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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tion picture 

processor for CSTN-LCD without gamut problem. 

The proposed method employed CDF(Cumulative 

Density Function) in order to perform a mutual 

independent in image gradation and color balance. In 

addition, the proposed method has solved a gamut 

problem used by conversion of RGB system and 

CMY system. Also, we apply the BFI (Black Field 

Insertion) to the design to compensate for response 

time of a LC (Liquid Crystal). The proposed 

hardware architecture has been implemented and 

verified using a FPGA on prototype board. Visual 

test and standard deviation of histogram were introduced 

to evaluate the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and the 

original ones.

I. 서론 

  IT 기술의 발 은 동 상과 MP3 기술을 내장한 휴

용 제품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휴 용 제품의 디

스 이 장치로써 CSTN-LCD와 TFT-LCD를 사용

한다. CSTN-LCD은 TFT-LCD와 비교하여 단순한 드

라이버 IC를 사용하고 구동방법과 낮은 공정 비용의 

장 을 가지고 있다. LCD로 동 상을 디스 이 할 

때, 짧은 응답 시간을 가져야한다. 재 CSTN-LCD는 

긴 액정 응답 시간과 수동 소자 방식 때문에 동 상을 

디스 이 하기에는 부 합하다. 

  이미지 향상 기술은 화소 값을 변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미지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표 인 기

술로 콘트라스트 스트 칭 방식, 슬라이싱 방식, 히스

토그램 평활화 방식 등이 있으며 명도 성분만 있는 그

이 이미지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컬러 이미

지에는 색, 채도, 명도 성분이 있으며[1] 특히 색은 컬러 

이미지 향상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성분이다.

  색은 컬러의 종류를 정하는 속성으로 만약 컬러가 

다른 컬러, 는 백색 과 혼합되어 순도가 희석되면 

채도가 감소하며[2] 색의 왜곡이 발생한다.. 컬러 이미

지 향상의 가장 요한 은 원 상이 가지는 화소의 

색이 다른 색으로 바 지 않고 이미지 향상이 이 지

는 것이다. 왜곡없는 이미지 향상은 상의 시각  품

질 향상에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색 재  문제가 없는 CSTN-LCD 동 상 

디스 이를 한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일반

인 색 보존 방법에 해서 설명하 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FPGA 디바이스을 

기반으로 제안된 시스템 구조와 검증 결과를 나타내었

다. 5장에서는 결론에 해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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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의 방법

2.1 색 보존 변환

  컬러 이미지 향상 처리 후 색이 보존되지 않으면 왜

곡이 발생한다. 색 보존 변환 방법은 변환되기 의 

화소의 색과 변환된 후의 화소의 색을 같게 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컬러 상은 RGB 체계를 사용하여 장되

고 보여진다. RGB 체계가 아닌 LHS, HSI, YIQ 등과 

같은 체계에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이미지

가 그러한 체계로 변환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컬러 

상을 RGB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변환시켜 스 일링

과 시 을 한 뒤, 처리된 이미지를 디스 이 하기 

해 RGB 체계 좌표로 다시 변환한다. 명도와 채도를 

한 스 일링과 시  방법은 색 보존 변환 방법으

로 사용된다[3][4]. 이러한 색 보존 변환 방법은 선형 

변환 방법과 비선형 변환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된다. 

 2.1.1. 선형 변환

  선형 변환은 그 이 스 일 이미지 향상 기술에 일

반 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선형 변환 련 식은 식 

(1)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여기서, 는 화소의 번째 성분의 그 이 값이고, 

는 수정된 화소의 번째 성분의 값이다.

 2.1.2. 비선형 변환

  색 보존 컬러 이미지 향상에 사용하기 하여 기본

으로 그 이 스 일 콘트라스트 향상 기술을 일반화 

한다. 목 은 RGB 체계 안에서 색 재  문제가 없는 

변환된 화소 값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많

이 사용되는 그 이 스 일 이미지 콘트라스트 향상 

기술은 S타입 향상 방식과 불연속 인 선형 스트 칭 

방식, 클리핑 방식등이 있다.

  그 이 스 일 이미지에 한 S타입 변환은 다음 식 

(2)와 같다.






 



  ≦≦

 



 ≦≦

   (2)

  과 은 상수이고,  ∊ ∞   ∊     

이다. 이러한 변환은 가장 일반 인 형식이고, S타입 

콘트라스트 향상 방식의 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다. 이는 우리의 

의도와 달리 컬러 상의 색의 변화를 래한다. 이를 

색 보존 변환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성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각각의 같은 스 일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III. 제안한 방법

3.1 이미지 향상  색 보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향상 시 발생하는 색 재  문

제를 색 체계 좌표변환을 통해서 해결하 다. RGB 체

계에서 스 일 함수 α가 1보다 큰 경우에는 CMY 체

계로 변환하여 이미지 향상 처리를 한 후 RGB 체계로 

변환하여 디스 이 한다. 스 일 함수 α가 1보다 작

은 경우에는 색 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RGB 체계에서 이미지 향상 처리를 한 후 디스 이 

한다. 제안된 색 재  문제가 없는 이미지 향상 기법

수행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진행된다.

그림 1. 색 재  문제가 없는 이미지 향상 기법 순서도

 3.1.1. 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 기법

  화질 개선을 하여 선형추정 CDF 기법을 사용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사용하 다. 선형추정 

분포 함수를 구하기 하여 사용된 샘  치는 식(3)

과 같다.

    
 



             (3)

  여기서,   

 

 

이고,   ⋯이다. 

 는 k까지의 된 값으로써 나타나

게 되고, L=255인 경우, 샘  치에서의 분포함수

값은 식(4)와 같다.

 ≦   


 ≦   




≦   


 ≦ 
      (4)

샘  치에서의  의 값은 선형추정 방

법에 이용되며, 은 연산량을 가지고 구 이 가능하

게 된다. Y는 입력 상 X에 한 향상된 콘트라스트

를 나타내고, 식(5)는 제안된 방식의 히스토그램 평활

화를 한 선형추정 방식을 나타낸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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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이고,   

 

 



이다.   
    

로 정의되고, 는  번째 샘

치의 값을 의미하고, 은  번째 입력 상의 

값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정규화된 

분포함수값을 의미한다.

 3.1.2. 색 체계 결정

  CDF 기법을 사용하여 스 일링과 시  방식을 기

반으로 이미지 향상 처리를 수행할 때 색 체계를 결정

하는 는     


이며, 이미지 향상을 한 

스 일링 계수로도 사용된다. 값에 의한 색 체계 변

환은 색 재  문제가 없는 이미지 향상이 가능하다.

  만약  ≦   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6)

     ≦   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7)

  각각의 스 일링 계수는  
  


이고 

 
    
  

이다.

3.2 BFI(Black Field Inserction) 기법

  CSTN-LCD에서 동 상 구 이 가능하도록 액정의 

응답 시간을 보상하기 해 BFI 기법을 사용하 다. 

BFI 기법은 정상 인 임 사이에 홀수 라인과 짝수 

라인에 Black Line이 삽입된 임을 번갈아 삽입하여 

액정의 응답 시간을 보상하여 동 상 구 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2는 정상 인 임(Frame#1, Frame#3) 

사이에 홀수 라인에 Black Line이 삽입된 임

(Frame#2)과 짝수 라인에 Black Line이 삽입된 임

(Frame#4)을 나타낸다.

(a) frame #1
 

(b) frame #2 (odd BFI)

(c) frame #3
 

(d) frame #4 (even BFI)

그림 2. BFI 기법을 용한 연속이미지의 

Ⅳ. 구   검증

  본 논문에서 구 한 색 재  문제가 없는 CSTN- 

LCD 이미지 로세서는 알고리즘 검증을 해 C++을 

사용하 다. VHDL설계와 Synthesis를 해 Xillinx 

6.2i  Synplify 7.3을 이용하 다. FPGA 테스트 보드

의 Target 디바이스는 Xilinx Virtex XCV300E를 사용

하 다. 

  화질 평가를 하여 TFT-LCD와 CSTN-LCD에 디

스 이 되는 상을 시각 으로 비교하 으며, 그림 

3은 TFT- LCD와 CSTN-LCD에서 구 된 동 상을 

나타낸다. 

 

(a1) frame#1 TFT-LCD   (b1) frame#1 CSTN-LCD

 

(a2) frame#2 TFT-LCD   (b2) frame#2 CSTN-LCD

 

(a3) frame#3 TFT-LCD   (b3) frame#3 CSTN-LCD

 

(a4) frame#4 TFT-LCD   (b4) frame#4 CSTN-LCD

그림 3. TFT-LCD와 CSTN-LCD의 동 상 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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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재  문제가 없는 이미지 향상 처리된 화질 평가

를 하여 원 상과 처리된 상의 시각  비교 검증

과 히스토그램의 표  편차를 도입하 다. 그림 4는 

기존의 이미지 향상 기법을 사용한 상과 제안된 기

법을 사용한 상을 나타내며, 표 1은 상에 한 표

 편차를 비교한 것이다.

 

(a) Flower & Flower Garden 원본

 

(b) Flower & Flower Garden 기존의 방식

 

(c) Flower & Flower Garden 제안한 방식

그림 4. 기존의 방식과 제안된 방식 비교

표 1.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비교 

구분 원 상 기존 방식 제안한 방식

Flower 45.45 61.09 63.72

Flower

Garden
68.98 89.70 71.97

  표 2는 제안한 로세서의 성능을 나타내며, 그림 5는 

구 한 FPGA 테스트 보드와 5.7〃 CSTN-LCD이다.

그림 5. FPGA 테스트 보드와 5.7〃 CSTN-LCD

표 2. 제안한 로세서 성능

항목 성능

동작 주 수 88.325MHz

해상도 QVGA(320×240)

체 gate 수 400,000 gate

Ⅴ. 결론

  본 논문은 CDF 기법을 사용하여 CSTN-LCD 동 상의 

이미지를 향상시켰으며, 색 체계 변환 방법을 통하여 

이미지 향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색 재  문제를 해결하

다. 그리고, BFI 기법을 사용한 구동 방법을 제안하여 

동 상 구 이 가능한 CSTN-LCD 로세서를 구 하

다. 색 재  문제가 없는 동 상 CSTN-LCD 이미지 

로세서는 ․ 가의 모바일 디스 이의 여러 응

용분야에 맞게 다양한 해상도와 컬러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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