘도, 색채 등의 광을 발광하는 자발광형 표시소자를 가지고 
있고,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상기 자발광형 표시소자로부터 광의 휘도, 색채 등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의 투과, 산란, 반사 등으로 더 제어하는 수동형 광제어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
치.

청구항 45 청구항 45 청구항 45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자발광형 표시소자는,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소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전계방출형 디스플레이, 브
라운관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6 청구항 46 청구항 46 청구항 46 

제 44 항 또는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수동형의 제어를 행하기 위해, 소정의 축 주위를 영상의 1 표시주기 혹은 그 정수배의 
주기로 회전하고, 또 회전방향에 따라서 광을 투과하는 창이나 반사경 등이 배열되어 있고, 이들 창이나 반사
경 등의 형상, 치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광원광으로부터 광을 투과나 반사시에 조정하는 것에 의해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회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7 청구항 47 청구항 47 청구항 47 

제 44 항 또는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은 광 셧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8 청구항 48 청구항 48 청구항 48 

화상의 복수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는 1 표시주기내에서, 광원의 상태 혹은 광원에서 방사된 광을 제어하여,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2개의 기판 사이에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층을 가지고, 그 액정층을 제어하여, 1 표시주기를 구성하는 각 
단위구간에 있어서, 해당 단위구간에 속하는 복수개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중에서 1개를 선택하고, 이것에 의해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마다 개별로 변조하는 수동형
의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9 청구항 49 청구항 49 청구항 49 

화상의 1 표시주기는, 시간 폭이 전부 같은 N(N은 2이상의 정수)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위구간 
IK(k는, 0 ≤k ≤N - 1을 만족하는 정수)에 속하는 광변조율의 파형(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은 모두, 각

각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에 대한 광출력 에너지중 작은 것을 EK(0), 큰 것을 EK(1)로 할 때, k = 0, 1,..., 

N - 2에 대해서 (수학식 3)의 관계를 만족하고, 또 EK(0)은 0인 표시장치에 있어서,

또,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원의 상태 혹은 광원에서 방사된 광을 제어하여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기판 사이에 네마틱상 또 노멀리 오프형의 전압-투과율(또는 반사율) 응답을 나타내는 액정층을 형성하고,  또 
상기 단위 광변조율 파형중 광출력 에너지가 작은 쪽에 대응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을 실현할 때 액정층으로
의 인가전압의 절대치는 액정층의 스위칭 문턱치 전압 이하인 액정소자의 광의 투과나 반사를 제어하여, 각 단
위구간에 있어서 그 단위구간에 속하는 2개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중에서 1개를 선택함으로써 각 화소를 
대상으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0 청구항 50 청구항 50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광출력 에너지가 큰 쪽에 대응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을 실현할 때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의 절대치는 최소변
조 전압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1 청구항 51 청구항 51 청구항 51 

화상의 1 표시주기내는, 시간 폭이 전부 같은 N(N은 2이상의 정수)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위구간 
IK(k는, 0 ≤k ≤N - 1을 만족하는 정수)에 속하는 광변조율의 파형(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은 모두, 각

각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에 대한 광출력 에너지중 작은 것을 EK(0), 큰 것을 EK(1)로 할 때, k = 0, 1,..., 

N - 2에 대해서 (수학식 2)의 관계를 만족하고, 또 EK(0)은 0인 표시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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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원의 상태 혹은 광원에서 방사된 광을 제어하여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각 단위구간에 있어서, 기판 사이에 네마틱상 또 노멀리 온형의 전압-투과율(또는 반사율) 응답을 나타내는 액
정층을 형성하고, 또 상기 단위 광변조율 파형중 광출력 에너지가 큰 쪽에 대응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을 실
현할 때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의 절대치는 액정층의 스위칭 문턱치 전압 이하인 액정소자의 광의 투과나 반사
를 제어하여, 그 단위구간에 속하는 2개의 단위 광변조율 파형의 집합중에서 1개를 선택함으로써 각 화소를 대
상으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개별로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가지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2 청구항 52 청구항 52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광출력 에너지가 작은 쪽에 대응하는 단위 광변조율 파형을 실현할 때 액정층으로의 인가전압의 절대치는 최소
변조 전압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3 청구항 53 청구항 53 청구항 53 

제 49 항 내지 제 5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으로 인가하는 전압은, 소정의 표시주기마다 혹은 소정의 단위구간마다 반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시장치.

청구항 54 청구항 54 청구항 54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으로 인가하는 전압은, 기판 사이의 전위 반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5 청구항 55 청구항 55 청구항 55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원의 상태를 제어하여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
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투과, 확산, 반사 등을 이용하여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제어하는 수동형 광변
조소자에 의해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조하는 수동형 이차원 광변조수단과,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통과한 후 광속이 형성하는 화상을 관찰자가 볼 때, 화상을 크게 보도록 확대하는 
광학적 확대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6 청구항 56 청구항 56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확대수단은, 볼록( )렌즈이고,

상기 표시장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7 청구항 57 청구항 57 청구항 57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확대수단은, 렌즈계와 스크린을 가지는 투사형 확대수단이고,

상기 표시장치는, 투사형 표시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8 청구항 58 청구항 58 청구항 58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
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마찬가지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조 가능한 이
차원 광변조수단과, 

화상의 계조표시를 위해,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과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양쪽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가지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9 청구항 59 청구항 59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과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모두 액정을 사용한 표시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0 청구항 60 청구항 60 청구항 60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속의 광학적 상태를 표시면을 대상으로 일괄 변조
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각 화소를 대상으로 개별로 변
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구비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으로서,

영상신호에 따라, 상기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과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의 양쪽을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하는 
2단 제어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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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1 청구항 61 청구항 61 청구항 61 

영상신호에 대응해서, 표시면에 배열된 광변조층을 가지는 각 화소에 대해서 휘도, 색채 등의 계조 표시에 관
계하는 소정의 전압파형을 인가하여 표시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1 표시주기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압변조 기간마다 개별로 미리 정해진 파형의 전압 인가가 가능
한 복수의 부분 화소로 이루어지고,

각 표시주기에 있어서, 화상신호의 휘도나 색채 등의 계조도에 따라서, 각 부분 화소마다 각 전압변조 기간에
서 인가하는 전압을 미리 정해진 파형(단위 전압파형)중에서 선정하여 결정하는 부분화소 대응 인가전압 파형 
결정수단과,

상기 부분화소 대응 인가전압 파형 결정수단의 결정에 의거해서, 해당 표시주기의 각 전압변조 기간에서 각 부
분 화소마다 그 기간에 속하는 복수의 단위 전압파형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인가하는 부분화소 대응 인가수단
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2 청구항 62 청구항 62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전압파형은 그것이 속하는 전압변조 기간내의 일정 전압의 구형(矩 ) 펄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3 청구항 63 청구항 63 청구항 63 

제 61 항 또는 제 6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각 전압변조 기간의 단위 전압파형은 4개이고, 제1 및 제3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은 상호 역극성이
며, 제2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도 상호 역극성이고, 제1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의 절대치는 제2 단위 전
압파형의 전압의 절대치보다도 크며, 제3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의 절대치는 제4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의 절대
치보다도 큰 극성고려형 화소이고,

상기 부분화소 대응 인가수단은, 상기 선택한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기수번째 표시주기는 각각의 전압변
조 기간에 대해서 상기 제1 및 제2 단위 전압파형중 어느 것인가를 영상 입력신호에 따라서 선택하고, 우수번
째의 표시주기는 각 전압변조 기간에 대해서 상기 제3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중 어느 것인가를 영상 입력신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극성선택 소(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4 청구항 64 청구항 64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제1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와 제3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광변조
층의 광학적 상태가 동일하고, 또는 제2 단위 전압파형을 인가할 때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와 제4 단위 전압
파형을 인가할 때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도 동일한 대칭형 화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5 청구항 65 청구항 65 청구항 65 

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1 표시주기내의 전압변조 기간은 M개이고, 또 M개의 전압변조 기간의 폭은 공비(公 ) 1/2의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6 청구항 66 청구항 66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영상신호 휘도의 계조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S0, S1,..., S2M-1과 2
M 
개이고, M개의 전압변조 기간을 폭이 작

은 것부터 순서대로 P0, P1,..., PM-1로 하며, 계조 j = 0, 1,..., 2
M
- 1의 표시에 즈음해서, 1 표시주기내

의 전압파형의 전압변조 기간 PK(k = 0, 1,..., M - 1)에서의 단위 전압파형을, j를 2진수 표시할 때 제k위

(2
K
)의 값이 1일 때에는 제1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3 단위 전압파형으로 하고, 0일 때에는 제2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4단위 전압파형으로 한 전압파형을 Vj로 할 때,

상기 부분화소 대응 인가수단은 그 Vj를 발생시키는 특수 전압파형 발생 소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7 청구항 67 청구항 67 청구항 67 

제 65 항에 있어서,

영상신호 휘도의 계조는, 그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S0, S1,..., S2M-1과 2
M
개이고, M개의 전압변조 기간을 폭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P0, P1,..., PM-1로 하며, 계조 j = 0, 1,..., 2
M
- 1에 관해서, 1 표시주기내의 전압

파형의 전압변조 기간 PK(k = 0, 1,..., M - 1)에서의 단위 전압파형을, j를 2진수 표시할 때 제k위(2
K
)의 

값이 1일 때에는 제1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3 단위 전압파형으로 하고, 0일 때에는 제2 단위 전압파형 또는 
제4단위 전압파형으로 한 전압파형을 Vj로 하며, 그  Vj에 대응하는 광변조층의 투과 혹은 반사 광강도의 1 표

시주기에 걸치는 적분치를 Ij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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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분화소 대응 인가수단은 상기 입력신호의 각 계조 Si(i = 0, 1,..., 2
M
- 1)에 대해서 어느 것인가의 

정수 j를 대응시켜 j(i)로 하고, 또 Ij(i)가 i에 대해서 증가함수로 되어 있는 전압파형 Vj를 발생시키는 특수 

전압파형 발생 소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8 청구항 68 청구항 68 청구항 68 

제 63 항에 있어서,

4개의 단위 전압파형(n = 1, 2, 3, 4)에 대해서, 제n 단위 전압파형의 전압은 각 표시주기내의 모든 전압변
조 기간에서 일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9 청구항 69 청구항 69 청구항 69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표시제어 기판과 전면이 등전위인 투명전극 기판 사이에 형성되고, 또 그 광변조층은,

상기 표시제어 기판과 상기 투명전극 기판에 의해 양측에서 끼워져 있고, 또한 VS 및 VB를, Vs 〉｜VB｜≥0을 

만족하는 전압치로 할 때,

상기 투명전극 기판은 그 전위는, 제1 및 제2 단위 전압파형일 때에는 -VB이고, 제3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일 

때에는 VS이며,

상기 표시제어 기판의 전위는, 제1 및 제4 단위 전압파형일 때에는 VS - VB이고, 제2 및 제3 단위 전압파형일 

때에는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70 청구항 70 청구항 70 청구항 70 

제 69 항에 있어서,

상기 광변조층은 액정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표시장치.

청구항 71 청구항 71 청구항 71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층은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표시장치.

청구항 72 청구항 72 청구항 72 청구항 72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네마틱상을 나타내는 액정은 분자 장축 방향의 유전율이 상기 분자 장축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의 유
전율보다도 작은 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73 청구항 73 청구항 73 청구항 73 

액정층을 가지고, 복수개의 부분 화소로 이루어지는 각 화소와, 그 각 화소마다 혹은 그 부분 화소마다 입력신
호에 따라서 휘도, 색채 등의 계조표시를 위해 액정층에 전압파형을 인가하는 표시 제어수단을 구비한 표시장
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표시 제어수단은, 각 표시주기는 복수의 전압변조 기간을 가지고, 그 전압변조 기간마다 전압파형을 인가하며,

그 인가방법은 각 전압변조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에 속하는 복수의 전압파형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것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4 청구항 74 청구항 74 청구항 74 

광변조층을 가지는 화소와, 입력신호에 따라서 각 화소의 광변조층의 휘도나 색채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제어하는 표시 제어수단을 구비한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변조층은, 각 화소마다 2개의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이고, 

상기 표시 제어수단은, 상기 각 화소마다, 각 표시주기내에서 입력신호에 대응한 어떤 시간에서만 상기 광변조
층을 한쪽의 광학적 상태로 하고, 나머지의 시간은 다른쪽의 광학적 상태로 하는 2치형 표시 제어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75 청구항 75 청구항 75 청구항 75 

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광변조층은 액정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76 청구항 76 청구항 76 청구항 76 

제 74 항 또는 제 75 항에 있어서,

상기 광변조층은, 하나의 광학적 상태에서 출력 광강도를 영으로 하는 0 출력 가능형 광변조층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77 청구항 77 청구항 77 청구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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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 항에 있어서,

입력신호에 0, 1, 2, ...로 번호 붙임을 행하여, 번호 j의 입력신호에 대해서 1 표시주기내에서 광변조층이 
0이 아닌 다른 광학적 상태를 취하는 시간을 T(j)로 표시할 때, T(j)는 j에 비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
시장치.

청구항 78 청구항 78 청구항 78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상기 2변종형의 광변조층은, 화소로의 표시 제어수단에서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고, 

상기 표시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대응하여 치수기( ), 계수기(計 ) 및 비교기( 較 )를 구비하고 있
고, 

상기 치수기에는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가 치수( )되며, 상기 계수기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그 
제시 수치가 증가 또는 감소해 가고, 상기 비교기는 치수기의 치수치와 상기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상기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 로 
하는 전압을 인가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79 청구항 79 청구항 79 청구항 79 

제 77 항에 있어서,

상기 2변종형의 광변조층은 각각의 화소에서 표시 제어수단으로부터의 인가전압에 따라서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고, 

상기 표시 제어수단은 계수기와 각각의 화소에 대응하여 치수기 및 비교기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치수기에는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가 치수되며, 상기 계수기에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그 제
시 수치가 증가 또는 감소해 가고, 상기 비교기는 상기 치수기의 치수치와 상기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
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상기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 
로 하는 전압을 인가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80 청구항 80 청구항 80 청구항 80 

제 78 항 또는 제 79 항에 있어서,

표시 제어수단은, 광변조층을 사이에 두고 2개의 전극을 구비하고 있고, 광변조층으로의 인가전압은 상기 2개 
전극의 양쪽 전위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제어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81 청구항 81 청구항 81 청구항 81 

광변조층과, 영상 입력신호에 따라서 광변조층의 면내의 각각의 화소의 광학적 상태를 제어하는 표시 제어수단
을 구비한 영상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변조층은,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를 취하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이고, 

상기 표시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있어서, 1 표시주기내에서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어떤 시간에서만 상기 광
변조층을 제1 광학적 상태로 하고, 다른 시간에서는 제2 광학적 상태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82 청구항 82 청구항 82 청구항 82 

2개의 전극 사이에 액정층을 가지는 등 하여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를 취하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
과, 표시 제어수단을 가지고, 또 표시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대응하여 치수기 및 비교기를 구비하고 있고, 치
수기에는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가 치수되며, 계수기에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그 제시 수치가 증
가 또는 감소해 가고, 비교기는 상기 치수기의 치수치와 상기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상기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로 하는 전압을 인가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으로서,

치수기, 계수기, 비교기 및 이들을 상호 접속하는 배선을 1단위로 하는 표시제어 단위회로를 Si 기판상에 집적
하여 복수 제작하는 복수 제작스텝과,

각각의 표시제어 단위회로마다 분리하는 분리스텝과, 

화상 표시장치의 각각의 화소마다 배치하는 배치스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3 청구항 83 청구항 83 청구항 83 

2개의 전극 사이에 액정층을 가지는 등 하여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를 취할 수 있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과, 표시 제어수단을 가지고, 또 표시 제어수단은 계수기와, 각각의 화소에 대응하여 치수기 및 비교
기를 구비하고 있고, 치수기에는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가 치수되며, 계수기에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
마다 그 제시 수치가 증가 또는 감소해 가고, 비교기는 상기 치수기의 치수치와 상기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
교하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상기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
가로 하는 전압을 인가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으로서,

치수기, 계수기, 비교기 및 이들을 상호 접속하는 배선을 1단위로 하는 표시제어 단위회로를 Si 기판상에 집적
하여 복수 제작하는 복수 제작스텝과,

각각의 표시제어 단위회로마다 분리하는 분리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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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표시장치의 각각의 화소마다 배치하는 배치스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4 청구항 84 청구항 84 청구항 84 

2개의 전극 사이에 액정층을 가지는 등 하여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를 취하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
과, 표시 제어수단을 가지고, 또 표시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대응하여 치수기 및 비교기를 구비하고 있고, 치
수기에는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가 치수되며, 계수기에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그 제시 수치가 증
가 또는 감소해 가고, 비교기는 상기 치수기의 치수치와 상기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상기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로 하는 전압을 인가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으로서,

소정 수의 화소분의 치수기, 계수기, 비교기 및 이들을 상호 접속하는 배선을 1단위로 하는 소정 수 화소용 표
시제어 단위회로를 Si 기판상에 집적하여 복수 제작하는 복수 제작스텝과,

각각의 소정 수 화소용 표시제어 단위회로마다 분리하는 분리스텝과, 

화상 표시장치의 각각의 소정 수 화소마다 배치하는 배치스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5 청구항 85 청구항 85 청구항 85 

2개의 전극 사이에 액정층을 가지는 등 하여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를 취하는 2변종형의 광변조층
과, 표시 제어수단을 가지고, 또 표시 제어수단은 계수기와, 각각의 화소에 대응하여 치수기 및 비교기를 구비
하고 있고, 치수기에는 영상 입력신호에 대응한 수치가 치수되며, 계수기에는 클록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그 제
시 수치가 증가 또는 감소해 가고, 비교기는 상기 치수기의 치수치와 상기 계수기의 제시 수치를 비교하여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상기 광변조층의 광학적 상태를 제1 광학적 상태와 제2 광학적 상태의 어느 것인가로 하는 
전압을 인가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으로서,

소정 수의 화소분의 치수기, 계수기, 비교기 및 이들을 상호 접속하는 배선을 1단위로 하는 소정 수 화소용 표
시제어 단위회로를 Si 기판상에 집적하여 복수 제작하는 복수 제작스텝과,

각각의 소정 수 화소용 표시제어 단위회로마다 분리하는 분리스텝과, 

화상 표시장치의 각각의 소정 수 화소마다 배치하는 배치스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6 청구항 86 청구항 86 청구항 86 

일정 조건에서는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는 표시소자를 사용하여 디지털 영상의 계조표시를 행
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화상의 1 표시주기내에서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화상의 내용과는 달리 표시
면을 대상으로 해당 표시주기의 경과시간에 따른 소정의 규칙에 맞추어 변조하는 일괄 광변조수단과,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이 일괄 변조한 광속을 대상으로 하여, 화상의 내용을 기초로 각 화소마다 광속의 휘도나 

색채나 이들에 관계하는 광학적 상태를, 상기 일정 조건에서는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는 표시
소자를 해당 일정 조건의 범위 밖에서 사용하고, 또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으로부터 광의 경과시간에 따른 소정
의 규칙에 맞추어 변조를 이용하여 변조하는 이차원 광변조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87 청구항 87 청구항 87 청구항 87 

제 86 항에 있어서,

상기 1 표시주기는 복수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개별의 광변조를 위해 각 단위구간마다 미리 정해진 복수의 광변조율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위구간내 단위 광변조율 파형선택 소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88 청구항 88 청구항 88 청구항 88 

제 86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복수의 부분 화소로 이루어지고,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개별의 광변조를 위해 각 화소마다 상기 복수의 부분 화소의 적어도 하나를 다른 부
분 화소와는 독립적으로 표시에 사용하는 부분화소 독립구동 소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
치.

청구항 89 청구항 89 청구항 89 청구항 89 

제 86 항에 있어서,

상기 1 표시주기는 복수의 단위구간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상기 화소는 복수의 부분 화소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개별의 광변조를 위해 각 단위구간마다 미리 정해진 복수의 광변조율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위구간내 단위 광변조율 파형선택 소수단과,

각 화소마다 상기 복수의 부분 화소의 적어도 하나를 다른 부분 화소와는 독립적으로 표시에 사용하는 부분화
소 독립구동 소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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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0 청구항 90 청구항 90 청구항 90 

제 86 항 내지 제 8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광 셧터 등 투과광을 개(開), 폐( ) 등에 의해 제어하는 광 셧터 투과 제어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1 청구항 91 청구항 91 청구항 91 

제 86 항 내지 제 8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상기 일괄 광변조수단의 광을 받아 반사광이 향하는 방향을 제어하는 반사각 제어 
가능형 반사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2 청구항 92 청구항 92 청구항 92 

제 86 항 내지 제 8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 조건에서는  특성의 선형성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는 표시소자로서 액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3 청구항 93 청구항 93 청구항 93 

제 86 항 내지 제 8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을 표시소자로 사용한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상하 2장의 전압인가 기능을 가지는 기판과,

그 상하의 기판 사이에 유지되어, 상하 2장의 기판 사이의 전압에 따라서 노멀리 온형 혹은 노멀리 오프형의 
거동을 행하는 액정층과,

상기 상하 2장의 기판에 대해서, 상기 액정층의 전압 변화율에 대한 투과율 혹은 반사율 변화가 작은 영역에 
VOFF와 VON을 부하하는 시프트 대응형 전압 부하수단과,

상기 1 표시주기마다, 상기 1 단위구간마다 등 소정의 기간마다 상기 시프트 대응형 전압 부하수단이 상하의 
기판에 부하하는 전압의 +, -를 교대시키는 부하전압 교대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4 청구항 94 청구항 94 청구항 94 

제 9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을 표시소자로 사용한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전압인가 기능을 가지는 상하 2장의 기판과,

그 상하의 기판 사이에 유지되어, 상하 2장의 기판 사이의 전압에 따라서 노멀리 온형 혹은 노멀리 오프형의 
거동을 행하는 액정층과,

상기 상하 2장의 기판에 대해서, 상기 액정층의 전압 변화율에 대한 투과율 혹은 반사율 변화가 작은 영역에 
VOFF와 VON을 정해서 부하하는 시프트 대응형 전압 부하수단과,

상기 1 표시주기마다, 상기 1 단위구간마다 등 소정의 기간마다 상기 시프트 대응형 전압 부하수단이 상하의 
기판에 부하하는 전압의 +, -를 교대시키는 부하전압 교대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5 청구항 95 청구항 95 청구항 95 

제 92 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가물거림, 일부 계조에서의 계조표시의 역전, 차지업 방지에서 고속의 응답 확보의 
적어도 1개를 위해, 화소용의 메모리 회로, 액정기록 스위칭소자, 쌍안정소자의 적어도 1개를 가지고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6 청구항 96 청구항 96 청구항 96 

제 93 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원 광변조수단은, 가물거림, 일부 계조에서의 계조표시의 역전, 차지업 방지에서 고속의 응답 확보의 
적어도 1개를 위해, 화소용의 메모리 회로, 액정기록 스위칭소자, 쌍안정소자의 적어도 1개를 가지고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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