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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출력 장치로 리 이용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CRT(Cathod-ray tube)에 비해 그 반응 속도가 느린 단 을 가

진다. 이러한 단 으로 인해 시간방향으로 격한 밝기 변화가 발생하는 상에서 출력되는 상이 흐려지는 문제 을 가진다. 

반응 속도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LCD에서는 오버드라이빙 기술을 TCON에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오버드라이

빙을 해서는 화면에 출력된 이  상에 한 정보를 압축 장해야 한다. 기존의 8bit HD 을 한 TCON에서는 TCON의 

칩면 과 실시간성을 고려하여 AM-BTC(Absolute Moment Block Truncation Coding)기법을 용하여 이러한 목 을 달성하

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수요가 상되는 10 bit Full HD  형 LCD에서는 기존에 비교하여 상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이 합하지 않다. 기존의 방법을 10 bit Full HD  형 LCD에 용하면 TCON의 칩면 의 증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화질의 열화를 야기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샘  블록 내의 형

태학  정보에 응 인 이원  구조를 가지는 Dual BTC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Dual BTC기법이 기존의 

AM-BTC기법 보다 정량  측면과 정성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LCD(Liquid Crystal Display) commonly used as an output device has a drawback of slow response time compared with 

CRT display. This drawback causes motion blur especially when an abrupt intensity change occurs in an image sequence 

as time goes 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slow response time overdriving technique has been used in TCON of LCD. 

In this technique, the previous frame data has to be compressed and stored in an external memory. Considering both chip 

size of TCON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AM-BTC has been applied to the 8bit HD display driver. However, the 

conventional method is not suitable for 10 bit Full HD because 10 bit Full HD data is much larger than that of 8 bit HD 

data. Being applied to 10 bit Full HD display driver, the conventional method increase cost by enlarging the external 

memory size of TCON or deteriorates image quality. In this paper, we propose dual BTC image coding technique for Full 

HD display driver that is an adaptive coding scheme according to morphological information of each sample block. 

Through experiments, it 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Dual BTC method performs better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not 

only quantitatively but also qual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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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노트북, TV 등에 출력 장치로 리 이용되

는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CRT(Cathod-Ray 

Tube)의 한계인 해상도, 부피, 자 , 소비 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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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CD에서 TCON의 동작 다이어그램

Fig. 1. Work flow diagram of TCON in LCD driver.

그림 2. LC의 Slow Response와 Overdrive

Fig. 2. Illustration of slow response of LC and 

overdrive mechanism in LCD.

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평 디스 이의 

하나인 PDP와 비교해서 소비 력, 발열 등에서 우수한 

특징이 있다[1].

TCON(Timing control data ASIC)은 입력되는 화상

정보를 디스 이의 화면 크기에 맞추어 구동 IC가 처

driver IC 구동에 필요한 각종 timing control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2]로 동작은 그림 1에 도시하 다.

LCD는 액정 분자에 압을 거는 것으로 액정분자의

방향을 바꿔 백라이트를 가리는 방법으로 화상을 표시

한다. 압이 걸린 액정 분자는 방향을 환하여 목표

하는 각도가 되면 그 움직임을 정지한다. 여기서 압을 

가해 액정분자의 반응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 한다[3～4].

그림 2에서 목표하는 밝기값을 갖도록 압을 걸어주

었을 때, LC 소자의 느린 반응 특성으로 인하여 한 장

면의 환 시간동안 액정이 목표 밝기값에 도달하지 못

하고 그보다 낮은 밝기값에서 다시 다음 장면으로 환

되는 것을 보여 다. 액정의 이러한 물리  특성으로 인

해 높은 비를 가지면서 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

을 출력할 때, 액정의 응답시간이 화면 환에 걸리는 

시간보다 길어지게 되어 상이 흐려지는 motion blur

상이 발생하게 된다
[5～6]
.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LCD에서는 오버드라이빙(overdriving) 기술을 

TCON(Time Controller)에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7].

오버드라이빙 기술은 기  압 벨보다 더 높거나 

낮은 압을 순간 으로 가해주는 방법으로 액정분자의 

반응시간을 여주는 역할을 한다. LCD의 경우 각 계

조별 반응시간을 미리 측정한 후, 각각의 벨별 환

시간을 고려한 한 과 압 벨을 산정하여 변환 

표(LUT)를 작성하여, 이  상에서의 밝기값과 출력

될 상에서의 밝기값을 비교하여 액정에 압을 가해

주어 motion blur 상을 여 다. 

오버드라이빙을 해서는 이  상에 한 정보를 

장하기 해 SDRAM (Synchronouse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이 필요한데 이때 버퍼의 비

용을 이기 해 일반 으로 부호화된 상을 장한

다. 특히, 기존 8bit HD (1366x768)을 한 TCON에서

는 약 1:3의 부호화 성능을 가지는 AM-BTC(Absolute 

Moment Block Truncation Coding)을 이용하여 16 

Mbit SDRAM에 부호화 bit열을 장함으로써 이러한 

목 을 달성하고 있다[8～9]. 그림 3은 기존 8bit HD  

TCON에서의 오버드라이빙 동작 과정을 보여 다.

최근에는 형 화면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

고, 형 LCD 패  생산기술 등 련 기술의 비약  발

으로 10 bit Full HD (1920x1080) LCD가 보편화되고 

있다. 10bit Full HD 상은 각 화소당 R, G, B의 3채

과 각 채 당 10bit 데이터를 가지므로 1 임의 Full 

HD 상이 가지는 데이터는 약 60Mbit (×

그림 3. TCON에서 Overdrive의 동작 과정

Fig. 3. Work flow of overdriving technique in T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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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기존의 8bit HD  상

이 가지는 데이터인 약 24Mbit (××

×)보다 약 2.5배 증가된 양으로 기존의 HD  

상을 부호화 하는 기법을 Full HD  상의 부호화에 

용하면 버퍼의 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 이 발생한다. 

기존의 8bit HD  상에 사용되는 TCON의 칩면 을 

고려하여 10bit Full HD  상을 16Mbit SDRAM에 

장하기 해서는 최소 1:3.75의 압축성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Full HD  상을 기존의 16Mbit SDRAM

에 부호화하여 장하기 한 TCON 드라이버의 칩면

과 실시간성을 고려한 새로운 복잡도 압축 기법인 

Dual BTC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압축 부호화 기법인 BTC(Block Truncation Coding)와 

이를 개선한 방법인 AM-BTC(Absolute Moment 

Block Truncation Coding)에 하여 기술한다. Ⅲ장에

서는 제안하는 Dual BTC 상 부호화 기법에 해 기

술하고, Ⅳ장에서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을 비교 검토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의 BTC 기반 알고리즘

1. BTC(Block Truncation Coding)

1979년 Delp와 Mitchell에 의해 발표된 Block 

Truncation Coding(BTC)는 일종의 변환부호화이면서 

기존의 변환부호화에 비해 계산량이 훨씬 고 성능이 

adaptive cosine transform coding과 비슷한 데이터 압

축 기법이다[10]. 

BTC 알고리즘은 입력 상을 ×픽셀의 샘  블록

으로 나  후 나 어진 각 블록을 독립 으로 부호화하

여 두 개의 벨 신호로 양자화 하며, 이때 각 블록의 

부호화 과 후의 1차, 2차 모멘트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BTC 알고리즘의 요지이다.

가. 1bit 양자화기 설계

는 샘  블록 내 픽셀의 밝기값이고,  ≤  ≤ 

  이다. 이때 각 샘  블록의 1차  2차 모멘트, 그

리고 분산은 각각 식 (1), (2), (3)과 같이 구한다.

 
 
 



     (1)

  
 
 




     (2)

 
  

     (3)

각 샘  블록에 한 1bit 양자화기는 식 (4)와 같이 

설계된다.

   ≥
   

   
     (4)

입력 상의 픽셀     ⋯ 가 샘  블

록의 1차 모멘트 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 양자화 하

고, 보다 작으면 로 양자화 한다. 가 블록 안에서 

보다 큰 밝기값을 갖는 픽셀의 개수라 할 때, 각 블

록에 해 부호화 과 후의 1차  2차 모멘트가 보존

되어야 하므로 와 의 계식은 식 (5), (6)과 같다.

        (5)

          (6)

식 (5)와 (6)으로부터 양자화 출력 는 각각 식 

(7), (8)과 같이 구해진다.

   




    (7)

  


 

    (8)

나. BTC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

원 상을 개의 픽셀을 갖는 크기의 샘  블록으로 나

 후 나 어진 각 블록에 해 독립 으로 1차 모멘트를 

구한 다음, 입력된 상에서의 블록 내의 각 픽셀을 1차 

모멘트 와 비교하여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1,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을 bit 평면에 기록한다. 부호화된 비트열은 블

록내의 1차 모멘트와 표 편차, 그리고 bit 평면으로 구성

된다. 

부호화된 각 블록은 식 (7), (8)을 참조하여 양자화 출력 

 를 각 픽셀의 치에 출력하여 복호화 한다. 그림 4는 

BTC를 사용하여 부호화  복호화 하는 과정을 도시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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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TC의 부/복호화 과정

Fig. 4. Encoding and decoding procedure of BTC.

2. AM-BTC(Absolute Moment Block Truncation Coding) 

기존의 BTC는 양자화 출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표

편차를 사용하여 계산 복잡도를 높이는 문제 이 있

다. 1984년 Lema와 Mitchell은 기존의 BTC의 변형이면

서 계산복잡도를 여 실시간 처리 면에서 유리한 알고

리즘인 AM-BTC(Absolute Moment Block Truncation 

Coding)를 제안하 다[11].

AM-BTC 알고리즘은 각 샘  블록에 해 부호화 

후의 1차 모멘트와 1차  심모멘트(First absolute 

central moment, ACM)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AM-BTC의 핵심이다. 여기서 1차 모멘트는 샘  블록내 

픽셀들이 가지는 심값에 한 정보이고, ACM은 1차 

모멘트와 각 픽셀의 밝기값과의 편차정도를 나타낸다.

가. 1bit 양자화기 설계

는 샘  블록 내 픽셀의 밝기값이고,  ≤  ≤ 

  이다. 여기서 1차 모멘트는 BTC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고, ACM은 식 (9)에 따라 계산된다.

 
 
 



 
     (9)

1bit 양자화기의 출력을 라 가정할 때, 식 (1), (9)

에서 주어진 모멘트가 부호화 이후에도 보존되어야 하므

로 에 한 계식이 식 (10), (11)과 같이 정의된다.

       (10)

         (11)

와 에 해 연립하여 풀면 양자화 출력은 식 (12), 

(13)와 같이 구해진다.

   


   (12)

  


   (13)

한 식 (9)을 식 (14)과 같이 정리하면 ACM을 계산

하는데 필요한 연산횟수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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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 AM-BTC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

AM-BTC는 기본 으로 BTC의 부호화  복호화 

과정과 흡사하다. BTC에서의 표 편차 신, ACM을 

사용하여 제곱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의 편차정보

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크게 감소하여 실시

간 처리에 용이한 강 을 보인다. 그림 5는 AM-BTC

를 사용한 부호화  복호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5. AM-BTC의 부/복호화 과정

Fig. 5. Encoding and decoding procedure of AM-BTC. 

Ⅲ. 제안하는 Dual BTC 알고리즘 

1. 기존 BTC기반 방법의 한계

BTC, AM-BTC는 모두 고정길이 부호화 방법을 사용

하는 부호화 기법으로, 2 level로 양자화하기 때문에 샘  

블록의 크기가 커질수록 압축률에 있어서의 향상을 기

할 수 있지만, 밝기 변화가 큰 역이 포함될 확률이 높아

지기 때문에 그 성능은 하되는 이율배반 인 특성이 있

다. 그리고 AM-BTC 이후에 개발된 BTC 기반 기법들의 

성능향상에 한 연구[12]는 가변길이 부호화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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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크기

비트 할당
bit/pixel 압축률

평균 ACM 비트평면

6x2 10 9 12 7.75 3.87

4x2 7 6 8 7.875 3.80

표 1. Full HD  상 압축을 한 확장된 AM-BTC의 

비트할당

Table 1. Bit allocation of extended AM-BTC for full HD.

용하는데 이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부호/복호기의 복잡도

를 증가시키는 문제 을 가진다. 한 가변길이 부호화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된 이  임 정보를 장하기 해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SDRAM 크기를 결정해야 하므로 

실질 인 메모리 크기 감 효과는 기 할 수 없다.

서론에서 언 했듯이, 기존의 8bit HD  상에 사용되

는 TCON의 칩면 을 고려하여 10bit Full HD  상을 

16Mbit SDRAM에 부호화하여 장하기 해서는 최소 

1:3.75의 압축률이 요구된다. 기존의 AM-BTC 기법을 사

용하여 1:3.75의 압축률을 달성하기 해서는 샘  블록의 

평균과 ACM의 하  비트열을 단해야 하거나, 샘  블

록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표 1은 1:3.75의 압축률을 만족

하는 두 가지 비트 할당을 보여 다.

샘  블록의 크기를 키우는 경우, 원래의 샘  블록의 

형태학  정보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 기존 

기법의 샘  블록 크기를 유지하면서 샘  블록의 평균

과 ACM의 비트열을 과도하게 단하면 원래의 샘  블

록의 색상  밝기값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본 논

문에서는 1:3.75의 압축률을 만족하면서 계산 복잡도가 

낮고 정보 손실이 게 일어나는 새로운 알고리즘인 

Dual BTC 부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2. 제안하는 Dual BTC 알고리즘 

BTC기법은 이상 으로 블록 내 픽셀들의 밝기값이 

오직 2 level 이라면 부호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샘  블록의 크기를 일수록 화질면

에서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요구되는 

압축률을 만족하기 하여 샘  블록 크기 증가는 불

가피하며, 크기가 증가할수록 블록 내 픽셀들의 밝기

값이 2 level보다 많아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본 논

문에서는 AM-BTC의 샘  블록 크기 증가에 따라 손

실이 발생하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 하나의 샘  

블록을 블록내 밝기 변화에 응 으로 두 개의 하  

블록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하  블록을 AM-BTC를 

용하여 부호화 하는 Dual BTC를 제안한다. Dual 

BTC 기법은 입력 상의 샘  블록을 어떤 기 에 의

해 분할하는가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

서는 화질 우선 분할 방법과 복잡도 우선 분할방법을 

제안한다.

가. 화질 우선 분할법

Dual BT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화질을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샘  블록 내의 가능한 모든 분할을 

시도한 후, 부호화 후의 PSNR을 비교하여 변화가 

가장 은 분할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1:3.75의 압

축성능을 만족하기 해 샘  블록의 크기를 12x2로 

결정하 다. 그림 6은 하나의 샘  블록이 가질 수 있

는 12개의 분할 형태를 나타낸다.

화질 우선 분할법은 입력 상을 12x2 샘  블록으로 

나  후, 각 샘  블록의 R, G, B채 마다 독립 으로 

모드를 결정하고, 분할된 각 하  블록 별로 AM-BTC

를 용하여 부호화 한다. 결과 으로 부호화 된 블록에

는 각 블록에 한 Mean, ACM이 장되고, Bit 평면에

는 0 는 1의 값으로 24bit 공간에 장이 된다. 그리고 

각 채 별로 분할모드를 장한다. 그림 7은 화질 우선 

분할법을 용한 알고리즘의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화질 우선 분할법을 사용하는 경우 1:3.75의 압축성능

을 만족하기 한 샘  블록당 비트 할당은 표 2와 같다.

그림 6. 화질 우선 분할법에서의 샘  블록 모드 별 분

할 치

Fig. 6. Split position according to the mode of sample 

block in quality priority dividing method.

그림 7. 화질우선 Dual BTC의 부/복호화 과정

Fig. 7. Encoding procedure of quality priority dual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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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하  

블록

비트할당
bit/pixel 압축률

평균 ACM 비트평면 모드

R
A 10 8

24 4

8 3.75

B 10 8

G
C 10 8

24 4
D 10 8

B
E 10 8

24 4
F 10 8

표 2. 화질우선 Dual BTC 부호화 기법의 비트 할당

Table 2. Bit allocation for quality priority dual BTC.

나. 저복잡도 우선 분할법

화질 우선 분할법은 부호화 후의 화질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분할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PSNR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이 상되는 방법이다. 하지

만 가능한 모든 분할을 시도하여 각각의 블록들을 부/복

호화 하여 최 의 분할모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산복잡

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TCON에 용하기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세부 에서는 계산 복잡도가 상

으로 낮고 효과 인 모드 결정이 가능한 방법인 

복잡도 우선 분할법을 제안한다.

복잡도 우선 분할법은 8x2 크기의 샘 블록을 그

림 8에 제시된 네 가지의 분할모드 에 하나를 선택하

는 방법이다.

각 분할 모드 에서 압축 효율이 가장 우수한 모드

를 선택하기 하여, 모든 색상 채  내부의 밝기값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여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을 분할한다. 

이때 밝기값의 변화를 비교하기 해 수평방향으로의 

변화 정도는 식 (15)를 이용한다.

  
 






         
  




      (15)

여기서 은 수평 방향을 단하는 모드를 가리킨다. 

그리고 는 색상 채 에 한 인덱스이며 R, G, B 세

그림 8. 복잡도 우선 분할법에서의 샘  블록 모드 

별 분할 치

Fig. 8. Split position according to the mode of sample 

block in low-complexity priority method.

       
       

표 3. 샘  블록 내에서 픽셀의 치

Table 3. Position map of pixels in a sample block.

가지를 가리킨다. 는 샘  블록 내에서 번째 치

의 밝기값으로 샘  블록 내에서 픽셀의 치는 표 3

과 같다.

수직방향으로의 변화는 식 (16)을 이용의 결과를 비

교하여 밝기값의 변화율이 가장 큰 부분을 찾는다.

  
   




 
 
 




    (16)

이와 같이 각 분할 치에서의 변화량이 계산되면, 

식 (17)과 같이 변화율이 가장 큰 때의 값을 분할 모

드로 결정한다.

 


      (17)

분할된 각각의 하  블록은 각각 AM-BTC를 사용

하여 압축한다. 그림 9는 복잡도 우선 분할법을 용

한 부호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복잡도 우선 분할법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컬러 채

그림 9. 복잡도 우선 Dual BTC의 부호화 과정

Fig. 9. Procedure of low-complexity priority dual BTC.

채
하  

블록

비트할당
bit/pixel 압축률

평균 ACM 비트평면 모드

R
A 7 6

16 0

8 3.75

B 7 6

G
C 7 6

16 2
D 7 6

B
E 7 6

16 0
F 7 6

표 4. 복잡도 우선 Dual BTC 부호화 기법의 비트 

할당

Table 4. Bit allocation of low-complexity priority dual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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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합하여 하나의 모드가 결정된다. 이 경우 모드를 

해 2bit만 할당된다. 따라서 분할 모드는 4가지로 제한된

다. 제한된 분할 모드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 샘  블록

의 크기는 작아져야 한다. 샘  블록의 평균과 ACM의 

비트 단에 의한 손실을 고려할 때, 최 의 샘  블록의 

크기는 8x2가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1:3.75의 압축성능

을 만족하기 한 샘  블록당 비트 할당은 표 4와 같다.

Ⅳ. 실험 및 성능분석 

본 에서는 제안된 Dual BTC 부호화 기법의 성

능을 기존 8bit HD 에서 사용되는 AM-BTC 기법

을 10bit Full HD 으로 확장한 방법과 비교한다. 이

때 실험에 사용된 기존 AM-BTC 기법의 비트할당은 

표 1에 따라 1:3.75의 압축률을 만족하도록 하 다.

기존 기법과의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그림 10

과 같은 8bit Full HD  정지 상 92장을 사용하

다. 이때 8bit 상을 10bit 상으로 변환하기 

해 최하  2개의 bit에 난수를 추가하는 방식을 이

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얻어진 10bit 

Full HD  상에 하여 제안하는 Dual BTC 기

법과 기존의 AM-BTC 기법을 용하여 부/복호화 

하여 PSNR(Peak Signal Noise Ratio)과 MSE 

그림 10. 테스트 상

Fig. 10. Test images.

용 기법 PSNR(dB) MSE

4x2 AM-BTC 36.0 386.04

6x2 AM-BTC 35.1 512.70

8x2 Dual BTC 37.0 321.48

12x2 Dual BTC 37.2 323.17

표 5.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부호화 성능

Table 5. Encoding performance of conventional methods 

and proposed methods.

(Mean Square Error)를 비교하 다.

표 5는 각 용 기법의 실험결과에 한 평균값이다.

먼  4x2 AM-BTC기법의 성능은 PSNR측면에서 

36.0dB로 6x2 AM-BTC기법 비 0.9dB 더 높게 나

타났다. MSE 측면에서도 386.04로 136.66만큼 낮은 

수치를 보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일정 비트열

을 단함에 의한 성능 하보다는 샘  블록의 크

기 확장에 따른 성능 하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제안된 방법인 8x2 Dual BTC 기법에 의한 성능

은 PSNR이 37.0dB로 기존 기법인 4x2 AM-BTC 

기법의 실험결과에 비 1.0dB의 성능향상이 확인된

다. 하지만 화질 우선 분할법을 사용한 12x2 Dual 

BTC 기법에 비교해서 약 0.2dB의 성능 하를 보

다. 이는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해 모드 수를 제한

하 기 때문이다. 표 6에는 제안된 두 방법의 실험 

수행시간이 비교되어 있다. 이 실험은 Intel Core2 

Duo E8400(3.0GHz Dual) CPU와 4.0G 용량의 RAM

을 사용하는 32Bit Windows 7 데스크탑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92장의 Full HD 테스트 상에 하여 

두 가지 Dual BTC 기법을 각각 용하여 부/복호화 

하는데 소요되는 수행시간을 측정하 다. 여기서 복

잡도 우선 분할법을 사용한 8x2 Dual BTC 기법의 

경우 약 5.95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TCON 드라이버의 칩면 과 실시간성을 동

시에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8x2 Dual BTC 기법이 실시간성 측면에서 더 뛰어

나고, 화질 측면에서도 12x2 Dual BTC 기법에 하

기 때문에 8x2 Dual BTC 기법이 연구 목표에 더 

부합한다.

그림 11은 실험에 사용된 92개의 정지 상에서 기

존의 방법과 제안한 Dual BTC 방법의 PSNR을 비

교한 것이다. 실험결과를 보면 부분의 상에서 제

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화질 우선 분할법을 사용한 

12x2 Dual BTC의 성능이 dual 구조를 이용하지 않는 

용 기법 Time(s)

8x2 Dual BTC 93.434

12x2 Dual BTC 555.807

표 6. 제안된 방법의 수행시간 비교

Table 6. Process time of propo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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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92개 정지 상에 한 PSNR 성능 비교

Fig. 11. PSNR comparison results through the 92 Full 

HD images. 

(a)

(b) 
 

(c)

(d) 
 

(e)

그림 12. TigerDave 테스트 패턴에 한 주  화질 비

교

(a) 원본 상 (b) 4x2 AM-BTC (c) 6x2 

AM-BTC (d) 8x2 Dual BTC (e) 12x2 Dual BTC

Fig. 12. Comparison of subjective quality in Full HD test 

pattern.

(a) original image (b) 4x2 AM-BTC (c) 6x2 

AM-BTC (d) 8x2 Dual BTC (e) 12x2 Dual BTC

6x2 BTC에 비해 PSNR 측면에서 약 2.1dB의 성능 개

선을 보 다. 복잡도 우선 분할법을 사용한 8x2 Dual 

BTC는 dual 구조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의 4x2 BTC에 

비해 PSNR 측면에서 약 1.0dB의 성능 개선을 보 다. 

12x2 Dual BTC에 비교하여 약 0.2dB 은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8x2 Dual BTC에서 분할 모드를 표

시하기 한 bit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분할 모드의 수

가 제한 되어있어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복잡도 우선 분

할법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모드의 제한

과 모드 결정법이 8x2 Dual BTC의 Peak Error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의 주  화질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법에 

비해 Dual BTC 방법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 다. 그림 

12은 샘  블록 내에서 밝기 변화가 심한 경우의 화질

의 열화를 보여 다. 그림 12. (b), (c)에서 기존의 

AM-BTC 방법을 용했을 경우 곡선의 경계와 부드럽

게 밝기가 변하는 면에서 매끄럽지 않은 결 이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고정된 샘  블록 사이즈로 인하

여 상 으로 심각하게 블록화 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Dual BTC 방법은 그림 12. 

(d), (e)처럼 곡선의 경계가 부드럽고, 밝기의 변화도 자

연스러우면서 블록화 상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ull HD 디스 이 드라이버를 하

여 TCON 드라이버의 칩 면 과 실시간성을 고려한 새

로운 Dual BTC 상 압축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샘  블록 내의 밝기값 분포의 형태학  특

성을 고려하여 가변 으로 두 개의 하  블록으로 분할

한 후, AM-BTC를 각 하  블록별로 용하는 확장된 

AM-BTC 기법으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압축 성능을 

정량 으로는 소폭이지만 정성 인 측면에서는 크게 향

상시켰다. 이러한 Dual BTC 기법의 경우 효과 인 분

할 모드 결정 방법이 하드웨어 복잡도와 화질을 결정하

는 요한 요소인데 이에 한 추가 인 연구와 개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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