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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algorithm that 

can simulate a lighting environment, especially an 

LED backlight unit, using the photon mapping 

method. For higher reliable simulation, we modeled 

spectr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LEDs, light 

sources, and optical sheets. From rendered images,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effectively simulate the lighting distribution of LED 

backlight unit.

Ⅰ. 서론 

  LCD 디스 이의 화질은 BLU(Backlight unit)의 

품질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BLU의 품질에서 고려해

야 할 사항으로 LCD의 표면 Panel의 휘도와 기 백

색재 성(reference white color reproduction)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 은 특정 LED

의 배열과 BLU 시트환경에 해 최종 패 (Panel)의 

색도  휘도의 분포를 측할 수 있는 분 특성 기반

의 선추 기법을 이용한 배 시뮬 이터를 개발하는 

데 있다. 

Ⅱ. 제안한 물리 특성 기반의 포톤맵핑 

알고리즘

선추 기법 의 하나인 포톤맵핑 알고리즘[1]을 사

용하여 LED 원에서 방사되는 선(light ray)을 추

하여 최종 패 에서의 빛에 지 분포를 상화하

으며, 랜더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원과 내

부 시트  반사 을 학  분 특성에 기반하여 모

델링하 고, 비균일한 확률  분포에 하여 난수발생

을 이용한 통계  근법인 몬테카를로법(monte carlo 

method)에 기반한 선추 과정에서는 효과 인 피

(fitting)과 연산량 감소를 해 모델링된 분포데이터를 

룰렛테이블(roulette table)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평가를 하여 고가의 해외 소 트

웨어를 사용한 실제 백라이트의 랜더링 결과  연산

시간을 비교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 다.

Ⅳ. 랜더링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물리기반의 포톤맵핑기법을 이

용한 LCD의 배 시뮬 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을 랜더링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고가의 상용 소

트웨어와 동일한 환경 하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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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 

표 1. 동일 입력 에 한 출  속의 결과 비교

  

그림 10에서는 표 2에 나타낸 가상의 BLU 모델에 

해서 시뮬 이션 한 결과 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11에서는 그림 10의 지시선에 한 Lumens, cie x 값, 

cie y 값 각각의 로 일을 상용 소 트웨어와 비교

하여 표시하 다.

표 2. 가상의 BLU 모델의 시뮬 이션 환경

LED 반사 (BLU) 확산시트 출 면

Red   1ea

Green 1ea

Blue  1ea

Size 

60mm*60mm

*30mm

Size 

648mm*148mm*2mm

Height 26mm

Height 

30mm

지향각 

(150-180)

흡수율 5%, 

Specular반사 

95%

흡수 8%, 

Lambertian 투과 64%, 

Gaussian투과 28%, 

FWHM 35

(a)                       (b)

그림 10. 가상의 BLU 모델에 한 시뮬 이션 결과 

(a) 상용 소 트웨어 (b)제안한 포톤맵핑 알고리즘

(a)              (b)             (c)

그림 11. 그림10의 지시선에 한 로 일         

(a) Lumens (b) cie x 값 (c) cie y 값

그림 12에서는 LED의 방사지향각을 3종류로 용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그림 12. BLU 시뮬 이션에 사용된 LED의 지향각 

(a) 170-〫 180(〫b) 120-〫 180(〫c) 90-〫 180〫

(a)

(b)

(c)

그림 13. 지향각에 따른 LED 130개에 한 BLU 

백라이트 시뮬 이션 (a) 지향각 170-〫 180(〫b) 

지향각 120-〫 180(〫c) 지향각 90-〫 180〫

실험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은 LED백라이트의 배

분포를 랜더링할 수 있는 물리  기반의 측 시뮬

이션에 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방사특성  분 에 지분포가 다양한 

LED의 배치로 인한 백라이트의 배 분포를 미리 측

하여 시제품에 앞선 시뮬 이션에 유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원과 시트의 특성을 물리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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