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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저전력 화질 개선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영상의 대조비를 향상하면서 동시에

OLED 디스플레이의 소비 전력을 감소하는 변환을 선형 변환 함수에 기반하여 유도한다. 또한 영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

단위로 변환 함수를 적용하여 영상의 지역적 특성에 적응적인 대조비 개선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알

고리즘이 전력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영상의 대조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한다.

Abstract

A low power contrast enhancement algorithm for OLED displays is proposed in this work. The proposed algorithm increases the 
contrast of the image based on a linear transformation function, while reducing the power consumption of OLED displays. 
Furthermore, the proposed algorithm extends the global contrast enhancement to local contrast enhancement using the block-based 
transformation function.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reduces the power consumption, while 
enhancing the contrast of an input image.

Keyword : Contrast enhancement, OLED, Low power contrast enhancement

 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다기능 휴대 단말기의 보급이 늘

어남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

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휴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확대되면서 디바이스의 전력 소비량 중 디스플레이

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휴대의 편의

성을 위해 배터리는 소형화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의 발

전에도 불구하고 휴대 단말기의 사용 시간은 충분히 증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휴대 단말기의 사용 시간을 증가시키

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하드웨어의 개

선을 통한 방법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개선 방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1]. 하드웨어 개선은 화소값을 표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회로의 구현을 의미하는데, 기기의 제조 이후에

는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입력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한 방법은 어플리케이

션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벨에서 제어가 가능하며 입

력 영상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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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연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소비전력을 줄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0]. 

디스플레이 장치의 소비전력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

해서는 전력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밝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밝기를 낮출 경우 영상의 대조비

저하로 인해 가시성이 떨어지며 화질이 열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조비를 향상하는 기법을 통해 열화된

영상의 품질을 보상하는 저전력 영상처리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력 소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저대조비(low contrast)를

보완하기 위한 저전력 영상처리 기술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종류에 따라 크게 TFT-LCD와 같은 수광형(non-emissive) 
장치의 소비전력 절감 기술과 OLED와 같은 발광형

(emissive) 장치의 소비전력 절감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수광형 장치의 경우에는 백라이트(backlight) 밝기를 낮추

고, 이때 발생하는 화질 열화를 화소값의 조정을 통해 보상

한다. 발광형 장치의 경우에는 개별 화소의 화소값은 낮추

면서 대조비를 증가시킨다.
수광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기법은 일반적으로 백라이트

의 밝기를 낮춘 후 화소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인

지하는 밝기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법이 제안되고 있

다. 이 때,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 이상으로

변환되는 화소는 최대 밝기로 포화되어 화질 저하를 유발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heng 등은 왜곡이 최소가 되

는 지점을 검출하여 변환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이 기법은 단순하면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결과 영상을

얻을 수 있으나, 변환함수가 부분적으로 선형이기 때문에

절삭이 이루어지는 화소 값을 영상마다 검출해야하는 단점

이 있다. 부분적으로 선형인 함수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해

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적 선형 변환함수를 S자
형태의 곡선으로 근사하는 기법이 최근 제안되었다

[3-4]. 또
한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밝기 분포가 없는 영역을 검출

한 뒤 검출된 영역에 대해 선택적으로 히스토그램 등화기

법을 적용하여 동적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왜곡을 최소화하

는 밝기 보상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5]. 하지만 이러한 기

법들은 영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영상 내의 객체의 세부 정보가 손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sai 등은 영상을 고

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분에 대해

서 밝기 보상 및 대조비 개선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6]. 최근에는 히스토그램 등화 기법을 적용하여 대조비를

최대화 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상 정보 손실을 최

소화 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7]. 이 기법은 기존 기법들이

선형 변환함수로 영상의 밝기를 보상한 것과 달리 히스토

그램 등화기법을 통해 변환함수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화질개선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수광형 디스플레이의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많

은 연구가 진행된 반면, 발광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저전력

기술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광형 디스플

레이는 소비전력 감소를 위해 밝기를 낮출 경우 화소값의

감소로 인하여 동적영역(dynamic range)이 밝기에 비례하

여 감소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의 대조비를높임으

로써 낮은 소비전력에서 높은 가시성을 얻는 기법과 인간

의 인지 시스템을 이용한 기법이 제안되었다. Lee 등은 발

광형 디스플레이의 개별 화소 값이 전력 소비와 직접적으

로 연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력 소비를 고려한 수정된

히스토그램 등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1][9]. 이 기법을 통해 영

상의 대조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영상 전체에 동일한

변환규칙을 적용하는 전역적 방법이므로 영상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Hadizadeh 등은 영

상의색공간을 분석하여 인간이 동일한색이라고 인지하는

색조합 중 가장 소비전력이 작은 색조합을 찾음으로써 소

비전력을 감소시켰다
[10]. 이 기법은 영상의 품질은 동일하

게 유지하면서 소비전력은 원본 대비 5~10%를 줄일 수 있

다. 하지만 소비전력을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광형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OLED 디스플

레이에서 소비전력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동적영역의 저하

를 대조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기법을 제안한

다. 휴대 단말 등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므로복잡도

를 최소로 하기 위해 안개 제거에서 사용하는 선형 모델링

과 유사한 선형 변환함수를 만들고,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

기 힘든 선형 변환함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

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블록 기반의 화질 개선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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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이 OLED 디스플레이의 소비전력을 낮추며 동시에 대조

비를 향상시킴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선형 변환함수를 설명하고 이를 지역적 기법으로

확장한다. 3장에서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알고리즘

1. OLED 디스플레이의 전력 모델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고려한 저전력 화질 개선을 위해서

먼저 OLED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비 모델을 분석한다. 
OLED 디스플레이는 영상의 밝기를 개별 화소 단위로 제어

한다. 따라서 각화소의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전체 디스플

레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  OLED를 구성하

는 화소는 R, G, B 의색상을띄는 발광 다이오드로 이루어

져있으므로, 영상의 표현은각다이오드의 밝기 조합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TFT-LCD 의 경우 백라이트가 영상 밝기

를 조절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소비전력은 백라이트의

조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면 OLED 디스플레이는 화소

마다 개별적인 밝기 조절이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소

비전력 제어가 가능하다.
OLED에서의 소비전력은 Lee 등이 제안한 각 화소의

밝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모델을 사용한다
[1]. 즉, 각 화소

에서 소비전력( )과 밝기값( )과의 관계를 나타낸 모델

은 전류와 전력간의 관계로부터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이

오드와 같은 발광형 반도체의 밝기는 일반적으로 전류

값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1)

여기에서 는 영상의 각 화소를 의미한다.     
또한 각 화소에서의 전력 소비는 다른 화소와 독립적이

므로 디스플레이에서의 전력 소비는각화소에서의 소비전

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때, 각 화소는 R, G, B 서브
화소마다 소비 전력 효율이 다르므로 효율에 따라 서로 다

른 가중치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소비전력(TDP)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TDP 
  




 

 

, (2)

여기에서  ,  , 는 R, G, B각 채널의 소비효율을 고

려한 가중치이고,  ,  , 는각 화소에서의 밝기이다. 

하지만 위의식을 사용하여 소비 전력을계산할 경우 복잡

도가 늘어날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각인지 체계는색차보

다 밝기 변화에민감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1][5][6] 
에서와 같이 영상의 밝기(luminance)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영상 정보는 YCbCr 색 공간으로 전달되기 때문

에 밝기 정보인 Y 요소만을 이용하여 전력 소모를 모델링

할 경우 실사용에 적합한 저전력 영상 화질 개선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 수식 (2)는 Y 요소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DP 
  





, (3)

여기에서 는 각 화소의 밝기이다.

2. 선형 변환함수를 이용한 전역적 대조비 향상

본 연구에서는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도 개

선 기법을 응용하여 영상의 특징에 적합한 선형 변환함수

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

하며빠른결과 영상의획득이 가능하다. 안개 제거의 기본

원리는 다양한 기상상태로 인하여 밝아진 영상을 개선하는

것으로먼저 밝아진 양을 추정하여 그 양만큼영상의 밝기

를 감소시킨다. 이 때 영상이 어두워져서 발생하는 대조비

저하는 영상의 밝기를 비례적으로 증가시켜 보완한다. 기
존의 안개 제거 기법에서 사용하는 선형 변환함수는 아래

의 식으로 정의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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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입력 밝기값과 출력 밝기값이고, 
는 밝아진 양을 나타낸다. 는 영상의 대조비를 증가시키

기 위한 계수로 사용된다. 
서론에서언급한 것과 같이 OLED의 소비전력을 줄일 경

우 동적 영역의 감소로 인하여 대조비가 감소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두워진 영상에서 동적 영역을 증가시켜 높은

대조비를 얻는데목적을둔다. 안개 제거의채도 개선 기법

또한 입력 영상 데이터의 동적 영역을높이는데목적을두기

때문에채도 개선 기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저전력 대조비

향상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변환함수 는채도 개선 기법과

유사하게 화소값 를오프셋(offset)   만큼영상을 어둡게

만들고 선형 변환계수 를 이용하여 영상의 대조비를 향상

시킨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5)

오프셋은 영상의 밝기를 일괄적으로 어둡게 만든다. 오프

셋만큼감소시킨 영상은 동적 영역이 감소하지만 변환함수

를 통해 얻은 출력 화소값은 대조비가 향상된다. 오프셋을

높게 설정할 경우 입력 영상의 동적 영역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 영상의 대조비를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 하지

만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대부분 낮은 값에 분포할 경우

과도한 오프셋은 영상 정보 손실을 야기한다. 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히스토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오프셋을 결정한다. 오프셋은 히스토그램 기준으

로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만들

었을 때 하위 1%에 해당하는 밝기를 선택하였다. 누적 분포

함수 기준하위 1%는 ×  영상 기준으로약 3000여
개의 화소이고, 이러한 1%의 데이터 손실은 인간의 인지 능

력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오프셋을 설정한 후 영상의 대조비 감소를 복원하기 위

해 선형 변환함수를 사용한다. 오프셋만큼 감소된 영상은

기울기 에 따라 대조비가 변화한다. 값이 증가할 경우

영상의 대조비는 향상되고, 반대로 감소할 경우 대조비는

저하된다. 하지만 값이 일정 이상 증가할 경우 변환함수

는 포화(saturation)된다. 이러한 포화된 변환함수는 오프셋

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상 정보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손

실 없이 대조비를높일 수 있는 의 선택은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상의 대조비 뿐만 아니라 소비 전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영상의 소비 전력을 감소시켰

을 때 저하된 대조비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므로 출력 영상

의 소비전력을 제한 조건에 포함시켜 저전력 하에서의 화

질개선을 위한 의 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

고리즘에서는 기울기 를 제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계

산한다. 이 때식 (3)에서 정의한 디스플레이에서의 소비전

력을 제한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즉, 변환함수 에 의

해서 변환된 결과영상을 출력하는데 소비되는 전력 TDP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6)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5)의 선형 변환함수를 통해

나온 출력 밝기가 최대한 입력 밝기와 유사하도록 하였다. 
입력 밝기와 유사하다는 조건을 통해 소비전력의 제한조건

이 0일 경우에 원본영상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즉, 수식적으로 아래의 비용함수를 최소로 하

는 기울기가 선택되도록 한다.

  
  



  

. (7)

위의두식 (6)과 (7)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울기 는 서로

상반된 값을 가진다. 즉, 을 최소화하기 위해 는 작은

값으로 선택되어야 하지만 를 최소화하는 는 일정 이

상의높은 값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상반된두제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변환함수 는 아래의 비용함수를

최소로 하도록 구할 수 있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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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지역적 기법의 결과 비교. (a) 입력영상, (b) 블록 기반 적용, (c) 화소 기반 적용
Fig. 1. Result comparison of local contrast enhancement approaches. (a) input image, (b) block based approach, and (c) pixel based 
approach

여기에서  ∊  는 전력 소비량과 입력 영상과의 유사

성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사용자 변수이다. 
    인 경우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출력 영상이 입력 영

상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변환함수가 결정되며, 가 감소할

수록 영상의 전력 소비 효율은 증가하지만 영상의 대조비

는 하락한다. 식 (5)를식 (8)에 대입한 후, 에 대해 미분하

고 0으로 놓으면 아래와 같이 최적 변환함수를 나타내는

기울기 를 구할 수 있다.

 
 



 



 



⋅  . (9)

3. 블록기반의 지역적 대조비 향상 기법

선형 변환함수를 사용하여 영상의 대조비를 향상시킬경

우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조비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양 단에

높게 몰려있을 경우 선형 변환함수로는 영상의 대조비를

증가시킬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소값의 절삭으로 인한 영

상 정보 손실을 야기하여 오히려 대조비가 하락하는 결과

를 얻는다. 하지만 영상을 작은 블록으로 분할할 경우 각

블록의 히스토그램은 밀집된 분포를 가진다. 밀집된 히스

토그램 분포를 가진 영상은 선형 변환함수를 이용하여 대

조비를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 따라서 영상을 블록으로 나

누고 각 블록에 대해 선형 변환함수를 적용하여 대조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식 (8)을 이용하여 계산한 변환함수를

영상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기법으로 확장한다. 지역적 기

법으로의 확장은 블록 기반으로 영상의 변환함수를 구하여

적용하는데, 크게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 각

화소마다윈도우를설정하고윈도우 내의 화소값을 이용하

여 화소 각각에 해당하는 변환함수를 구하는 화소 단위 기

법이 있다. 화소 단위 기법을 적용할 경우, 각 화소에 적합

한 변환함수를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영상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각 화소에 대해서 윈도우를 설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과도

한 계산량을 요구한다. 또 다른 방법은 영상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대해 변환함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블록 단위 기법이다. 이 방법은 전역적

기법과 유사한 낮은계산량으로빠른적용이 가능하다. 하
지만각 블록마다 서로 다른변환함수를 사용할 경우 블록

의 경계에서 동일한 화소 값이 서로 다른 값으로 변환되어

블록 열화(blocking artifacts)를 야기한다. 그림 1은 전역적

기법을 블록 기반 기법과 화소 기반 기법으로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 도시한다.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

분적 블록 중첩기법을 적용하였다. 부분적 블록 중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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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우시안 가중치를 적용한 부분적 블록 중첩 기법 결과. (a) 입력 영상, (b) 기존 블록 중첩 기법 적용, (c) 가우시안 가중치 적용
Fig. 2. Results comparison of partially overlapped sub-block approaches using Gaussian weights. (a) input image, (b) partially overlapped 
sub-block without Gaussian weights, (c) partially overlapped sub-block with Gaussian weights

은 Kim 등이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을 지역적 기법으로

적용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블록 단위 처리를 하되 블록을

부분적으로 중첩하여 블록 현상을 줄임과 동시에계산량을

감소하기 위한 기법이다
[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환함수

는 선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첩하여 변환함수를평균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블록 중첩 기법의 적용

이 가능하다. 부분적 블록 기법은 블록 단위 연산을 하되

일정 부분을 중첩하고, 중첩된 영역에 대해서 블록의 평균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첫블록에서 출력 블록

을 만든후, 블록 크기의 반만큼이동하여 다시 변환함수를

계산하여 또 다른 출력 블록을계산한다.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두블록의평균을취함으로써 중첩된 변환함수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한다. 동일한 연산을 전체 영상에 적용

하면 영상의 외각부분을 제외하고 결과 영상은 이웃한 4개
블록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부분적 블록 중첩 기법

을 사용해도 겹쳐지는 블록의 수를 줄일 경우 블록열화가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블록의

중심을 기준으로 블록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도

록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블록 열화를

최소화 하였다. 그림 2는 부분적 블록 중첩 기법을 적용하

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부분적

블록 중첩 기법을 적용하여 블록 열화를 효율적으로 제거

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다양한 실험

을 통하여평가하였다. 실험은 MATLAB을 통한 시뮬레이

션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에서는 그림 3 및 그림 4에 도시

한 “Door”, “Flower”, “Lighthouse”, “Buildings”, 
“Baboon”, “F-16”, “Valley”, “House”를 사용하였다. 이중

“Lena”, “Baboon” 및 “F-16”은 USC-SIPI에서 제공하는

×  크기의 영상 데이터 셋1)이고, 나머지 영상은

Kodak Lossless True Color Image Suite에서 제공하는

×  크기의 데이터 셋2)이다.       
그림 3은    ,    ,    ,   일 때

의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결과 영상을 입력 영상과 비교

한다.     일 경우에는 소비 전력은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입력 영상과 비교하여 대조비가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 감소할수록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결과 영상은 어두워지지만 영상의

대조비는 보다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 변수 를 조절하여 소비전력

과 대조비 향상 정도를 조절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http://sipi.usc.edu/database/

2) http://r0k.us/graphics/ko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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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소비전력(단위:  )

원본         

Door 14.34 9.57 6.94 4.75

Flower 14.06 9.31 6.73 4.60

Lighthouse 16.28 10.87 7.89 5.42

Buildings 20.96 14.16 10.34 7.18

Lena 11.44 7.48 5.36 3.62

Baboon 13.33 8.93 6.51 4.50

F-16 25.81 17.42 12.80 8.94

표 1. 다양한 에 따른 소비전력 비교

Table 1. TDP comparison at various  ’s

(a) (b) (c) (d)  (e)

그림 3. (a) 입력 영상, (b)    , (c)    , (d)    , (e)   

Fig. 3. (a) input images, (b)    , (c)    , (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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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입력 영상과 결과 영상 비교. (a) 입력영상, (b) 선형 변환, (c) Lee 등의 알고리즘 [1], (d) 제안하는 알고리즘
Fig. 4.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a) input images, (b) the linear transformation, (c) the Lee et al.’s algorithm [1], (d) the 
proposed algorithm

Images 소비전력(단위:  )
원본         

Door 14.34 9.57 6.94 4.75
Flower 14.06 9.31 6.73 4.60

Lighthouse 16.28 10.87 7.89 5.42
Buildings 20.96 14.16 10.34 7.18

Lena 11.44 7.48 5.36 3.62
Baboon 13.33 8.93 6.51 4.50

F-16 25.81 17.42 12.80 8.94

표 1. 다양한 에 따른 소비전력 비교

Table 1. TDP comparison at various  ’s

표 1은 그림 3의 결과 영상을 OLED에 표시하는 소비전

력 TDP를 비교한다. 가 감소함에 따라서 소비전력이 크

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ena” 영상

의 경우 가 0.85, 0.75, 0.65일 때 원본 영상에 비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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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영상 선형변환 Lee 등의 기법 [1] 제안하는 알고리즘

Valley 17.9219 17.8059 25.1786 27.5099

House 5.4880 5.4968 8.1709 9.7497

Door 14.8258 14.7597 22.3186 22.7641

Lena 7.4509 7.4214 9.7378 12.2403

표 2. EME [13]을 이용한 정량적 대조비 비교
Table 2. Objective assessment of contrast enhancement by EME [13]

34.6, 53.1, 68.4% 적은 전력만을 소비한다. 또한, 동일한

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33.3, 51.5, 66.7% 적은 전력을 소

비한다. 그러나 이처럼 상당한 양의 소비전력 감소에도 불

구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대조비를 향상시킴으로써 높

은 시인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기존의 선형 변환 기법

및 Lee 등이 제안한 기법
[1]
과 비교한 결과를 도시한다. 비

교를 위해 소비전력은 동일하게 원본대비 70%의 소비전력

으로 제한하였다. 선형 변환은 입력 영상을 동일한 비율로

어둡게 변환한 것이다. 그림 4는 소비전력 TDP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을 때의 결과 영상을 비교한다. 그림 4(b)의 선형

변환함수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대조비를 향상

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Lee 등의 기법은 히스토그램균등

화에 기반 하여 영상의 전역적인 대조비 향상에목적을두

었기 때문에 영상의 어두운 부분이 존재할 경우 정보손실

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c)의 Lee 등의 기법에

서는 어두운 영역의 세부정보를 보존하지 못하였으나, 그
림 4(d)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어두운영역에서도 이를 효

과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객관적 성능 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

음과 같은 성능 평가 기법을 사용하였다. Measure of en-
hancement(EME)는 영상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할한 후

각블록에서의 최대값 및 최소값에 기반한 점수를평균냄

으로써 영상의 대조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13]. EME를 통

한 대조비측정 시 값이클수록 보다높은 대조비를 가진다. 
표 2는 그림 4의 영상에 대해 대조비를측정한 결과를 비교

한다. “Valley” 및 “Door” 영상과 같이복잡한텍스쳐가많

고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큰 영상에서는 제안하는 알고

리즘이 매우 높은 EME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House” 및 “Lena” 영상과 같이텍스쳐의 변화는 크

지만, 밝기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작은 영상에서는 비

교군과 대조했을 때 EME값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EME 측정 기법이 최대값과 최소값만을

추출하여 대조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지역적 블록에 대해

각각 최적화된 선형 변환함수의 기울기를 찾아야 하기 때

문에 전역적 기법보다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비교적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블록

의 크기 32픽셀, 중첩크기 16픽셀, ×크기의 영상

에 대해 1.07초가 소요되었으며 Lee 등의 기법의 수행시간

1.00초와거의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영상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밝기 감

소를 줄일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고려한 저전

력 대조비 개선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선형 함수와 오프셋을 이용하여 채도 개선 변환함수와 유

사한 형태의 변환함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

및 영상 보존에관한 제한 조건을두어 최적화함으로써 전

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영상의 대조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선형 변환함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

우시안 가중치가 적용된 블록 중첩 기법을 사용하여 블록

단위로 얻은 결과를합성하여 최종 결과 영상을 얻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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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기법을 통해 전역적 기법에 비해 어두운 영역에서의

세부 정보 표현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 결과를 통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기법에 비해 세부영역을 보

존하며 대조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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