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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칼라표시장치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와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적색신호·녹색신호·청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

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회로를 제공하여, 처리된 색신호를 셔터형 칼라디스

플레이에 출력한다. 또한,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에 대신하여,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 또는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또는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이에 의해

, 칼라디스플레이의 채도가 낮더라도, 높은 채도의 표시를 얻을 수 있는 칼라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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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1 실시형태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색변환 전후의 적색신호의 계조치를 도시하는 그

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는 칼라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또는 칼

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color field emission display)와, 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색변환수단을 구비하는 칼라표

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특히 액정 텔레비전의 고화질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각종 신호처리회로를 내장한 칼라액정표시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98-240198호(공개일 1998년 9월 11일)에는, 적색의 화상표시용 디지털신호(R 신호),

녹색의 화상표시용 디지털신호(G 신호), 및 청색의 화상표시용 디지털신호(B 신호)에 대하여, R 신호, G 신호, 및 B 

신호의 계조수 중 어느 1개 또는 2개가 다른 경우, 1계조 이상의 임의로 설정한 신호를 작은 쪽의 1개 또는 2개의 신

호에 가산하는 색도조정회로를 갖는 칼라액정표시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공보의 발명의 목적은, 칼라 필터의 색재를 변경하지 않고, 색재현 범위를 조정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98-240198호에 기재된 색도조정회로는, 작은 쪽의 1개 또는 2개의 신호의 계조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채색의 화소의 색도는, 색도좌표상에서, 상기 공보의 도3 및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색

성분의 색도좌표점이 백색방향으로 이동하고, 색재현 범위(색도범위)가 작게 된다. 그 때문에, 유채색의 화소는, 색도

가 백색 집합으로 시프트되고, 채도가 낮게 된다.

또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98-240198호에서는 색재현 범위를 조정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칼라액정표시장치의 원

색의 색재현 범위 자체를 신호처리로 확대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호처리에서는 각 화소의 100% 휘도를 

초과하는 휘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색재현 범위를 상기 공보의 도3 및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색재현 범

위를 좁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98-240198호의 기술로 가능한 것은, 칼라 필터 두께의 불균일

에 기인하는 화이트 밸런스의 어긋남을 보정하는 것 만이다.

한편, 액정디스플레이에 대표되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광 셔터에 의한 차광이 완벽하지 않아, 

누설 광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계조에서는 채도(색순도)가 극단적으로 저하된다.

즉, 예컨대, 칼라액정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비는, 일반적인 투과형에서는 300 정도이고, 또한 일반적인 반사형에

서는 10 정도이다. 이는 백색 표시의 휘도를 1로 하면, 흑색 표시의 휘도가 1/300 정도 또는 1/10 정도라는 것이며, 

칼라액정디스플레이의 흑색 표시는 완전한 흑색 표시(휘도 0)로는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의 사용환경에서는, 외

광이 칼라액정디스플레이의 표시면에서 반사·산란되기 때문에, 흑색 표시의 휘도는 더욱 증가(콘트라스트비는 저하

)하는 경향에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칼라액정디스플레이로 표시되는 영상은, 이상적인 영상(텔레비전이면

재현해야 하는 원래의 영상)보다도 채도가 낮은(색이 연한) 것으로 된다. 이는, 색도좌표상에서, 각 색성분의 색도좌

표점이 백색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상당한다.

또한, 칼라액정표시장치에서는, 칼라필터에서 색을 분리하여, 칼라화상을 표시하는 것이 많다. 이 경우, 투과율의 향

상과 색순도의 향상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즉, 예컨대, 칼라필터의 색을 진하게 하면, 채도가 향상되고, 색재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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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지만(색이 양호하게 되지만), 투과율은 저하된다. 한편, 휘도향상이나 광원의 저소비전력화(광원을 구비하는 

경우)의 관점으로부터, 투과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면, 칼라 필터의 색을 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채도(색순도)

가 저하된다.

이에 의해, 칼라필터를 사용한 칼라액정표시장치에서는, (1) 흑색 표시가 완전하게 흑색 표시로 되지 않고, (2) 투과

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면, 칼라필터의 색순도가 낮게 되는, 2개의 원인에 의해, 채도가 저하되는(색이 연하게 되는) 문

제가 있음을 안다.

또한, 이와 같이 채도가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는, 최근 주목되고 있다. 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나 칼라 일렉트로루미

네슨스 디스플레이,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즉, 반사스크린 표면에 전방으로부터 광빔을 투사하는 전면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나, 확산투과 스크린상에 배면측으

로부터 광빔을 투사하는 배면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 형광체층의 배후의 근방에 반사성 전극을 구비하는 칼라 일렉

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구비하는 칼라디스플

레이에서는, 특히 암표시시의 외광의 반사 또는 산란에 의해 채도가 저하된다.

즉, 배면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에서는, 표시면인 스크린(투사스크린) 자체가 산란체이기 때문에, 가령 흑색 표시의 

상태이더라도, 외광이 있으면, 외광을 스크린이 산란하여, 산란광의 일부가 관측자의 눈에 도달한다. 그 때문에, 외광

이 있으면, 콘트라스트비가 저하된다. 또한, 전면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에서는, 표시면인 스크린 자체가 반사부재이

기 때문에, 가령 흑색 표시의 상태이더라도, 외광이 있으면, 외광을 스크린이 반사하여, 콘트라스트비가 저하된다. 그 

결과, 채도(색순도)가 저하된다.

또, 투사형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흑색 표시의 상태는, 보통으로 보면 백색으로 보이는 스크린에 광이 투사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백색 상태이고, 백색 표시의 상태는, 이 상태를 더욱 밝게 한 상태이다.

또한, 형광체층의 배면측의 근방 위치에 배면전극을 구비하는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에서는, 배면전극이 알

루미늄 전극 등의 반사성전극인 것이 많고, 그와 같은 반사성전극을 배면전극으로서 구비하는 구성의 경우, 가령 흑색

표시이더라도, 외광이 있으면, 외광을 배면전극이 반사하여, 콘트라스트비가 저하된다. 그 결과, 채도(색순도)가 저하

된다.

또한, 형광체를 여기하여 표시를 행하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나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에

서는, 형광체의 색순도를 추구하면, 형광체의 발광효율이 나쁘게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고휘도의 표시

를 얻기 위해서는, 저색순도·고효율의 형광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 채도가 저하된다. 이에 의하여, 저

색순도·고효율의 형광체를 사용하여 색재현성이 양호한 표시를 얻기 위해서는, 채도를 향상(강조)시키는 것이 요구

된다.

이상과 같이, (l) 칼라액정디스플레이에 대표되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 (2) 투사형 디스플레이나 일렉트로루미네

슨스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 (3) 칼

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4)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채도가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이들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98-240198호에 기재된 색도조정회로를 사용하면, 채도

가 보다 한층 저하되어, 역효과로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문제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목적은, 상기 (l) ∼ (4)의 어느 타입의 칼라디스플레이와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는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칼라디스플레이의 채도가 낮더라도 높은 채도의 표시를 얻을 수 

있는 칼라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칼라표시장치는,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원(균일 휘도의 백라이트(back light)나, 태양 등의 외부광

원)으로부터의 광을 광 셔터로 조광함으로써 표시를 행하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와,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

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기 구성에서는, 중간조의 색을 진하게 함으로써 화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복수의 색신호를 다른 비율로 포함

하는 중간색의 영상신호에 대하여, 가장 큰 색성분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작은 색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컨대,

적색이 주된 색성분이고, 청색 및 녹색이 조금 포함되는 중간색의 영상신호에 대하여, 적색을 증가시키는 한편, 청색 

및 녹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중간조의 원색(단색)의 영상신호에 관해서도 계조레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각 

색성분의 크기(색신호의 계조레벨)가 동등한 무채색의 영상신호에 대해서는 각 색신호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들에 의

해, 색순도(채도)를 높일 수 있다. 즉, 예컨대, 불그스름 한 색을, 보다 원색의 적색에 가까운 불그스름한 색, 또는 원색

의 적색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 결과,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 자체의 채도가 낮더라도, 높은 채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에 저색순도·고투과율의 칼라필터를 사용한 경우, 광원의 광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명

도 및 채도가 높은 표시를 얻을 수 있다.

또, 상기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는, 전형적으로 액정디스플레이이며, 액정의 배면에 제공된 백라이트로부터의 광을 

액정으로 조광하는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 액정의 배면에 제공된 광반사판으로 주위광(외광)을 반사하는 동시

에 액정으로 조광하는 반사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 액정의 배면에 반투과성 반사판을 구비하는 동시에 이 반투과성 

반사판의 배면에 백라이트를 구비하여, 주위가 밝을 때에는 주위광을 사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한편, 주위가 어두울 

때에는 백라이트를 사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반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투과반사겸용형 액정디스플레이)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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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비는 300 전후이고, 또한 표시면의 표면에 의한 외광의 반사에

의해, 색이 연하게 되는(채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색변환처리에 의해 채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화질향상 효과가 얻어진다. 반사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비는 10 전후이고, 색이 연

하게 되고(채도가 저하되고) 색재현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색변환처리에 의해 채도를 향상시키는 것

으로 화질향상 효과가 얻어진다. 반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는, 상기 2종의 칼라액정디스플레이의 특성 을 포함하

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색변환처리에 의해 채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화질향상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일렉트로크로미즘 디스플레이도 들 수 있다. 일렉트로크로미즘

이란, 전위차에 의한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켜 색이나 투과율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이 일렉트

로크로미즘을 사용한 디스플레이, 즉 일렉트로크로미즘 디스플레이도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칼라표시장치는,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와,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

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칼라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

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증가

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기 구성에서는, 복수의 색신호를 다른 비율로 포함하는 중간색의 영상신호에 대하여, 가장 큰 색성분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작은 색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중간조의 원색의 영상신호에 대해서도 계조레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각 색성분의 크기가 동등한 무채색의 영상신호에 대해서는 각 색신호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에 의해, 색순도(채

도)를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칼라디스플레이 자 체의 채도가 낮더라도, 채도가 높은 표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에 저색순도·고투과율의 칼라 필터를 사용한 경

우, 광원의 광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명도 및 채도가 높은 표시를 얻을 수 있다.

상기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로서는, 반사부재로서의 반사스크린 또는 확산투과부

재로서의 확산투과스크린(표시면)상에 광빔을 투사하는 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 및 형광체층(표시면)과, 형광체층의 

배면측의 근방위치에 제공된 반사부재로서의 반사성 배면전극을 구비하는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를 들 수 

있다.

액정표시소자(액정패널)나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DMD) 등을 사용한 모든 타입의 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에

서는, 외광이 스크린에서 반사 또는 산란하기 때문에, 채도가 저하되는(색이 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에 따

른 색변환처리에 의해 채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화질향상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

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면전극(화소전극)이나 버스라인이 금속으로 형성되어 있어, 외광을 반사하기 쉽기 때문에, 채

도가 저하되는(색이 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색변환처리에 의해 채도를 향상시키는 것

으로 화질향상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칼라표시장치는,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칼

라 플 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

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칼라표시장치는,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와,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

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

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는, 형광체를 여기하여 표시를 행하는 것이지만, 모두 소

비전력이 큰 디스플레이이며, 색순도를 추구하면 효율이 나쁘게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상기 구성에서는, 복수의 색신호를 다른 비율로 포함하는 중간색의 영상신호에 대하여, 가장 큰 색성분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작은 색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중간조의 원색의 영상신호에 대해서도 계조레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각 색성분의 크기가 동등한 무채색의 영상신호에 대해서는 각 색신호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들에 의해, 색순도(

채도)를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칼라디스플레이 자체의 채도가 낮더라도, 채도가 높은 표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구성에서는,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에 색변환처리수단을 조합시킨

것으로, 높은 채도(진한 색)를 유지하면서 형광체의 휘도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용상 문제가 없는 레벨의 표

시품위를 유지하면서, 소비전력을 낮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뛰어난 점은, 이하에 나타낸 기재에 의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점

은, 첨부도면을 참조한 다음 설명으로 명백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실시형태 1〕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관해 도1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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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칼라표시장치는, 태양이나 실내조명광원 등의 외부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칼라

영상신호에 따라 조광함으로써 표시를 행하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1)와, 적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적색신호 R,

녹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녹색신호 G, 및 청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를 셔터형 칼라

디스플레이(1)에 출력하는 색변환처리회로(신호처리수단, 색변환처리수단)(2)를 구비하고 있다.

색변환처리회로(2)는, 입력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 R·G·B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

벨을 가지는 색신호(R·G·B 중 1개 또는 2 개)의 계조레벨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

호(R·G·B 중 1개 또는 2개)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입력칼라영상신호는, N 계조(흑색0 ∼ 백색(N-1))의 RGB 3색으로 구성된다. 즉, 입력영상신호는, 적색의 계조레벨

을 0(최저계조레벨 ; 흑색) ∼ N-1(최고계조레벨 ; 백색)의 정수(integer)치(계조치) r로 나타내는 n 비트 N 계조(N =

2 n )의 디지털 신호(적색신호) R, 녹색의 계조레벨을 0 ∼ N-1의 정수(integer)치 g로 나타내는 n 비트 N 계조의 디

지털신호(녹색신호) G, 및 청색의 계조레벨을 0 ∼ N-1의 정수치 b로 나타내는 n 비트 N 계조의 디지털 신호(청색신

호) B로 이루어지는 3n 비트의 칼라디지털영상신호이다.

색변환처리회로(2)는, 입력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 R·G·B의 계조치 r, g, 및 b를

로 표현되는 연산으로 얻어지는 계조치 r', g', 및 b' (단, 연산결과가 부(負)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함)로 변환하고, 

이 계조치 r', g', 및 b'를 각각 계조치로 하는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를 출력칼라영상신호로서 셔터

형 칼라디스플레이(1)에 출력하는 것이다.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각각 1/(2의 정수(integer)승)으로 표현되는 정수(constant)인 것이 바람

직하다.

이에 의해,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칼라영상신호는 2진수의 디지털신

호이고, 이 디지털신호에 1/(2의 정수(integer)승)을 곱하는 연산은, 자리수 이동(자리수 조작)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n 비트(n > 3)의 디지털신호에 1/2 3 (= 0.125)을 곱하는 계산은, 하위 3비트를 삭제하

고, 상위 (n-3)비트를 하위측으로 3자리수 이동시켜, 상위 3비트를 “000'으로 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n 

비트(n > 2)의 디지털신호에 1/2 2 (= 0.25)를 곱하는 계산은, 하위 2비트를 삭제하고, 상위 (n-2)비트를 하위측으로

2자리수 이동시켜, 상위 2비트를 “00'으로 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로 한 경우, 색신호 R·G·B가 각각 8비트 256계조의 디지털신호 “200', “120', “100' (10진 표기)인 입력칼라영상

신호는, 색신호 R'·G'·B'가 각각 “222', “105', “85' (10진 표기)인 출력칼라영상신호로 변환된다. 따라서, 불그스

름한 중간색을 보다 적색의 원색에 가까운 중간색으로 변환할 수 있다.

〔실시형태 2〕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관해 도2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또, 설명의 편의상, 상기 실시형태 1에서 나

타낸 각 부재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기하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칼라표시장치는, 실시형태 1의 칼라표시장치에 흑신장·백신장(黑伸張·白

伸張)회로(신호처리수단, 흑신장·백신장수단)(3)를 추가한 것이다.

색변환처리회로(2)는, 입력칼라영상신호가 아니라, 흑신장·백신장회로(3)로부터 출력된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신

호처리를 행하는 점 이외는, 실시형태 1과 마찬가지이다. 즉, 색변환처리회로(2)는, 흑신장·백신장회로(3)로부터 출

력된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의 계조치 r', g', 및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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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는 연산으로 얻어지는 계조치 r', g', 및 b'(단, 연산결과가 부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함)로 변환하고, 이들 

계조치 r', g', 및 b'를 각각 계조치로 하는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를 출력칼라영상신호로서 셔터형 

칼라디 스플레이(1)에 출력하는 것이다.

흑신장·백신장회로(3)는, 입력칼라영상신호의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의 각각의 계조치 r, g, 및 b에

대해, 제1 문턱치 x (N-3 이하의 자연수) 이하의 정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변환하는 한편, 제2 문턱치 y (단, x보다 

크고 N-2 이하인 정수(integer)) 이상이고, 또한 N-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변환하고, x보다 크고 y보다 작은 경우

에는,

(단, o(r), p(g), 및 q(b)는 각각, R = x∼y, G = x∼y, 및 B = x∼y의 구간에서 0에서 N-1까지 단조증가하는 함수)

로 표현되는 함수에 의해 계조치 r', g', 및 b'로 변환하고,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계조치 r', g', 및 b'를 각각 계조치

로 하는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를 색변환처리회로(2)에 출력하는 것이다.

본 실시형태에서, 함수 o(r), p(g), 및 q(b)는, 이하에 나타낸 바와 같다.

단, z는 임의의 정의 정수(constant)이다. 또한, 연산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각 색신호 R·G·B의 계조치를 t(= r, g, b)로 나타내고, 각 색신호 R'·G'·B'의 계조치를 t'(= r', g', b')로 

나타내면,

로 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이상과 같이, 흑신장·백신장회로(3)를 제공한 것으로, 중간조를 포함하는 화상의 콘트라스트(고

저)를 향상시킬 수 있어, 더욱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함수 o(r), p(g), 및 q(b)로서, 일차 함수를 이용했지만, 함수 o(r), p(g), 및 q(b)는, R = x∼y, 

G = x∼y, 및 B = x∼y의 구간에서 0에서 N-1까지 단조증가하는 함수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지수함수나 삼각

함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시형태 3〕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관해 도3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또, 설명의 편의상, 상기 실시형태 1 또는 2

에서 나타낸 각 부재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기하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칼라표시장치는, 실시형태 2의 칼라표시장치에 대하여, 외광강도를 검지하기

위한 외광센서(검지수단)(4)와 색변환조 정기(조정수단)(5)를 추가한 것이다.

색변환처리회로(2)는, 흑신장·백신장회로(3)로부터 출력된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의 계조치 r', g

', 및 b'를

로 표현되는 연산으로 얻어지는 계조치 r', g', 및 b'(단, 연산결과가 부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함)로 변환하고, 이들 

계조치 r', g', 및 b'를 각각 계조치로 하는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의 출력칼라영상신호로서 셔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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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디스플레이(1)에 출력하는 것이다.

본 실시형태에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0 이상의 수치범위에서 변화하는 변수이며, 이하와 같이 표현

된다.

상기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각각, g', b', r', b', r', 및 g'에 따라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변화하는 변

수이다. Crg = i(g'), Crb = j(b'), Cgr = k(r'), Cgb = l(b'), Cbr = m(r'), Cbg = n(g')로 하면, i(g'), j(b'), k(r'), l(b'), m

(r'), 및 n(g')는,

(단, k,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로 하였다. 또, 연산결과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하는 것 으로 한다.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Crg', C

rb', Cgr', Cgb', Cbr', 및 Cbg'는, 각각 1/(2의 정수(integer)승)으로 표현되는 정수(constant)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의해,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칼라영상신호는 2진수의 디지털신호

이고, 이 디지털신호에 1/(2의 정수(integer)승)을 곱하는 연산은, 자리수 이동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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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기 αr, αg, 및 αb는, 각각, r, g, 및 b에 따라 0 이상의 수치 범위내에서 변화하는 변수이다. αr = f(r), αg = g(g)

, αb = h(b)로 하면, f(r), g(g), 및 h(b)는,

(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로 하였다. 또, 연산결과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f 0 , g 0 , 및 h 0 는, 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f 0 , g 0 , 및 h 0 는, 각각 1/(2의 정수(integer)승)으로 표현

되는 정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칼라

영상신호는 2진수의 디지털신호이고, 이 디지털신호에 1/(2의 정수(integer)승)을 곱하는 연산은, 자리수 이동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본 실시형태에서는, 실시형태 1과 달리, Crg, Crb, Cgr, Cgb, Cbr, 및 Cbg와 αr, αg, 및 αb를, r', g', 

및 b'가 0 또는 N-1에 가까이 갈수록 작게 되도록 변화시켰다. 이에 의해, 색변환처리회로(2)의 신호처리에 의해 칼

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 R·G·B의 계조치가 최소치 0 또는 최대치 N-1에 포화되는 것을 경감할 수 있다. 즉, 지나

친 채도 향상(색강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단색이나 보색에는 채도 향상(색강조)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의 흑신장·백신장회로(3)는, 실시형태 2의 흑신장·백신장 회로(3)와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x 및 y를 외

광센서(4)로 검지된 외광강도에 따라 제어하도록 하였다.

색변환조정기(5)는, 사용자가 자신의 기호로 β를 0 이상 1 이하의 수치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β가 0일 

때에는 색변환처리회로(2)의 채도 향상(색강조) 기능이 OFF로 되고, β가 1일 때에는 색변환처리회로(2)의 채도 향

상(색강조) 기능이 최대한으로 된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함수 f(r'), g(g'), h(b'), i(g'), j(b'), k(r'), l(b'), m(r'), 및 n(g')으로서, 0 이상 (N-1)/2 미만의 

구간에는 단조증가하는 일차함수를 이용하고. (N-1)/2 이상 N-1 이하의 구간에는 단조감소하는 일차함수를 이용하

였다. 그러나, 함수 f(r), g(g), 및 h(b)는, 이에 한정되지 않고, 0 이상 (N-1)/2 미만의 구간에서 단조증가하고, (N-1)/

2 이상 N-l 이하의 구간에서 단조감소하는 지수함수나 삼각함수를 이용하더라도 좋다. 또한, r, g, 및 b를 (N-1)/2과 

비교함으로써 조건 분배를 하였지만, 조건 분배의 문턱치를 (N-l)/2로부터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경우에 의

해서는, 함수 f(r'), g(g'), h(b'), i(g'), j(b'), k(r'), l(b'), m(r'), 및 n(g')으로서, 0 ∼ N-l의 구간에서 단조증가하는 함수

를 이용하더라도 좋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β를 사용자가 기호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많은 경우, 외광강도가 강할수

록 β를 크게 한 편이 사용자에게는 양호한 화질로 느껴진다.

그래서,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색변환조정기(5)를 생략하고, 외광센서(4)의 검지결과에 따라 β를 0 이상 1 이하의

수치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실시형태 4〕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관해 도1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또, 설명의 편의상, 상기 실시형태 1에서 

나타낸 각 부재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기하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형태의 칼라표시장치는, 색변환처리회로(2)의 연산처리가 다른 점 이외는, 실시형태 1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

하고 있다.

본 실시형태의 색변환처리회로(2)는, 실시형태 1과 마찬가지로, 입력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 R·G·B의 계조치 r,

g, 및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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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연산으로 얻어지는 계조치 r', g', 및 b'(단, 연산결과가 부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함)로 변환하고, 이들 

계조치 r', g', 및 b'를 각각 계조치로 하는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를 출력칼라영상신호로서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1)에 출력하는 것이다.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실시형태 1과 달리,

(C는 정의 정수(constant), αr, αg, 및 αb는, 각각, r, g, 및 b에 따라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변수이다.

상기 αr, αg, 및 αb는, 각각, r, g, 및 b에 따라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변화하는 변수이며,

로 표현되는 함수로 하였다. 또, 연산결과(r', g', 및 b'의 연산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정수(constant) C는,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정수(constant) C는, 각각 1/(2의 정수(integer)승)으로 표현되는 정수(constant)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

해,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칼라영상신호는 2진수의 디지털신호이고, 

이 디지털신호에 1/(2의 정수(integer)승)을 곱하는 연산은, 자리수 이동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형태 5〕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관해 도5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칼

라표시장치는, 표시면으로서 형광체층( 도시 안됨)과, 형광체층의 배면측에 제공된 반사부재로서의 배면전극(도시 안

됨)을 구비한 칼라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41)와, 적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적색신호 R, 녹색의 계조레벨

을 나타내는 녹색신호 G, 및 청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를 칼라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

스플레이(41)에 출력하는 색변환처리회로(신호처리수단, 색변환처리수단)(2)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색변환처리회로(2)는, 입력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 R·G·B에,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색변환처리회로(2)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입력칼라영상신호에 대해서도,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입력칼라영상신호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복수의 색신호를 다른 비율로 포함하는 중간색의 영상신호를, 보다 원색에 가까운 중간색으로 변환할 수

있다. 따라서, 명도 및 채도가 높은 표시를 얻을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로서, 

칼라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지만, 본 실시형태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예컨대, 반사스

크린 표면에 전방으로부터 광빔을 투사하는 전면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나, 확산투과 스크린상에 배면측으로부터 광

빔을 투사하는 배면투사형 칼라디스플레이 등에 대해서도, 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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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형태 6〕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관해 도6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칼

라표시장치는, 불활성 기체의 방전에 수반하여 방사되는 광을 이용하는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51)와, 적색의 계

조레벨을 나타내는 적색신호 R, 녹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녹색신호 G, 및 청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

는 칼라영상신호를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51)에 출력하는 색변환처리회로(신호처리수단, 색변환처리수단)(2)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색변환처리회로(2)는, 입력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 R·G·B에,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색변환처리회로(2)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입력칼라영상신호에 대해서도,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입력칼라영상신호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복수의 색신호를 다른 비율로 포함하는 중간색의 영상신호를, 보다 원색에 가까운 중간색으로 변환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채도(진한 색)를 유지하면서 형광체의 휘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상 문제가 없는 레벨의 

표시품위를 유지하면서, 소비전력을 낮게 할 수 있다.

〔실시형태 7〕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관해 도7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칼

라표시장치는,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 레이(61)와, 적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적색신호 R, 녹색의 계조레벨을 나

타내는 녹색신호 G, 및 청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 얻어진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를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61)

에 출력하는 색변환처리회로(신호처리수단, 색변환처리수단)(2)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색변환처리회로(2)는, 입력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 R·G·B에,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색변환처리회로(2)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입력칼라영상신호에 대해서도,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입력칼라영상신호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복수의 색신호를 다른 비율로 포함하는 중간색의 영상신호를, 보다 원색에 가까운 중간색으로 변환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채도(진한 색)를 유지하면서 형광체의 휘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상 문제가 없는 레벨의 

표시품위를 유지하면서, 소비전력을 낮게 할 수 있다.

이하,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에 의해 조금도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본 실시예에서, 입력칼라영상신호는, 256계조(흑색 0 ∼ 백색 255)의 RGB 3색으로 구성된다. 즉, 입력영상신호는, 

각각이 8비트 256계조인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24비트(풀 칼라)의 칼라디지털신호

이며, 전술한 실시형태에서 n = 8(N = 256)로 한 경우에 상당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술한 실시형태 1의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1)

로서, TFT(박막트랜지스터) 구동의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를 사용하였다.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

는, 광원으로서의 백라이트(11)와, 백라이트(11)로부터의 광을 조광하기 위한 액정층 및 액정층을 스위칭하기 위한 

다수의 TFT를 구비하는 투과형 칼라액정표시소자(광셔터) (12)와, 상기 각 TFT의 소스전극에 대하여 표시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소스 드라이버(13)와, 상기 각 TFT의 게이트전극에 대하여 게이트전압(주사신호)을 인가하기 위한 게

이트드라이버(14)와, 칼라디지털영상신호를 소스드라이버(13)에 공급하는 동시에 소스드라이버(13) 및 게이트드라

이버(14)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소스드라이버(13) 및 게이트드라이버(14)에 공급하기 위한 타이밍콘트롤러(1

5)를 구비하고 있다.

타이밍콘트롤러(15)에는,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색변환처리회로(2)에 의해 처리된 칼라디지털영상신호(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가 입력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투과형 칼라액정표시소자(12)에는, 종래의 칼라액정표시장치에 통상 사용되고 있는 칼라필터층과 비교하여,

얇은 층 두께(1.2㎛)를 가지며, 5% 높은 투과율을 갖는 칼라필터층을 미리 작성하였다.

본 실시예에서, 계수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색재현성 및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0.125(= 1/2 3 )로 설정하였다.

또, 본 실시예의 칼라표시장치(색변환처리회로(2)가 ON 상태)와의 비교를 위 해, 이하와 같은 2종류의 비교용 칼라표

시장치를 준비하였다.

1. 상기 실시예의 칼라표시장치로부터 색변환처리회로(2)를 제거하고, 칼라필터층의 층 두께를 통상의 층 두께(1.3㎛

)로 변경한 구성(종래의 구성)의 칼라액정표시장치(이하, 「비교예 1의 칼라표시장치」라고 칭함).

2. 상기 실시예의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색변환처리회로(2)를 OFF 상태로 하고, 색변환처리회로(2)를 관통시켜, 입

력칼라디지털영상신호가 그대로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에 입력되도록 한 구성(이하, 「비교예 2의 칼라표시

장치」라고 칭함).

본 실시예의 칼라표시장치와 비교예 1·2의 칼라표시장치의 비교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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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재현 범위는, CIE 색도좌표상에 있어서의 삼원색(적색, 녹색, 청색)의 색도좌표점을 이은 삼각형(색재현 범위)의 면

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또한, 색재현성의 주관평가란, 일반적인 몇 개의 화상(자연화상)과, 그것들의 화상을 본 실

시예 및 비교예 1·2의 칼라표시장치로 표시한 화상을 피험자 10명에게 관찰하게 하고, 색이 연하게 된 것을 아는지 

어떤지(실시예의 신호처리의 유효성)를 아래에 기재된 평가기준으로 채점시킨 것의 평균이다.

5 : 모른다

4 : 알지만 신경 쓰이지 않는다

3 : 알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 방해가 된다

1 : 대단히 방해가 된다

또, 「신경 쓰이지 않는다」란, 잘 보면 색이 연하게 된 것을 알지만, 색이 연하게 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표시를

볼 수 있는 정도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란, 색이 연하게 된 것을 분명히 알지만, 표시를 관찰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레벨인 것을 나타낸다.

표 1로부터, 실시예 1 및 비교예 2의 칼라표시장치는, 비교예 1의 칼라표시장치와 비교하여 투과율이 5% 증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들 칼라표시장치의 백라이트의 휘도를 동등하게 한 경우, 실시예 1 및 비교예 2의 칼라표시장치의

휘도는, 비교예 1의 칼라표시장치보다 5% 높게 되어, 밝은 표시가 얻어졌다. 또한, 이들 칼라표시장치의 휘도를 동등

하게 한 경우, 실시예 1 및 비교예 2의 칼라표시장치에서는, 비교예 1의 칼라표시장치와 비교하여 백라이트의 휘도를

5% 낮게(어둡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시예 1의 칼라표시장치에서는, 비교예 1의 칼라표시장치와 비교하여 5% 

정도의 소비전력 절감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이들 칼라표시장치에서는 칼라필터에 의해 칼라표시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색변환처리회로(2)를 사용하지 않

는 경우, 색재현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교예 1과 같이 칼라필터층의 층 두께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

한 경우, 투과율이 저하되고, 명도(표시품위)의 저하나 소비전력의 증가를 초래한다. 반대로, 단지 비교예 2와 같이 칼

라필터층의 층 두께를 얇게 하면, 높은 색재현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실시예 1에서는, 비교예 1과 비교하면, 원색의 색재현성은 저하되어 있지만, 주관평가결과를 보면, 약간

명의 피험자만이 색이 연하게 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색이 연하게 된 것을 검지할 수 있는 한계(검지한) 

정도의 색재현성을 유지하고 있고, 신호처리 없는 비교예 2보다 매우 뛰어난 평가결과가 얻어지고 있는 것을 안다. 이

는, 일반적인 자연화상에서는 중간조가 주체인 것이 많고, 실시예 1에서는, 색변환처리회로(2)에 의해 중간조의 색을 

진하게 한 것으로, 실용상(주관적인 평가상)은 거의 색재현성의 저하를 느끼지 않게 되어, 신호처리 없는 비교예 2보

다 매우 뛰어난 평가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원색의 색재현 범위 자체는 신호처리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

나, 실시예 1에서는,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 고유의 색재현 범위보다 오히려 중간조의 채도를 강조하는 것으

로, 마치 관찰자에게는 색재현 범위가 넓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 1에서는, 실용상 문제가 없는 표시를 실현하면서, 휘도의 향상이나 소비전력의 절감을 실현할 수

있었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에서, 입력칼라영상신호는, 256계조(흑색 0 ∼ 백색 255)의 색신호 R·G·B로 구성된다. 즉, 입력영상신

호는, 각각이 8비트 256계조인 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로 이루어지는 24비트(풀 칼라)의 칼라디지털

신호이며, 전술한 실시형태에서 N = 256(n = 8)으로 한 경우에 상당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술한 실시형태 2의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1)

로서, 종래 공지된 TFT 구동의 반사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20)를 사용하였다. 반사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20)는, 백

라이트 (11) 및 투과형 칼라액정표시소자(12)에 대신하여, 반사형 칼라액정표시소자(광셔터)(22)를 구비하는 점 이외

는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반사형 칼라액정표시소자(22)는, 액정층 및 TFT

에 가하여, 액정층의 배면측에 외광(태양이나 실내 조명광원 등의 외부광원으로부터의 광)을 반사하기 위한 반사층을

구비하고, 반사층에 의한 반사광을 액정으로 조광함으로써 표시를 행하는 것이다.

반사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20)의 타이밍콘트롤러(15)에는,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흑신장·백신장회로(3) 및 색

변환처리회로(2)에 의해 처리된 칼라영상신호(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가 입력되도록 하였다.

본 실시예의 흑신장·백신장회로(3)에서는, 각 색신호 R·G·B의 계조치 t에 대하여, 각 색신호 R'·G'·B'의 계조

치 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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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다..

본 실시예의 색변환처리회로(2)에서, 계수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색재현성 및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러한 흑신장·백신장회로(3) 및 색변환처리회로(2)를 반사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20)와 조합시킨 칼라표시장치에

서는, 중간조의 색을 진하게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종래의 반사형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화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1·2와 마찬가지로, 입력칼라영상신호는, 256계조(흑색 0 ∼ 백색 255)의 색신호 R·G·B

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술한 실시형태 3의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1)

로서, 종래 공지된 TFT 구동의 반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30)를 사용하였다. 반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30)

는, 투과형 칼라액정표시소자(12)에 대신하여, 반투과형 칼라액정표시소자(광셔터)(32)를 구비하는 점 이외는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반투과형 칼라액정표시소자(32)는, 액정층 및 TFT에 가하

여, 액정층의 배면측에 주위광을 반사하는 동시에 백라이트(11)로부터의 광을 투과시킬 수 있는 반투과성 반사판을 

구비한 것이다.

또한, 반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30)는, 외광센서(4)로 검지된 외광강도에 따라, 외광강도가 4000럭스 이상일 때

에는 백라이트(11)를 점등시키지 않고 외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한편, 외광강도가 4000럭스 미만일 때에는 백

라이트(11)를 점등시켜 백라이트(11)의 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것이다.

반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30)의 타이밍콘트롤러(15)에는,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흑신장·백신장회로(3) 및 

색변환처리회로(2)에 의해 처리된 칼라영상신호(적색신호 R', 녹색신호 G', 및 청색신호 B')가 입력되도록 하였다.

본 실시예의 흑신장·백신장회로(3)에서는, Z = 1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실시예의 흑신장·백신장회로(3)에서는, x

및 y를 외광센서(4)로 검지된 외광강도에 따라 이하와 같이 조정하였다.

외광강도가 4000럭스 이상(외광 강(强))이고, 백라이트(11)가 OFF인 경우, x = 40, y = 220으로 하였다.

외광강도가 2000럭스 이상 4000럭스 미만(외광 중(中))이고, 백라이트(11)가 ON인 경우, x = 25, y = 230으로 하였

다.

외광강도가 2000럭스 미만(외광 약(弱))이고, 백라이트(11)가 ON인 경우, x = 10, y = 240으로 하였다.

또, 외광강도가 4000럭스 이상인 조건은, 외광이 강하고, 반사모드가 지배적인 사용조건이다. 또한, 외광강도가 200

0럭스 이상 4000럭스 미만인 조건은, 외광이 비교적 약하고, 반사모드와 투과모드가 공존하는 조건이다. 또한, 외광

강도가 2000럭스 미만인 조건은, 외광이 더욱 약하고, 투과모드가 지배적인 조건이다.

본 실시예의 색변환처리회로(2)에서, 계수 k, Crg', Crb', Cgr', Cgb', Cbr', Cbg', f 0 , g 0 , 및 h 0 는, 색재현성 및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러한 흑신장·백신장회로(3) 및 색변환처리회로(2)를 반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30)와 조합시킨 칼라표시장치

에서는, 외광강도, 및 반사모드와 투과모드의 밸런스(백라이트(11)의 휘도)에 의해 콘트라스트가 변화하더라도, 각각

의 조건으로 알맞게 중간조의 색을 진하게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종래의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화

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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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실시예에서는, β를 사용자가 기호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도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색변환

조정기(5)를 생략하고, 외광센서(4)의 검 지결과에 따라 β를 0 이상 1 이하의 수치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도

록 하더라도 좋다.

또한, 상기 실시예 2·3의 흑신장·백신장회로(3)에서는, Z = 1로 설정하였지만, Z는 크게 할수록 콘트라스트비(색

강조의 정도)를 보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시 조정하면 좋다. 예컨대, 반사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20)에 대신하여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를 사용하고, 이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레이(10)를 비교적 밝은 장소에서 사용한 경

우에는, Z를 1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면, 보다 화질이 향상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었다. 예컨대, 투과형 칼라액정디스플

레이(10)를 특히 밝은 방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Z를 1.2로 설정하면, 보다 화질이 향상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었다. 마

찬가지의 효과는, x를 16보다 크게 하거나, y를 235보다 작게 하거나 한 경우에도 얻어졌다.

〔실시예 4〕

본 실시예의 칼라표시장치는, 실시예 1의 색변환처리회로(2)의 연산처리에 있어서의 계수 Krg, Krb, Kgr, Kgb, Kbr,

및 Kbg 이외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서, 계수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색재현성 및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0.25(= 1/2 2 )로 설정하였다.

도12에, 입력칼라영상신호의 녹색신호 G의 계조치 g 및 청색신호 B의 계조치 b를 64로 고정하고, 입력칼라영상신호

의 적색신호 R의 계조치 r을 0(흑색) ∼ 255(백색)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출력칼라영상신호의 적색신호 R'의 계조치 

r'의 변화를 파선으로 나타낸다.

〔실시예 5〕

본 실시예의 칼라표시장치는, 실시예 1의 색변환처리회로(2)를, 실시형태 5의 색변환처리회로(2)로 변경하는 점 이외

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따라서, 출력칼라영상신호의 적색신호 R'의 계조치 r', 녹색신호 G'의 계조치 g', 및 청색신호 B'의 계조치 b'는,

로 표현된다.

또한, 입력칼라영상신호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256계조의 RGB 3색으로 구성되고, n = 8(N = 256)이다. 또한, 

본 실시예의 색변환처리회로(2)에서, 계수 C는, 색재현성 및 색변환처리회로(2)의 회로규모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C 

= 0.25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상기 계수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로 표현되고, 상기 αr, αg, 및 αb는,

로 표현된다.

도12에, 입력칼라영상신호의 녹색신호 G의 계조치 g 및 청색신호 B의 계조치 b를 64로 고정하고, 입력칼라영상신호

의 적색신호 R의 계조치 r을 0(흑색) ∼ 255(백색)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출력칼라영상신호의 적색신호 R'의 계조치 

r'의 변화를 실선으로 나타낸다.

도12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시예 4에서는, 백색(255) 근방이나 흑색(0) 근방에서 변환 후의 계조치가 포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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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래의 계조치가 백색(255) 근방이나 흑색(0) 근방인 경우, 변환 후의 계조치가 백색(255) 또는 흑색(0)에서 일정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인 계조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한편, 실시예 5에서는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실시예 4와 같은 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

질적인 계조수의 감소를 방지하고, 화상의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실시예 5의 칼라표시장치에 관해, 실시예 1에서 말한 색재현성의 평가를 하였더니, 색재현 범위의 주관평가치

는 4.8이었다. 따라서, 실시예 5의 칼라표 시장치에서는, 비교예 1과 거의 동등 레벨의 표시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실시예 1∼4에서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1)로서 액정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경우에 관해 설명하였지만,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1)로서 일렉트로크로미즘 디스플레이(Electro-chromic Display)를 사용하더라도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칼라표시장치는, (1)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 (2)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 (3)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4)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이상 4개의 칼라디스플레이 중 어느 1개와,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

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

을 구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이,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

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

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칼라영상신호는, 적색신호(적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신호), 녹색신호(

녹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신호), 및 청색신호(청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신호)로 이루어진다. 상기 색변환처리

수단은, 그 입력칼라영상신호의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각각, R, G, 및 B로 하면, 입력칼라영

상신호를,

(단,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연산으로 얻어지는 R', G', 및 B'를 각각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의 계조레벨로 하는 출력칼라영

상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전술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98-240198호에 기재된 신호처리는, 계조레벨의 변경량(가산량)이 고정되어 있

다. 그러나, 색신호에 의해 계조레벨의 변경량을 알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없다.

상기 바람직한 형태에서는,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의 차가 클수록 채도향상(색강조)의 정도가 커진다. 따라서, 중간색

의 채도향상의 정도는,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작게 되는 한편, 원색에 가까울수록 크게 된다. 그 결과, 색재현성을 손상

시키지 않고 채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화상 메모리 등의 대규모회로도 필요로 하지 않고, 매우 간단한 회로로 달성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2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더욱 바

람직하다. 또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정의 정수(constant)이면, 색변환처리수단의 연산량을 적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색변환처리수단을 규모가 작은 회로로 실현 가능하게 된다.

또,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가 각각 n비트 N계조(N = 2 n )의 디지털신호인 경우, 각 신호는 0, 1, 2, …, N-

2, N-1의 N 개의 값을 가지며, 각각, 0(흑색), 1/(N-1), 2/(N-1), …, (N-2)/(N-1), 1(백색)의 계조레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의 값을 각각 r, g, 및 b로 하면, 계조레벨 R, G, 및 B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또한, 계조레벨 R', G', 및 B'는 부의 값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계조레벨 R', G', 및 B'를 연산하기 위한 연산식의

오른쪽 식이 부로 된 경우에는, 왼쪽 식을 0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정의 정수(constant)인 경우, 각각 1/(2의 정수(integer)승)으로 표현되는

정수(constant)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색변환처리수단의 연산량을 적게 할 수 있어, 색변환처리수단을 

규모가 작은 회로로 실현 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칼라영상신호가 2진수의 디지털신호인 경우, 이 디지털신호에 대

하여 1/(2의 정수(integer)승)으로 표현되는 정수(constant)를 곱하는 연산은, 자리수 이동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Krb, Kgr, Kgb, Kbr, 및 Kbg의 각각을, R, G, 및 B의 적어도 1개에 따라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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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더라도 좋다. 이에 의해, 보다 적절한 채도향상(색강조)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및 Krb를 R에 따라 변화시키고, Kgr 및 Kgb를 G에 따라 변화시키고, Kbr 및 Kbg

를 B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더라도 좋다. 이에 의해, 보다 적절한 채도향상(색강조)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R이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R이 백색의 계

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Krg 및 Krb를 변화시키고, G가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

로 되는 한편, G가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Kgr 및 Kgb를 변화시키고, B가 중

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B가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Kbr 및

Kbg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색변환처리수단의 신호처리에 의해 채도가 지나치게 향상(색강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색변환처리수단의 신호처리에 의해 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백색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로 변환되어,

색이 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단, Lrg 및 Lr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gr 및 Lg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br 및 Lbg는 정의 정수(consta

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고, αr이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 αg가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따라 변

화하는 함수, αb가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백색의 계조레벨(최고계조레벨)을 1로 하고, αr = f(R), αg = g(G), αb = h(B)로 하면, f(

0) = f(1) = 0, g(0) = g(1) = 0, h(0) = h(1) = 0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f(R), g(G), 및 h(B)는, 0에서 T(단, T

는 0<T<1을 만족하는 정수(constant))까지의 구간에서 단조증가하고, T에서 1까지의 구간에서 단조감소하는 함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T는, 약 0.5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f(R), g(G), 및 h(B)는,

(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가,

(단, Lrg 및 Lr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gr 및 Lg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br 및 Lbg는 정의 정수(con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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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변수이고, 상기 αr, αg, 및 αb가,

(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변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색변환처리수단의 신호처리에 의해, 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의 중간조의 계조레벨이, 백색 또

는 흑색의 계조레벨로 변환되지 않고, 중간조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계조수의 감소를 방지하여, 색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C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변수이고, 상기 αr, αg, 및 αb가,

로 표현되는 변수인 것도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파라미터를 정함으로써, 예컨대 Krg는 적색(R) 또는 녹색(G)의 적어도 일방이 0 또는 1일 때 최소

치 0으로 되고, 같이 0.5일 때에 최대치 1로 된다. 이에 의해, 색변환처리수단의 신호처리에 의해, 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의 중간조의 계조레벨이, 백색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로 변환되지 않고, 중간조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계조수의 감소를 방지하여, 색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f(R), g(G), 및 h(B)는,

(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이더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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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백색의 계조레벨(최고계조레벨)을 1로 하고, αr = f(R), αg = g(G), αb = h(B)로 하면, f(

0) = 0, f(1) > 0, g(0) = 0, g(1) > 0, h(0) = 0, 또한, h(1) > 0이더라도 좋다. 또한, f(R), g(G), 및 h(B)는 단조증가함

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색이 극단적으로 진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 색순도가 나쁜 디스플레이를 매우 밝은 장소(외

부환경)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 엄한 조건에서 유효하다. 예컨대, 현재 상태의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는

색순도가 나쁘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염천(炎天) 하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 경우가 상술한 엄한 조건으로서 상정된다.

상기 f(R), g(G), 및 h(B)는,

로 표현되는 함수이더라도 좋다. 이 함수를 사용한 연산에 의해, 상기 색이 극단적으로 진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구성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f(R), g(G), 및 h(B)는,

(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이더라도 좋다. 이 함수를 사용한 연산에 의해, 상기 색이 극단적으로 진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구성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상기 αr, αg, 및 αb는 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f 0 , g 0 , 및 h 0 도 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Lrg, Lrb, Lgr, Lgb, Lbr, 및 Lbg는,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각 구성의 칼라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및 Kbg를 G에 따라 변화시키고, Krb 및 Kgb를

B에 따라 변화시키고, Kgr 및 Kbr을 R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보다 적절한 채도향상(색강조

)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셔터형 디스플레이는, 두께가 1.2㎛ 이하인 칼라표시를 행하기 위한 칼라필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성에 의하면, 밝은 표시가 얻어지기 때문에, 백라이트의 소비전력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G가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G가 백색의 계

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Krg 및 Kbg를 변화시키고, B가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

로 되는 한편, B가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Krb 및 Kgb를 변화시키고, R이 중

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R이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Kgr 및

Kbr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색변환처리수단의 신호처리에 의해 채도가 지나치게 향상(색강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색변환처리수단의 신호처리에 의해 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백색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로 변환되어,

색이 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단, γr은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γg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γ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고, Crg 및 Cbg가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 Crb 및 Cgb가 0 이상의 수치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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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B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 Cgr 및 Cbr이 0 이상 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백색의 계조레벨(최고계조레벨)을 1로 하고, Crg = i(G), Crb = j(B), Cgr = k(R), Cgb = l(

B), Cbr = m(R), Cbg = n(G)으로 하면, i(0) = i(1) = 0, j(0) = j(1) = 0, k(0) = k(1) = 0, l(0) = l(1) = 0, m(0) = m(1

) = 0, n(0) = n(1) = 0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i(G), j(B), k(R), l(B), m(R), 및 n(G)은, 0에서 T(단, T는 0<T<
1을 만족하는 정수(constant))까지의 구간에서 단조증가하고, T에서 1까지의 구간에서 단조감소하는 함수인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상기 T는, 약 0.5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i(G), j(B), k(R), l(B), m(R), 및 n(G)은,

(단, k,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i(G), j(B), k(R), l(B), m(R), 및 n(G)은,

(단, k,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이더라도 좋다.

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백색의 계조레벨(최고계조레벨)을 1로 하고, Crg = i(G), Crb = j(B), Cgr = k(R), Cgb = l(

B), Cbr = m(R), Cbg = n(G)으로 하면, i(0) = 0, i(1) > 0, j(0) = 0, j(1) > 0, k(0) = 0, k(1) > 0, l(0) = 0, l(1) > 0, m

(0) = 0, m(1) > 0, n(0) = 0, n(1) > 0이더라도 좋다. 또한, 상기 i(G), j(B), k(R), l(B), m(R), 및 n(G)은 단조증가함수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색이 극단적으로 진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 색순도가 나쁜 디스플레이를 매우 밝은 장소(외

부환경)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 엄한 조건에서 유효하다. 예컨대, 현재 상태의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는

색순도가 나쁘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염천 하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 경우가 상술한 엄한 조건으로서 상정된다.

상기 i(G), j(B), k(R), l(B), m(R), 및 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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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k,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이더라도 좋다. 이 함수를 사용한 연산에 의해, 상기 색이 극단적으로 진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구성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i(G), j(B), k(R), l(B), m(R), 및 n(G)은,

(단, k,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이더라도 좋다. 이 함수를 사용한 연산에 의해, 상기 색이 극단적으로 진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구성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상기 γr은, γg, 및 γb는 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rg, Crb, Cgr, Cgb, Cbr, 및 Cbg는,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Crg', Crb', Cgr', Cgb', Cbr', 및 Cbg'도, 2 이하인 것이 바

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각 구성의 칼라표시장치는, Krg, Krb, Kgr, Kgb, Kbr, 및 Kbg를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한 조정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더라도 좋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채도향상(색강조)의 정도를 사용자가 기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가,

(단, Mrg, Mrb, Mgr, Mgb, Mbr, 및 Mbg는, 각각이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 G, 및 B의

적어도 1개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고, 상기 조정수단이, β를 조정하는 것이더라도 좋다. 상기 Mrg, Mrb, Mgr, Mgb, Mbr, 및 Mbg는, 2 이하

인 것이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β는 0 이상 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구성의 칼라표시장치는, 외광강도를 검지하는 광센서 등과 같은, 외 부환경의 변화를 검지하기 위한 검지수

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검지수단의 검지결과에 따라 Krg, Krb, Kgr, Kgb, Kbr, 및 Kbg를 제어하

는 것이더라도 좋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칼라디스플레이의 표면반사량 등이 변화하여, 그 결과로서 실질적인 콘트라스트가 변화되는

적이 있다. 예컨대, 외광강도가 강할수록, 콘트라스트가 저하되고, 채도도 저하된다. 이러한 경우, 상기 구성과 같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Krg, Krb, Kgr, Kgb, Kbr, 및 Kbg를 제어하는 것이 유효하다. 예컨대, 외광강도가 강할수록 

Krg, Krb, Kgr, Kgb, Kbr, 및 Kbg를 크게 하면, 외광강도가 강할 때의 채도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외광강도

가 약할 때에 채도가 지나치게 향상되어 색이 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

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Krb, Kgr, Kgb, Kbr, 및 Kb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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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Mrg, Mrb, Mgr, Mgb, Mbr, 및 Mbg는, 각각이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 G, 및 B의

적어도 1개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했을 때에, β를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제어하는 것이더라도 좋다. 상기 Mrg, Mrb, Mgr, Mgb, Mbr, 및 M

bg는,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0.5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β는 0 이상 l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백색의 계조레벨(최고계조레벨)을 1로 하면, 입력칼라영상신호의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에 대

해, 0보다 큰 제1 문턱 레벨이하의 계조레벨을 0으로 변환하는 한편, 제1 문턱 레벨보다 높고 1보다 낮은 제2 문턱 레

벨 이상의 계조레벨을 1로 변환하고, 제1 문턱 레벨을 초과하고 제2 문턱 레벨 미만인 계조레벨을, 0을 초과하고 1 미

만인 계조레벨에 할당하는 흑신장·백신장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중간조를 포함하는 화상의 콘트라스트(고저)를 향상시킬 수 있어, 더욱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

또, 상기 흑신장·백신장수단 자체의 효과는, 종래 공지된 「백·흑신장처리」의 효과와 동일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색변환처리수단은, 종래 공지된 「백·흑신장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즉, 「백·흑신장처리」를 한 경우, 계조특성을 바꿔 버리기 때문에, 중간조의 색 밸런스가 변화되어, 색이 변하여 보

이는 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색변환처리수단은, 이 색변화를 보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색 밸런스도 고려하여

「백·흑신장처리」를 행하였다고 해도, 예컨대, 액정디스플레이 등의 셔터형 디스플레이나,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구비하는 디스플레 이 등과 같이 콘트라스트가 무한대가 아닌 경우, 중간조의 색조가 

변화된다. 이 「백·흑신장처리」에 기인하는 중간조의 색변화를 본 발명에 따른 색변환처리수단으로 보정할 수 있

다.

상기 흑신장·백신장수단은, 그 입력칼라영상신호의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각각, R, G, 및 

B로 하고, R, G, 및 B의 각각에 대해, 제1 문턱치 X(단, 0<X<1) 이하의 정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변환하는 한편, 제2

문턱치 Y(단, X<Y<1) 이상이고, 또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변환하고, X보다 크고 Y보다 작은 경우에는,

로 표현되는 함수에 의해 계조레벨 R', G', 및 B'로 변환하는 것이며, o(R), p(G), 및 q(B)는 각각, R = X∼Y, G = X∼

Y, 및 B = X∼Y의 구간에서 0에서 1까지 매끄럽게 단조증가하는 함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0에서 1까지 매끄럽게 단조증가하는 함수 o(r), p(g), 및 q(b)로서는, 예컨대,

(단, Z는 임의의 정의 정수(constant))

가 바람직하다. 또한, 함수 o(r), p(g), 및 q(b)는,

(단, Z는 임의의 정의 정수(constant))

이더라도 좋다. 또한, 함수 o(r), p(g), 및 q(b)는,



등록특허  10-0434888

- 21 -

(단, Z는 임의의 정의 정수(constant))

이더라도 좋다.

또한, 외광강도를 검지하기 위한 광센서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를 검지하기 위한 검지수단을 더 제공하여, 상기 

흑신장·백신장수단이, 검지수단의 검지결과에 따라 X, Y, 및 Z 중 1개 또는 복수를 제어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또한,

X, Y, 및 Z 중 1개 또는 복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수단을 제공하더라도 좋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칼라디스플레이의 표면반사량 등이 변화하여, 그 결과로서 실질적인 콘트라스트가 변화되는

적이 있다. 예컨대, 외광강도가 강할수록, 콘트라스트가 저하된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 구성과 같이 외부환경의 변화

에 따라 X, Y, 및 Z 중 1개 또는 복수를 제어하는 것이 유효하다. 예컨대, 외광강도가 강할수록 X를 크게 하고 Y를 작

게 하면, 외광강도가 강할 때의 콘트라스트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외광강도가 약할 때에 콘트라스트가 지나

치게 높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에 나타낸 실시예와 구체적인 예들은 어디까지나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

며, 이와 같은 실시예와 구체예에 한정하여 협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정신내에서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광셔터로 조광함으로써 표시를 행하는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 및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셔터형 칼라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

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하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2.
표시면 또는 그 근방에 반사부재 또는 확산투과부재를 구비하는 칼라디스플레이, 및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칼라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

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 하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3.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칼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

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하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4.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 및

복수의 색성분의 각각의 계조레벨을 나타내는 복수의 색신호로 이루어지는 칼라영상신호에 대하여 처리를 행하여, 

얻어진 칼라영상신호를 칼라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

을 증가시키는 한편, 가장 낮은 계조레벨을 가지는 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색변환처리수단을

포함하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영상신호는,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로 이루어지고,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그 입력칼라영상신호의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의 계조레벨을 각각, R, G, 및 B로 

하면, 입력칼라영상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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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연산으로 얻어지는 R', G', 및 B'를 각각 적색신호, 녹색신호, 및 청색신호의 계조레벨로 하는 출력칼라영

상신호로 변환하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2 이하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0.5 이하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셔터형 디스플레이는, 두께가 1.2㎛ 이하인 칼라표시를 행하기 위한 칼라필터를 포함하는 칼

라표시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각각 1/(2의 정수(integer)승)으로 표현되는 정수(constant)

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Krb, Kgr, Kgb, Kbr, 및 Kbg의 각각을, R, G, 및 B의 적어도 1개에 

따라 변화시키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및 Krb를 R에 따라 변화시키고, Kgr 및 Kgb를 G에 따라 변화시키

고, Kbr 및 Kbg를 B에 따라 변화시키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및 Krb를, R이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R이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변화시키고,

Kgr 및 Kgb를, G가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G가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변화시키고,

Kbr 및 Kbg를, B가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B가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변화시키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가,

(단, Lrg 및 Lr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gr 및 Lg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br 및 Lbg는 정의 정수(consta

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변수이고, 상기 αr, αg, 및 α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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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변수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단, Lrg 및 Lr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gr 및 Lg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br 및 Lbg는 정의 정수(consta

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변수이고, 상기 αr, αg, 및 αb가,

(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함수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단, Lrg 및 Lr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gr 및 Lg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br 및 Lbg는 정의 정수(consta

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변수이고, 상기 αr, αg, 및 α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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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f 0 , g 0 ,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로 표현되는 함수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단, Lrg 및 Lr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R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gr 및 Lgb는

정의 정수(consta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G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Lbr 및 Lbg는 정의 정수(consta

nt) 또는 0 이상의 수치범위내에서 B에 무관계하게 변화하는 변수)

로 표현되는 변수이고, 상기 αr, αg, 및 αb가,

(단, f 0, g 0, h 0 , 및 k는 정의 정수(constant))로 표현되는 함수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및 Kbg를 G에 따라 변화시키고, Krb 및 Kgb를 B에 따라 변화시키

고, Kgr 및 Kbr을 R에 따라 변화시키는 칼라 표시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Krg 및 Kbg를, G가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G가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변화시키고,

Krb 및 Kgb를, B가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B가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변화시키고,

Kgr 및 Kbr을, R이 중간조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대로 되는 한편, R이 백색의 계조레벨 또는 흑색의 계조레벨일 때에 

최소로 되도록 변화시키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Krg, Krb, Kgr, Kgb, Kbr, 및 Kb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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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정의 정수(constant))

로 표현되는 변수이고, 상기 αr, αg, 및 αb가,

로 표현되는 변수인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20.
제 5 항에 있어서, Krg, Krb, Kgr, Kgb, Kbr, 및 Kbg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수단을 더 구비하는 칼라표시장치.

청구항 21.
제 5 항에 있어서, 외부환경의 변화를 검지하기 위한 검지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색변환처리수단은, 상기 검지수단의 검지결과에 따라 Krg, Krb, Kgr, Kgb, Kbr, 및 Kbg를 제어하는 칼라표시

장치.

청구항 22.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처리수단은, 백색의 계조레벨을 1로 하면, 입력칼라영상신호

의 각 색신호의 계조레벨에 대해, 0보다 큰 제1 문턱 레벨 이하의 계조레벨을 0으로 변환하는 한편, 제1 문턱 레벨보

다 높 고 1보다 낮은 제2 문턱 레벨 이상의 계조레벨을 1로 변환하고, 제1 문턱 레벨을 초과하고 제2 문턱 레벨 미만

인 계조레벨을, 0을 초과하고 1 미만인 계조레벨에 할당하는 흑신장·백신장수단을 더 포함하는 칼라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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