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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을

보정하는방법, 시스템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공간 및 비축 부합성(spatial and off-

axis conformance)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각각의 픽셀 또는 픽셀 구역에 대해, 즉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위치의 함수로서 또한 시야각의 함수로서 고유 전달 곡선이 획득된다. 그 정보가 이용가능한 경우,

디스플레이 상의 각각의 위치에 대해 또한 모든 가능한 시야각에 대해 P-값으로부터 DDL로의 최적의 변환 방식이 생성될

수 있다. 사용 시에, 개선된 DICOM 거동을 달성하기 위해 이 변환 방식이 사용된다. 이 최적화는 또한 사전 설정된, 선택

가능한 또는 측정된 시야각에 기초하여 시야각에 대해서도 행해진다.

대표도

도 8b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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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non-conformance)을

보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며,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은 서로 다른 캘리브레이션 함수에 의해 보정되고,

상기 방법은,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상기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호들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상기 구동 신호들을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 및 표시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의

입력 값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상기 방법은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는 그레이스케일 레벨의 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보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는 표시 내용을 균일한 그레이스케일 레벨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픽셀 요소 구역은 하나의 픽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픽셀 요소 구역은 복수의 픽셀 요소를 포함하며,

구역의 각각의 픽셀 요소는 동일한 특성 데이터를 할당받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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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상기 시야각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상기 시야각이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데이터는 백라이트 세기에 대한 의존성 및 환경적 파라미터에 대한

의존성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적 파라미터는 주변광(environmental light)의 세기인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하

여 수행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수학적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수행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개개의 픽셀 요소 구역으로부터 캡처된 이미지로부터 상기 특성 데이터를 발

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정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각각의 픽셀 요소에 대한 특성 데이터

를 나타내는 픽셀 요소 프로파일 맵을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중인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

이의 구동 동안에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것인 보정 방법.

공개특허 10-2007-0018909

- 3 -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중인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

이의 구동 동안이 아닌 때에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는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표시 표준은 미국 전기 공업 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의해 발표된 DICOM(the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표준인 것인 보정 방법.

청구항 17.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을 보정하는 시스템으로

서,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상기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

호들의 함수로서 또한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게 되는 시야각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보정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보정 장치는 상기 결정된 시야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그 구동 신호들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인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장치는 감소된 수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

한 상기 구동 신호를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장치는 단일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상

기 구동 신호를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20.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요소 구역 각각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과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다수의 공간 위치 및 다수의 시야각에 대한 대응하는 구동 신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다수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발생하는 특성 파악 장치(characterising device)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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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파악 장치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상기 픽셀 요소들의 이미지를 발생하는 이미지 캡처

장치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22.

제17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장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을 결정하는 시

야각 결정 장치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23.

제20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파악 장치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다수의 픽셀 요소 구역

에 대한 그의 구동 신호의 함수로서 고유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루미넌스 레벨을 할당하는 광-출력값 할당 장치를 포함

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24.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다수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 상기 특성 데이터는 픽셀 요

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과 그의 대응하는 구동 신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상기 특성 데이터는 상기 매트

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공간 위치의 함수 및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의

함수임 -,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

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보정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보정 장치는 상기 결정된 시야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그 구동 신호들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장치는 감소된 수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만이 나타내어지도록 상기 구동 신호를 조정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장치는 단일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만이 나타내어지도록 상기 구동 신호를 조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는 것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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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표시하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을 보정하

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서,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고,

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다수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 - 상기 특성 데이터는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과 그의 대응하는 구동 신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상기 특성 데이터는 상기 매트릭

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공간 위치의 함수 및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의 함

수임 -,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사전-보정하는 수단은 상기 결정된 시야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상기 구동 신호들을 조정하도록 구성

되어 있는 것인 제어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electronic display device), 특히 고정 형식 디스플레이(fixed format display)에 대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예를 들어 DICOM 표준과 같은 시행되는 의료 표시 표준에 부

합하는 예를 들어 의료용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시행되는 표시 표준을 따르는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방사선 필름에 대한 대체물로서 점점 더 많은 의료용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있다. 고가의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 의사는 고품질(일반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의료용 디스플레이 상의 디지털 이미지를 검사한다. 의료용 디스플레이

의 부가적인 이점은 방사선 의사가 의료 영상에 대해 콘트라스트 향상, 줌 등의 이미지-처리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

이 진단을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의료용 디스플레이가 아주 높은 품질 및 품질 제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은 명백한데, 그 이유는 의료용 디스플레이가 주요 진단 및 따라서 생명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

기 때문이다. 많은 규제 및 권고가 존재한다. 이러한 품질 요건의 한가지 예는 "DICOM/NEMA 부록 28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이다. 이는 디지털 이미지 파일에 존재하는 작은 미세 부분의 가시성(visibility)을 최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

영상에서의 그레이스케일이 디스플레이, 필름-프린터 등의 의료용 출력 장치의 출력 레벨에 어떻게 매핑되어야만 하는지

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의료 영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Paul Suetens의 저서 "Fundamentals of Medical Imaging"(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상 장치(X-레이, 초음파, 스캐너...)에 의해 생성되는 일반적인 의료 영상은 256개(8

비트) 내지 4096개(12 비트)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의료용 뷰잉 애플리케이션은 통상적으로 출력을

256개의 공존하는 그레이스케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방사선 의사는 윈도우/레벨링(window/levelling)(일종의 콘트

라스트 향상)을 사용하여 원래의 이미지 파일 내의 모든 그레이스케일을 선택적으로 시각화한다. 반면에, 의료용 디스플레

이는 적어도 1024개(10 비트)의 출력 그레이스케일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의료 영상으로부터의 256개의 그레이

스케일을 디스플레이로부터의 1024개의 이용가능한 그레이스케일로 매핑하는 몇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들 256개의

그레이스케일을 1024개의 표시 그레이스케일 상으로 선형적인 방식으로 단지 매핑/선택하는 것은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

게 되며, 그에 따라 의료 영상으로부터의 어떤 이웃하는 그레이스케일 레벨들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다. 이러한 이유는 LCD 디스플레인 경우가 많은 현재의 의료용 디스플레이가 CRT 디스플레이의 종래의 감마 곡선과 크

게 다르고 또한 사람의 눈의 다소 대수적인 응답(logarithmic response)에 적합하지 않은 아주 비규칙적인 전달 곡선을 갖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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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는 문서 "DICOM/NEMA 부록 28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에서 발췌한 것이다. 도 1은 표준화된 그레이

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에 따라 표준화된 디스플레이 시스템(102)을 얻기 위해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달 곡선을

변경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환언하면, P-값(104)이라고 하는 입력 값(104)은 "P-값 대 DDL" 변환 곡선(106)에 의해

DDL(108)이라고 하는 디지털 구동 값 또는 레벨(digital driving value or level)(108)로 변환되되, 후속하는 "DDL 대 루

미넌스" 변환 이후에, 결과 곡선 "루미넌스 대 P-값"(114)이 특정의 표준화된 곡선을 따라가도록 변환된다. 이어서, 디지

털 구동 레벨은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특유한 "DDL 대 루미넌스" 변환 곡선(110)에 의해 변환되고 따라서 어떤 루미넌스

출력(112)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표준화된 루미넌스 출력 곡선은 도 2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P-값 대 DDL" 변환 곡선

(106)과 "DDL 대 루미넌스" 곡선(110)의 결합이다. 이 곡선은 Barten의 모델에 의해 기술되는 바와 같은 사람의 콘트라스

트 민감도(human contrast sensitivity)에 기초한다. 유의할 점은 이 곡선이 의료용 디스플레이의 루미넌스 범위 내에서

명백히 비선형적이라는 것이다.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는 0.05cd/m2부터 4000cd/m2까지의 루미넌스 범위에 대해

정의된다. 도 2의 수평축은 루미넌스 JND라고 하는 최소 식별 차이(just noticeable difference)의 지수(index)를 보여주

고, 수직축은 대응하는 루미넌스 값을 보여준다. 루미넌스 JND는 특정의 루미넌스 레벨에서 인식될 수 있는 루미넌스 값

의 최소 변동을 나타낸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1998년에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

전기 공업 협회)에 의해 발표된 "DICOM/NEMA 부록 28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DICOM/NEMA supplement 28

greyscale standard display func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DICOM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에 기초하여 완벽하게 캘리브레이션된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그의 P-값(104)을 그레

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greyscale standard display function, GSDF) 상에 위치하는 루미넌스 값(cd/m2)(112)으로 변

환하고, 루미넌스 JND-지수에 있어서 P-값(104)에 상응하는 개개의 루미넌스 값(112)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 이것은 디

스플레이 시스템이 선형적인 인식도를 가짐(perceptually linear)을 의미하며, P-값(104)의 차이가 똑같으면 그 결과 모

든 디지털 구동 레벨(108)에서의 인식도 레벨(level of perceptibility)이 동일하게 된다.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은 완벽하

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산적인 수의 출력 루미넌스 값(예를 들어, 1024개의 특정 그레이스케일)만이 디스플레

이 시스템 상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LCD 디스플레이인 경우가 많은(그렇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님) 의료용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의 "DICOM-캘

리브레이션"은 CRT 디스플레이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의 고유 전달 곡선을 측정하고, 즉 루미넌스 대 DDL

을 결정하고 이 곡선을 사용하여 P-값과 DDL 간의 변환 테이블을 산출함으로써 달성된다. 디스플레이의 고유 전달 곡선

을 측정하는 것은 작은 수용 각도(acceptance angle)를 갖는 루미넌스 측정 장치를 디스플레이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행

해진다. 작은 수용 각도를 갖는 장치가 사용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특성의 변동이 측정 데

이터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큰 수용 각도를 갖는 장치의 경우, 측정 결과는 넓은 범위의 시야각에 걸쳐 적분

된 값이다. 이러한 방법은 종래의 사진 필름 및 CRT 디스플레이 등의 공지의 기술에 대해 잘 동작하지만, 예를 들어 LCD

디스플레이, 및 그 연장으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field emission display), 전계 발광(EL) 디스

플레이(electroluminescent display),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프로젝션 디스플

레이 등의 기타의 고정 형식 디스플레이(fixed format display) 등의 오늘날의 의료용 디스플레이들 중 몇개의 고유 특성

은 DICOM 부합성 및 일반적인 의료 영상의 품질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미해결된 문제점을 유

발한다.

예를 들어 LCD 디스플레이 등의 이들 의료용 디스플레이 중 몇가지는 일반적으로 시야각에 따라 변하는 보기 특성

(viewing characteristic)을 가지며, 디스플레이와 어떤 각도를 이루고 보는 것은 인식된 이미지를 상당히 변화시킨다. 이

현상은 도 3 및 도 4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들 도면은 각각 완전-백색(full-white) 비디오 레벨 및 완전-흑색(full-black)

비디오 레벨에 대해 수평 및 수직 시야각의 함수로서 루미넌스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루미넌스 값에 대해 똑같은 루

미넌스 출력에 상응하는 점들이 연결되어 있다. 인식된 루미넌스의 일반적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패널을 어떤 각도

로 보고 있을 때 패널의 고유 전달 곡선(native transfer curve)이 급격히 변화한다. 이러한 거동이 작은 시야각에서조차

좋지 않은 DICOM-부합성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디스플레이를 어떤 각도에서 보면서 진단이 수행될 때 품질 위험성을 가져

올 수 있음은 명백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현재로서는 진단을 수행할 때 의료용 디스플레이를 어떤 (작은) 각도를 이루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행동이며, 디스플레이가 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또는 다수의 방사선 의사가 사례에 대해 함께 논

의하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현재의 고품질 의료용 디스플레이의 다른 부정적인 측면은 이들 디스플레이가 전체 표시 영역에 걸쳐 가변적인 루미넌스

균일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어두운 비디오 레벨은 일반적으로 루미넌스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밝은 영

역과 어두운 영역을 보여준다. 높은 비디오 레벨에서, 상황은 약간 더 낫지만 여전히 30%-35%의 루미넌스 차이는 통상적

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 5는 고정된 시야각에 대해 전체 표시 영역에 걸친 평균 루미넌스 값으로부터의 왜곡(단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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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표시 영역에 걸친 이러한 루미넌스 균일성 문제는 아주 나쁜 DICOM-부합성을 야기한다. 특

히 어두운 비디오 레벨(darker video level)에서는, 작은 루미넌스 변동조차도 이상적인 DICOM-모델로부터의 큰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과거에, 예를 들어, US-2002/154076, EP-1132884 및 US-535934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루미넌스 불균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들이 제안되었다. 이론적으로는, 디스플레이를 그의 전체 영역에 걸쳐 또 모든 비디오 레벨에

대해 완전히 균일하게 제조함으로써, 전달 곡선도 역시 모든 픽셀에 대해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공간

DICOM-부합성의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모든 픽셀에 대해 전달 곡선이 똑같게 되도록 만드는 것은 모든 디

스플레이 픽셀의 어두운 레벨(dark level)이 "완전 오프(fully off)" 상태에서의 가장 밝은 픽셀의 루미넌스 값으로 상승되

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일한 원리가 가장 높은 비디오 레벨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모든 픽셀의 최대 루미넌스가 똑같게

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완전 온(fully on)" 상태에서의 가장 어두운 픽셀의 루미넌스 값으로 감소되어야만 한다. 이 결과 디

스플레이는 흑색 루미넌스가 높고 피크 루미넌스가 낮으며 따라서 콘트라스트 비(contrast ratio)가 좋지 않게 된다는 것

은 명백하다. 높은 콘트라스트 비는 정확히 말하면 고품질 의료용 디스플레이의 요건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를 완전히 균일하게 만드는 기존의 해결책은 실용적이지 않다.

US-5359342는 또한 전체 밝기(total brightness)를 정규화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서의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선형 전달

곡선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최적의 DICOM 부합성 거동을 달성하

고 그에 의해 전달 곡선이 디스플레이 픽셀 또는 구역의 개개의 변동에 대해 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

다. 게다가, US-5359342에서 제공되는 보정은 상수 보정(constant correction)이며,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환경적 변

화 또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DICOM-부합성에 관하여 이들 특정의 의료용 디스플레이 특성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의료용 디스플레이의 공간(spatial) 및 비축(off-axis) DICOM-부합성을 개선하는 것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가능하였다. 공간 문제는 루미넌스가 보다 균일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지만, 중요한 단점인 콘트

라스트 비의 손실이 있다. 시야각 문제의 경우, 어떤 제조업자들(때로는 이 문제조차도 모르고 있음)은 캘리브레이션 동안

에 큰 수용 각도를 갖는 센서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은 작은 각도에서는 어느 정도 양호한 DICOM-부합성을 달성

하였지만 축상에서 보는 것(on-axis viewing)에 대해서는 DICOM-부합성이 떨어진다.

2002 SID international symposium digest of technical papers, Boston, MA(2002년 5월 21일-23일) 및 SID

international symposium digest of technical papers, San Jose, Ca: SID US, vol. 33/2(2002년 5월)(2002-05)의 페이

지 713-715에 있는 "시야각에의 컬러 의존성의 보상을 위한 TFT LCD 디스플레이에서의 컬러 보정(Color correction in

TFT LCD displays for compensation of color dependency with the viewing angle)"에서, G. Marcu 등은 단일의 보는

사람 위치에 대해 픽셀 컬러 변동을 보상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방법은 주어진 위치에 대한 단일의 보는 사람이 화

면에 대한 시야각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컬러를 볼 수 있도록 화면의 각각의 픽셀에 대해 요구되는 컬러 보정을 결

정한다. 이 컬러 보정은 보는 사람 위치가 변할 때 그 위치를 알고 있는 한 자동적으로 재계산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시행되는 표시 표준에의 개선된 공간 및 비축 부합성이 달성되고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

이 너무 크게 되는 순간부터 그 각도로부터 보는 것이 권장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도록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시스

템에 대한 보상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제1 측면에서, 본 발명은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

성(non-conformance)을 보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예를 들

어, DICOM 표준(그렇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것이며,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은 서로 다른 캘리브레이션 함수에

의해 보정된다. 이 방법은,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

에서의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호들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

소 구역의 상기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

는 보게 되는 시야각 및 표시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의 입력 값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이 방법은 상기 표시 거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표시 거동은 예를 들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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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너무 크게 되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 주변광 세

기 또는 백라이트 세기 등의 환경적 또는 디스플레이 의존적인 파라미터가 각각 변하는 경우 더 이상 허용할만한 것이 아

닐 수 있다.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는 그레이스케일 레벨의 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그레이스

케일 레벨의 수는 단 하나로 감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시야각으로부터의 또는 변화된 환경적 또는 디스플레이 의존적

인 파라미터로 인한 표시 거동이 더 이상 허용할만한 것이 아님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표시 내용을 균일한 그레이스

케일 레벨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표시된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관련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단계, 예를 들어 주변광 세기 등의 환경

적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단계, 백라이트 세기를 변경하는 단계, 디스플레이의 다른 피크 루미넌스 값(캘리브레이션된 백색

포인트(white point))을 설정하는 단계, 백라이트의 컬러 포인트(colour point)를 변경하는 단계, 디스플레이의 컬러 포인

트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

는 컬러 표시 표준 부합성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픽셀 요소 구역은 하나의 픽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거나, 픽셀 요소 구역은 복수의 픽셀 요소

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구역의 각각의 픽셀 요소는 동일한 특성 데이터를 할당받는다. 이 방법에서,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

이를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상기 시야각은 사용자에 의해,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상의 스위치에 의해 선택가능할 수 있거나,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상기 시야각은 검출 시스템, 예를 들어 카메라 및 대응하는 계산 유닛을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상기 특성 데이터는 백라이트 세기에 대한 의존성 및 환경적 파라미터에 대한 의존성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환경적 파라미터는 주변광(environmental light)(또는 주위의 광)의 세기일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상기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룩업 테이블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구동 신호를 사전-보

정하는 단계는 또한 수학적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개개의 픽셀 요소 구역으로부터 캡처된 이미지들로부터 상기 특성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특성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각각의 픽셀 요소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픽셀 요소 프로파일 맵(pixel element profile map)을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실시간으로, 즉 관련 이미지를 표시하는 중인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구동 동안에 수행

될 수 있다.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또한 오프라인으로, 즉 관련 이미지를 표시하는 중인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구동 동안이 아닌 때에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표시 표준은 미국 전기 공업 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의해

발표된 DICOM(the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표준일 수 있다.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을 보정하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로서,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며,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은 서로

다른 캘리브레이션 함수에 의해 보정되는 것인 상기 방법은, 시간의 함수로서 변하는 보정으로,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

는 컬러 표시 표준에의 부합성이 달성되고 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보기 조건(viewing condition)에 대해 시행되는 그레이

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의 부합성이 보장되도록,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을 반복적으로 보정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조정된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이

더 이상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지 않은 경우 다시 정상적인 사전-보정하는 단계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보정은 자동적으

로 수행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는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출력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깊이의 정도를 조정함으로써, 즉 출력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

러 값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을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제2 측면에서, 본 발명은 또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

부합성을 보정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상기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

호들의 함수로서 또한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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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보정 장치를 포함한다. 이 보정 장치는 상기 결정된 시야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그 구동 신호들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보정 장치는 감소된 수의 그레이스케일 또

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상기 구동 신호를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단일의 그

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상기 픽셀 요소 구역 각각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과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다수의 공간

위치 및 다수의 시야각에 대한 대응하는 구동 신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다수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특성 데

이터를 발생하는 특성 파악 장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특성 파악 장치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상기 픽셀 요소

의 이미지를 발생하는 이미지 캡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상기 보정 장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사

용자의 시야각을 결정하는 시야각 결정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특성 파악 장치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다수

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그의 구동 신호의 함수로서 고유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루미넌스 레벨 값을 할당하는 광-출력

값 할당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일부일 수 있다.

제3 측면에서, 본 발명은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는,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다수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 상

기 특성 데이터는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과 그의 대응하는 구동 신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상기

특성 데이터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공간 위치의 함수 및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의 함수임 -,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특성 데

이터에 따라,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보정 장치를 포함하며, 이 보정 장치는 상기 결정된 시야각이 미리 정

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그 구동 신호들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보정 장치는 감소된 수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만이 나타내어지도록 상기 구동 신호를 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심지어 단일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

만이 나타내어지도록 상기 구동 신호를 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4 측면에서, 본 발명은 또한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

러 값에서의 비부합성을 보정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어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

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다. 이 제어 장치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다수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특

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 - 상기 특성 데이터는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과 그의 대응하는 구동

신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상기 특성 데이터는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공간 위치의 함

수 및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을 보는 또는 보게 되는 시야각의 함수임 -,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

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

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한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사전-보정하는 수단은 상기 결정된 시야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기 결정된 시야

각이 너무 큰 경우 상기 구동 신호들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은, 루미넌스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기존의 기술들과는 달리, 상기 보상이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시야각에

대해 반드시 의료용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 비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보상은 반드시 피크 루미넌스

를 크게 감소시키거나 디스플레이의 어두운 레벨(dark-level) 출력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이점은,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시야각에 대해, 축상 DICOM 부합성(on-axis DICOM conformance)을 반

드시 악화시키지는 않고 비축 DICOM 부합성의 개선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의 이점은, 광범위한 보기 상황(viewing situation)에 대해 비축 DICOM 부합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가지 시야각에 대해 DICOM 부합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

의 비부합성을 보정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다. 이 방

법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상기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호들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

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상기 구동 신호를 사

전-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표시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의 입력 값에 기초하여 수

행된다. 이 추가의 측면에 따른 방법은 표시 거동에 대한 파라미터가 변경됨으로써 표시 거동이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

는 컬러 표시 표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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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내의 픽셀 요소들은 복수의 구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은 서로 다른 캘리브레

이션 함수에 의해 보정될 수 있고, 상기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해 독립

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단계는 화면 상에 패턴을 보여주는 단계, 현재의 화면 내용에 오버레이하는 단계, 사운드를 재생하는

단계, 시각적 신호를 보여주는 단계, 통신 매체를 통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메모리 상에 파일을 기록하는 단계, 또는 이벤트를 로그하는 단계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

다.

표시 거동에 대한 변경된 파라미터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 주변광 세기, 백라이트 세기, 디스플

레이의 피크 루미넌스 값, 백라이트의 컬러 포인트, 온도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

을 보정하는 장치를 제공하며,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상기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호들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

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

하는 보정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보정 장치는 표시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의 입력 값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보정

하는 것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보정 장치는 또한 표시 거동에 대한 파라미터가 변경됨으로써 표시 거동이 시행

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내의 픽셀 요소들은 복수의 구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은 서로 다른 캘리브레

이션 함수에 의해 보정될 수 있고, 상기 저장하는 것 및 상기 사전-보정하는 것은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해 독립적으

로 행해질 수 있다.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상기 보정 장치는 화면 상에 패턴을 보여주는 것, 현재의 화면 내용에 오버레이하는 것, 사운드

를 재생하는 것, 시각적 신호를 보여주는 것, 통신 매체를 통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메모리 상에 파일을 기록하는 것, 또는 이벤트를 로그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을 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표시 거동에 대한 변경된 파라미터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 주변광 세기, 백라이트 세기, 디스플

레이의 피크 루미넌스 값, 백라이트의 컬러 포인트, 온도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

의 비부합성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다. 이 방

법은,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상기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

호들 및 표시 거동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기 시행되

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픽셀 요소 구역의

상기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표시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의 입

력 값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표시 거동과 관련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상

기 디스플레이의 전체 성능을 최대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픽셀 요소들은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은 서로 다른 캘리브레이션 함수에

의해 보정될 수 있고, 상기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해

질 수 있다.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표시 거동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상기 시행되는 표시 표준에의 부합성

을 기술하는 비용 함수를 고려할 수 있다.

상기 사전-보정하는 단계는 가중된 비용 함수를 최적화함으로써 획득된, 예를 들어 LUT, 해석식(analytical expression)

또는 일련의 캘리브레이션 포인트 등의 임의의 적합한 형식으로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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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비부합성

을 보정하는 장치를 제공하며, 상기 보정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대한 것이다. 이 장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에서의 상기 비부합성을 특징지우는 특성 데이터를 그의 구동

신호들 및 표시 거동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및 상기 특성 데이터에 따라, 상

기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

나의 픽셀 요소 구역의 상기 구동 신호를 사전-보정하는 보정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사전-보정은 표시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값의 입력 값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상기 보정 장치는 표시 거동과 관련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함수

로서 상기 디스플레이의 전체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픽셀 요소들은 복수의 픽셀 요소 구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은 서로 다른 캘리브레이션 함수에

의해 보정될 수 있고, 상기 저장하는 것 및 상기 사전-보정하는 것은 각각의 픽셀 요소 구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상기 사전-보정하는 것은 표시 거동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상기 시행되는 표시 표준에의 부합성을

기술하는 비용 함수를 고려할 수 있다.

상기 사전-보정하는 것은 가중된 비용 함수를 최적화함으로써 획득된, 예를 들어 LUT, 해석식(analytical expression) 또

는 일련의 캘리브레이션 포인트 등의 임의의 적합한 형식으로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방법 및 시스템의 꾸준한 개선, 변경 및 진화가 있었지만, 본 발명의 개념은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을 비롯하여 거의 새롭고 신규한 개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이러한 특성을 갖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

성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개시 내용에 의해 의료 영상에 대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의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성, 특징 및 이점은 예로서 본 발명의 원리들을 도시하는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기술된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 설명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단지 예로서 제공된 것이다. 이하에

열거된 참조 도면들은 첨부 도면을 말한다.

실시예

서로 다른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기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어떤 도면들을 참조하여 특정의 실시예들에 대해 본 발명이 기술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청구항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설명된 도면들은 단지 개략적인 것이며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도면들에서, 구성요소들 중 어떤 것의

크기는 과장되어 있을 수 있으며 설명을 위해 축척대로 도시되어 있지 않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들에서 사용되는 용어 "포함하는"이 그 후에 열거되는 수단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구성요소 또는 단계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 "수단 A 및 B를 포함하는 장

치"의 범위는 구성요소 A 및 B만으로 이루어진 장치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본 발명에 있어서 장치의 유일한 관련있

는 구성요소가 A 및 B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들에서의 상단, 하단, 상부, 하부, 좌측, 우측, 높이, 폭, 수평 및 수직, 기타 등등의 용어는 단

지 설명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상대적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사용되는 용

어들이 적절한 상황 하에서 상호 교환가능하며 또 본 명세서에 기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본 명세서에 기술되거나 예시

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1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그레이스케일을 표시하기 위한 시행되는 표준에 따라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조정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의료 영상(medical imaging)에서 만나게 되지만, 본 발명은 그에 한정되

지 않는다. 의료 영상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준은 미국 전기 공업 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에서 발표한 DICOM(the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표준이다. 그레이스케일 표준은 "그레이스

케일 표준 표시 함수(Greyscale Standard Display Function)"에 관계된 DICOM 표준의 부록 28에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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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또한 그레이스케일 레벨를 표시하기 위한 다른 표준에도 적합할 수 있으며, 환언

하면 본 발명은 DICOM 부록 28의 그레이스케일 표준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로서,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DICOM 부록 28의 그레이스케일 표준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의료용 전자 디스플레이 시스템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양호하게는 예를 들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전계 방출 디

스플레이(field emission display), 액정 디스플레이, 전계 발광(EL) 디스플레이(electroluminescent display), 발광 다이

오드(LED) 디스플레이 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의 고정 형식 디스플레이(fixed format display)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단색 및 컬러 디스플레이 둘다에 적용되고 또 발광형(emissive), 투과형

(transmissive), 반사형(reflective) 및 투과-반사형(trans-reflective) 디스플레이 기술에 적용된다.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표준에 따라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법에서의 제1 단계는 공간 위치 및 시야각의 함수인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방출 거동의 특성 파악이다. 이것은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고유 전달 곡선(native transfer curve)이

공간 위치의 함수로서 또한 시야각의 함수로서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달 곡선은 루미넌스 출력(cd/m2)을 디지

털 구동 레벨(digital driving level, DDL)의 함수로서 기술한다. 주어진 디스플레이 장치(200)에 대해, N개의 측정 위치가

선택된다. 측정 위치의 정확한 수는 본 발명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정확성과 요구된 측정 시간 간의 절충에 기초하

여 또한 디스플레이 장치(200)에 존재하는 전달 곡선 관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가용 메모리 용량에 기초하여 선택될 수

있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 지점들은 구역(202a, 202b, 202c, 202x, 202y,...)이라고 하는 다수의 픽셀을 포함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200)의 일부,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200)의 모든 개개의 픽셀(204i, 204j, 204k, 204m,...), 또는 디

스플레이의 개개의 서브-픽셀(도 6에 도시되어 있지 않음) 중 어느 하나에 관계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디스플레이 장치(200)는 2560×2048 픽셀의 해상도를 갖는 LCD-패널일 수 있으며, 이 디스플레

이 장치는 15×12개 구역(이 구역이 측정 지점임)으로 분할될 수 있거나, 2560×2048 픽셀이 측정 지점으로서 택해질 수

있다. 이들 구역 내에서, 중심 픽셀(204m)을 갖는 구역(202x)에 대해 도시된 바와 같이 중심 픽셀의 전달 곡선이 사용될

수 있거나, 일군의 중심 픽셀의 평균 고유 전달 곡선이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구역(202y)에 대해 나타낸 바와 같이 그 구

역 내의 모든 픽셀의 평균 전달 곡선이 사용될 수 있다. LCD 패널의 특정의 구역에 어떤 전달 곡선을 할당하는 여러 변형

예를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모든 픽셀 또는 모든 구역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지 않

고, 다른 가능한 방법은 어떤 픽셀들 또는 구역들에서 제한된 수의 고유 전달 곡선을 측정하고 픽셀들 또는 구역들의 곡선

을 그 중간으로 근사화하기 위해 보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측정 시간을 크게 감소시킨다. 어느 유형의 캘리브레이

션(calibration)이 수행되는지의 선택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장치(200)의 품질 및 캘리브레이션을 수

행하는 데 소비하고자 하는 시간에 의존한다.

이들 특성 측정을 행하는, 즉 고유 전달 곡선을 기록하는 정확한 방법은 본 발명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예로서(그

렇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이들 측정은 작은 수용 각도(acceptance angle)를 갖는 단일의 루미넌스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장치 상의 서로 다른 측정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측정을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양호한 수용 각도

는 일반적으로 약 3°이다. 어떤 의료 표준(DIN6868-57 등)은 1°내지 5°의 수용 각도를 요구한다.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

인 단일의 루미넌스 측정 장치는 예를 들어 ±2.5°의 대표적인 수용 각도를 갖는 루미넌스 측정 장치인 Konica Minolta

Photo Imaging USA Inc.에 의해 제조된 CA-210 LCD Colour Analyzer이다. 다른 가능한 방법은 디스플레이 상의 다수

의 장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푸리에 렌즈(Fourier-lens)를 포함한 몇개의

렌즈를 사용하여) 하나의 단일 이미지로 몇개의 시야각에 대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도 존재한다. 유일한

요건은 이 측정 장치가 디스플레이 (서브)픽셀 또는 구역(모든 장소)에 대해 또한 서로 다른 시야각에 대해 전달 곡선을 획

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들 전달 곡선이 불완전한 측정 및 보간에 기초한 근사치일 수 있다는 것이

다. 고유 전달 곡선의 특성 파악 이후인 제2 단계에서, 디스플레이의 공간 및 비축 DICOM 부합성이 개선된다. 유일한 목

적이 DICOM 부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인 경우, 이것은 종래 기술의 방법과는 달리 디스플레이의 전체 표시 영역에 걸쳐 그

디스플레이를 보다 균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행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를 보다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그 중에

서도 특히 콘트라스트 및 밝기의 감소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의료 응용에서, 콘트라스트가 큰 이미지를 갖는 것이 아주 중

요한 경우가 많다. 콘트라스트는 이미지의 인접한 영역에서의 서로 다른 밝기의 척도이다. 환언하면, 전체 표시 영역에 걸

쳐 보다 나은 DICOM 부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픽셀/구역의 전달 곡선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발명의 한 측면은 모든 개개의 표시 구역에 대해 또는 모든 개개의 픽셀에 대해 DICOM-부합 특성(DICOM-

conformant characteristic)이 달성되고 따라서 DICOM-부합 표시 곡선(DICOM-conformant display curve)을 따라가

지만 서로 다른 픽셀/구역 각각이 서로 다른 곡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DICOM 표준에 근사화하기 위한 허용가능

오차 한계는 예를 들어 미국 전기 공업 협회에 의해 발표된 DICOM 표준의 부록 28의 부속 문서 C: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

시 함수(Grayscale Standard Display Function)(1998년)에 또는 AAPM(the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작업 그룹(Task Group) 18의 보고서 초안 버전 9.0인 "의료 영상 시스템에 대한 표시 성능의 평가

(Assessment of Display Performance for Medical Imaging Systems)"(2002년 10월)에 기술되어 있다.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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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시 균일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또 픽셀/구역 간의 루미넌스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익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미지의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 높은 밝기를 갖는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각각의 픽셀/구역은 DICOM-곡선을 따라가며 따라서 (DICOM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상의 모든 위치에

서 작은 그레이스케일 차이가 볼 수 있게 되도록 보장된다.

도 7a는 종래 기술로부터 공지된 바와 같이 보다 나은 DICOM 부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루미넌스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방

법을 나타낸 것이다. 도 7a는 디스플레이 화면(200)의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2개의 픽셀의 전달 곡선(701, 702)을 나타

내고 또한 루미넌스 보정(luminance correction) 이후에 얻어지는 결과 전달 곡선(703)도 나타내고 있다. 보정 이후의 결

과 곡선은 DICOM에 적합하면서도 콘트라스트 비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오도록 선택된다. 도 7b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무엇이 행해지는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표시 영역에 걸쳐 루미넌스를 균등화하는 것이 시도되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픽셀

또는 구역의 전달 곡선(701, 702)에 대해 보정이 수행되며, 이 보정은 각각의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한 결과 전달 곡선(704,

705)이 DICOM-부합 곡선(DICOM-compliant curve)을 따라가도록 수행된다. 유의할 점은 실제로는 2개의 픽셀(이들의

전달 곡선(701, 702)이 도 7b에 도시되어 있음)이 보정 이후에 동일한 루미넌스 거동을 갖지 않지만 둘다 DICOM-곡선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의 기술된 실시예를 사용할 때 콘트

라스트의 손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원래의 곡선(701,702)과 보정된 곡선(704, 705)의 종단점이 각각 일치한다. 모든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해, 각각의 전달 곡선(701, 702)에 대한 보정된 곡선(704, 705)이 콘트라스트 손실없이 획득될 수 있

는데, 그 이유는 DICOM-규격이 영상 장치의 요구된 루미넌스 범위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0.5cd/m2 내지

500 cd/m2의 루미넌스 범위를 갖는 픽셀에 대한 DICOM-부합 곡선(DICOM-conformant curve) 뿐만 아니라 1cd/m2 내

지 600 cd/m2의 루미넌스 범위를 갖는 픽셀에 대한 DICOM-부합 곡선도 발견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향상된 루미넌스 균일성이 달성되면서 그레이스케일-표준 부합성이 크게 향상됨과 동

시에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콘트라스트 손실이 제한되도록 종래 기술과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입력된 특성 데이터에 따라, 보정된 루미넌스 값이 표시되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 구동 레벨 값이 조정되기 때문이

다. 제공될 필요가 있는 특성 데이터는 고유 전달 곡선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보정된 전달 곡선 정보를 직접 검색하기 위

해, 픽셀에 대해 제공되었던 원래의 그레이스케일 레벨, 즉 디지털 표시 레벨을 검색하기 위해, 및 픽셀이 관찰되는 시야각

을 검색하기 위해 픽셀의 식별자(identification)를 포함한다. 픽셀의 식별자는 예를 들어 픽셀 번호, 화면 상에서의 픽셀

위치, 픽셀 열 및 픽셀 행, 또는 픽셀을 식별해줄 수 있는 임의의 적당한 대안적인 표현일 수 있다. 시야각은 디스플레이 시

스템에서 선택되는 방식, 리모콘을 사용하여 선택되는 방식,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방식 등의 여러가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시야각 거동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시야각이 필요하다. 이 응용에서,

시야각은 축방향(on-axis direction), 즉 디스플레이의 평면에 수직인 방향과 사용자로부터 표시 구역으로의 방향 사이의

각도로서 정의된다. 축방향에서 디스플레이의 픽셀 또는 구역을 보고 있을 때, 그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해 시야각은 0도이

다. 시야각은 일반적으로 수평 시야각과 수직 시야각으로 변환될 수 있다. 수평 시야각은 디스플레이의 평면에 수직인 방

향 및 디스플레이의 폭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평면 상으로의 시야각의 투영에 상응하는 반면, 수직 시야각은 디스플레이

의 평면에 수직인 방향 및 디스플레이의 높이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평면에서의 시야각의 투영에 상응한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의 실제 사용 동안의 수평 시야각은 -70°에서 +70°사이에서, 양호하게는 -60°에서 +60°사이에서, 보다 양호

하게는 -50°에서 +50°사이에서 변한다. 디스플레이의 실제 사용 동안의 수직 시야각은 -45°에서 +45°사이에서 변하지

만, 플러스 시야각, 즉 디스플레이가 사용자의 보는 수단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시야각이 보다 통상적이다. 본 발명이 이들

시야각 범위로 제한되지 않지만, 본 방법 및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이들 범위 내의 시야각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포

함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용어 "사용자"는 가능한 한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물이나 사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등의 광학 관측 시스템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화면이 고

정된 각도에서 고정된 위치로부터만 사용되는 경우, 이 디스플레이는 이 고정된 사용 각도에 대해 제조 또는 설치 동안에

캘리브레이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작 동안에 부가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다. 디스플레이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 즉 서로 다른 시야각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최적의 DICOM 부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 시야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야각이 지정될 수 있게 해주는 선택 스위치를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DICOM 조정을 위해 사용될 현재의 시야각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리모콘 장치를 디스플레이 시

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하우징에 내장된 카메라 또는 센서, 예를 들어 방

향성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미지 처리 분야의 당업자라면, 이미지로부터 사람 또는 동물 사용자의 눈

의 정확한 위치를, 심지어 실시간으로(예를 들어, 초당 2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

서, 카메라 등의 다른 유형의 사용자의 위치는 또한 이미지 분석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사용자의 광축(optical axis), 예

를 들어 사용자의 눈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정확한 수평 및 수직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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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기한 설명에서, 특성 데이터로서, 각각의 픽셀/구역에 대해 동일한 시야각이 사용될 수 있거나

(이는 여전히 시야각 의존성을 갖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시야각 의존성이 각각의 픽셀/구역에 대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임) 또는 그 모델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디스플레이의 각각의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한 시야각

까지도 할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에 가까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바로 앞에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시야각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대형 디스플레이의 중심 부분은 축상에서

볼 수 있는 반면, 이와 동시에 측면들은 (작은) 각도에서 보게 된다.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시야각의 평균값이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예를 들어 시야각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로부

터 보는 사람까지의 거리도 결정하기 위해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레이더 또는 초음파가 이들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 위치 및 시야각이 계산/측정되는 정확한 방법은 본 발명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각

각의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해 시야각 및 양호하게는 사용자 거리를 알고 있는 경우, 이 정보는 그 픽셀 또는 구역에 보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된다.

시야각 의존성에 대한 보정은 디스플레이 시스템 상의 픽셀/구역의 공간 위치와 무관한 것처럼 적용될 수 있거나, 즉 모든

픽셀/구역이 동일한 시야각 의존성 보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거나, 디스플레이 상의 픽셀/구역의 공간 위치에 의존적인

것처럼 적용될 수 있다, 즉 각각의 픽셀/구역이 그 자신의 시야각 거동을 가질 수 있다. 최고의 품질이 요망되는 경우, 디스

플레이 상의 위치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패널 영역 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

로 다른 시야각 거동을 갖기 때문이다.

예로서, 2개의 보정 방법이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되어 있다.

도 8a에서, 시야각 거동이 디스플레이 시스템 상의 정확한 위치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모든 픽셀 또는 구역

이 동일한 시야각 의존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사용자와 디스플레이 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 다소간 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보정 알고리즘은 모든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해 동일한 시야각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야각 변동의 보상 및 공간

변동의 보상을 포함한다. 도 8a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300)의 플로우차트를 나타낸 것이다. 첫번째 단계(302)에서,

영상이 표현될 픽셀이 선택된다. 단계(304)에서, 영상이 표현될 픽셀에 대한 필요한 특성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필요하게

되는 픽셀 식별 정보가 획득된다. 단계(306)에서, 픽셀에 대한 입력값 또는 P-값, 즉 픽셀에 의해 영상이 표현되어야만 하

는 그레이스케일 값에 상응하는 값이 획득된다. 단계(308)에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시야각이 이미 알려져 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방법(300)은 단계(310)로 진행하여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있는 스위치

의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시야각을 측정함으로써, 또는 리모콘 시스템으로부터 시야각을 획득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시스템

에 대한 시야각이 결정 또는 획득된다. 대안적인 방법에서, 시야각 정보는 시제품(prototype)에 대한 측정 또는 수학적 계

산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전 저장되어 있다. 획득된 특성 데이터, 즉 픽셀 ID, 표시되는 P-값 및 시야각 정보

는 각각의 픽셀/구역에 대해 획득될 수 있는 저장된 보정 정보에 기초하여 양호한 표시 표준 부합성을 달성하도록 공간 변

동에 대한 보정 및 시야각 의존성에 대한 보정을 위해 제공하는 디지털 구동 레벨 값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결정은

단계(312)에서 수행된다. 이어서, 이 디지털 구동 레벨은 픽셀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고 따라서 정확한 그레이스케일 레벨

을 달성한다(단계 314). 단계(316)에서, 다른 픽셀들이 영상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그것이 영상을 표

현할 마지막 픽셀이 아닌 경우, 그 다음 픽셀이 선택되고, 표현될 이미지의 마지막 픽셀이 변환된 경우, 보정 방법은 종료

되는데(단계 318), 그 이유는 전체 이미지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도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안적인 방법(350)에서, 그레이스케일 레벨에 대한 보정 및 시야각에 대한 보정이 결합되어 동

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도록 시야각 의존성이 디스플레이 시스템 상의 공간 위치에 독립적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환언하

면, 이 방법은 디스플레이 상의 각각의 위치가 서로 다른 시야각 거동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

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도 8b에 도시되어 있다. 이 방법은 방법(300)과 동일한 단계들을 포함하지만, 시야각 정보는 각

각의 픽셀에 대해 지정된다. 환언하면, 단계(302)에서 선택되고 단계(304)에서 식별되는 픽셀에 대한 시야각 정보를 결정

하는 데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시야각 정보가 사용되는 부가의 단계(단계 320)가 수행된다. 이와 같이, 각각의 픽셀/

구역의 저장된 개개의 시야각 거동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보상을 행하기 위한 룩업 테이블

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룩업 테이블은 입력으로서 P-값(m-비트), 예를 들어 픽셀의 위치(행 및 열, 번호, 또는 구역 번호)

등의 픽셀의 식별자 및 픽셀에 대한 시야각을 받는다. 출력은 그 특정의 상황에 대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DDL이다.

어떤 의료용 디스플레이는 세로(portrait) 방향 및 가로(landscape) 방향 둘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디스플레이가

물리적으로 90°회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경우에, 물론 양 방향에 대한 시야각 거동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시야각 거

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세로 방향)에 대해 측정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가 가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시야각

데이터가 90°회전되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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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는 방법의 2가지 실시예가 예로서 기술되어 있지만, 다른 보정 방법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본 발명이 도시

된 보정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메모리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사

용될 수 있다. 조정 방법에 필요한 메모리 양을 감소시키는 한가지 수단은 예를 들어 보간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간 변

동 및 시야각 변동은 고주파 성분을 그다지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지 제한된 수의 측정 지점이 저장될 수 있고 그 중

간의 누락된 데이터를 근사화하는 보간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저장 장치 요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지만,

보간 회로를 위해 추가의 기능이 필요하다. 또다른 가능한 방법은 수학적 함수에 의해 공간 및/또는 시야각 변동 또는 대응

하는 보정 데이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함수들의 예는 다항식, 즉 일련의 코사인 함수의 계수일 수 있지만, 이에 한

정되지 않는다. 다른 가능한 방법은 선택된 일반적인 데이터-세트에 대한 모든 특성 및/또는 보정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의 중심의 보정/특성과 관련하여 참조가 행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술은 더 적은 저장 영

역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에 보정 계수의 값이 더 작고 따라서 이들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비트가 더 적어지

기 때문이다. 참조 데이터/특성에 대한 변형예는 특성/보정 데이터를 델타-인코딩하는 것이다, 즉 이전의 데이터, 즉 이 경

우에 이웃하는 위치 또는 시야각과의 차이가 사용된다. 또한, 저장 장치 요건을 감소시키기 위해 데이터에서의 대칭성이

이용될 수 있다. 시야각 거동은 축상의 지점을 중심으로 꽤 양호한 점 대칭을 갖는다. 얼마간 더 복잡한 해결책은 요구되는

저장 영역을 상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특성 또는 보정 데이터를 다수의 참조 부류(reference class)로 그룹화 또는 분류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또는 거의 동일한, 사전 설정된 한계 내에 있는) 공간 보상을 필요로 하는 픽셀 또는 구역을

그룹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해 그 보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작은 참조 부

류가 각각의 픽셀 또는 구역에 대해 저장될 수 있으며, 실제의 더 큰 보상 데이터가 단지 한번만 저장될 수 있다. 시야각 거

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화(clustering)는 공간 보상 및/또는 시야각 보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행해질 수 있다. 당업자에게는, 벡터 양자화, 신경망, 기타 등등의, 요소를 여러 부류로 그룹화하기 위한 다수의 알고

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룩업 테이블 및 보간 회로에 기초한 회로 또는 수학적 함수 또는 이들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 기존의 룩업 테이블을 본 발명에 필요한 룩업 테이

블 또는 보상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 기술된 보정 방법 및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도, 즉 이미지를 표시하는 중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구동 동안에

도 또 오프라인으로도, 즉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동안이 아닌 때에도 실행될 수 있다.

도 9에, 시스템(370)에서 실시간 보정을 수행하는 다수의 서로 다른 장소가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370)은 호스트 컴퓨터

(372)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390)을 포함한다. 호스트 컴퓨터(372)는 상당히 높은 품질의 중앙 처리 장치(CPU)(374) 및

상당히 높은 품질의 그래픽 카드(376)를 제공하는 임의의 종래의 컴퓨터일 수 있다. 그래픽 카드(376)는 일반적으로 펌웨

어(378)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하드웨어 컴포넌트(380)를 포함한다.

픽셀 보정은 호스트 컴퓨터(372)의 CPU(374)에 의해, 예를 들어 그래픽 카드(376)의 드라이버 코드에 의해 또는 특정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뷰잉 애플리케이션(viewing application)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으로 행해질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서, 픽셀 보정은 또한 그래픽 카드(376) 자체에서, 즉 그래픽 카드(376)의 하드웨어 컴포넌트(380)에서 또는 그래픽 카드

(376)의 펌웨어 컴포넌트(378)에서 수행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픽셀 보정은 또한 디스플레이 시스템(390) 자체에서,

즉 디스플레이 하드웨어(394)에서 또는 디스플레이 펌웨어(396)에서 수행될 수 있다. 또다른 대안은 그래픽 카드(376)와

디스플레이 시스템(390) 사이에서 전송되는 신호에 대해 픽셀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전송 채널(398)에서의 이러한

전송 동안 어딘가에서 픽셀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픽셀 처리의 일부가 시스템(370)의 제1 컴포넌트, 예를 들어 호

스트 컴퓨터(372)의 CPU(374)에서 수행되고, 일부가 시스템(370)의 제2 컴포넌트에서,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394)에서 수행되도록, 픽셀 처리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DICOM 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시되는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기 위해,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이 요구된다. 이하

의 단락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

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품질, 시간 및 노력에 따라, 시야각이 캘리브레이션에 관여되는 정도가 변할 수 있다. 도 10a,

도 10b 및 도 10c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여러가지 실시예들의 개요를 제공한다.

도 10a에서, 캘리브레이션 방법(400)은 시야각 의존적인 측정을 포함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론적인 고려 사항들 중에서

시야각이 도입될 수 있거나, 또는 시야각 거동이 동일한 유형의 참조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시야각 거동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그 경우에, 시야각 의존성은 한번 특성 파악되고 그 유형의 모든 패널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방법(400)은 이하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단계(402)에서,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설정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제조 동안에 행해지지만, 또한 예를 들어 가

열, 노후 또는 예를 들어 백라이트의 조정 등의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시스템의 특성이 변경된 경우에 디스플레이 시스템

의 사용 장소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단계(404)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구역 또는 픽셀이 선택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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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브레이션은 픽셀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구역에 대해 행해질 수 있거나 캘리브레이션은 개개의 픽셀 또는 심지어 서브

픽셀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어서 단계(406)로 진행하여 DICOM 규격에서의 디지털 구동 레벨(DDL)이라고

하는 구동 전압이 선택된다. 캘리브레이션 동안에 사용되는 구동 전압의 수는 시스템에 의존하며, 다소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고유 전달 곡선의 상세를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 상당히 정확한 정보가 획득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측정될 구동 전압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측정 결과들 사이에서 보간이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선택된 구동

전압은 단계(408)에서 선택된 구역 또는 픽셀을 구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역이 구동되는 경우, 이것은

구역의 중심 픽셀 또는 구역 내의 다수의 픽셀일 수 있거나, 이는 구역 내의 모든 픽셀일 수 있다.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바

와 같이, 구역을 구성하는 일군의 픽셀들로부터의 다른 특정의 픽셀 선택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단계(410)에서, 구동된

구역의 루미넌스는 루미넌스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단계(412)에서 이 측정의 결과가 저장되고, 그 후에 단계

(414)에서, 고유 전달 곡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선택된 구역에 대한 모든 구동 전압이 이미 사용되었는지가 검사된다. 이

와 같이, 구역을 서로 다른 구동 전압으로 구동하고, 대응하는 루미넌스 레벨을 측정하며, 이 2개(구동 전압, 루미넌스 레

벨)를 저장함으로써, 고유 전달 곡선 정보가 획득되고 저장된다. 현재 선택된 구역에 대한 고유 전달 곡선에 관한 모든 필

요한 정보가 획득된 경우, 방법(400)은 단계(416)로 진행하여, 다른 구역/픽셀이 측정될 필요가 있는지가 결정된다. 그러

한 경우에, 이 방법은 다른 구역 또는 픽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404)로 되돌아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디스플레

이 시스템에 대한 고유 전달 곡선에 관한 모든 공간 정보가 획득되고, 방법(400)은 단계(418)로 진행한다. 필요한 루미넌

스 범위 내에서, 즉 측정된 루미넌스 값에 따라,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레벨 표시 표준의 정보가 얻어진다. 단계(420)에

서, 이 결과를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레벨 표시 표준 정보에 근사화시킴으로써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서로 다른 픽셀/구역

에 대한 보정된 전달 곡선이 얻어진다. 이 단계에서, 이론적인 고려 사항에 또는 시제품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측정에

기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시야각 정보도 역시 도입되며, 따라서 그 결과 서로 다른 픽셀/구역 및 서로 다

른 시야각에 대한 보정된 전달 곡선이 얻어진다.

이 캘리브레이션 방법에서는, 따라서 공간 그레이스케일 레벨 표시 거동이 동일한 유형의 모든 디스플레이에 대해 동일하

고 또 이 캘리브레이션이 참조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공간 효과를 한번 측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것으

로 가정될 수 있다.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은 보다 확장된 캘리브레이션 방법(440)에서, 부가적인 시야각 측정이 수행되고, 이에 따라 시야

각 의존성에 대한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레벨 표시 표준 부합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해준다. 도 10b에서, 도 10a에서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갖는 방법 단계들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으며,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단계(406)에서 구동 전압을 선택한 후에, 부가의 단계들(424 및 426)이 도입되고 그에 따라 각각의 구역/픽셀에 대해 또

한 각각의 구동 전압에 대해 다수의 시야각에 대한 고유 전달 곡선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상당히 정확한 전달 곡선 정보

를 얻는 데 사용되는 시야각의 수는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시야각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

으며, 모든 시야각에 대한 대략적인 전달 곡선을 얻기 위해 보간이 사용될 수 있다. 보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측정 시간

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도 10c에 도시한 바와 같은 대안적인 캘리브레이션 방법(460)은 하나의 구역/픽셀에 대한 시야각 의존성을 측정할 수 있

게 해주고 이 시야각 의존성을 일반적인 시야각 의존성으로서 사용한다.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도 10a 또는 도 10b 중 어

느 하나에서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갖는 방법 단계들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으며,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제1 구역/픽셀에 대해, 부가적인 결정 단계(428)에서, 선택된 구동 전압에 대한 시야각 의존성이 알려져 있는지 여부가 결

정되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이 방법은 이 구역/픽셀에 대해 시야각 의존성이 측정되도록 단계(424)로 진행한다. 게다

가, 이 방법에서, 다른 구역이 선택되는 경우, 결정 단계(428)에서, 시야각 의존성이 이전의 측정들로부터 알게 되는 것으

로 결정되고 시야각 의존성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 제1 구역에 대해 측정된 시야각 의존성은 이어서 단계(420)에서

모든 픽셀/구역에 대한 적절한 보정된 전달 곡선을 획득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측정 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키는데 그 이

유는 시야각 측정이 디스플레이 상의 다수의 장소에서 수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기한 방법들에서 각각의 구동 전압에 대해 서로 다른 시야각이 선택되지만 각각의 시야각에 대해 서로 다른 구동 전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위치 검출

시스템이 캘리브레이션 절차 동안에 덜 변경되어야만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역(디스플레이 시스템 상의 위치에 상응

함), 구동 전압 및 시야각이 선택되는 정확한 순서는 본 발명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상기한 방법들로부터,

본 발명이 시야각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의 공간 위치에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방법 및 시야각이 매트릭스 디스

플레이에서의 공간 위치에 의존적인 방법 둘다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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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제조 동안에 사용되지만, 획득된 캘리브레이션 값들은 또한

시스템의 사용 동안에 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본 시스템은 백라이트의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 시스

템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백라이트의 세기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또한 DICOM 표준 또는 임의의 다른 그레이-레벨 표

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화면으로부터의 방출을 검출

할 수 있는 검출기일 수 있다. 게다가, 예를 들어 표시 영역의 전방 측면, 즉 표시 영역의 보는 쪽에서 측정을 하도록 광센서

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의 고유 전달 곡선의 변화가 검출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이어서 그레이-레벨 표시 표

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 정보를 조정하는 데 다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주변광의

양이 측정될 수 있도록 실내 또는 양호하게는 디스플레이의 하우징 내의 어딘가에 있는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는 것

에 대한 실내의 환경 조건이 측정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보고 있는 조건을 변경하고 디스플레이의 DICOM-부합성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픽셀이 대략 0.5cd/m2의 루미넌스를 갖는 어두운 상태에 있고 주변광이 0.1cd/m2, 즉

예를 들어 X-선 유방 촬영을 위한 완전히 어두운 방사선실부터 통상의 사무실에서의 최대 30cd/m2의 루미넌스를 갖는 의

료용 LCD-패널에 대한 예가 주어진다. LCD-디스플레이의 전면 유리가 약 5%의 반사를 가지며 주변광이 10cd/m2(꽤 어

두운 사무실)부터 30cd/m2(통상의 작업 사무실)까지 변하는 경우, 디스플레이의 흑색 레벨은 1cd/m2(= 0.5cd/m2 +

0.5cd/m2)에서 2cd/m2(= 0.5cd/m2 + 1.5cd/m2)까지 변하며, 그 결과 100%의 에러가 발생한다.

이들 실시예에서, DICOM-부합성 또는 임의의 다른 그레이스케일이나 컬러 표시 표준에의 부합성에 적합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캘리브레이션 정보는 외부 인자의 영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상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검출이

가능하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그 효과가 디스플레이에서의 모든 공간 위치에 대해 비례적일 수 있고 또

디스플레이의 모든 시야각에 대해 비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설명은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공간 및 비축 표시 표준 부합성을 개선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전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모든 또는 어떤 시야각에서의 각각의 픽셀 또는 구역의 전달 곡선이 어떤 수학

적 관계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ICOM-부합성의 경우에, 전달 곡선 및 보다

상세하게는 각각의 픽셀 또는 구역의 루미넌스 값은 "DICOM/NEMA 부록 28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에 기술된 바

와 같은 어떤 수학적 곡선을 따라야만 했다. 이 모델에 대한 간단한 확장은 작은 시야각에 대해서는 전달 곡선이 그 수학적

관계를 따라야만 하지만 큰 시야각에 대해서는 전달 곡선이 상수 함수로 변경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작은 각

도에서 디스플레이를 보는(따라서 표시 거동이 허용할만한 것인) 한, 사용자가 이미지의 최상의 이용가능한 표현을 보게

되지만 시야각이 너무 크게 되는 순간부터 그 각도로부터 보는 것이 권장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도록 표시 내용은

균일한 그레이스케일 레벨로 변경된다. 표시 거동이 더 이상 허용할만한 것이 아닌 경우, 디스플레이 상에 동시에 제공되

는 그레이스케일 값의 실제 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뷰잉 애플리케이션은 256개의 공존하는 출력 그레이

스케일 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간 및 시야각 보정 이후에, 디스플레이 상의 출력은 가능한 최상의 성능을 갖는

다. 어떤 시야각으로부터는, 표시 거동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일 수 있다. 그 경우에, 출력 그레이스케일 값의 수를

예를 들어 128개의 출력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호가 전송될 수 있다. 공간 및 시야각

보정은 또한 더 낮은 수의 그레이스케일 값을 발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더 낮은 수의 출력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인해,

시행되는 표시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용이하게 된다.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것 또는 출력 그레이스케일 값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예를 들어 시야각이 상기한 바와 같이 양호한 범위 밖에 있을 때 수행될 수 있다. 표시 거동이 더 이

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임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것은 또한 화면 상에 패턴(텍스트 또는 이미지 등, 즉 바둑판 패턴)을 보

여주는 것 또는 현재의 화면 내용에 오버레이하는 것,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 하나 이상의 LED(제어등) 또는 LED의 컬러

변화를 보여주는 것, 전화, GSM, SMS 또는 이메일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QA(Quality

Assurance) 애플리케이션 또는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뷰잉 애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PC의 하드디스크 상에 파일을 기록하는 것, 이벤트를 로그하는 것, 기타(그렇

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등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표시 거동"이 분리된 디스플레이(isolated display)로 제한되지 않으며, 이는 디

스플레이 시스템(디스플레이, 그래픽 카드, 예를 들어 PC 등의 처리 장치, 관찰 애플리케이션, PC와 디스플레이 간의 링크

의 품질(비트 에러율)), 환경적 조건(주변광, 주변광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실제 콘트라스트, 온도, 습도, 전자기

간섭 레벨,...),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기타 등등의 조합인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내의 주변광이 너무 높은 경우 또는 온도가 디스플레이 사양을 벗어난 경우 표시 거동

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 및 문턱 레벨(표시 거동이 허용할만한 경우 및 그렇지 않은 경우)이 그 순간에 디스

플레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임의의 적당한 수단에 의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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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각의 사용자는 예를 들어 "허용할만한 표시 거동"에 대한 다른 문턱 레벨을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이들 문턱 레벨

은 각각의 개별적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의 특성(눈의 시력, 훈련 또는 경험의 레벨, 기타 등등)에 기초하여 선택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디스플레이 시스템 거동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여러가지 유형의 동작이 개시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중 하나는 동시에 표시되는 그레이의 음영의 수를 심지어 단 하나의 음영 또는

아주 제한된 수의 그레이 음영, 예를 들어 2개로 감소시키거나 디스플레이 상에 텍스트 또는 이미지 등의 패턴을 표시할

수 있다. 다른 동작들로는 표시된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관련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 예를 들어 백라이트 루미넌스를 변

경하는 것,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피크 루미넌스 값을 설정하는 것,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캘리브레이션된 백색 포인트 루미

넌스 값을 설정하는 것,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컬러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의 새로운 컬러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 실내의 주변광 세기를 변경하는 것, 실내의 주변광의 컬러 포인트를 변경하는 것, 실내의 온도를 변경하는

것, 실내의 습도 레벨을 변경하는 것, 디스플레이 내의 또는 그래픽 보드 내의 또는 PACS 관찰 애플리케이션 내의 또는 호

스트 PC 상의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예를 들어 DICOM 캘리브레이션 테이블(그렇지만 이에 한정되

지 않음))의 캘리브레이션 테이블을 변경하는 것, PC 상에서 실행되는 임의의 프로그램(PACS 뷰잉 애플리케이션, QA 애

플리케이션 등(그렇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서의 특정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컬러 깊이, 인코

딩 방식, 팔렛트 모드 등(그렇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그래픽 보드의 임의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 디스플레이의 임의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동작 각각은 디스플레이 시스템 거동을 다시 허용할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

이다, 즉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하도록 또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적어도 더 낫게(그 정도

로 최적화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사전-보정은 또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성능이 파라미터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표시된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관련 파라미터가 변경되는 경우에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성능이

가능한 한 안정되게(높게), 양호하게는 허용된 거동 내에서 유지되도록 디스플레이 시스템(디스플레이 자체, 그래픽 보드,

호스트 PC,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의 설정이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경될 수 있는 표시된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관련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 사용자(들)가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시야각(들), 주변광의 세기, 주변광의 컬러 포인트,

백라이트의 루미넌스, 백라이트의 컬러 포인트, 주변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온도, 주변의 습도가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보는 시야각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능을 갖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작하

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예는 본 발명의 이 측면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에 따르면, 예를

들어 주변광의 세기의 변화, 기타 등등의 표시된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다른 관련 파라미터의 변화에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 성능을 갖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은 2개의 각도, 즉 수평 각도 및 수직 각도로 표현될 수 있다. 이전에 설명

한 바와 같이, 모든 시야각에 대해 예를 들어 DICOM 부합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의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 부합 시스템이 요망되는 경우, 이것은 임의의 순간에서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정확한 시야각을 결정함으로

써, 그 시야각에 대해 요구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 예를 들어 DICOM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산출함으로써,

및 마지막으로 그 산출된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디스플레이, 그래픽 보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어디에 저장되든 상관없음)에

업로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예를 들어 기술적 또는 비용 이유로 시야각 검출 시

스템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의 현재의 시야각을 결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시야각을 측정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추정된 각도에 관한 오차(양호하게는 가능

한 한 작은 오차)가 항상 있다는 것이다. 그 특정의 각도에 대한 최적의 DICOM 캘리브레이션 곡선, 예를 들어 캘리브레이

션 LUT 또는 그의 해석식만이 산출되는 경우에, 이 작은 오차의 결과 여전히 시행되는 표준, 예를 들어 DICOM에 대한 부

합성이 낮을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시야각에서, 디스플레이의 특성은 아주 급격히 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작은 각도 변

화만으로도 표시 거동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것은 또한 약간 틀린 시야각에 대해 산출된 캘리브레이션 곡선, 예를 들어

LUT 또는 그의 해석식의 결과 원하는 표준 표시 함수와 비교하여 큰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이들 2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시야각 추정을 갖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야각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

들어 x-축이 수평 시야각을 나타내고 y-축이 수직 시야각을 나타내는 2차원 도표에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x,y) 다

이어그램에서의 한 점의 값은 사용자가 이 각도를 사용할 확률, 또는 다른 대안으로서 이 특정의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

는 특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특정의 각도의 중요성을 기술하는 메트릭을 나타낼 수 있다(여러 부류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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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러 부류의 사용자로 일반화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 11에서의 점 w(x1,y1)은 사용자가 수평 시야각

(x1) 및 수직 시야각(y1)으로 디스플레이를 보게 될 확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표가 이용가능한 경우, 목표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성능이 최대화되도록 해주는 캘리브레이션 곡선 및 모든 관련 시야각에 대한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찾아

내는 것이다. 이것은 (x,y) 도표의 가능한 한 많은 점에 대해 표준 표시 함수 부합성(예를 들어, DICOM(그렇지만 이에 한

정되지 않음))을 가져오는 곡선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서 각각의 점의 값(각각의 점의 중요성)은 그 점에

대한 할당된 값(그 점의 확률 또는 중요성)으로 가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DICOM 캘리브레이션의 예를 생각해보면, 문제는 (x,y) 도표에서의 가능한 한 많은 점들이 시행되는 DICOM

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주는 DICOM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찾아내는 것이며, 여기서 (x,y) 도표에서의 점들은 중요성에 따라

가중된다. 이러한 가중치의 예는 예를 들어 축상에서 보는 것이 아주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높은 가중치를 갖지만 수평 방

향 또는 수평 방향 근방에서의 작은 각도들도 역시 중요하며 따라서 꽤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일 수 있다. (x,y) 다이어그

램에서의 점들이 0의 가중치(그 점들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 가중치(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 각도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를 설계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이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 요망되지 않는 경우)도 가질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x,y) 다이어그램에서의 점들에 가중치를 할당하는 것이 임의의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그 할

당된 가중치가 정수, 부동 소수점, 고정 소수점(그렇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임의의 정밀도의 마이너스, 0 또는 플

러스 숫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의 캘리브레이션 곡선, 예를 들어 캘리브레이션 LUT 또는 그의 해석식이 원하는 표준

표시 함수에의 부합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메트릭은 마이너스, 0 및 플러스 숫자 모두를 출력으로서 제공할 수 있

는 임의의 함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숫자는 이 캘리브레이션 곡선이 그 각도에 대해 표준에의 비부합성을 가져

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0은 그 곡선이 사양 내의 것에 대해서만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플러스 숫자는 캘

리브레이션 LUT가 그 각도에 대해 표준에의 양호한 부합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메트릭

의 결과가 특정의 캘리브레이션 곡선이 정수값, 부동 소수점값, 고정 소수점값, ...(그렇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등의

임의의 정밀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기술하는 것은 파라미터 공간이 캘리브레이션 곡선, 예를 들어 캘리브레이션 LUT 또는 그의 해석식의 값들

을 포함하는 최대화 문제이다. 환언하면, 캘리브레이션 곡선의 값들은 (x, y) 다이어그램에서의 모든(또는 어떤 미리 정해

진, 선택된) 점들에 걸쳐 비용 함수의 결과의 가중 합이 최대화되도록 선택될 필요가 있다. 파라미터 벡터(L)가 선택되어야

하며, L은 최적화되어야 하는 일련의 파라미터이다. 원하는 표준과 비교하여 고려 중인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벡터(L)

의 부합성을 기술하는 비용 함수 또는 메트릭(C)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C(x, y ; L)는 원하는 표준과 비교하여 시야각 (x,

y)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곡선으로부터의 파라미터 벡터(L)의 부합성을 기술하는 비용 함수이다. 파라미터 벡터(L)는 공간

(예를 들어 2차원: 수평 및 수직 시야각, 예를 들어 3차원: 수평 및 수직 시야각 및 디스플레이의 백색 루미넌스, 예를 들어

4차원: 수평 및 수직 시야각 및 디스플레이의 백색 루미넌스 및 주변광 세기)(그의 어떤 부분)에 걸쳐 각각의 점에 대한 비

용 함수(C)의 결과 및 그 벡터(L)의 가중합이 최대화되도록, 즉 이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또는 따라서 비용 함수(C)와 (x,y) 공간 내의 영역(A)에 대한 벡터(L)의 가중합을 최대화하는 그 벡터(L)를 찾아낸

다.

수평 및 수직 시야각 및 캘리브레이션 곡선의 예에서 이것이 행해지는 경우, (가중치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표시된 (x, y)

공간 내의 영역들, 예를 들어 영역(A)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성능을 가져오는 캘리브레이션 곡선이 얻어진다. 환언하면, 중

요한 것으로 표시된 영역(A) 내에서, 이 캘리브레이션 곡선은 양호한 부합성을 가져오며, 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표시

된 이 영역(A) 내부에 머물러 있는 한, 캘리브레이션 곡선의 성능이 양호하며 따라서 정확한 수평 및 수직 각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수평 및 수직 시야각에 대해 다소 불변인 캘리브레이션 곡선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시야각 측정 시스템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중요한 일련

의 시야각이 추정되고, 예를 들어 -20°내지 +20°등의 예를 들어 표준 시야각의 범위가 선택되고, 그 일련의 시야각에 대

한 예를 들어 캘리브레이션 LUT 또는 그의 해석식으로 표현된 최적의 캘리브레이션 곡선이 산출된다.

시야각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이용가능한 경우, 부정확한 시야각 측정을 해결하기 위해 상기 기술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

다. 실제로, 캘리브레이션 곡선이 여전히 측정된 시야각 근방의, 즉 측정된 시야각으로부터 몇 도의 범위 내에 있는, 양호

하게는 측정된 시야각으로부터 10도 이하의 범위 내에 있는 일련의 각도에 대해 최적화되는 경우, 그 캘리브레이션 곡선에

의한 디스플레이 성능은 시야각 측정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하더라도 실제로 더 높은 정도의 확실성으로 허용할만하게

된다. (x, y) 다이어그램에서의 이들 점에 대한 이 일련의 시야각 및 대응하는 가중치의 정확한 선택이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 당업자에게는 이 일련의 시야각 및 대응하는 가중치를 선택하는 다수의 변형예가 가능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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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서, 상기 방법의 다른 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x, y) 공간 내의 서로 다른 점에 서로 다른 가중치가 할당된

다. 도 12에 도시된 예에서, 4개의 서로 다른 값이 있다. (0,0) 근방의 시야각, 즉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 둘다에서 축상에

있는 또는 축상에 가까운 시야각은 제1의 높은 가중치를 갖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가 축상에서 또는 그에 가까운 곳에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 중 어느 하나의 방향에서 또는 둘다의 방향에서 축에서 10°내지 20°

벗어나 있는 시야각은 제2 가중치를 가지며, 이 제2 가중치는 제1 가중치보다 낮다.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 중 어느 하

나의 방향에서 또는 둘다의 방향에서 축에서 20°내지 30°벗어나 있는 시야각은 제3 가중치를 가지며, 이 제3 가중치는 제

2 가중치보다 낮다.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 중 어느 하나에서 축에서 30°이상 벗어나 있는 시야각은 제4 가중치를 가지

며, 이는 예를 들어 0일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관점이 또한 최대화 문제 대신에 최소화 문제로서도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기술은 물론 일반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파라미터 벡터 및 검색 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 (최적화될) 더 높은 차원의 파라

미터 벡터는 예를 들어 다차원 룩업 테이블, 디스플레이의 피크 루미넌스, 디스플레이의 캘리브레이션된 루미넌스, 디스플

레이의 컬러 포인트, 주변광 세기, 주변광의 컬러 포인트, 주변 온도, 주변 습도, 기타 등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이들의 조합 또는 서브셋이 가능하다).

더 높은 차원의 검색 공간은 예를 들어 수평 및 수직 시야각, 디스플레이까지의 거리, 주변광 세기, 주변광의 컬러 포인트,

주변 온도, 기타 등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이들의 조합 또는 서브셋이 가능하다).

이들 보다 고차원의 파라미터 벡터 또는 검색 공간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개념은 동일하며, 여전히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그레이스케일 디스플레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컬러 이미징에 대한 기본서로는 Daniel Malacara의 "색각

및 색측정, 이론 및 응용(Color Vision and Colourimetry, Theory and Applications)"이 있다. 예로서, 본 발명은 그에 한

정되지 않으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보기 위해 컬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술한다. 그 경우에, 디스플레

이 시스템의 입력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이지만, 디스플레이 시스템 자체는 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DICOM/

NEMA 부록 28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의 등가적인 수학적 설명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픽셀이 3개의

서브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 수학적 설명은 개개의 컬러 서브픽셀의 3개의 전달 곡선의 조합을 포함하며, 각각의

픽셀에 대해, 개개의 컬러로부터 루미넌스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그 3개의 전달 곡선의 수학적 함수가 어떤 곡선, 즉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를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의 자유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3

개의 서브픽셀에 대한 서로 다른 구동 신호로 동일한 루미넌스값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3개의 서브픽셀에

대한 서로 다른 구동 신호로, 동일한 루미넌스를 갖지만 예를 들어 CIE 컬러 좌표(x, y)(그렇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의해 기술되는 바와 같은 서로 다른 컬러 포인트를 갖는 결과 출력이 얻어질 수 있다.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 이외에

달성되어야 하는 특정의 컬러 거동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부가의 자유도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의 컬러 거동의 제

1 예는 그레이스케일 값에 대한 일정한 특정의 컬러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공간 및 시야각 보정 이후에, 픽

셀들은 특정의 루미넌스 그레이스케일 표준 곡선, 예를 들어 DICOM GSDF를 따라야 하며, 이 그레이스케일 표준 곡선을

따를 때 컬러 좌표는 특정의 사용자-선택 값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특정의 컬러 거동의 다른 예는 부합되어야 할 그레이

스케일 표준과 함께 컬러의 변경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컬러 좌표를 특정의 곡선과 부합하게 함으로써, 예

를 들어 최소부터 최대까지 그레이스케일 표준 곡선을 따라갈 때 녹색과 적색 사이의 선형 변화가 달성되도록 컬러 좌표를

강제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컬러 좌표에대한 표준에 관한 변형들도 역시 사용될 수 있고 또 본 발명에 그에 한정되지 않

는다는 것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환언하면, 본 발명은 또한 모든 픽셀 및 시야각에 대해 또는 제한된 수의 구역

또는 시야각에 대해, 입력 그레이스케일 자극을 최소부터 최대까지 변경할 때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출력 루미넌스가 따라

야할 그레이스케일 표준과 부합하고 또한 모든 픽셀 및 시야각에 대해 또는 상기한 것들과 아마도 다른 제한된 수의 구역

또는 시야각에 대해 입력 그레이스케일 자극을 변경할 때 디스플레이 시스템, 보다 구체적으로는 컬러 좌표가 특정의 선택

된 수학적 곡선(예를 들어, 상수, 2개의 컬러 포인트 간의 선형 곡선,...)에 부합하는 것인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유

의해야 할 점은 이 수학적 곡선이 일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시간-의존적이거나 예를 들어 외부 측정 데이터, 외부 인

자,...등의 다른 파라미터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R, G, B 값으로부터 CIE x, y 좌표 등의 컬러

좌표로의 변환은 당업자라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R, G, B 값의 전부 또는 선택된 것의 컬러 좌표를 측

정하고 R, G, B로부터 x, y 좌표로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역변환을 적용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다른 가능한 것은 R, G

및 B 서브픽셀의 전달 곡선 및 R, G 및 B 서브픽셀의 완전-온(fully-on) 및 완전-오프(fully-off) 상태의 컬러 좌표 등의

제한된 수의 측정에 기초하여 모든 R, G, B 표시값에 대한 컬러 좌표를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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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컬러가 중요한 이미지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경우에, 디스플레이 입력은 예를 들어 특정의 컬러 프로파일

에서의 R, G, B 값으로 기술되는 컬러 이미지이고,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또한 컬러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목표는 디

스플레이 출력 이미지의 사용자-선택 컬러 프로파일에 대한 부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공간 및 시야각 보정을

적용함으로써 행해진다. 이것을 하기 위해, 모든 픽셀/구역의 3개의 전달 곡선의 조합의 결과 특정의 컬러 프로파일이 얻

어지는 것으로 기술하는 수학적 관계가 정의될 수 있다. 이 수학적 관계는 3개의 컬러 전달 곡선 전부로부터 x,y 컬러 좌표

를 산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경우에, 이것은 x,y 컬러 좌표로서 표현되는 결과의 인식된 컬러가 디스플레이 상의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고 또 사용자가 축에서 벗어나 디스플레이를 보는 경우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공간 및 비축 보정이 각

각의 개별적인 서브픽셀 또는 구역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발명이 그에 한정되지 않지만, 입력 이미지는 일반

적으로 특정의 컬러 프로파일에서 R, G, B 컬러 좌표로 지정된다. 특정의 컬러 프로파일은 사용자-정의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CIE X,Y,Z-좌표계 등의 표준 컬러 좌표로 용이하게 변환될 수 있다. 표시될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스템

의 고유의 R,G,B 출력 컬러 프로파일과는 다른 표준 컬러 좌표계로 지정된다. 적절한 컬러 출력을 획득하기 위해, 공간 및

시야각 보정 시스템은 그레이스케일 곡선에 대해 기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표

준 컬러 좌표계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구동 신호, 디스플레이에서의 공간 위치 및 시야각의 함수로서 출력을 정의하는 특

성 데이터가 측정되거나 수학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 이 출력은 예를 들어 CIE X,Y,Z 컬러 좌표계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구

동 신호는 예를 들어 R,G 및 B 값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차원인 전달 곡선이 얻어진다, 즉 (X,Y,Z) = f(R,G,B,

공간 위치, 시야각)DLEK. 후자의 것은 공간 및 시야각 의존성에 대한 필요한 보정을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것은 단지 요구되는 특정의 위치 및 시야각에 대한 함수 f(R,G,B, 공간 위치, 시야각)의 역을 구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원래의 컬러 이미지에서의 입력값에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요구되는 R, G, B 입력값을 제공한

다.

유의해야 할 점은 컬러 표준 및 그레이스케일 표준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는 특정의 컬러 프로파일

및 특정의 루미넌스 표준 응답 둘다를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보정은 백라이트 세기, 고유 곡선 측정, 주변광

측정,...(그렇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등의 외부 측정에 기초하여 실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다.

또다른 예는 절대 컬러 좌표가 덜 중요하고 컬러들 간의 차이가 중요한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

컬러 JND로 표현되는 컬러들 간의 차이가 디스플레이 상의 모든 위치에 대해 또한 모든 시야각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공간 및 비축 보정이 적용된다.

본 발명은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의 최적화된 부합성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조정하고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하게 조정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또한 본 발명은 시스템이 시행되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표시 표준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캘리브

레이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이점은 시행되는 표시 표준 거동의 개선을 달성하는 정정 방법이 각각의 픽셀/구역의 개개의 그레이

스케일 또는 컬러 거동에 대한 보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각각의 픽셀/구역에 대해 얻어진 전달 곡선은 그들 전달

곡선 각각이 시행되는 표시 표준 거동을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픽셀/구역에 대해 획득된 전달 곡선은 모든 픽셀/

구역을 동일한 최소 및 최대 밝기로 만들지 않으며, 동일한 최소 및 최대 밝기를 갖는 픽셀/구역에 대해서조차도, 보정 곡

선은 최적인 개개의 시행되는 표시 표준 거동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를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따라서 각각의 픽셀/구

역에 대해 똑같은 전달 곡선이 제공되지 않지만, 각각의 픽셀/구역에 대한 전달 곡선이 개별적으로 최적화된다. 게다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이점은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사용되는 어떤 환경에 적어도 의존하는 "시간-의존적인" 보정이 제공된다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은 적용된 보정이 예를 들어 어떤 큰 시야각에 대해 시행되는 표시 표준과의 부합이 달성되

지 않는 경우 출력 그레이스케일 깊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출력 그레이스케일 깊이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을 구현하는 시행되는 표시 표준을 개선하는 시스템 및 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구성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 대한 양호한 실시예, 특정의 구조 및 구성은 물론 재료가 본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지만, 형태 및 상

세에서의 여러 변경 또는 수정이 본 발명의 범위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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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비표준화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디지털 구동 레벨로의 중간 변환을 통해 P-값을 루미넌스(Luminance)에 매칭시

키는 종래의 표준화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개념 모델의 그래픽 표현.

도 2는 루미넌스 대 JND 지수(JND Index)의 로그로서 제공되는 종래 기술의 그레이스케일 표준 표시 함수(Greyscale

Standard Display Function, GSDF)의 그래픽 표현.

도 3은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의 완전-백색(full-white) 비디오 레벨에서의 루미넌스의 종래의 시야각 의존성의 그래

픽 표현.

도 4는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의 완전-흑색(full-black) 비디오 레벨에서의 루미넌스의 종래의 시야각 의존성의 그래

픽 표현.

도 5는 디스플레이의 전체 표시 영역에 걸친 평균 루미넌스 값으로부터의 종래 기술의 왜곡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간(spatial) 및/또는 비축(off-axis) DICOM 표준의 개선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개

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7a는 종래 기술로부터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조정 방법에 따른 루미넌스 대 디지털 표시 레벨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

도 7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조정 방법에 따른 루미넌스 대 디지털 표시 레벨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

도 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선된 DICOM 부합성(DICOM-conformance)을 갖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제1 방법

의 개략적인 플로우차트.

도 8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개선된 DICOM 부합성을 갖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제2 방법의 개략적인 플로우차

트.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선된 DICOM 부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의 여러가

지 컴포넌트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10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ICOM 부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특성 데이터(characterisation data)를

획득하는 방법의 제1 개략적인 플로우차트.

도 10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DICOM 부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특성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의 제2

개략적인 플로우차트.

도 10c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DICOM 부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특성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의 제3

개략적인 플로우차트.

도 11은 관련있는 시야각에 할당되는 제1 가중치 및 관련없는 시야각에 할당되는 제2 가중치(0 가중치)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가장 관련있는 시야각에 할당되는 제1 가중치, 덜 관련있는 시야각에 할당되는 제2 가중치, 더욱 덜 관련있는 시

야각에 할당되는 제3 가중치, 및 관련없는 시야각에 할당되는 제4 가중치(0 가중치)를 나타낸 도면.

도면

공개특허 10-2007-0018909

- 23 -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7-0018909

- 24 -



도면3

도면4

공개특허 10-2007-0018909

- 25 -



도면5

공개특허 10-2007-0018909

- 26 -



도면6

도면7a

공개특허 10-2007-0018909

- 27 -



도면7b

도면8a

공개특허 10-2007-0018909

- 28 -



도면8b

공개특허 10-2007-0018909

- 29 -



도면9

공개특허 10-2007-0018909

- 30 -



도면10a

공개특허 10-2007-0018909

- 31 -



도면10b

공개특허 10-2007-0018909

- 32 -



도면10c

도면11

공개특허 10-2007-0018909

- 33 -



도면12

공개특허 10-2007-0018909

- 3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도면8a
	도면8b
	도면9
	도면10a
	도면10b
	도면10c
	도면11
	도면12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6
 발명의 상세한 설명 8
  발명의 목적 8
 도면의 간단한 설명 22
  실시예 23
도면 23
 도면1 24
 도면2 24
 도면3 25
 도면4 25
 도면5 26
 도면6 27
 도면7a 27
 도면7b 28
 도면8a 28
 도면8b 29
 도면9 30
 도면10a 31
 도면10b 32
 도면10c 33
 도면11 33
 도면12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