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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펄스 수 등화를 이용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를 위한 동픽셀왜곡 감소 방법

요약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lazma display) 또는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digital micromirror device, DMD)에 기초한 디

지털 광 프로젝터(digital light projector) 같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PDP)상에 나타나는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컨투어 아티팩트들(contour artifacts)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동픽셀 왜곡(moving pixel

distortion, MPD) 코드워드 집합 방식을 사용한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는 최소한의 MPD 매핑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데, 이 MPD 매핑 과정은 예를 들면 ROM 탐색표에 의해 제1 이미지 프레임 및 제2 이미지 프레임에서의 대응하는 현재와

이전의 픽셀 휘도(intensity)값들을, 현재의 픽셀 휘도 값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등화 코드(equalization code) 값으로 매핑

시킨다. 다수의 시험 등화 코드워드의 각각에 대한 MPD 에러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비교하고, 가장 적은 MPD 에러의 측정

치를 가진 코드워드를 선택함으로써, 등화 코드워드의 최적화된 집합이 결정된다. 최적화된 등화 코드워드들은 이전 및 현

재의 코드워드에 의해 어드레스되는 ROM 탐색표에 저장된다. 현재의 각 코드워드 및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그 대응하는

코드워드는, 대응하는 등화 코드워드를 제공하는 ROM 탐색표로 적용된다. 이 등화 코드워드는 디스플레이 데이터내의 현

재의 코드워드를 대체한다. 그 후,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 제어기는 스캔 드라이버(scan driver)와 데이터 드라이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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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PDP)에 라인 단위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제공한다. 일단 디스플레이 데이터가 이미지를

위한 PDP로 로드(load)되면, 서스테인 펄스 드라이버(sustain pulse driver)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 제어기로 하여금

코드워드에 의해 인코딩된 의도된 서스테인 펄스 트레인(sustain pulse train)으로 어드레스된 셀을 밝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펄스 수 등화,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PDP), 동픽셀 왜곡(MPD), 등화 펄스, 코드워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된 단순화된 8 비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상위 계층의 블록도.

  도 2a는 종래 기술로서,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3개의 전극 표면 방전 교류 PDP의 셀 배열을 설명하

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단일 셀의 측면도.

  도 2b는 종래 기술로서, 도 2a에서 설명된 셀들의 H×B 행렬을 설명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부분 평면도.

  도 3은 종래 기술로서,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256개의 휘도 레벨을 얻기 위하여 이진 코드워드를 사용하는 종래의 PDP

구동 방법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도 4a는 동픽셀 왜곡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미지내의 전이의 타이밍도.

  도 4b는 도 4a에서 도시된 전이에 대한 겉보기 휘도의 그래프.

  도 5a는 전이 때문에 생기는 MPD 에러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미지내의 전이의 타이밍도.

  도 5b는 측정된 MPD 에러의 표시를 포함하여 도 5a에 도시된 전이에 대한 겉보기 휘도의 그래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흐름도.

  도 7은 도 6에서 도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등화된 MPD 코드를 사용하는, 픽셀 값 변환 메모리의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휘도 매핑 프로세서 10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

  106: 프레임 메모리 108: 클록 및 동기화 생성기,

  1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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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및 DMD에 기초한 디지털 광 프로젝터(digital light

projector)의 경우처럼, 디지털 형태로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 또는 칼라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펄스 수 (또는 펄

스 폭) 변조 테크닉을 이용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상기 디스플레이 장

치에 대해, 특정한 그레이 스케일 강도(gray scale intensity)를 표현하는 기존 펄스값에 추가 또는 공제될 등화 펄스

(equalization pulse)를 결정하여 적용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통상적으로 특정 그레이 스케일 깊이를 갖는 디지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펄스 수

변조 이진 코드화된 발광 주기(pulse number modulated binary coded light-emission-period)(방전 주기) 방식을 사용

한다. 전형적인 8 비트 패널(8 비트 시스템)의 경우에, 기본색채 신호인 빨강, 초록 및 파랑 신호의 각각에 대해 28=256 가

지의 가능한 휘도(intensity) 즉, 그레이-스케일 레벨이 있다. 각 데이터 비트를 스크린 상에서 적당한 광휘도 값(light

intensity value)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의 TV 프레임 주기는 이진 코드화된 픽셀 휘도의 비트 0에서 비트 7에 해당하는

8개의 서브필드 주기로 나뉘어진다. 상기 패널의 하나의 셀에 대해 각 방전 주기의 발광 펄스(서스테인 펄스)의 개수는 1

에서 8까지의 서브필드 각각에 대해 1, 2, 4, 8, 16, 32로부터 128까지 변화한다. 이러한 이진 코드화된 방식은 정지한 이

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데는 적당하지만, 이미지내의 물체가 움직일 때, 또는 시청자의 눈이 그 물체를 따라 움직일 때에

는, 시청자를 짜증나게 하는 컨투어 아티팩트(contour artifacts)이 그 이미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동픽셀

왜곡현상(moving pixel distortion, MPD)이라 부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시스템은 등화 펄스로 MPD 보정을 한다. 이 경우, 컨투어 아티팩트를 초래할 수 있는

서브필드 사이의 전이가 검출되면, 그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발광 펄스가 추가되거나 공제된다. 현재까지로는 이러한 시스

템들이 등화를 위한 약간의 전이만을 검출했고, 추가될 개개의 등화 펄스는 실험적으로 결정되었다. 더욱이, 움직임 의존

등화(motion-dependent equalization)를 얻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비싼 움직임 추정기(motion estimator)가 필요하다.

다른 시스템들은 컨투어 아티팩트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정된 이진 코드화된 발광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서브필드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예를 들어 8 비트 패널의 경우 8에서 10으로 서브필드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방식은 두 개의

가장 큰 발광 블럭을 동일한 길이를 가진 네 개의 블럭으로 재분배한다(예를들어, 64+128 = 48+48+48+48). 종래의 시

스템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펄스의 총 갯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형성된 네 개의 블럭의 각각에 포함된 서

스테인 펄스의 수는 48로 한다. 이 수정된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컨투어 아티팩트는 이미지 전체에 걸쳐 분산된다. 결

과적으로 주어진 픽셀 값에 대해 동일한 수의 펄스를 가진 많은 선택값들 중의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보다 균

등한(uniform) 일시적인 방사(emission)가 얻어진다. 그러나, 각 픽셀의 단계에서 무작위화(randomization)가 행해질 때,

컨투어 아티팩트는 어떤 상황에서 시청자들을 약간 짜증나게 할 수 있는 무아레같은 노이즈(moire-like noise)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은 단지 컨투어 아티팩트를 분산시킬 뿐, 최소화하려 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서브필드는 컨

투어 아티팩트의 보정을 위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10개의 서브필드를 사용하고 에러를 재분배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장

치에 비하여 생길 수 있는 이미지의 컬러 해상도가 감소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동픽셀 왜곡현상(MPD)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상에 디스플레이될 펄스 수 변조된

(PNM) 데이터에 언제 등화 펄스를 추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결과적인 MPD의 알맞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가능한 전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그 후, 상기 방법은 선택적으로 등화 펄스를 추가하

고, 등화된 코드의 MPD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각각의 가능한 전이에 대하여, 상기 방법은 최소한의 MPD를 생성하는 등

화된 PNM 코드를 기록해둔다. 동작 중에, 상기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인접한 프레임으로부터 대응하는 픽셀 값을 모니터

하고, 하나의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이미지의 전이가 일어날 때 생기는 MPD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절히 등화된

PNM 코드를 대신 사용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특징들은 첨부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 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반적인 설명)

본 발명은 전형적인 실시예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가지고 설명된다. 그러나, 그레이 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를

디지털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펄스 수 변조 또는 펄스 폭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한, 본 발명의 응용은 특정 타입의 디

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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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사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단순화된 블록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휘도 매핑 프로세서(10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104), 프레임 메모리(106), 클록과 동기화 생

성기(108),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닛(110)을 포함하고 있다.

  휘도 매핑 프로세서(102)는 비디오 이미지 프레임의 디지털 비디오 입력을 픽셀 단위로 수신한다. 상기 이미지 프레임은

프로그래시브 포맷(prograssive format) 또는 인터레이스 포맷(interlace format)일 수 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하

에서는 프로그래시브 포맷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프레임이라는 용어와 필드라는 용어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 각 픽셀을 위한 비디오 입력 데이터는 빨강 휘도 값, 초록 휘도 값 및 파랑 휘도 값으로 구성된다.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단지 하나의 그레이 스케일 휘도 값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휘도 매핑 프로세서(102)

는 예를 들어 탐색표(look-up table) 즉, 픽셀 휘도 값을 휘도 레벨들 중 어느 하나로 변환하는 매핑표(mapping table)를

포함하고 있다. 휘도 레벨들 각각은 이진 코드워드(codeword)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빨

강, 초록 및 파랑의 각 픽셀 값은 8 비트 이진값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하나의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8 비트 픽

셀 값 사이의 전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픽셀 값이 재생성될 때 서스테인 펄스를 추가하거나 공제하기 위하여, 선택적

으로 비트를 추가하거나 공제한다. 전이에 대한 MPD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트들이 추가되거나 공제

된다. 이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전이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휘도 매핑 프로세서(102)는 픽셀 요소의 현재 값과 더불어

이전 프레임의 픽셀 요소의 값을 휘도 매핑 프로세서(102)에게 제공하는 프레임 지연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프로세

서(102)는 등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전이를 인식하여, 상기 방법에 의해 결정된 대로 등화 펄스를 추가하거나 공제하기 위

하여 현재의 픽셀 요소의 값을 변경한다.

  휘도 매핑 프로세서(102)는 또한 소스(source)에서 신호에 대해 행해진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을 역으로 바꾸는

역 감마 보정(inverse gamma correction) 서브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감마 보정은 음극선관(CRT)상에서 이미지

를 재생할 때 비선형성(nonlinearity)을 조정한다. 전형적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감마 보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 감마 보정 회로는 신호 소스에서 가해진 감마 보정 알고리즘을 역으로 바꾼다.

  프레임 메모리(106)는, 프레임의 스캔 라인(scan line)의 각 픽셀에 대하여 휘도 레벨이 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등화

된 PNM 포맷으로 저장하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104)에 의해 결정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닛(110)에 대하

여 대응하는 주소를 저장한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닛(110)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130), 어드레싱/데이터 전극 드라이버(132), 스캔 라

인 드라이버(134) 및 서스테인 펄스 드라이버(136)를 더 포함하고 있다. PDP(130)는 디스플레이 셀의 행렬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이며, 각 셀은 디스플레이될 픽셀값에 대응한다. PDP(130)는 도 2a와 도 2b에 더 상세히 도

시되어 있다. 도 2a는 세 개의 전극 표면 방전 교류 PDP(130)의 배열을 도시하고 있다. 도 2b는 셀로 형성된 H×V 행렬을

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H는 행렬의 행(row)에 있는 셀의 개수이고, V는 행렬의 열(column)에 있는 셀의 개수이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PDP(130)에서의 각 셀은 정면 유리 기판(1)과 후면 유리 기판(2) 사이에서 형성된다. 셀은 어

드레싱 전극(3), 셀간 장벽(intercell barrier wall)(4) 및 벽 사이에 놓인 형광물질(5)을 포함하고 있다. PDP 셀은 X 전극

(7), 어드레싱 전극(4) 및 Y 전극(8) 사이에서 설정(establish)되고 유지된 전위에 의해 밝아진다(illuminate). X 전극과 Y

전극은 절연층(6)으로 덮혀 있다. 셀에서의 발광은 어드레싱 전극과 Y 전극(8) 사이의 어드레싱 전기 방전에 의해 이루어

진다. 어드레싱 전극이 밝기가 증가할 라인 상에 있는 셀들로 전위를 가하는 동안, Y 전극은 라인 단위로 스캔된다. Y 전극

과 어드레싱 전극 사이의 전위차는 셀의 장벽에 전하를 설정하는 방전을 초래한다. 충전된 셀에서의 발광은 X 전극과 Y 전

극 사이에 서스테인(서스테인 또는 메인티넌스(maintenance) 방전으로도 알려져 있음) 펄스를 가하는 동안 유지된다. 서

스테인 펄스는 디스플레이 내의 모든 셀에 가해지나, 밝기가 증가하는 방전은 설정된 벽전하를 가진 셀에서만 일어난다.

  (도 1에서 도시된) 어드레싱/데이터 전극 드라이버(132)는 스캔된 이미지의 각 라인에 대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프레임

메모리(106)로부터 수신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실시예는 디스플레이의 상부와 하부를 위해 별도의 디스플레이

데이터 드라이버(150)를 포함할 수 있는 어드레싱/데이터 전극 드라이버(132)를 포함하고 있다. 어드레싱/전극 드라이버

(132)가 디스플레이의 상부와 하부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로드(load)하는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수신하는 단일의 어드레싱/

데이터 전극 드라이버(132)가 사용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디스플레이될 각 픽셀에 대응하는 각 셀 주소 및

(휘도 매핑 프로세서(102)에 의해 결정되는) 대응하는 휘도 레벨 코드워드(codeword)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104)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스캔 라인 드라이버(134)는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의 스

캐닝 라인에 대응하는 각 셀들의 라인을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각 셀로부터 벽 전하를 없앤 후 밝기가 증가할 각 셀에 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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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선택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스캔 라인 드라이버(134)는 어드레싱/데이터 전극 드라이버(132)와 함께 작동한다. 각

셀은 서브필드 주기의 어드레싱 간격동안 서브필드 서스테인 간격 만큼 켜지거나 꺼진다. 셀의 상대적인 밝기는 그 셀의

밝기가 증가하는 필드 간격에서의 시간의 양(서스테인 펄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서스테인 펄스 드라이버(136)는 선택된 디스플레이 데이터 값에 대응하는 메인티넌스 방전용 서스테인 펄스열을 제공한

다. 앞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PDP의 X 전극은 함께 묶여 있다. 서스테인 펄스 드라이버(136)는 모든 스캔 라인의 모든 셀

에게 하나의 시간주기(메인티넌스 방전 주기)동안 서스테인 펄스를 가한다; 그러나, 벽 전하를 가진 셀에게만 메인티넌스

방전이 일어날 것이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104)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제어기(120). 패널 드라이버 제어기(122), 메인 프로세서(main

processor)(126), 및 선택적인 필드/프레임 보간(interpolation) 프로세서(124)를 더 포함하고 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104)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닛의 요소에게 일반적인 제어 기능(functionality)을 제공한다.

  메인 프로세서(126)는 범용 제어기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104)의 다양한 입력/출력 기능을 관리하고, 수신된

픽셀의 주소에 대응하는 셀의 주소를 계산하고, 수신된 각 픽셀의 매핑된 휘도 레벨을 수신하며, 현재의 프레임을 위하여

프레임 메모리(106)에 이 값들을 저장한다. 저장된 필드를 디스플레이를 위한 단일의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메인

프로세서(126)는 선택적인 필드/프레임 보간 프로세서(124)와 접촉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데이터 제어기(120)는 저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프레임 메모리(106)에서 검색하고, 클록 및 동기화 생성

기(108)로부터 오는 드라이브 타이밍 클록 신호에 응답하여, 어드레싱/데이터 전극 드라이버(132)로 하나의 스캔 라인에

대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송한다.

  패널 드라이버 제어기(122)는 각 스캔 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타이밍을 결정하고, 스캔 라인에 대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어드레싱/데이터 전극 드라이버(132)로 전송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제어기와 협력하여 스캔 라인 드라이버(134)로 타이

밍 데이터를 제공한다. 일단 디스플레이 데이터가 전송되면, 패널 드라이버 제어기(122)에 의해, 각 스캔 라인의 Y 전극을

위한 신호는 메인티넌스 방전을 위해 셀를 준비할 수 있다.

  본 방법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픽셀의 휘도 레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진

코드워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설명하겠다.

  도 3은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256 가지의 휘도 레벨을 얻기 위해 이진 코드워드를 사용하는 종래의 PDP 구동

방법의 타이밍을 도시하고 있다. 셀의 주소와 이진 코드워드값은 디스플레이 데이터로서 메모리에 저장되고, 메모리에서

검색된다. 도 3에서, 이미지 프레임은 SF1에서 SF8까지의 8개의 서브필드로 나뉘어진다. 패널내의 하나의 셀를 위한 각

메인티넌스 방전 주기의 서스테인 펄스의 수는 서브필드 1에서 서브필드 8까지의 각각에 대해 1, 2, 4, 8, 16, 32, 64 및

128 사이에서 변화한다. 각 서브필드는 픽셀 코드워드의 대응하는 비트0 내지 비트7을 가지고 있다. 각 서브필드는 고정

된 길이의 어드레싱 간격, (라인 순차적인 선택 서브-간격, 삭제 서브-간격 및 기록 서브-간격을 가지고 있는) AD, 및 빛

을 내기 위해 서스테인 펄스가 셀로 가해지는 메인티넌스 방전 주기 MD1 내지 MD8로 나뉘어진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방식의 각 방전 주기에 대해 서스테인 펄스의 수, Tsus(SFi), i=1-8는 1:2:4:8:16:32:64:128의 비율을 가진다.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라인을 단위로 하여 이미지내의 각 픽셀에 요구되는 휘도 레벨은 휘도 매핑 프로세서

(102)에 의해 결정된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어기(104)는 픽셀의 주소를 셀의 주소로 변환하고, 휘도 레벨을 이진 코드

워드 값으로 변환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진 코드워드 값은 8-비트 값이며, 8-비트 값의 각 비트 위치는 8개의

서브필드 중 대응하는 서브필드 동안에 밝기증가(illumination)를 이네이블(enable)하거나 디스에이블(disable)한다.

  서브필드 어드레싱 동작은, 라인에 있는 모든 셀상의 벽 전하가 제거되는 제거 방전 동작(erase discharge operation)으

로 시작한다. 그 후 대응하는 서브필드 동안에 밝기를 제어하는 대응하는 휘도 값내의 비트값에 기초하여 벽 전하를 수신

하도록, 라인에서 각 셀가 선택된다. 일단 이미지내의 모든 셀가 주소지정이 되고 개개의 서브필드 주기에 대해 적당한 벽

전하가 설정되었으면, 서브필드를 위한 서스테인 펄스가 가해지고, 벽 전하를 가진 셀의 밝기가 증가한다.

  밝기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시청자의 눈에 의해 단일의 평균적인 밝기 변화로 통합(integrate)될 때에만, 위에서 설명

한 이진 코드화된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적어도 특정한 전이에 대해서는, 짜증나는 컨투어 아티팩트를

초래하는 밝기의 변화를 완벽하게 통합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윤곽은 시청자가 이미지를 스캔할 때, 움직이는 이미지와 특

정한 정지된 이미지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동픽셀 왜곡현상(MPD)이라 부른다. 위에서 설명한 밝기 매핑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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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7에서 128로의 픽셀의 그레이 스케일 전이는, 서스테인 펄스의 균일하지 못한 일시적인 분산 때문에 MPD를 야기할

것이다. 인간의 시각적인 특성 때문에 이 전이에 대해 감지되는 휘도 레벨은 127 내지 128의 범위에서 유지되지 않고, 더

낮은 값까지 감소된다.

  본 발명이 다루는 전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패널내의 모든 픽셀에 대한 일시적인 전이와 관련하여 항상 3단

계, 즉 x-y-y 전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결과는 최적에는 미치지 못한다. 본 발명은 분명히 관

심의 대상이 되는 전이에 관련된 제1의 y값을 수정하려 한다. 공평하게, 제1의 y의 N-비트 이진 표현은 1비트는 0비트로

되고, 0비트는 1비트가 되도록 변경된다.

  향상된 MPD 에러 성능을 위한 다중 비트 코드의 등화

  본 발명은 제2의 N-비트 코드 값으로부터 선택된 비트를 선택적으로 삽입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제1의 N-비트 코드 값

으로부터 제2의 N-비트 코드 값으로의 전이에 의해 생성되는 밝기의 단계를 분산하는 서스테인 펄스 타이밍 방식을 선택

한다.

  이 방식에서 제1 단계는 MPD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식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망막(retina)에서 감지되는 휘도 레벨, r(t)

에 대한 모델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 근사치는 [수학식 1]에 나와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T는 (1023의 시간 단위로 표준화되는) 하나의 TV 필드 주기이다. 정확한 서브필드 경계를 가진 각 서브필드에

걸쳐 i(t)를 부분합하는 것은 그 서브필드의 정확한 서스테인 주기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확한 필드 경

계를 가진 각 TV 필드에 걸쳐 i(t)를 부분합한 결과는, 표현된 휘도 레벨와 일치해야 한다.

  실용적인 모델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망막에 대한 단순화된 사각형 임펄스의 응답이 [수학

식 1]에 가정되어 있다. 발명자들은 이 모델이 MPD 등화 방법에 충분한 정확성을 제공해 준다고 결정내렸다. 그러나, 더

정교한 망막의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MPD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전이에 대한 감지된 이상적인 휘도 곡선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휘도 곡

선이 두 전이 단계 사이의 계단 함수(step function)라 할지라도, 두 단계 사이의 간격 동안 언제 전이가 일어날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 방법의 경우, 에러는 각 두 단계 사이의 에러 중 최소값으로 정의된다. 수학적으로, 그레이 스케

일 x와 그레이 스케일 y 사이의 전이에 대한 MPD 에러의 제곱평균(MSE), e는 [수학식 2]와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2

  여기서 e1(t)＝│r(t)－x│이고, e2(t)＝│r(t)－y│이다.

  도 5A와 도 5B는 8-비트 이진 코드를 사용한 60과 150 사이의 전이에 대한 최소 에러 곡선을 도시하고 있다. 실선 곡선

(510)은 [수학식 1]에 의해 모델링된 감지된 휘도를 나타내고, 점선 곡선(520)은 [수학식 2]에 의한 전이에 대한 MPD 에

러(즉, min(e1(t), e2(t))를 나타낸다.

  발명자들은 MPD MSE를 사용하는 경우의 여러가지 장점을 결정내렸다: 첫째, 눈을 움직인다는 가정이 없다; 둘째, MPD

컨투어 아티팩트의 정도가 MPD MSE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MSE가 클수록, MPD 컨투어 아티팩트는 심해진다; 세째,

MPD MSE 는 효과적인 MPD 감소 방식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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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펄스 수 변조(PNM) 코드를 위해 MPD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인자는 각 비트에 할당되는 서스테인 펄스

의 수이다. 서스테인 펄스를 PNM내의 비트로 특정하게 할당하는 것을 SP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SSP는 휘도 값의 비트와

관련된 펄스 수의 벡터로 정의된다. 8-비트 PNM에 대한 일반화된 SP는 [수학식 3]에 설명되어 있다.

  

수학식 3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PNM 코드는 SP = [1, 2, 4, 8, 16, 32, 64, 128]로 나타낼 수 있다. 발명자들은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 장치의 MPD 성능이 다른 SP를 선택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결정내렸다. 예를 들어, SP[16, 8, 4, 2, 1, 128,

64, 32]는 SP［1, 2, 4, 8, 16, 32, 64, 128］ 또는 SP[128, 64, 32, 16, 8, 4, 2, 1]보다 전체적으로 더 우수한 MPD 성능

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방법의 경우, 특정한 SP에 대해, 주어진 N-비트 코드를 위한 제1 단계에서 제2 단계로의 각각의 가능한 전이가

목적 함수에 의해 분석되고,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 단계를 표현하는 값에서 등화 비트가 선택적으로 셋(set)

되고 리셋(reset)된다. 본 발명에 의하여 등화 펄스를 할당하는 방법에서는 제2 단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추가

된 등화 펄스는 등화된 제2 값으로부터 등화되지 않은 제2 값으로 전이하는데 있어서 주목할만한 추가적인 MPD를 생성하

지 않아야 한다. 이전의 픽셀 값 x로부터 현재의 픽셀 값 y로, 다시 다음의 픽셀 값 y로 등화되지 않은 전이를 하는 것은

(4)와 같이 표기한다.

  

수학식 4

  등화 과정의 목적은, 현재의 픽셀 값에 추가될 때 목적 함수를 위한 최소한의 값을 생성하는 등화 값, eq를 확인하는 것이

다. 만일 등화된 전이가 [수학식 5]로 표현된다면, 목적 함수는 [수학식 6], (7), (8) 및 (9)에 의해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수학식 9]는 [수학식 5]에 도시된 전이의 망막 응답을 나타낸다.

  

수학식 5

  

수학식 6

  여기서,

  

수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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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

  

수학식 9

  0으로부터 1로의 전이를 무시한다면, 8-비트 코딩 시스템의 경우 yeq가 될 수 있는 값은 기껏해야 255개이다. 코드 집합

을 위한 등화 맵을 개발하는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모든 가능한 전이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2552=65,025의

전이를 분석하는 것을 수반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코드 등화 과정의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는 상기 과정의 내부 루프(loop)를 나타낸다. 바깥 루프는

코드의 65,025개의 각각의 가능한 전이를 거쳐서, 전이 전의 픽셀 값 x 및 전이 후의 픽셀 값 y에 코드를 할당한다. 등화

과정에서 제1 단계인 단계(610)는 x와 y에 대한 값을 수신하고 루프 변수 n에 값 0을 할당한다. 단계(612)에서 yeq에 변

수 n의 현재 값이 할당된다. 단계(614)에서, 상기 과정은 픽셀에 대해 i(t, x, yeq, y)의 값을 계산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함수 i(t, x, yeq, y)는 x에서 yeq로 다시 y로 전이하는데 대한 망막 응답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망막 응답은 이산적인 시간 간격 동안의 이동 평균(moving average)으로서 모델링된다. 각 필드의 주기 동안

1024의 표준화된 시간 단위가 정의된다. 서서히 일어나는 감쇠는 펄스가 일어난 직후에 시작되고, 다음에 연속되는 펄스

가 일어나면서 풀(full) 값으로 리셋된다. 이 함수의 전형적인 감쇠가 도 4B에 도시되어 있다.

  다음 단계(616)에서 함수 i(t, x, yeq, y)는 [수학식 9]에 의한 x -> yeq -> y의 전이의 두개의 필드 주기에 걸쳐 적분된

다. 단계(618)에서, [수학식 7]과 [수학식 8]에 의하여 모델링된 MPD 에러 함수값이 x와 y값에 대한 yeq의 현재값에 대

해 결정된다. 단계(620)에서, yeq의 현재값에 대한 MSE MPD값이 결정되어 저장된다. 단계(622)에서, 루프 변수 n이 증가

되고, 단계(624)에서 n이 255보다 크지 않다면, yeq의 다음 값에 대한 MSE MPD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어는 단계(612)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단계(624)에서 n이 255보다 크다면, 제어는, MSE MPD의 최소값에 대응하는 yeq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626)로 되돌아간다. PNM 코드에 대한 x에서 y로의 전이를 등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단계(626)에서 이 값이 저

장된다. 더욱이, 단계(626)에서 이 전이에 대한 MSE MPD의 최소값이 저장된다. 이 값은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

이한 SP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 6에서 도시된 과정이 PNM 코드내의 각각의 가능한 전이를 철저히 테스트하는 바깥 루프의 내부 루프로서 설명되고

있지만, 상기 과정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바깥 루프는 상기 [수학식 2]에 의하여 픽셀

값 x로부터 픽셀 값 y로의 전이에 대한 에러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에러를 한계값(threshold)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다

른 실시예에서, 에러가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도 6에 도시된 과정이 호출된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과정은 그 과정

이 실행될 때, MSE MPD의 최소값을 결정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계(620)에서, e(n)에 대해 현재 계산된 값

은 이전의 최소값과 비교될 수 있고, 만일 현재값이 더 작다면 이전의 최소값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른 실시예

에서, 새로운 최소값에 대응하는 n값이 저장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은 상이한 SP들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x와 y의 최종적

인 조합에 대하여 단계(626)가 실행된 후에, 주어진 서스테인 펄스 할당 SP의 각 전이에 대한 MSE MPD의 최소값을 포함

하는 행렬 MSE_MPD가 존재한다. 만일 SP가 변경되고 상기 과정이 반복된다면, 행렬 MSE MPD는 또한 이러한 다른 SP

를 위해 생성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작은 값의 MSE MPD를 초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두개의 SP의 MSE MPD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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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 비교는 MSE MPD의 가장 적은 평균값, MSE MPD의 최대값, 또는 MSE MPD의 중간값과 같은 여러가지 상

이한 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SP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완벽하게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인자들은 특정한

PNM 코드를 위한 SP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결정하도록 계산되고 가중치를 둘 수 있다.

  도 7은 도 1의 MPD 등화 회로(102)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회로의 블럭도이다. 일단 최적의 등화값이 결정되면, 분석된

각각의 전이에 대해 단계(626)에서 결정된 독립변수 값(argument value)은, 도 7에서 도시된 ROM(read only memory)

(710R, 710G, 710B)에 저장될 수 있다. 각각의 ROM(710R, 710G, 710B)은 16-비트 주소 포트(port)를 포함하는데, 상

기 주소 포트는 이전 프레임에서의 픽셀 값을 나타내는 x 및 현재의 픽셀 값을 나타내는 y를 단일의 주소값으로서 수신하

고, 저장된 독립변수 값, y'를 등화된 출력값으로서 제공한다. 그 후, 이러한 등화된 출력값, y'는 현재의 이미지에서 픽셀

값 y를 대체한다.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빨강, 초록 및 파랑의 기본적인 색채 신호를 위한 입력 픽셀 값이 PLA(programmable logic

array)(708)에 입력된다. 상기 PLA는 프레임 버퍼(712R, 712G, 712B)를 위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수신된 빨강. 초록

및 파랑의 픽셀 값들을 각 ROM(710R, 710G, 710B)과 각 프레임 버퍼(712R, 712G, 712B)로 입력한다. 프레임 버퍼는

출력 포트에서 현재 픽셀의 위치에 대응하는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픽셀을 생성하도록 제어된다. 따라서, 만일 y가 현재 이

미지 프레임의 제1 라인에 있는 제1 픽셀의 빨강 신호의 성분을 나타낸다면, x는 이전 이미지 프레임의 제1 라인에 있는

제1 픽셀의 빨강 신호의 성분을 나타낸다. ROM(710R, 710G, 710B)의 주소값은 x 픽셀 값과 y 픽셀 값을 연결시킴으로

써 생성된다. 처리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화된 빨강, 초록 및 파랑의 색채 신호를 동기화하기 위하여 ROM(710R,

710G, 710B)의 등화된 출력값, y'는 각 레지스터(714R, 714G, 714B)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8-비트 펄스 수 변조 코딩 방식을 가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당업자는 발명이 다른 시스템, 즉 10 또는 12 비트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인터레이스된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확장할 경우, 이미지내의 개별적인 픽셀이 프레임을

단위로 주소지정이 되기 때문에, 에러 함수는 프레임을 단위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레이스된 비디오 신호의 사이

에 있는 필드 내의 하나의 픽셀을 둘러싼 픽셀들과 관련된 용어(term)를 망막 응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더욱이, 등화 코드 값, yeq로서 각 가능한 PNM 코드 값을 테스트하는 것보다, 테스트되는 코드 값을 어떤 범위내, 예를

들어 x와 y값으로부터 10개의 그레이 스케일값을 더하고 뺀 범위내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

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가지고 설명되었지만, 예를 들어,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DMD)에 기초한 디지털 광 프

로젝터 같은 펄스 수 변조 또는 펄스 폭 변조를 사용하는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를 가지고도 본 발명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들이 여기서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그러한 실시예들은 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형, 변화 및 치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청구항들은 본 발명의 범위와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변형들을 다루려고 의도하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PDP)상에 디스플레이될 펄스 수 변조된 데이터에 언

제 등화 펄스를 추가해야 할지를 결정함으로써, 동픽셀 왜곡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상에 디지털 비디오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펄스 수 변조(pulse number

modulation, PNM) 코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등화 코드(equalization code)의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등화

코드의 집합은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들내의 동픽셀 왜곡(moving pixel distortion, MPD)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는, 등화

코드의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그레이 스케일 값 및 제2 그레이 스케일 값 사이의 전이(transition)를 정의하는 제1의 PNM 코드 값 및 제2의

PNM 코드 값을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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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상기 PNM 코드에서 제1의 시험(trial) 등화 코드 값을 선택하는 단계;

  c) 상기 제1의 PNM 코드 값으로부터 상기 제1의 시험 등화 코드 값으로, 다시 상기 제2의 PNM 코드 값으로 전이하는데

있어서 MPD 에러의 제1의 객관적인 측정치(objective measure)를 결정하는 단계;

  d) 상기 PNM 코드에서 제2의 시험 등화 코드 값을 선택하는 단계;

  e) 상기 제1의 PNM 코드 값으로부터 상기 제2의 시험 등화 코드 값으로, 다시 상기 제2의 PNM 코드 값으로 전이하는데

있어서 MPD 에러의 제2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결정하는 단계;

  f) 상기 제1의 시험 등화 코드 값과 상기 제2의 시험 등화 코드 값 중 어느 것이 더 작은 MPD의 측정치를 가지는지 결정

하기 위하여, MPD의 상기 제1의 객관적인 측정치와 MPD의 상기 제2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비교하고, 상기 더 작은 MPD

의 측정치를 가지는 각각의 시험 등화 코드 값을 바람직한 등화 코드 값으로서 할당(assign)하는 단계; 및

  g) 상기 바람직한 등화 코드 값을 상기 등화 코드의 집합에 할당하여, 상기 제1의 코드 값과 상기 제2의 코드 값 사이에

전이가 검출될 때, 상기 바람직한 등화 코드 값이 상기 제2의 코드 값을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등화 코드 집합 결정 방

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NM 코드 내의 다수의 각각 상이한 시험 등화 코드 값들에 대하여 단계 d)에서 단계 g)까지가 반

복되고,

  단계 f)는 상기 다수의 시험 등화 코드 값들에 대하여 MPD의 가장 작은 객관적인 측정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다수

의 시험 등화 코드 값들의 각각에 대한 MPD의 상기 객관적인 측정치와 이전에 결정된 MPD의 최소값을 비교하는 단계, 및

MPD의 가장 작은 객관적인 측정치에 해당하는 상기 등화 코드를 상기 바람직한 등화 코드 값으로서 할당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등화 코드 집합 결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각각의 상이한 시험 등화 코드 값들은 PNM 코드 내의 모든 코드 값들을 포함하는 등화 코

드 집합 결정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화 코드의 집합이 PNM 코드 내의 두개의 값 사이의 각각의 가능한 전이에 대한 바람직한 등화

코드 값을 포함하도록, PNM 코드 내의 각각의 코드 값들의 쌍에 대해, 단계 a)부터 단계 g)까지 반복되는 등화 코드 집합

결정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MPD 에러의 상기 제1의 객관적인 측정치 및 상기 제2의 객관적인 측정치가 하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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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해 결정되고,

  T는 하나의 텔레비젼 필드 주기이고,

  yeq는 상기 제1 또는 제2의 시험 등화 값이고,

  

  

  

  

  는 전이 x -> yeq -> y에 대한 망막 응답 모델(model of retinal response)을 나타내며,

  여기서, x, yeq 및 y는 연속된 이미지 프레임들의 대응하는 이미지 화소(픽셀) 값들을 나타내는 등화 코드 집합 결정 방

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u(t, x, yeq, y)는 상기 코드 값 x, yeq 및 y에 대응하는 서스테인 펄스들(sustain pulses)을 포함하는 서

스테인 펄스들의 이동 평균(moving average)을 나타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각형의 임펄스 응답 특성인 등화 코드 집

합 결정 방법.

청구항 7.

  최적의 동픽셀 왜곡(moving pixel distortion, MPD) 성능을 가진 N-비트 펄스 수 변조(PNM) 코드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N-비트 PNM 코드에 대한 서스테인 펄스 할당을 선택하는 단계;

  b) 상기 PNM 코드 내의 코드 값 x와 y의 각각의 쌍에 대하여,

  b1) 코드 값 x 및 y 사이의 전이에 대한 MPD 에러의 측정치를 결정하 는 단계;

  b2) 상기 결정된 MPD 에러의 측정치를 한계값과 비교하는 단계;

  b3) 만일 상기 MPD 에러의 측정치가 상기 한계값보다 더 크다면, x -> yeq -> y의 전이에 대한 상기 MPD 에러의 측정

치가 최소화되도록 코드 값, yeq 를 결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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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x와 y 사이의 상기 전이에 대하여 등화 코드 값으로서 yeq를 기록 하고, x와 y 사이의 상기 전이와 관련하여 MPD

에러의 상기 최소화된 측정치 를 기록하는 단계;

  c) 다수의 서스테인 펄스 할당들에 대하여 단계 a)와 단계 b)를 반복하는 단계; 및

  d) 최소인 MPD 에러의 측정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다수의 서스테인 펄스 할당들의 각각에 대하여 상기 기록된

MPD 에러의 최소화된 측정치들을 비교하고, 최적의 MPD 성능을 가진 N-비트 PNM 코드로서 MPD 에러의 최소화된 측

정치에 해당하는 상기 N-비트 PNM 코드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N-비트 펄스 수 변조 코드 결정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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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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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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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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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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