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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s of LCD panel are getting more increased for 
motion-image applications. However, when the motion-images 
are displayed on LCD panels, they may be blurred due to slow 
response time of liquid crystal (LC). One of the solutions of the 
problem is overdrive technique. The technique has a lot of 
memory us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duction method of 
the frame memory that is required for LCD overdrive. 
Proposed overdrive architecture consists of line-based lifting 
integer (5, 3) DWT filter for image data reduction and BLI (Bi-
Linearly Interpolation) LUT for pixel value accelerating. 
 

I. 서론 
 

최근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

다. 데스크톱 모니터용으로 LCD(Liquid Crystal Display)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모니터 시장의 주력디

바이스가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이다. 더욱이 LCD 

TV 용 전용라인인 6 세대, 7 세대 라인의 본격가동을 앞

두고 있어 이제 서서히 디스플레이 핵심영역인 TV 부

문에서도 기존의 브라운관 TV 를 대체 할 준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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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MLCD(Active Matrix Liquid Crystal Display) panel 의 느린 

응답속도는 움직임이 빠른 동영상을 LCD 에 표현하는

데 있어 low dynamic contrast(blurring)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liquid crystal 의 응답속도 향상을 

위한 overdrive[1][2], hold type display 에서 blurring 감소를 

위한 black insertion 과 backlight blinking[3][4] 등의 LCD 응

답속도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중 overdrive 기술은 LCD panel 의 한 프레임을 저장하

기 위한 프레임 메모리와 이전 프레임의 pixel 값과 현

재 프레임의 pixel 값을 입력 받아 overdriven pixel 값을 

panel 로 보내주기 LUT 와 같은 추가적인 로직을 요구

하게 되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LCD 의 응답속도 향상을 위한 

overdrive 기술에서 lined-based DWT 를 사용하여 프레임 

메모리를 축소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II 장에서는 

overdrive 기능에 대해 기술하고 III 장에서는 DWT 를 

이용한 overdrive 프레임 메모리를 축소하는 방법 및 

VLSI 구조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C

언어를 이용한 복원된 이미지의 충실도에 대해 기술하

고 V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Overdrive Technique 

고속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Overdrive 프레임 메모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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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에서 overdrive 기술은 동영상에서 중간 

gradation 의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한 블록으로 현재 프

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의 영상 데이터 차이를 계산하

여 하나의 프레임에 필요한 시간 내에 LCD 분자의 방

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입력 전압을 조정한다. 
 

 

그림 1. 일반적인 구동 방법(좌)과 overdrive 에 의한 구

동 방법(우)의 광학적 응답파형 
 

그림 1 은 기존의 구동 방법과 overdrive 에 의한 구

동방법에서의 광학적 응답 파형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구동에서 짧은 프레임 cycle time 을 갖는 LCD panel 은 

이전 프레임의 gray-level(L2, L1)에서 현재 프레임의 

gray-level(L1, L2)로 변할 때 정해진 cycle time 내에 LC

의 분자 방향을 변동할 수 없어 원하는 luminance 에 못 

미치는 luminance 를 표현한다. 이에 반해 Overdrive 는 

원하는 luminance 에 도달하지 못하는 gray-level 의 변환

에서 gray-level 을 높여주거나 낮추어 주어 원하는 

luminance 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일반적인 overdrive 구조 

 
그림 2 는 이전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한 프레임 메

모리와 발생할 수 있는 pixel 값(gray-level)의 변화에 따

른 overdriving 될 pixel 값을 저장하기 위한 LUT(Look-

Up Table)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overdrive 구조를 나타낸

다. 현재 프레임의 pixel 값과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프레임의 pixel 값을 LUT 에서 입력 받아 

overdriven pixel 값을 LCD panel 로 출력한다. 

 

III. 제안된 구조 
 

본 장에서는 DWT 를 이용한 프레임 메모리 축소 

방법에 대한 VLSI 구조를 기술한다. 제안된 구조는 그

림 3 과 같이 Line-based DWT 와 BLI LUT 로 구성된다. 

 

그림 3. 제안된 overdrive 구조 

 

3. 1 Line-based DWT 
Line-based DWT 는 그림 4 와 같은 블록 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4. Line-based DWT 구조 

 
이 구조는 프레임 메모리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대칭적

이다. Line-based DWT 로 패널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신호들(DE, DATA, Hsync, Vsync 등)이 입력된다. 하지만 

이렇게 입력되는 신호 중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데이터

는 raster scan 방식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F_Line Memory 

Controller 는 raster scan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라인 메모리에 썼다가 DWT 처리에 필요한 8×8 

block(tile) 단위로 FDWT(Forward DWT)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FDWT 로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는 수평, 수직 필

터를 통해 4 개의 대역 LL(저주파-저주파), LH(저주파-고

주파), HL(고주파-저주파), HH(고주파-고주파)로 분할된

다. 그림 5 는 FDWT 필터의 속도 및 내부 연산 메모리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는 라인 기반 lifting 

integer(5,3) DWT 필터의 수평, 수직 필터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은 DWT 를 통해 4 개의 대역으

로 분할된 이미지에 대한 각 대역 별 histogram 을 나타

낸다. histogram 에서 보듯이 LL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의 히스토그램은 Gaussian 분포의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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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 개의 대역으로 분할된 이미지 데이터는 

GQ(Gaussian Quantizer)를 통해 LL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 대해 그림 7 과 같이 16-level 로 비선형 양자화

를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전체의 이미지에 대해 약 

37.5% 축소된 데이터가 저장된다. GDQ(Gaussian 

DeQuantizer)와 IDWT 는 GQ 와 FDWT 의 역 구조로 되

어있어 양자화된 이미지를 복원한다.  
 

 
(a) FDWT 의 수평 필터 

 

 
(b) FDWT 의 수직 필터 

그림 5. FDWT 의 수평 및 수직 필터 
 

 

그림 6. lena(128x128)이미지의 각 대역 별 histogram 
 

 

그림 7. 비선형 양자화(Gaussian Quantization) 단계 
 
3.3 BLI(Bi-Linear Interpolation) LUT 

이상적으로 이전 gray level 과 현재 gray level 의 각 

조합에 대한 LUT entry 가 있어야 하나 이는 큰 LUT 를 

요구하게 된다(각 color 에 대해 256x256x8 bits). 그러나 

256x256 table 에서의 실제적인 모든 정보는 주요한 값 

사이의 bi-linearly interpolation 을 통해 17x17 table 으로부

터 얻어질 수 있다.[5] 

Bi-linear interpolation 은 table 로부터 이전과 현재 

gray level 에서 상위 하위로 제일 근접한 4 개의 입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이전의 gray level 이 94 이고, 현재

의 gray level 이 165 라면 table 로부터 213(80,160), 

189(96,160), 232(80,176), 212(96,176)값들을 추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gray level 과 현재 gray level 에 대한 

가장 적합한 4 개의 table 값을 bi-linear interpolation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8 은 이러한 예를 나타낸다. 
 

 

그림 8. Bi-linearly Interpolation LUT table 및 예 

 
 

IV.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제안된 구조를 통해 복원된 image 의 충실도를 측

정하기 위해 C 언어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 1 은 전체 

프레임 이미지를 8x8 단위로 DWT 처리 후 양자화 레벨

을 64, 32, 16-level 로 복원한 이미지들의 PSNR 을 나타

낸다.  

 

표 1. 표 1. GQ level 에 따른 복원된 이미지의 PSNR(dB) 

 
 

그림 9 는 256x256 사이즈의 흑백이미지들의 원본 

이미지(상)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에 의해 이미

지가 축소(GQ-level : 16)후 복원된 이미지(하)를 나타낸

다. 표 1 과 그림 9 에서 보듯이 GQ level 을 16-level 로 

낮추어도 가시적으로 이미지의 손실을 판별하기 어려움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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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본 이미지(상)과 복원된 이미지(하) 비교 

 

C 를 통한 기능 검증 후, 제안된 overdrive 구조는 

Verilog-HDL 로 모델링 하여 Xilinx xc2v6000 FPGA 로 구

현되었다. 구현된 FPGA 는 프레임 메모리와 내부 라인 

메모리를 제외하고 2206 slices 크기를 가지며 동작속도

는 약 70MHz 이다. 그림 10 은 640×384 크기로 샘플링 

된 2 프레임의 동영상 이미지를 overdriving 시킨 이미지

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의 이미지는 원본의 

2 프레임 동영상 이미지를 overdriving 시킨 것이고 하

위의 이미지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를 통해 출력된 

image data 를 overdriving 시킨 것이다. 

 

 

 

그림 10. 프레임 메모리 축소 없이 overdriving 된 

image(상)와 제안된 구조로 overdriving 된 image(하)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line-based DWT 를 이용하여 

overdrive 기술에 사용되는 프레임 메모리를 축소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하였다. DWT 처리 후 

LL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의 데이터를 16-level 의 

Gaussian Quantizer 를 사용하여 가시적인 이미지 손실 

없이 프레임 메모리를 37.5% 축소하였다. 또한 FPGA

를 통하여 제안된 overdrive 의 동작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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