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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ED 백라이트는 그 효율, 활용도 및 환경친화성으로 인해CCFL 백라이트를 대처 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이다. 현재 다양한 LED 백라이트 구성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 절감과 명암대비 향상을 위한 다분할 

제어방법(local-dimming)도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다분할 된 LED 백라이트의 제어 해상력은 

LCD 패널의 해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런 차이는 백라이트 제어 시 사람에게 인지되는 심

각한 왜곡을 발생 시키며, 왜곡을 보상하여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들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

는 백라이트의 정확한 제어를 위해 주변 밝기를 고려하는 Cooperative Dimming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 제안 기술을 이용하여 요구 밝기를 최대한 만족하는 정확한 제어를 하며, 동시에 전력 소비를 최소화 

하는 제어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LCDTV는 자체 발 이 불가능하며 상표 을 해 

후방 원으로 백라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의 CCFL

원을 이용한 경우 구조  특성상 백라이트가 TV의 모

서리에 설치되어 확산 을 이용 하더라도 빛의 분산이 

고르지 못한 단 으로 인해 최근에는 LED를 이용한 직

하형 백라이트가 많은 심을 받고 있다. 한 배치가 

자유로워 백라이트를 여러 구역으로 나 어 고른 빛 분

포가 가능하며 각 구역을 부분 으로 제어함으로써 력

감과 명암 비 향상에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LED 원을 이용하여 력 효율을 개선시키기 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 이다. 항시 켜져 있던 백라이트를 

제어함으로서 LCD TV 력 소비에 큰 비 을 차지하던 

백라이트의 력 소비를 이며 명암 비 향상을 하여 

상의 밝기특성에 따라 백라이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보

다[1]. 한 백라이트를 다 분할로 구성하고, 각 분할 

섹션을 제어하는 local dimming 방법도 있다[2]. 분할된 

섹션을 이용한 local dimming은 한 화면의 BLU를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 어 각각의 섹션의 밝기를 다르게 제

어하는 방법이다. 

   Local dimming 알고리즘은 섹션 별 상의 최  밝

기 는 평균 밝기를 이용하여 목표 백라이트 섹션의 밝

기를 설정하여 제어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어는 

문제 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한 섹션의 밝기가 다른 섹션의 밝기

제어에 독립 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 확산 

의 향으로 섹션 내에서도 고른 밝기 분포가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 1] 은 이와 같은 BLU 섹션의 밝기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BLU 섹션의 경계가 모호하며 

밝기 변화는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이유로 BLU 와 LCD간의 해상력 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LCD의 픽셀 수 보다 BLU 섹

션의 수가 히 어 각 화소별로 한 백라이트 밝

기로 밝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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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LU섹션 하나의 주변 밝기 향 정도

   백라이트와 LCD 개방정도에 의한 화면 밝기는 

   

L=최종 밝기, t=pixel transmittance, B=백라이트 밝기

   로 결정이 된다. 가능한 최  밝기는 B에 의해 결정

된다. 하지만 제어된 백라이트는 [그림 1]과 같이 섹션 

내에서도 밝기 변화가 있다.

[그림 2] 백라이트와 LCD 개방에 따른 밝기 변화

   하지만 섹션 내에서도 픽셀 별 백라이트가 밝 주는 

B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B 값 제어

를 가능하게 한다면 정확한 L을 표 할 수 있다[그림 

2]. 정확하지 않은 B로 인한 L의 왜곡은 t의 변화로 보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비율이 주변 픽셀과 

다를 경우,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곡이 인지될 

수 있다.[3]. 본 논문은 이러한 픽셀 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백라이트 제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백라이트 밝기 특성을 고려한 제어

[그림 3] 입력 상과 디  제어

   Local dimming은 백라이트를 다분할 하여 [그림 3]

과 같이 각 BLU 섹션에 해당하는 상의 밝기 값들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BLU 밝기 값을 정한다. 하지만 

상의 특성만을 이용 할 경우 섹션간 밝기간섭은 고려

하지 않아 제어된 밝기 결과는 역통과필터를 통과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 다.

[그림 4] Local dimming 과 백라이트 간 상호 간섭을 

고려한 cooperative dimming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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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의 local dimming 과 제안하는 cooperative dimming 의 BLU 상과 오차 비교

   밝기간섭으로 인한 효과는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

으며, 진한 검은 테두리는 제어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4]의 상단 그림은 요구되는 BLU 밝기를 그 로 제어 

값으로 입력하여 얻은 결과이다. 그 결과 가운데 BLU의 

밝기가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하단 

그림과 같이 BLU간 밝기 상호간선을 고려하여 제어를 

하면 각 BLU간 요구밝기 비율을 유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ooperative dimming은 이와 같이 백

라이트 간 상호 간섭을 고려하여 서로의 제어 값을 조

하여 평 화된 비율로 밝기 제어를 하는 방법이다. [그

림 4]에서 보면 cooperative dimming은 각 백라이트의 

제어 값을 기존의 방법보다 낮추어 조 하 고, 앙의 

백라이트는 밝기를 더욱 낮추어 실제 밝기의 분포가 목

표 밝기와 같은 고른 분포가 되도록 하 다. 그러므로 

제안된 방법은 선형 인 밝기 분표 비율을 보여주게 되

고, 제어 값의 비율만 조정하면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체 밝기를 조  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원 상을 기 으로 local dimming 과 제안된 

cooperative dimming 의 성능을 비교하기 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을 하여 사용된 환경은 RGB LED 백

라이트를 이용한 52” TV, 그리고 시뮬 이션용 워크스

테이션 (HP x4600)을 이용하여 상을 분석을 실시하

여 BLU제어 알고리즘  상 출력을 하 으며, BLU 

제어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송한 제어 값을 FPGA에서 

처리하여 PWM 신호로 LED를 드라이  하는 구조로 하

다.

   체 1536개의 LED를 M x N (M=16, N=12)의 

192분할 섹션으로 구성하 으며 각각의 섹션에는 8개의 

LED가 배열되어있다.

   첫 실험은 BLU 제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림 5]는 각 방법의 BLU 상을 비교하고, 실제 목표 

밝기와의 차이 값의 벨을 상으로 표 하여 그 오차

를 확인 하 다. 백라이트 상 비교 시 제안된 방법은 

섬세한 제어를 하는 반면 기존의 방법은 BLU 간 밝기 

상호 간섭을 고려하지 못하여 퍼져 보이는 제어밝기를 

볼 수 있다. [그림 5]의 가장 오른쪽 상은 픽셀의 요

구 밝기와 BLU 밝기 비율간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밝을수록 오차가 크며, 에 지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비교 시 제안된 방법이 정확성이나 력효율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각 방법의 정확한 비 표  확인을 해 제

어된 BLU와 상을 합성하여 확인 하 다. [표 1]의  

사진들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원 상과 비교 시 

모든 local dimming 방법은 강한 명암 비를 보여주고 

있다. 상 1의 경우 기존 디 은 명암 비는 제안된 

cooperative dimming 에 비해 강해보이나 명암 비의 비

율이 왜곡되고, 력 소비도 큰 차이가 난다. 한 밝은 

부분의 앙은 과도한 밝기로 인한 포화 상태를 보인다

(춤추는 남성의 앙). 상 2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방

법의 결과는 유사한 상을 보여주나, 력 효율은 큰 

차이를 보이며 상 1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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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 1

APL 24%

원 상 2

APL 52%

상 1 

기존 디

231.0 (w)

상 2 

기존 디

270.9 (w)

상 1 

제안 방법

147.9 (w)

상 2 

제안 방법

168.2 (w)

[표 1] Local dimming 과 제안된 Cooperative Dimming 의 비교

dimming 방법은 밝은 부분의 앙에서의 과도한 밝기로 

인한 포화 상태를 보여 다(비행기 앙).

4. 결론

   제안하는 방법을 통하여 Local dimming LCD TV의 

단 인 력효율  명암 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local dimming 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에 효과

이지만 제안된 cooperative dimming은 BLU간 밝기간섭

을 고려하면 정확한 명암 비를 표 함과 동시에 력효

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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